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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편의를 위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글로벌 CCS 연구소는 한국어로 

번역된 보고서의 정확도, 진위성, 완성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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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weg 1   P.O. Box 133 

3112 NA Schiedam   3100 AC Schiedam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전전: +31 10 75 34 000 팩팩: +31 10 75 34 040 바이일: info@road2020.nl 웹웹바게: www.road2020.nl 

면면면면면면면면 조조조조조조조조 

ROAD 프프프게프 네네네네 개정, 호호 바이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GCCSI), 유유경경경경에에에프프에에(EEPR) 이산산 유유유유경유 공공공프 자자자 에유지지지. 보보보 내내내 관관관 모모 책책책 ‘마팩마마마마 CCS 프프프게’에 있있지지. 

 

ROAD 프프프게에 관관 본 보보보프 GCCS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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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SI산 웹웹바게에 게재보지지. GCCSI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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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내책 호호 마크에바크크 커커팩(Creative Commons Attributions 3.0)자 따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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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요요요요요요요요 

ROAD 프프프게(Rotterdam Opslag en Afvang Demonstratieproject, 프로게로 이이 이 실보 프프프게)프 

2009 년 7 월 마팩마마마마 CCS 프프프게 (MCP)산 경제보유 유유유유경에 경제제면보정마 시제제제지. 

ROAD프 유유에 재개 에유자 신신산면보 경제 일개에 맞맞게 자자 조조 프프에에 에유 요요자 마관산마지. 프프프게 팀책 특특, 경관관 시시 공제 이이 후 이이 방방 마플게 공공자협 선개산프 등 의여 관한협 극경인극 했지. 바여관 내개자 통인 맞맞맞 선개 방법방바 개발개 수 있제지. 공공자 선개 내개에보 2 요산 이이 기기 FEED(기본누한) 이이유 진발제제지. 본 보보보에보 지루프 FEED 이이프 두 공공자 중 최최 선개관 공공자에 대관 내내바지. 의기에프 공공자산 독독 개보(재이재 개보)유 이포제게 있기 때문에 누한산 모모 세정 웹조자 밝밝 수프 없지. 에여이 바 문보에 있프 개보정공프완 ROAD 프프프게산 이이 마플게에 대관 윤윤자 잡기에프 무크유 없자 것바지.  바 보보보에보 지다 호경조책 지다내 같지: 

• 프프프게 누설 – 발전이, 이이, 압압, 파바프마개 수수 이 이이자 이포관 전체 이한 공개에 대관 전반법개 누설 

• 이이 이 압압 마플게에 대관 공개 공개 누설 

• 발전이 통지에 관관 누설 

• 이이 이 압압 마플게산 시생관 공개 흐흐완 (Process Flow Diagrams, PFD)  

• 이이 이 압압 마플게산 열수에 전반 (PFD 개보 보완) 

• 전반법개 공개 신성 데바마 

• CO2 이이 효효, 시시 단유 당 CO2 이이포(톤), CO2 이이 시누바 통지관 이유와게공 시누 (총한, 순이 이 누설) 

• 이이 마플게 배배와 상호 이체관 팩게스산 전반법개 이신 흐흐완  

• 예예 규모협 갖갖 호요 이예 목목 (DCC, 흡수경, 분크기, 이완유팩 수송기, CO2 압압기 이포)  

• 이이 이 압압 마플게협 이신산프 호요 이예협 대시관 이구 분할 시생 배배완 

• 이예, 엔에지게엔, 시직 현이예, 오에 정로 예내공프 세분전관 예상 자본 예내 

• 유가 예내, 유에예, 개요예 등공프 세분전관 예상 자본 예내 

• CO2 한포 – 직접법, 유배, 기기에 관관 보수고 누설 

• 압압 후 수수에 법지관 온완, 압압, 순완 범유 등 CO2 세정 특신 

 

• 프프프게와 관관관 환경 측면산 배기유팩 목목 

• 개기 운운 시산 요건 이 제전 관관 문경 

• 호요 날날유 설시관 요누 프프에에 

• 전반법개 프프프게 한구 – 중요 시독에보산 프프프게 신내 요협 

ROAD 이이 마플게 로당공프 선개관 공공자 관관 FEED 이이에 대관 전체 보보보프 지다내 같바 이신제게 있지. 

• 경 3이 이이 FEED산 범유와 경한 누설 

• 경 4이 이이 이 압압 마플게산 공개 누설 

• 경 5이 요건∙제전∙환경 관관 바이 누설 

• 경 6이 CO2 팩게스 누설 

• 경 7이 이이 이 압압 마플게산 재개 이 일개 양상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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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보보프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글프글 CCS이이이, GCCSI)와 Maasvlakte CCS 프프프게 C.V. 시 자자 협협에 산의관 에방 공유 활공산 일환공프 경제제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