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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와 기기 저저저 기기기 비비 – 간간간 이이 2011, No. 2” 는 편기편 위위 영영영영 한한영한 

번번번번번. 글한글 CCS연연저는 한한영한 번번번 보보영기 정정정, 진위진진 완진정편 

보보보보 않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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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 위위위 대대대기 위위위위 여여 산산 분분위 걸쳐 저저저 기기기 다다다 개개 및 도도도 필필대다. 

���� 450ppm도이위 엄엄다 기기기 효효효효효 달달대기 위위위위 대기 중 도산기저저이 제제대제 산산산산도 배배대위 도산기저저이 무효기 시시위 CCS 같같 다다다 기기산기 사사위분 할 것도다.  

���� 본 보제위위위위 온온온온 배배출도 온가 많같 분분분 개발(發電) 산산위 초초기 맞맞맞효맞, 대기 중기 도산기저저 배배출 감저위 기여할 것효효 예예예위 다다다 기기기 건건건, 운발건, 연연건 등 각 건사위 대위 조사조다.  

���� 글효글 CCS 연연저위 최최 2년 간 각각 CCS 기기기 건사 연연위 대다 조사 및 보제이 수수위수제 있다. 풍풍풍 산원풍, 태다태, 그그제 CCS 등기 포포다 저저저 기기기 각 건사 견효도 건비예맞다. 건비위 일일효분 방방방 및 기본효 경제 맞추 방방위 기대여 동일다 기기 대위 도이이이다. 

���� 주주주주주주주주 핵핵핵핵핵핵핵핵 

� CCS위 발풍 부부위위 다다 저저저 기기위 건위 경경풍있위 온온온온 감감 수수도다.  

� 온온온온 감감위 기여할 수 있위 개발 기기 중 수풍풍 육예 풍풍도 최저 건사도 드위 것효효 확분예맞다.  

� 예대효효효 저건사분 도여다 기기산도 원산 유사달기 다한효 분대여 외외 당대위 예상도제나 위당 기기기 사사할 수 없위 국온위위위 CCS온 매매 경경풍있위 옵옵도 된다. 

� 최최 CCS 기기도 효사된 석저기풍 개발저기 CO2 방배 완기 및 회회 건사같 천연온온 기풍개발보다 조조 높같 1톤 당 US$23~92도다. 위다 풍풍기 건사 (US$90~176/tonne) 및 태다태 위에에기 건사 

(US$139~201/tonn)e풍 건비조기 때 예당상 효같 수수수기 알 수 있다. 

� 아아 완완 수한위 도달대에 않같 최 기기수기 제고대여 CCS와 같같 기기기 건사도 다다 기기기 건사보다 낮아낮 것도이위 초위 유기위분 다다. 

� 도여다 연연 결풍위 CCS이 제외대위 경매 발풍 부부기 온온온온 감감 건사도 70% 도예 증온할 수 있있기 증증다 국제위에에기연(IEA)기 조사 결풍와 일수다다. 

���� 기기 기기위 대대대기 위위위위 긴긴조수온 필필대다. 2009년 코코대코 합기부위 따다 국제효 기기기기 대대대효효대 대기 중 온온온온 농도효 분다 평평 기온 예상도 2도 도대기 규규온 예도되 온온온온기 농도이 유에대기효 약약조다. 450ppm효효 맞추예위 대기 온온온온 농도 목목위 2050년년에 발전한 배배출기 2000년 기기효효 50~85%온출 크크 삭감위분 달달할 수 있다. (IPCC 2007) 

���� 도산기저저 배배출기 감저대제나 농도이 낮맞위 건사같 분분분다 다다기 때부위 국제효효효 효풍효분 배배출 완기이 위위위위 몇몇기 경제 분분위위 다다 분분산보다 예대효효효 많같 수추도 보다 빠다크 도이이이분 할 것도다. 발풍풍 기풍개발같 에연 위에에 일관 도산기저저 배배출기 40%이 차에대위 주필 배배산도맞(그그 1), 농산 등기 다다 분분산풍 건비위 저저다 건사효효 탈저저기온 온가대기 때부위 완완다 탈저저기기 기보도다. 

���� 증온대위 발풍기 수필이 맞맞기 위위위위 발풍 생산기 탈저저기온 시긴대다. 도이 위위위위 건포비 석저연연 개발보다위 저저저 또위 저저제효 개발 기기산(최신생 위에에, 산원풍, CCS)기 사사위분 다다. 450ppm도이위 엄엄다 목목 달달기 위위위위 네제네네 도산기저저 배배 (대기 중기 도산기저저이 제제대위 것 뿐뿐도 아아이 도산기저저 배배출기 규모 무효기 시시위 것)온가달도 내신된 바도수매온 기기 원산 활사 CCS기기산기 제고대위 것도 타당할 것도다. (Ecofys 2011; IPCC 2011)네제네네 배배 기기산같 현신 아아 개발 초기 수한위 있다. 

���� 2050년년에 대기 중 온온온온기 농도이 450-550ppm 년에 낮맞고외 위에에 분분온 이어크 기기위분 대위에 일관된 기기기 부제초산풍 기회산기 온가대기 위위 조사 다 예효 IEA온 개개다 블이 맵 시나그수온 있다. 도 시나그수위 2050년년에 위에에 일관 도산기저저 배배기 기효효 줄도기 위위 매우효효효 보긴위분 할 기기산풍 보긴보기 조사조다. 도 시나그수위 최규 및 기기 저저저 기기산도 광광위대맞 온가 저저대크 도사예위 위에에 미미이 제고다다. (IEA 2010b) 

���� 뿐뿐 아아이 효효효 위에에 사사기 기회효 삼아 수필기 증온이 완기시화 수 있다위 가초 외위도 블이 맵 시나그수위 따다외 2020년대년에 예대효효효 저저다 풍풍풍 수풍 또다 역할도 커낮 것 도이제 예예다다. 블이 맵 시나그수위 위에에 효효기효 수필 달가기 늦맞위 것 외위도 풍풍풍 수풍 등기 저건사 최기기산기 보긴기 일일 시시할 것기 권제다다. 대에뿐 풍�수원산도 제고고위 따이 수필이 충충시시맞 동시위 도산기저저 배배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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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저대기 위위위위 도산보다위 예대효효효 건사도 높같 기기산분 CCS, 산원풍 그그제 제건사 최신생 위에에분 태다태풍 광발에 기기산도 필필할 것도다. 2050년년에위 더더 더 효효효분 개발저, CCS, 산원풍풍 신생온가 기기도 연간 위에에 분분 배배출 감저위 각각 16, 31, 19, 34% 씩 기여할 수 있위 잠신달기 온에제 있다. (그그 2) 

���� 기기 개발 약도와 바바도나 태다태 등 원산기 도사 온가달위 따이 기기기 건사풍 보긴보도 결추된다. 기기 개발기 약도위 산산풍 공공부부기 연연, 개발 및 온증사산 (특상 진수중분 주필 CCS 및 대규규 태다태풍 광발에 기기 온증 프효그프)맞진보위도 영영기 받위다. 기기 기기기 위위기 일그할 개발기기기 발전한효 보긴같 블이 맵기 포포다 특추 시나그수위 제다예에 않기 것도제, 수필이 충충할 수 있위 기기기 건사풍 예산효 온가달효효뿐 결추결 것도다.  

���� 2009년부년 GCCSI 위 각각 CCS 기기기 건사 연연위 대다 조사 및 보제이 수수위수제 있다. (WorleyParsons et al. 

2009; Global CCS Institute 2011a and 2011b; WorleyParsons 2011기 참조) 연연산같 각 CCS 기기기 예전건사풍 달가원연이 포포다다.  또다 도 기간동기 최신생와 산원풍 기기기 건사풍 달가 연연 결풍온 각각 발부기기수전위위 개목예맞다.  

���� 본 보제위위 온가 최최 개목된 원연이 바바효효 미미기 발풍수필이 온가 잘 충충시화 수 있기 것도이 기대예위 여여 저저저 기기산기 현신 건사기 건비위 예대효분 순위이 매매본다. 건비위 개발산온와 도산기저저 회회 건사 등 건사 시온시기 추위 일일효분 방방방풍 및 기본효 경제 맞추 방방위 기대여 동일다 기기 대위 도이이이다.  

 

���� 비비비비비비비비계계계계계계계계법법법법 (COST METRICS) 

����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 개발산온 (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위 개발저기 경제수증 동기 평평 개발건사기 나타내기 위위 사사된다. 간수상 말대원외 개발산온위 프효프프 도위 일한원산도 투원원본풍 경영건이 뿐회대제 경경풍 있위 수익기 올그기 위위위 대나기 발풍 개발저온 온동예위 시간 동기 받아분 대위 평평 건사도다. 총 생산출기 시간 당 메온와프 US 달여 (US$/MWh)효 목기대외 LCOE 한산같 아미와 같다: 

� 투원건 (혹같 건수 원본건) 

� 운영건 

� 연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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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 투원건위 기기건, 조달건, 건건건와 가저 일관 건사(저유원 부부 건사이제도 알고알), 프효프프 개발풍 건건 일관 그온크풍 뿐일기 사태이 대건대위 매개위위 기건조 등도 포포된 생산건위위 온가 큰 건중기 차에다다. 

���� 현신온수효 합대외 도 아도시산같 개발저기 ‘대하하 건사’기 나타나다. 대하하 건사같 즉각효분 건건 기조효효 일시일효 수치분 대위 건사기 뜻다다. 프효프프 개발풍 건건위 몇 년기 시간도 걸그기 때부위 개발저 총 투원 

(또위 건건) 건사같 대하하 건사풍 건건 기간동기 개생다 조금건사기 현신온수년에 포포위분 다다. 

���� 제추풍 기동 운영건사같 완공 기 개발저이 운영대제 유에할 때 필필다 필연효분 건사비위 연일예이 있다. 연연건위 개발저기 공긴산연나 연연 필필조건기 제고다 특추 운영건사도맞, 석저, 천연온온, 매이우, 위에에 시작, 등 공긴 산연기 온엄위 따이 결추된다.   

���� 그 외위도 개발산온이 한산대위계 포포예위 다다 기기-경제 다한산같 아미와 같다: 

� 개발저 수증 

� 건건 그드타수 (예상 생산 시시부년 완달년에 걸그위 시간) 

� 태효효  

� 규규 

� 할분효 

����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 

���� CCS위 투원이 끌이올 수 있위 유일다 사유위 CCS 기기기 도산기저저 배배출 감감 시사도다. 기기 기기 추대기 목목같 도산기저저 외 다다 온온 온온산기 감감도기 때부위 타 저저저 기기산풍 효적다 건비 건사한산방같 도산기저저 회회 건사도다. 도산기저저 톤 당 달여효 목현대위 도산기저저 회회 건사같 수그여산에 않위 기석연연 생산기 대전이 보다 배배출기 감저 건사기 뜻다다. 대기 중 도산기저저 배배감저출같 저저저 기기위 투원다 결풍 같은대제나 대전된 기석 연연 개발저기 형태위 좌매된다. 도산기저저 회회 건사기 예예대위 것같 평온받위 개발저기 도산기저저 배배출 강도와 개발산온이 알제 있이분 온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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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효효효효 기기 기기위위기 일그대위 것같 경제기 각 분분위위 같같 다기 감감 다한 건사도 쌓쌓다위 것기 뜻다다. 뿐약 맞온 1톤기 도산기저저이 감저대위 건사도 경제효분 활동도나 투원 또위 저감출위 따이 다다다외, 저온기 도산기저저 감저활동기 증온대제 제온기 감저활동기 감저대여 특추 배배 목목위 도달대위 방방도 있다. 건비다 예효 저저위 온엄기 매김효효대 저저보다 저저다 감저건사기 개발기기기 사사대크사 유도할 수 있다. 보다 제온기 감감 기기같 발기와 저저 시가위위 건사기 뿐회할 수 없기 것도기 때부위 규제효 에추예맞기 때위뿐 우택결 것도다. 

���� 회회회회회회회회: 자자자자자자자자와와와와 접접접접접접접접 

���� 본 보제위위 CCS, 산원풍, 신생위에에이 포포다 제추된 발풍개발위 효사할 수 있위 저저저 기기위 중초기 모제 있다. CCS위 CCS-석저풍 CCS-천연온온효 전분기 예제, 신생위에에위 바도수메온 (또위 바도수 위에에), 에태, 수풍, 태다광, 태다태 (또위 태다 비결 위에에ㅡ CSP), 육예 및 위예풍풍효효 나나다. 부되 A 위 규모 저저저기기위 대다 짧같 건증도 맞온예이 있다.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완완완완완완완완를를를를 목목목목목목목목로로로로 하하하하하하하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 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이이이비비비비완완완완저저저저저저저저 회회회회회회회회 비비비비비비비비이이이이비비비비. 

���� 보제위이 위다 건사 원연이 얻기 위위위 협회위 최규 저저저 또위 저저제효 발풍 개발저이 주제효 다 공개된 연연원연이 토대효 광광위다 조사이 수수조다. 여여 연연결풍기 건사기 동등다 기기 대위 건비다다위 것같 많같 이고어기 뜻다다. 다 예효 보제위분다 사사다 방방방풍 개발저 수증, 할분효풍 규규 등기 경제 맞추 방방도 다다기 때부위 아직효효효 예예 개발산온이 건비대위 것같 일온가대다.  

���� 건비 온가다 개발산온이 형달대기 위위위위 최본효분 건사풍 개발기기기 특징기 파파대제 있이분 다다. 대에뿐 도이 부분산분저 위효 다다 기폐나 사이효 목기 결 때온 있기 때부위 아직효효효 건비온 일온가다 사사온 빈빈대크 개생다다. 에역기 경제예상위 따이 개발저기 건감 및 운영건사도 기동대여 에역 특추 노동건와 투원 건사, 그그제 풍풍 원산 및 태다태 원산 등 에역 특추 달가 필분산도 개생다다.  또 다다 부제위 여여 연연산도 최본효분 경제 및 기기 맞추 방방기 증확대크 밝상에 않제나 같같 개발저 내위위도 수한 사도 경한 조건도 다다크 규추예제 있다위 것도다. 도여다 투증달기 부신위 최본효분 원연위 대다 검증 및 개우기 온가달기 제다다다. 

���� 본 보제위위위 분사된 연연 결풍산같 동등다 기기 대위 건비대기 위위 다있풍 같같 기기위 따이 우선예맞다. 원최산기 건사풍 달가 원연이 생산대제 분석대위 수전산기 연연이 우선대여 매우효효효 제고조다.  도 기기기 따다외 다다도산기 연연 결풍산기 사사위 분석다 연연이 제외시제분 대에뿐,  기기기 기기-경제 원연산기 도사위 건사풍 달가 결풍이 분석다 IEA와 OECD NEA (2010) 그그제 IPCC (2011) 연연산같 도사효효효 포포예맞다. 또다 노동건와 건건건 및 에역위 따이 바바위 원산기 상낮 기동달기 완기대기 위위위 미국 내 저저저 개발저산기 건사풍 달가 연연 결풍뿐 우선예맞다. 건사기 온수온 현대온수수기 보가대기 위위 최최 2년 동기(2010년부년)기 건사풍 달가 원연 보제위뿐 사사조다. 

���� 위기 기기효효 우선된 보제위산같 다있풍 같다: 

� 2010년 발풍개발기기 규모모 건사풍 달가 맞추 방방 – 미국 위에에달 최신생위에에 연연저 

� 기석개발 건사풍 달가 기기수 연연, Vol. 1, 2010 – 미국 위에에달 위에에기기연연저 

� 도산기저저 포비 및 저가기기 경제효 평온: 2011년 산계도프 – 울그 파파온 (Worley Parsons, 선주 각합건건 발부산전) 

� 2010년 저풍개발 예예 건사 – IEA와 OECD 산원풍기연 

� 2011년 최신생위에에 최산 특선보제 – IPCC 

� 연간 위에에 발전: 2011 – 미국 위에에추보일그에 

���� 위와 같같 연한된 건사 및 달가 연연기 원연위 2010 미국 달여 온수효 조적예맞다. 규규, 효효달, 개발저 수증풍 그드타수 등기 최본효분 기기-경제 맞추 방방같 우선된 연연 결풍기 평평평기 연대여 결추조다. 또다 도 연연위 

50MW 도예기 개발저 건사풍 달가 원연뿐기 제고조다. (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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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기기 경제 맞추 방방풍 부되 B위 나온 평평 할분보기 효사대여 기본 방방방기 연감대여 개발산온와 도산기저저 회회 건사기 한산조다. 

���� 결결결결결결결결 

���� 투투투투자자자자회회회회회회회회 

���� 투원건사 수기, 그그제 총 건사 중 투원건온 차에대위 건중(원본 비약도)같 일확온달도 기신대위 산한위위 개발 기기 채택 및 다다다 방영, 영기 결풍위 아결예위 중필다 필저도다. 투원건사도 높기수되 보다 많같 산조도 위위위진다. 원본 비약도온 높기수되 미미 발기 온엄기동위 더 쉽크 노배결 뿐뿐 아아이 완완대크 헤에(조발 비온기 막기 위다 대건대)도 할 수 없크 된다. 온제 투원우택 예상위위위 다다다 회수효효 예예온가다 그온크이 조적할 수 있에뿐 개발산온 연연위위위 보보 규모 기기위 동일다 할분효기 효사위 도 부분기 생생다다. 예예 투원원본같 각 기기산기 위위위 처다 원본산기 뜻다다. 

���� 보보 기풍개발 기기산보다 건비효 높같 투원 원본기 필연대위 기기위위 CCS-석저, 바도수매온, 태다광 개발, 위예풍풍, 산원풍, 태다태 등도 있다. (그그 3 참제) 기풍개발풍 동일대제나 그 도대기 레레기 투원원조기 필연대위 기기위위 CCS-천연온온, 수풍, 에태, 육예풍풍도 있다. 

���� CCS 대사 기기같 기기 개발저위 도산기저저기 포비, 수수 및 운기 건사도 맞온예기 때부위 석저도나 천연온온이 도사다 개발저보다 건비효 높같 투원 건사기 온에제 있다. 그그 3위 주상주 우효효 목기예이 있있도 CCS-천연온온위 기기 석저 기풍개발저보다 투원 건사도 저저대에뿐 온온개발저보다위 제온도다.  

����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 각 기기기 최본효분 산온와 특추 달가기영 운영건사기 제외다 개발산온위 각 기기기 개발저 수증, 규규, 건건 그드 타수, 저유원 부부 건사, 매개 위위 기건조, 태효효 (위당예위 경매) 등기 필저위 공보 맞추 방방기 효사대제, 공보 할분효기 사사위 산온이 한산조다.  

���� 기기기 기풍 개발저와 건비위 저저다 개발산온 저저저 기기산같 에태풍(US $43-61/MWh)풍 수풍(US $52-

60/MWh)도 있다. (그그 4 참조) 

���� 개발산온 중간 에초위 있위 기기산같 육예풍풍 (US $67-86/MWh), 산원풍 (US $68-94/MWh), 바도수매온(US $81-

113/MWh), CCS-천연온온(US $107-119/MWh), CCS-석저(US $89-139/MWh)도다. 

���� 위예풍풍(US $146-215/MWh)풍 태다광 개발 및 태다태 기기같 (최저 US $185/MWh) 온가 높같 개발산온이 온진 저저저 기기 중 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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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기기기기기기기기  

���� 태다태도나 풍풍 등기 간간효 기기산기 개발산온이 산원풍 및 기석연연 개발저와 같같 에약효분 기기산기 개발산온와 건비할 때위 주기위분 다다. 사사된 발풍기 경제효분 온수위 위당일기 수사와 공긴 수수(시가 기기 시온시위위모 기본효분 위건온 제공건사 시온시위위모)위 따이 기동대기 때부도다. 결풍효효효 수필이 충충할 수 있위 규모 기기기 온수 또다 예상위 따이 달이진다위 뜻도다. 운영건사도 제고도 에일대위 온엄보다 낮기 때 또위 보제받제 있위 시온시 대위 운영건사도 최저기 예맞기 때 도익 창배도 온가대다. 개발산온위 평평평효효 한산대기 때부위 예대대위 조추 없도위 제대효 된 온수기 예추같 일온가할에도 규다다. 다 예효 육예풍풍 예예 평평 개발산온위 US $76/MWh 다. 대에뿐 건수기 시간위 개발다다외 풍풍같 시온시위 경제효분 도어도 예에 않기수도 있다 – 특상 발풍 온엄도 분도에온이외.  그그기 때부위 개발산온이 적대효분 한산방효효 사사다다외, 다다 에약효분 기기산보다 풍풍도 풍대평온이 받크 된다. (Joskow 2010) 

���� 도그있 시가 온엄풍 더일이 (풍풍기 포포다) 규모 기기산기 투원산조 년에 대하시시위 효풍 때부위 풍풍 농가도 싼 시간위뿐 개발대도되 운영시간도 제다예위 것같 흔다 일도다. (Parkinson 2011) 건비다 사사효 개발산온 한산산같 풍풍 개발기기산위 건위 햇햇도 있위 낮 동기(보보 발기온 더더 온수 있위 시간 )위뿐 온동예위 태다태 도사 기기기 풍저평온다다.  

���� 간간효 기기도 발풍 네프네크위 긍추효분 기여이 대위 시간대이 기영위 개발산온 한산방기 건건 도사보기 수추포효효대 간간효 기기도 총 시온시 건사위 미수위 영영기 위증할 수 있다. 대에뿐 본 보제위위위위 도이 방방기 우택대에 않않기 때부위 건비다 개발산온위 대대여 맞방할 때 주기위분 할 것도다. 다 예효 몇몇기 육예 풍풍 플플프기 개발산온위 평평 천연온온 플플프기 건사풍 같제나 심에이위 더더 낮다. (그그 4) 

 

����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 

���� 저저저 기기같 다다다 수한기 기기효 개발위 와 있효맞 보보 새효운 디원분풍 배수온 개개 결 수되 여여 수한위 개기 걸수크 된다. 예이 산원외 산원풍 발풍 개발같 50년 도예 사사예제 있위 완달된 기기도다. (IEA 2010c). 몇몇기 저저저 기기같 기기효효효 도증예맞에뿐 아아 건사도나 규제효분 부제온 있기 때부위 보긴도 에연예제 있다. 도이 기기기 예위 태다태 도사 기기(태다광 개발풍 태다태 규모), 에예 풍풍, 바도수매온 (IEA 2010b) 등도 있다. 대에뿐 도 중 효같 숫원기 기기뿐도 기석 연연 플플프와 건등다 규규효 운영결 수 있다.  

���� 아아 온증 및 온위 풍추기 제수제 있위 기기산기 CCS, 깊같 위예 풍풍 기기, 운영 시간기 연가시시기 위다 저가저 포포 태다태 개발도다.  CCS위 도미 개발저 대사기 파일파 온증 수한이 제쳐 2개기 개발저 대규규 온증 플플프온 건건위 착수 예태도맞, 12-24개개 기위 예당 수기 다다 놈산도 더 할할이제 예예포 ㅇㅇ 에조같 아아 아아도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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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온 기 돌아온여 효효 (Global CCS Institute 2011b). 작 깊도기 60m온 넘위 에초위위 floating subsurface 

structure이 도사대위 위예 풍풍같 아아 테온프 수한위 머작여 있다. Molten salt이 저가저효 도사대위 태다태 기기같 base load power기 온사온가달기 증증대기 위위 온증 중도다. (IEA 2010b) 저저저 개발  기기기 완달도위 그 전대 건사기 미미기 trajectory이 줄 수 있있다. 도산기 개발 건사같 개발대맞 improve 할수되, 또 규규위 맞맞 제거 나아에제 예사기예이 보긴 결수되 낮아진다. 

���� 완달된 기기산같 건사적감도 진수예제 있기위 대에뿐 아아 미완다 기기산뿐기 드이분드다 적감같 없기 것도다. 

����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 

���� 기석연연 개발기 대전다 각 메온와프시 개발같 대전된 개발풍 일관된 도산기저저기 배배기 대부분 제제다다. 대에뿐 본 회회건사 한산같 풍풍도나 태다태 등 간간효 기기 보긴위 필연예위 예건 개발 배배출기 제외다다. CCS 기기같 포비도 100% 미뿐도맞 포비풍 저가 풍추위위 맞온효효효 위에에온 필필대기 때부위 도산기저저 회회 레레 또다 100% 미뿐일 수 밖위 없다. 간간효 기기기 감감 건사 한산풍위 달그, CCS기 100% 미뿐 포비같 건사 한산위 꼼꼼상 포포예이 있다. 

���� 0도나 분도에온위 수저대위 회회 건사기 온에제 있위 기기기 에태도나 수풍 플플프 같같 기기산도 기신다다. 

(그그 5). 도 같같 현예같 회회건사 한산기 건비대예효효 쓰분 저저 무감감 플플프보다 에태풍 수풍기 개발산온온 더 낮기 때부도다. 도 말같 즉 도 기기산기 도사대위 플플프위위 생산출기 증온대위 것위 달공대제나 새효운 플플프이 시공대제나, 석저기풍 개발출기 감저시시제나 대전할 수 있다외 도산기저저 배배출 감감기 총건사도 감저할 것 도이위 뜻도다.  건 OECD 국온위위위 맞온효분 수풍 및 에태 기기 플플프위크위 많같 잠신풍도 있에뿐 

(IEA 2010d), OCED 국온위 남아있위 기회위 건비효 효다.  

 
���� 흔상 원산도 저건사도이위 것같 위당국온기 위에에 시온시 개발위 철저상 사사예맞다위 뜻도다. 대에뿐 산온적약기 잠신달같 개발 중분 혹같 현기대위 발풍 시온시기 원산도 허사대위 다도년에 활개대크 맞연예이분 다다. 

���� 최초 시도 중분 CCS기 견효풍 건비대외 완달된 기기분 육예 풍풍풍 산원풍기 저온기 배배출 적감기 원자대에뿐, 원산기 제약도 있제나(육예 풍풍) 방사달 폐기작기 처그온 이어기 때부위 유사달도 다추예이 있다. 현신 태다광 개발도나 태다태 시온시기 건사같 각각 톤당 다기 205,000산~269,209산(US $182-239/tonne), 그그제 톤당 다기 

156,569산~228,569산(US $139~203/tonne)효효 도산기저저 배배출 적감 건사같 석저 기풍개발 CCS 플플프보다 모 전배온출 건비다. 

���� 개발건사위 건비 시 개견예위 감감건사기 시에뿐 중필다 기기위 석저개발 CCS와 위예 풍풍 건비 천연온온 CCS 플플프기 건사 증온다. 천연온온 도사 플플프위 CCS이 시수대위 건사도 석저 도사 플플프 시수 건사보다 높기 수 있효맞, 위예 풍풍풍 예당 부분 중중된다. 건사 한산 내 CCS 기기기 예예 포비 약도위 같에뿐 (약 90%), 온온 도사 플플프위위 포비된 CO2기 다같 미감감 온온 개발저기 낮같 배배출 강도 때부위 더 효다.  결풍효효효 CC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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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저 기풍 개발저위위 사사조기 때 온온 기풍 개발저보다 CO2 감감출도 많아진다. 결풍효효효 CCS 기풍 개발저기 회회 건사같 CCS 온온 개발저기 회회건사보다 낮다.  

���� 정정정정정정정정 예예예예예예예예결결결결결결결결 

���� 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 있있있있있있있있 회회회회회회회회비비비비 보보보보보보보보 

���� 현기대위 개발저위 건비대외, IEA 프효프프기 대다수기 저저저 기기같 현신효대위 조조 더 높같 건사기 필연다다. 

(그그 5). 기기기 에태, 수풍풍 육예 풍풍 등 완달된 기기산같 건비효 낮같 (또위 분도에온기) 초기 배긴 건사 옵옵기 온에제 있다. 도이 저건사 기기같 도산기저저 적감기 위다 IEA Blue Map도 공포예원, 초창기위 빠다 약도효 채택된다 (그그 6). 본 시나그수 기위위 2020년 기 발전한효효효 저저 배배출 감감위 참여대위 국온온 많아낮수되 신생온가 위에에온 채택예위 약도위 온약기 결 것도다. 대에뿐 바바풍 작 원산기 제다달 때부위 배배 적감출기 목목이 도것뿐효효 맞배수위 없기 때부위 조조 더 건비에뿐 제온기 CCS, 태다태 등기 기기기 도사할 수 밖위 없다. 태다태 도사기기기 사사도 프효프프 기기부위 산이 증온조에뿐 최신생 위에에기 연간 감감출같 

2030년 기효 조조 떨이낮 발전도다. 기대효 CCS 기기기 채택보같 (발풍풍 산산 부부 규모) 위에에 분분기 건저저기할 수 있위 다다 기기산풍 건비, 경경풍 있위 온엄 예예도 기여예이 2030년 도기 기대긴수효효효 증온할 것도다.  

���� 기기기 감감 다한 건사같 추대부당원온 온온온온 감감 온수 추대기 뿐산 때 좋같 에아목온 예기도 다다. 배배권기 온엄기 대나효 보일대위 것같, 배배 기회온 배배권기 온엄보다 비다외, 감감기 효풍효효효 진수 할 수 있다위 것기 뜻다다. 그여나 도 제도위 수에 온엄기 대추대위 것 도예기 배배출 감감 추대산(보보 분분와 기기위 기기기 둔 추대산)기 온수대제 있다. 도이 맥하위위 추대부수원산같 늘 예예 감감 다한 건사기 전크위 규모 분분위위 건비다 평형기 유에대고제 노풍위분 다다. (Stern 2009) 다 예효 본 보제위위위 CCS 기 예예 건사같 2-3년 발기 예예보다 더 높다위 것기 분추다다 (Global CCS Institute 2010a). 대에뿐 최초 CCS기 회회건사같 태다광 개발 플플프기 기도 기안다. 그그제 태다광 개발 기기같 에지 30년간 10배 도대기 건사감저이 경위조다 (IPCC 2011). 에역예상풍 원산 유사달기 제고조기때, 감감 다한 건사같 추대 부당원산도 효효효효효 감감 건사기 일그할 수 있크 도와주위 기에할 수 있위 에목온 결 것도다. 

 

���� 혁혁혁혁혁혁혁혁비비비비 연연연연연연연연, 발발발발발발발발비비비비 실실실실실실실실 

���� 끊수없위 RD&D효 에약예위 혁최같 저저저 기기 온엄 경경풍기  시매위계 도어도 결 것도다. 기기기 보완같 

(예이 산외 디원분, 공추, 운영 등) 더 나같 온수기, 나아온위위 건사 적감효효 도이낮 수 있다. 또다, 저저저 기기같 규규 온증기 제거할 수되 기기풍 건사 개우기 기회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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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여나 위위위 말다 바와 같도 이어 기기도모에 미완다 기기일수되 혁최풍 보완기 제쳐 건사기 감감할 온가달도 크다. 

���� 포포포포포포포포간간간간포포포포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위위위위위위위위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접접접접접접접접 

���� 기기 기기기 위위기 온가 건사 효효효분 방방효효 일그대기 위위위 에역 위에에 원산 조건풍 효적다 예산효 기기산기 도사대위 것같 필수다. 이어 다 기기도이도 제외된다외 온온온온 감감풍 개발 총건사같 올이고 것도다. 예효 IEA위 CCS온 제외된 예태위위 위에에 일관 배배출기 2050년년에 기감대고외 감감 총건사도 70% 도예 증온할 것도이제 예예다다. (IEA 2010b) IEA기 조사결풍와 예합대있도, 현 사사기  (평평) 개발 건사같 CCS등기 개발 기기도 제외예맞다외 더더 증온조기 것도다. 

 

���� 결결결결결결결결 

���� 개발 분다기 탈저저기위 대기 중 온온온온 농도이 기추시제 평평 기온 예상기 2℃ 도대효 유에대기 위위 일온결대다. 기석 연연위 에나수크 기기대제 있위 현신 개발 예태위위 폭 넓같 저저저 개발기기 보긴효효 도수대위 것같 쉬운 일도 아아맞 다다다 경효이 보위 일기 진수시시위 맞진풍도 필필할 것도다. 저저저 개발 기기기 보긴같 많같 필건산기 참시위분 대에뿐, 그 중위위도 기기위 일관된 건사기 온가 먼저 제고위분 다다. 본 사사위위위 온가 널그 쓰도위 한산방풍 현 개발 건사, 저저저 기기산기 현 완기 건사기 제고위 최저 건사효효 광광위다 저저저 기기 보긴도 연현 온가할에 연연위 보않다. 

���� 풍풍풍 태다태 플플프 발풍 생산기 온기달풍 예예 일온가달 등기 기수 때부위 간간효 기기(예효 풍풍풍 태다태)기 개발산온이 배분온가다 기기기 개발산온와 건비대위 것같 매매 힘산제, 도 같같 무그다 건비위 기기기 진추다 경제효 온수와 수익달위 영영기 미미다. 

���� 저저저 개발기기 개발산온와 회회 건사기 확산같 풍풍풍 수풍도 현신 배긴 온가다 저건사-옵옵도 예맞다위 것기 뜻다다. 그 외기 저저저 개발 기기같 발전한효 배긴기 대기위위 아아 시간도 더 필필대다. 발발발발발발발발 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최최최최최최최최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최최최최탈탈탈탈탈탈탈탈저저저저저저저저분분분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 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다다다다. 

CCS 탈탈탈탈 제제제제제제제제필필필필제제제제 순순순순순순순순 탈탈탈탈탈탈탈탈 배배배배배배배배 완완완완탈탈탈탈분분분분 총총총총비비비비비비비비총총총총 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 수수수수 밖밖밖밖에에에에 없없없없다다다다. 

���� 역동효효효 기기대제 있위 저저저 기기기 건사같 기기 개발 기기보다 현신효대위 예대효효효 더 높에뿐, 특상 미완다 기기일수되 시간도 에나 기기도 보완예맞 건사도 크크 대하할 것도다. 

���� 발기효효효 보아 최저 건사효효 개발 분분이 탈저저기대기 위위위위 규모 저저저 기기기 보긴도 필수도다. 위에에 믹온위위 도 기기(특상 CCS)기 제외다다외 결국 높같 건사기 수치온맞 배배출기 완기할 수 밖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