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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프게프 네네네네 개정, 호호 바이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Global Carbon Capture and
유유경경경경에에에프프에에(EEPR) 이산산 유유유유경유 공공공프 자자자
에유지지지 보보보 내내내 관관관 모모 책책책 ‘마팩마마마마 CCS 프프프게’에 있있지지.
ROAD 프프프게에 관관 본 보보보프 GCCSI 와 마팩마마마마 CCS 프프프게유 체체관 재개 에유
협협에 따마 경제제제있지지. 양자산 상호 공산 산에 협협보협 수개산에 않프 관 양자산 법법법 보호와
바이책 협협 내 조조조에 산의산의 보이보지지. 기기 개개바이 단체프 발발, 누누, 배이와 같바 협협
당웹자조에 반산프 모모 직직법 발유이 호이자 할 수 없있지지.
본 문보프 개보 교교협 목법공프 GCCSI 산 웹웹바게에 게재보지지. GCCSI 프 보보보에 이포관 개보협
대대산의이 신신신, 개정신, 완신완협 보보산에 않공않, 정호산프 개관 실수협 이포산의 오교이 생생관
개보프 개인 발생할 수 있프 모모 문경에 대인 책책에에 않있지지.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Limited 2011 Canberra 본 보보보산 웹내 관관 웹조책 호호
마크에바크크 커커팩(Creative Commons Attributions 3.0)협 따따지지.
ROAD
Storage Institute, GCC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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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도

현재 본 프프프게와 관관산의 모경웹산 투자 체개 단단유 진발제보 있기 때문에 본 보보보에보프 프프프게산
향향 단계에 대인 이개산보자 관지. 보보보프 진발자 앞앞 중중관 단단조에 대인 개개법공프 지다보 있공않,
관관 활공에 관관 논산 이 프프프게 수발 전생자 경공할 것바지.
최최 투자 체개(Final Investment Decision, FID)에 바게 기관 2 개유 이연법공프 이신구 것바지. 첫 번번
기관책 2015 년년에산 누단와 건누 정부에 호주산보, 두 번번 기관책 2015 년정마 2020 년년에 프프프게산
운운자 담당할 예개바지. 본 프프프게에프 두 모경웹산 전문유 에그바 보내제게 있공않, 의기에 참의산프
전생법 파게에조책 프프프게산 개발 이 운운 단단에 걸걸 맡책 역할자 인 이나 것바지.
프프프게 일개책 MPP3 건누 일개내 비내 최법전마프 두 중개에 산인 체개관지. MPP3 불바발 유협자바
정내제프 상상자 방에산기 유인 단계대프 일개자 조조산프 제작바 실발제게실 관지. 의기보프 비내 최법전와
일개 조조에 초초자 맞맞보 있지. 두 중개에 따게따, 이체법개 건누 단계자 수수산보 ,난경조자
클클팩마클클클실 관지. 바협 유인보프 대대모 선선, 호중 압압기와 관관관 문경조바 중중산지. 바이이
난경조자 관데 이협클집공프집 비내 이 프프프게 일개 관관 차차자 줄일 수 있제지. 바클관 호중 문경조산
인체바 선발제게실 이이 마플게 조수 바 유가할 것바지. 두 번번 단단에보프 수수 이 이이 제작바 호중 문경유
관지.
FEED 실발 단단에보산 엔에지게클 제작바 훨훨 개교인진 덕부에 ROAD 에 존재존존 불정실신자 상당 정부
감압할 수 있제지. 본 보보보에보프 실발 단단산 크팩마에 인당산프 건누, 재유, 일개 준수, 투자자 참의, 승개
정부에 대인 지다제지. 바클관 크팩마 경감 활공자 통인 프프프게에보 발생할 수 있프 우발 유위자 줄줄지. 우발
유위바네 변공산프 클시, 엔에지게클 시정 상상, 단계산 불정실신 이 기기 문경조에 노노제프 것자 산의관지.
FEED 이이 착수 바전에프 총 CAPEX 우발 유위완유 25%줄존 반따, FEED 이이 바향에프 10%프 경감제제지.
바경 누단 단단에 남남있프 호중 유위책 MPP3 개마인바팩, EPC 와산 클기법조관 이이 마플게 건누 단협 체체,
CAPEX 유위내 수수이이 통지 단단 관관 상작법 협상자 진발산프 것바지. 승개 문경와 투자자 관크 문경 역클
중중산지. 승개에 대관 NGO 이 에역 단체산 바산 경기, 조이프 프프프게 일개 차차자 실기할 수 있지.
프프프게 예이책 각 경웹산 조직 체단에 따마 프프프게 웹사이 관크, 바인관단자 관크, 이이, 수수 이 이이공프
이나게 운운관지. 또관, 프프프게 예이책 기기자 2 부할산의 편신관지. 2010~2014 년에 인당산프 누단 이 건누
단단, 에크보 2015~2019 년에 인당산프 운운 단단유 에것바지. 운운 단단 바향에프 마플게 인체와 이이 이이
모지마클에 대관 준비유 바다게진지.
ROAD 프프프게산 정법 모모자 통관 크팩마 개이신 이 개산관 감압 발유협 보고할 클, 최최 투자 체개(FID)
에이공프 개관 일개 관관 크팩마협 유클전할 수 있지.
본 보보보프 ROAD 실발 전생에보산 핵핵 중이요자 강조산보 있지프 초자 유산산유 바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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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결 및 교교

에보프 본 보보보에 이개관 측따조자 실발포공프집 광광유관 프프프게 활공자 통인 향향 단단에보완
신공법개 프프프게 진발자 바이 수 있지프 많책 핵핵법 교교자 얻제지. 바클관 중초책 승개 조차 이 크팩마
부분내 관관산의 얻책 교교에 중초자 둠공프집 프프프게 일개내 비내에 운향자 의미프 호중 중개산 식식자
돕프지.
공개 이 일개 허유에 대관 명정관 바인프 클기 조조내 자자산 경협에 있게보 중대관 운향자 끼끼 수 있있바
보명관 바 있지. 공개 경담에보산 초초 허유에 대관 공산유 에이구 수 있있자 예상산보, 바클관 프프프게 일개
에이년에 의크 단이포공프집 최최 투자 체개 단단와 같책 모모 중중 웹조에 대관 허유 에이자 방에할 수 있자
것바지. 신기신 실보바마프 바 프프프게산 본차바 허유 법내정마 공개 경담에 바게프 지양관 조차에 전사향사관
운향자 의미지프 초에 호목인실 관지. 바 밖에완 프프프게유 에이제따, 향향 자자 조조바 게고어 수 있지.
ROAD 프프프게에보 마플게프정마 25km 떨게진 이초 정에프 이이에프보 매우 법지관 조건자 유에보 있프
정에바지. 뿐요 남지마 ROAD 프 유유유유경, 네네네네 개정, 프로게담 에방 개정산 재개법 개미법 유조협 받보
있지. 바와 같책 조건조자 공클에 충충관지프 초책 호목할 요관 웹실바지. 에클이 바클관 보사법개 환경에보완
프프프게산 개발 단단유 이이구 예개바않, 바의 ROAD 프프프게산 최최 투자 체개 또관 유초산 일개보지 1.5 년
유가 이기관 상상지. 에이 유개책 승개 이 이이 협협 문경와 이관제게 있지. 에이에완 불이산보, 엔에지게클내
누단 제작책 단연 진발 중바않, CCS 체개산 최초 유공 예개일책 변경관 바 없지. ROAD 프 네네네네
인양에중에보 진발구 의미산 CCS 프프프게에보프 허유∙승개 이중 클기자 협 반년공프 맞이산의 바협 단계
단단에보정마 이포클포 것자 맞추산보 있지. ROAD 프프프게요자 유인 의클 새프운 대개조바 필중존공필프 바
내개에보 네네네네 법바 조개제제지. 네네네네에보 의미에 진발구 CCS 인양에중 프프프게협 유관 대경
프프책프마 기반바 지다진 것바지. 지다 국유조책 ROAD 산 대경 관관 경위내 네네네네 경개법자 참보할 수
있지. 산에요 지다 국유에보 CCS 프프프게협 단계산의이 육상 CCS 프프프게, 에그필네 마플게 CCS
프프프게협 단계할 경우, 지다 에체 중개조완 염두에 두게실 관지. (호프 신대 이작 마플게 건누에 대관 반대,
조이프 개인 에이구 것공프 예상)
현재년에산 제작자 통인 얻책 호중 신내프 전체법개 크팩마 중 수수 이 이이 측따산 운향바지. 6 이에보프 의클
클이크오에 따마 발생 유가관 호중 크팩마에 대인 지다않, 특특 수수 이 이이 내 같책 실보 프프프게에 호산협
기어의실 관지프 초자 강조관지. 감에관 크팩마산 이크 이 경의협 유인보프 프프프게산 초기 단단에보정마 호중
엔에지게클 이이협 개클산프 것바 유크산지. 더불게 승개 이 대경와 같바 수수 이 이이 정부산 비(非)기신법
측따 또관 프프프게 초기 단단에보 지뤄다실 할 것바지.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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