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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요요요요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맥맥맥맥맥맥맥맥 

본 보보보보 근본근근 목근목 CCS 개개개 상상근 보보보 가가가 하하 위위보 하기 및 신신 

이이가이이보 활활 방방개 포포포 이이가이이보 잠잠근 잠활활 방방보 검검하보 있있. EOR 등보 

완완하완 단하근 응활 및 아아 초하 단단근 촉촉촉촉 미완완 하완보 장하근 응활 모모 보고하보 

있있. 

국국 CO2 잠활활 시장목 현잠 연연 8천천 톤보 신모이규, 북미보 EOR 수수가 지지근이있. EOR목 

연연 5천천 톤보 이이탄 사활하규 이 중 4천천 톤목 매매 자연근자자 개발하촉 CO2 저장이저보 

톤톤 US$15-19보 가가저 공보공있. 

근공근근 CO2 보 잠잠근 공보목 잠잠근 수수보있 월등하월 높있. 전 세단근자자 천연가천 처처 

개과저보 부이부자, 또 비비공장 및 있다 이상지저보 연연 5억톤보 저가 이이가이이(톤톤 US$20 

이하) 공보이 가가가 것이것보 예상포있. 비비근 높목 가가저 (톤톤 US $50-100) 현잠 개전이, 

잠재이, 시시시 공장 등저보 지배촉촉 희희포 CO2 천시스저보 연연 약 180 억 톤 포포 또공 

가가하있. 

EOR보 통공 CO2 잠활활목 하기보 북미 CCS 프자프시보 수수수이수자규, 많목 북미 CCS 프자프시 

하기기저 포포촉포 있있. 있다 나것나, 특특 경국 개개개상국저보촉 EOR 이 CCS 개개보 경국근 

촉매 역가보 맡보 수 있촉지저 대공 여부 또공 검검 중이있. 본 보보보가 있다보 있촉 핵핵근근 

문국촉 EOR 및 있다 CO2 잠사활 하완나이 CCS 보보보 가가가 수 있촉지, 또공 가가하있가 포어 

과개정지 근지이있. 

잠활활보 위공 미미보 농농 이이가이이 공보개 시장가가목 과부가 CO2 지배보 얼얼나 국지 또촉 

신국하촉지저 따것 실실근근 영영보 받보 것이있. 따것보 본 보보보촉 약공 이이 국지탄 받보 때때 

그저 따다 가가, 그처보 강공 이이 국지탄 받보 때때 그저 따다 가가 등보 포포공 상상, 그처보 이이 

상상저보 저가 및 보가 CO2 포포저 포어 상상 작활보 하촉지 등 CCS 개개보 가가가 하하 위공 CO2 

잠활활보 잠잠완보 보고가 것이있. 

주주주주요요요요 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 

아미촉 본 보보보보 주수 결결나이있: 

1. 신신 및 하기 CO2 잠사활 수수촉 근공근 CO2 지배배보 몇 %밖저 촉지 않자규, 잠활활이 전 

세단 CO2 감농저 중수공 공공보 가 수촉 없지천, 잠활활개 시장이 가정이 있촉 지배수저보 

진진촉촉 근미보 CCS 프자프시저촉 근과공 수수수이 될 수 있있. 

2. EOR목 하완보 완완개때 대신모 CO2 사활배 덕덕저 단-중하근 CO2 잠활활보 지지근근 

활개자 남보 것이있. 결개근자자 EOR목 강공 이이 가가보 부잠 시 EOR 잠잠완이 있촉 

지역저보 대신모 CCS 실실 프자프시보 단하개개보 지수하촉 역가보 맡보 있있. 초하 

단단보 CCS 실실목 상상근 보보보 필수근근 전국 조조이규, 방근 체단때 신국국개 설설, 

대중근 지지때 CCS 프자프시 최근가 및 비활 감이저 매매 중수하있. 

3. 많목 신 잠활활 하완목 아아 몇 매연보 개개 하연보 더 거거거 하완근자자 이상근 보보저 

걸걸목 완완개저 개도가 수 있있. 광부가 하완목 궁궁근자자 지실지근 저장보 보완하촉 

방기이 될 수 있보, 근공 CO2 지배보 작목 비비보 감농하촉감 개도보 줄 수 있있. 연비 

발이자자 CO2탄 잠사활하촉 하완나목 가희 연비탄 대체포자자 연간근근 감농보 꾀공있. 

이이 수이나목 매매 유활하지천 개개 하연이 길하 때문저 근미보 CCS 이상근 보보 

가가가저촉 추진 수근이 될 수 없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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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2 잠활활목 저에지때 시공잠비저 대공 높목 수수가 있자규 이이 가가 과정 조하 채채보 

가가완이 낮목 경국 개개개상국보 대신모 CCS 실실 프자프시저보 핵핵 수이가 될 

가가완보 가지보 있있. 하완보 완완개때 잠잠완 CO2 이활 신모저 하근하여 EOR 하완저 

초초이 걸맞실 것이있. 중국이나 근개 등보 개개 개상국저보촉 이이탄 광부가, CO2 

콘콘처시 조조, 보콘사이시 잔여부 이이가, 희이석 메이 회수 실진방 (ECBM), 수이 발이배 

실가, 잠발 가가공 메이메저 관핵보 보이보 있있. 그그나 3번저보 설설공 것개 같이 이 

하완 중 일부촉 아아 개개 초하 단단저 있하 때문저 CCS 개개 하연저 걸맞 상상근 보보저 

근적공 완완개저 개도하지 못가 수개 있있.  

5. CO2 잠활활목 개개개상국저보 강공 이이 가가 부잠 시 CCS 개개보 실실 단단탄 후수하촉 

초하 역가보 맡보 있있. 하지천 (완완개 때문저) EOR저월 포중포 초하 역가목, 광광위공 

CCS 이상근 보보보 위위보촉 필수근자자 일포나거 가 현상근 이이 지배배보 가가 근상이 

일포나가 덜 중수위진있. 더더이 5번저보 설설공 것개 같이, 지배배보 국국가 핵위심 

이이보 가가이 높아실수높 대배보 CO2보 시장가가목 하하가 것자자 예상포있.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구구구구구구구구 

본 보보보촉 아미때 같이 과처촉포 있있. 

 

CO2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 기기기기기기기기 

본 보보보보 파시 1 저보촉 신신때 하기보 CO2 잠활활 하완보 조사하보 그나보 현잠 또 미미보 

잠잠근 시장 콘하탄 보고공있. 국국 CO2 잠활활 가가완보 공단초근 5Mtpa 근활저 따것 후보 

하완나이 나나촉수있. 이 공단초목 개전이 및 하기 대대 이상지배수이 발이하촉 CO2 지배배저 

걸맞촉 수수탄 가지보 있촉 하완 연연저 중초보 모보, 그처보 이 수수촉 결국 포어 대형자자형 CCS 

가가가저 하여가 수 있촉 가능이있. 추가근근 덕희개 평가탄 받보 CO2 잠활활 후보 하완나목 

있다개 같있: 

� CO2탄 EOR저 사활; 

� 광부가 (이이탄 광부가 / 콘콘처시 조조 / 보콘사이시 잔여부 처처 포포); 

� CO2탄 수이 이배배 실가 공보 수비자 사활; 

� 핵부 지나 개전 (CO2탄 작작 유체자 사활); 

� CO2탄 보덕자 공과 공보 수비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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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발이; 

� 액체 연비 (잠발 가가공 메이메 / 포포이 포포); 그처보 

� CO2탄 희이석 메이 회수실진방(ECBM)저 사활 

위저 나나포 후보 하완나보 탁상 연연촉 각 하완보 특완저 대공 이위탄 개도보, 있다개 같목 사사보 

강조강있. 

잠활활 하완목 여그 종조보 CO2(보농농 CO2 부부 희희포 CO2 천시스, 예자 비(非)공과 

연개가천저 이이하정지)탄 사활하규 상상저 따것 CO2 영연저장보 가 수 있촉 가능개 

도것진있. 이이 차이나목 CCS 이상근 보보 가가가것촉 목목탄 보고강보 때 있다공 영영보 

미미있. 아미 그스저 나나 것처것 CO2 잠활활 후보 하완나목 있다공 개개 단단때 완완개저 

개도위 있있. 

 

주희: 하하하 수목 위톤 하완이 실실 신모것촉 것보 뜻하규, 짙목 파파하 수목 이위관단자 실증저 

따이가 이상근 운영이 가가공 하완이있. 결개근자자 예예나목 긍과근자자 보근있. 짙목 파파하 

수저보 뻗포 나가촉 가화목촉 더더 현실근근 이상가 하연보 뜻공있. 

CO2 잠사활 후보 하완나목 콘월 있다개 같목 3가지 부조자 나나있 

1. EOR개 수이 이배배 실가촉 이미 상상근자자 사활촉보 있자규 그그그자 완완촉수있보 

평가받촉 실설포 CO2 잠활활 하완이있. 

2. 보콘사이시 잔여부(근적)목 이미 상상근 운영 초하 단단저 나포들자규 잠발 가가공 

메이메목 상상근 신모자 조농촉보 있있. 모 하완 모모 부지 특완저 따것 사활 여부가 

결과촉규 알걸목 주주 환경저보천 기잠가 수 있있. 

3. 하완보 상대근근 완완개자 나나공 나나지 후보나개 (광부 이이가, 콘콘처시 조조, ECBM, 

EGS, 보덕자, 조조, 포포이) 파일파 또촉 실실 플플시탄 통위 근실받아거 하촉 촉촉받촉 

하완나이있. 

CO2 잠활활 후보 하완나목 잠잠근 미미 수수때 이이이 매매 있다하월 예예포있. 각 후보 하완나보 

현잠자부부 2020매정지 세단근근 총 누근 수수때 총수수 예상목 아미 목저 나때 있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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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완포 잠활활 하완, 특특 EOR목, 광광위공 CCS 보보저 필수공 초하 CCS 실실 프자프시보 경국근 

실활완저 수이수보 국공가 수 있있. 초하 실실 프자프시촉 경경지경보 통위 비활보 최근가위거 

하규 또공 CCS저 대공 지역보 신신탄 얻보 방근 체단탄 설설위거 공있. EOR목 근적공 장이저보 

근일보 초하 실실 프자프시 개개보 가가하촉 역가보 맡보 있지천, 잠활활이 추후 단단근 광광위공 

CCS 보보보 개도 과개보 충덕공 수수탄 공보가 수 있보지촉 아아 불덕설하있. 

CCS의의의의 경경경경경경경경목목목목 추추추추추추추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보보보보의의의의 CO2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 기기기기기기기기 

광광위공 CCS 보보 후후부탄 가가가 하고가 잠활활 하완이 CO2 탄 대신모자 지배하보 수이보 

창배위거 가 뿐천 아적것 CCS 개개 하연이 상상근 운영저개 가정가거 공있. 또공, CCS보 광광위공 

보보저 대위 포어 하완이 가실 수 있촉 영영능보 콘하촉 대체자 대활배 CO2 시장보 경국, 최종 

완완완보 가가, 그처보 이이 가가 과정보 실진 여부저 따다 문국이있. 

CO2 잠활활 관관 경국근 및 상상근 체단촉 본 보보보보 중수공 일부덕이규 있다개 같목 사사보 

강조강있. 

1. 근미저촉 CO2 잠활활저보 발이포 수이이 CCS 보보보 1차근 작하촉 촉지 않보 것이있. 

그그나 진진촉촉 실실 프자프시저보촉 잠활활 수이이 CCS 비활보 포어 과개 상상가 수 

있하 때문저 광광위공 상상근 장하 보보보있촉 초하 실실 프자프시저 이이이 될 것이있. 

이것목 잠활활 하완보 위위 CO2탄 공보하규 잠잠근 장하 수이보 창배하창 지배수나이 

장하연 CO2 개과 공보보 경경하규 하하 압능보 어느 것 이하 때문이있. 이이 벌벌보 내지 

않하 위위 CO2탄 처처위거 하촉 지배수이 실가가수높 이이 가가보 개수목 현 대활배 CO2 

시장가가보 떨포떨떨 것이있. 

2. 광광위공 상상근 CCS 보보목 미미 대활배 잠활활 CO2보 가가보있 더 높목 국국근근 이이 

가가이 필수하있. EOR저보 주자 발이촉촉 수이목 초하 실실 단단탄 경국근자자 지수가 수 

있지천, 하지천 장하근자자 전방위 보과포 CO2 지배수나보 광광위공 CCS 보보 가가가탄 

위위보촉 이이 가가 정과이 추진 작능이 될 것이있. 현잠 예상 개전, 국재, 시시시 플플시 

CCS 비활 가차촉 현잠 대활배 CO2 시장 가가보있 훨훨 콘보, 하하 압능보 받보 있촉 시장 

가가목 이이 가가이 근상하가 결국 하하가 수밖저 없있. 포포 비활이 낮목 이상 

지배수저보촉 중가보 초하 이이 가가천자자개 현잠 가천 관관 CCS 프자프시 참여자 수탄 

넘포보촉 근미보 CCS 보보 단하가 될 수개 있있. 

3. CO2 잠활활 감농 자가 신국근 허활보 불불실포목 잠활활 하완보 보보저 가장 큰 문국이있. 

CO2보 영연근 저장보 국공하지 않촉 CO2 잠활활 하완목 지배수개 최종 이배부 사이저 이이 

벌벌저 대공 방근 정책보 누가 부포거 가지 불덕설하그자 투자하하저 상대근자자 위경이 

콘있. CO2 지배수(개전이나 이상활 플플시)이 CO2 잠활활저 공공위개 이이 가가/세벌보 

전액 부부위거 가지개 모다있. 그그있가 잠활활보 위공 포포목 상상근자자 매능이 떨포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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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이이 가가보 정책이 최종 이배부저 돌아연있가 상완이 상상근자자 경경능이 떨포지촉 

위경저 노배포있. 

대대대대대대대대목목목목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낼낼낼낼 CO2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 기기기기기기기기 

완완포 대형보 CO2 잠활활 하완목 특특 강공 이이 가가보 부잠 시저 초하 대신모 실실 프자프시보 

개전보 앞톤길 수 있촉 잠잠능이 있있. 이이 실실 프자프시촉 경경지경보 통위 현실근근 방근 체단 

개전개 CCS가 대중근 지지탄 얻보 비활보 최근가하촉 감 중수공 역가보 부톤공있. 

본 보보보저 따다 CCS 실실 개개저 미가촉 CO2 잠활활보 영영능 덕희 주수 결개나목 있다개 같있: 

1. 모적부모개 검실(MMV)이 포포포 EOR 보 위공 CO2 잠활활목 저장개 관관포 지도보 국공가 

수 있자규 저장저 대공 대중근 지지탄 개전시발촉감 개도보 줄 수 있있. CO2 연하 하기보 

이작보 추근하하 위공 MMV가 포포포 EOR저보 쓰이촉 CO2촉 저장부지보 지실지근 

특특보 밝특보 지하 CO2 이작저 영영보 끼가촉 수이나저 대공 이위탄 돕촉있. 웨이번-

미감일(Weyburn-Midale)개 콘플필크(Cranfield) 프자프시가 이이 가가완보 좋목 예시있. 

2. EOR보 통공 CO2 잠활활, 그처보 더더 근월 있다 잠활활 하완나목 포포 개전개 지도보 

하회탄 국공가 수개 있있. 저비활 보농개 CO2보 지배수나(천연가천 공과이나 비비 공장 

등)목 보통 가장 경경능 있촉 잠활활 CO2탄 국공하지천,  잠활활저보 창배포 이이개 공벌이 

결적위 개전이, 국재이 또촉 시시시 공장저보 지배촉촉 CO2 포포저 하후보 둔 실실 

프자프시탄 개개하고촉 환경이 있보 것이있. 이이 실실 프자프시촉 포포저 대위 지도 수 

있촉 추가근근 또촉 예상보있 이다 하회탄 국공가 것이보, 비(非)EOR 잠활활 또공 사활 

가가공 저장부지보 즉각근근 간근이 포고도 때저개 포포 프자프시가 실진될 수 있월 가 

것이있. 

3. CO2 잠활활목 저에지때 시공잠비저 대공 높목 수수가 있자규 이이 가가 과정 조하 채채보 

가가완이 낮목 경국 개개개상국보 대신모 CCS 실실 프자프시저보 핵핵 수이가 될 가가완보 

가지보 있있. EOR이 포중근근 관핵보 받받지천, 이이탄 광부가, CO2 콘콘처시 조조, 

보콘사이시 잔여부 이이가, ECBM, 수이 이배배 실가, 잠발 가가공 메이메 등개 경국 

개개개상국보 관핵보 받보 것이있. 그그나 이 중 몇몇 하완목 아아 개개 초하 단단저 있하 

때문저 CCS 개개 하연저 걸맞 상상근 보보저 근적공 완완개저 개도하지 못가 수개 있있. 

추추추추추추추추 

매우우위자 추천가천공 진작나목: 

1. CO2 잠활활 프자프시가 가가공 지역 조사, CO2 지배수 (특특 보농농 CO2 지배수) 불근, 

CO2저보 파발포 상완저 대공 높목 수수저 걸추포 조과하촉 것. 본 보보보촉 필연근자자 전 

세단근근 수수저보 각 하완개 그나보 상상근 예가보 평가강있. 지역 프자프시촉 CO2저보 

파발포 상완저 대공 높목 수수가 CO2 지배수개 걸맞 조조가 수 있촉 연체근근 지역보 

목목자 가 때 하회가 될 수 있있. 저비활 보농개 CO2 지배수(예자 가천 공과, 희이 가천가 

공과, 비비 발이나저 관관포)보 불근하촉 것목 특특 개개개상국저보 실진 가가공 하회탄 

연덕하촉감 매매 중수가 것이있.  

2. 북미탄 국제공 지역저보 CO2-EOR 보 보보보 가고하규 지도 하회때 대중근 지지탄 얻보 

하회탄 최대가하촉 것. 이 연연촉 완완개때 대신모 CO2 사활배저 하근위 CO2-EOR보 CO2 

잠활활 하완 중 하기보 CCS 보보보 가가하보 초하 실실 프자프시탄 가가하월 가 최보보 

하완자 뽑뽑있. 북미 CO2-EOR 이상목 완완촉수있. 하지천 북미탄 국제공 지역저보보 

보보목 현잠정지 매매 국공촉포 있있. EOR자 근하여 개발공 지하 CO2 연하 하기보 재저공 

모적부모개 검실(MMV)이 국공 가가공 저장 연연때 대중근 지지 혜채 최대가보 핵핵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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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국 개개개상국저보보 CO2 잠활활 하회탄 대신모 CCS 실실 프자프시탄 개도 수 있촉 

프자그프보 초초자자 천나 것. CO2 지배수개 잠활활 하회보 지개탄 국작하보 우위탄 매하촉 

것목 경국 개개개상국저보 대신모 CCS 실실 프자프시 개개보 위공 지수보 매우우위탄 

결과하촉 감 중수공 개연가 포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