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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기기 평평, 방방방 및 기기 은 편편편 위위 영영영영 한한영한 번번번번번. 글한글 CCS연연연연 
한한영한 번번번 보보영편 정정정, 진위진진 완진정편 보보보보 않연번.  

 

 

 

 

 

 

 

 

 

 

 

 
 



 

 

Translated by the Global CCS Institute  

요요요요요요요요 

Trailblazer 에에에에에에 미미 최최최 상상상상 CO2 포포 플플플플 연연 가가가 시시시에 

석석석석석가 될 것것최 예상예예. 가 프최프플에 CO2가 대대 중것최 배배배대 석에 85~90%를 

포포시시포 설연배설예. 이 과과에과 포포예 CO2에 시시 거거를 통통 텍텍텍 과서 퍼미퍼 

분에(Permian Basin)최 수수배수 석석 회수 증증(EOR)에 이상예 후, 에시에 영영 저시예예.  

 

현현 CO2 포포 산산산 여석여 최대 단연에 머머머 있것있, 관관 텍산 및 대기산 상상상최 증석배에 

과과에과 수수산 문문에 서부여부 있예. 프최프플프 최대 설연 과과프 중중가 CO2 포포 

대기설연(FEED)에 두두, 석 프최프플 과과 중 이 서분에 최중가 둘 수 있가 뿐뿐 아아아 예상 건설 

비상시 포포 FEED프 결과에 따아 산과산 수 있예. 

 

2009년 6월, Tenaska텍플 Fluor텍에 분석 상화 석석석플 CO2 포포 플플플를 위위 EPC입입연입에 

대통 협상시부 이를 성텍시성 목목것최 양통양과(MOU)를 체결체예. MOU체결가 연대최 Tenaska텍에 

Fluor텍프 포포 플플플를 이상시여 석체 프최프플에과 CO2 포포 서문가 분분·평가시부, 가가가 책과산 

수 있있 배설예. 

 

이수 Tenaska텍에 CO2포포 산체 선과가 위통 입입 자가 텍석 심텍플 경경 입입 과과에 착수했다. 

선정된 업체는 분탄 발전소 관련 모든 연계 비용을 포함하여 포집 플랜트 총 비용을 산정하고 성과급을 

책정하기 위해 8개월간 FEED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신 기술과 관련한 상용화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러한 신 기술은 궁극적으로 건설 및 운영 과정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Tenaska사는 7개 CO2포집 업체와 접촉하여 각 기업의 기술 발전 현황 및 

CO2 포집 FEED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 과정 참여 의향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중 6개 기업이 

자사의 기술 공정, 발전사, 사업 이윤 및 재정에 관한 일반 자료를 첨부하여 답변해 왔다.  

 

위 과정에 대한 기간은 업체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장되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들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 보고서는 Tenaska사가 프로젝트 중 CO2 포집 부문의 FEED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본 과정은 성과 측정, 포집 플랜트 예상 비용, FEED 확정 가격 및 투명한 평가 과정을 

바탕으로 적합한 기업의 선정을 포함하여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과정을 통해 명단에 

올라있는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확정 가격을 책정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정될 업체는 30년 간의 

측정 비용과 상업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부문의 평가에서 모두 Fluor사가 

적합한 업체로 선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