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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CS 프프프프 국국 현현 2010” 은 편편편 위위 영영영영 한국영프 번번번번번. 

글프글 CCS연연연연 한국영프 번번번 보보영편 정정정, 진위진진 완진정편 보보보보 않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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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요요요요 

BECCS는 바바바바바 공공바공 연연연 CCS에 접접접접 것바것 (바바바에바바 CCS). CCS 기기기 

바바바바바 바이이이연 배배배배에 적적적 이화 연연 CCS 기기기  유유유 바이이이연 수수 및 

저저에 바적유것. 

 

BECCS 는 것다 기기배기 달달 대기 중중 바이이이연연 영영적영영 제제유것. 전전 적용영 

‘네제네네 바이이이연 배배’바이이 유것. 바이유 바유영 일접적일 감감감에 하바 못하는 것다 완이 

기기배기것 돋기바는 것바것. 

 

뿐뿐 아아이 BECCS 는 광광광유 바바바바바 관관 기기에 적적적 수 있것. 전전전전연 

(바바바바바연 유적하는 경경 및 이화연연화 바바바바바연 함함 유적하는 경경 모모 적해)화 

열열열 전전연 및 일일 전전연, 회수 기일이, 화회 가가, 에이에 생이 기공에과중 전발, 공제 

기공에과중 바바바가바 등 펄펄 이산에과 배배배는 연연가바 바스스, 바 감에연 바바바바바 

가바이화 같같 신기기 등에 적적적 수 있것. 

바이유 유기유 전생 CO2 주주 배배배중 

전전적일 규모는 상바하것. 유한, 

바바바가바 접시같 적적는 연연  수수  톤, 

가저 큰 펄펄 플플스는 연연 수수뿐 톤중 

바이이이연연 배배유것. 

 

그그그그그그그그.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CCS(BECCS) 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 

흐흐흐흐흐흐흐흐 (Figure. Bio-Energy with CCS(BECCS) 

carbon flow) 

 

대대대중 바바바바바 에바바 접바시바 

그그그, BECCS 중 주주 관관같 잠잠적일 

바바바바바 공공 관관 대분바것. 바바바바바는 기보 불불공적영영 생이배기 때전에 바이이이연 

배배, 수대 이고, 생유것생생중 손손 등 것다다에과 대공적 측다기 분기야 수 있것. 뿐만 BECCS 

접바시 영구기 광적 바바바바바중 수주가 공급급 증가하증 바이유 주일배바 이고배바 않는것다, 

바바바바바중 단단배바 네제네네 바이이이연 배배중 저단기 능가야 수 있것. 유한, 바급가능유 

바바바바바 생이 유사는 세세 곳곳에과 찾아찾 수 있것. 향향 바바바바바연 대규모영 바급가능하적 

생이야 수 있는 많같 기회 또유 존잠하것.   

 

BECCS 연 보유 네제네네 CO2 배배에는 크적 4가바중 긍공적일 결기가 따다것. 

1) BECCS는 모모 배배배중 배배감기 감구야 수 있것. 그그기 때전에 항공기공 연규모 

배배배기 같바 이고연, 이고적일 것영영 알고알 CO2 배배배중 배배감기 완이하는완 바적적 

수 있것. 

2) BECCS는 바이 전생유 배배대기 감구야 수 있것. 일대 저기 기향 접공달바에는 바이유 

측다바 일영배용 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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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CCS는 기향 완이 광기 관달 수단바이이 야 수 있것. 기향 접공달바 모모모기 온손가바 

완이 공정중 저기적 발효생바 불불손하기 때전에 BECCS가 필주영 적 것바것. 

4) BECCS는 주주 바적 대분일 바바바에바바 외에연 것다 수단배중 기완정영영 채채적 수 

있것. BECCS중 적적같 수수주 기향 접목배에 더더 저저유 고적영영 연달야 수 있적 적 줄 

것바증, 기것 많같 배배감 감구 및 빠다 기향 완이 작산기 향유 포대연 이생접고 것바것. 

 

공공주 기향 접공달바 모모모 결기에 따따다 것수중 펄영프스가 대규모중 BECCS 손실 세계기 

추알하이 있영있영, BECCS는 향향 중주유 역야기 맡적 적 것바것. BECCS는 손실 가능하다과연 

고적 대고 높같 발효기 가알 대기 중 바이이이연 농연 완이 다방영영과 주접주이 있것. 기기 

온손가바 감구 다불배 단단영영는 충대유 발기연 찾 수 없제공, 바공지적 고비과 엄엄유 기향 완이 

접목(예: 450 ppm)연 달생하는완 용고어바 있것. 하바뿐 BECCS 연 보적과이다 350 ppm 바하연 

가능하것. 

 

바 기이과는 전세세 최최영 BECCS 착수연 앞앞 16공중 펄영프스에 대적 연공유것. 그 중 4공는 

공개 유공영영 아아 세계 단세에 머머따이 있이, 7공는 각각 조유화 세계 등 완생 단세에 연달도것. 

3공는 시고 건시 중바증 2011년대년 운영에 배용고 예공바것. 1공는 바이 운영 중바이, 1공중 연영 

파일파 펄영프스연 완연도것. 언공주 펄영프스배같 주영 유유기 북이에 연잠하이 있바뿐 향향에는 

아접아, 아펄달아화 남아남달아 바역에 BECCS 접바시바 가저 많바 연도적 것영영 추공주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