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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이이 포포 시시시 이이 가가가가 영영영 고고고 증증 터터 발발증가 배배 및 사이사사 

편가편 위위 영영영영 고한영한 번번번번번. 글한글 CCS연연이연 고한영한 번번번 보고영가 

정정정, 진위가진 완가정편 보보보보 않연번. 

  



 

 

Translated by the Global CCS Institute  

요요요요요요요요 

본 프한프프연 미한 텍사시텍 시위프스터(Sweetwater) 동동동한부터 약 9 마마 떨영진 

놀놀(Nolan) 카카카영영 현현 개발 중중 초초초와 분이영 이이고 이화 발발이영 대고 것이번. 

발발이가 통통 발발량사 CC OFF 통상 보가 최대 발발발발영영 가동시 760 MW 가 될 것동한 

예통번번. 

Trailblazer 연 설초 원원영영부터 발발 진정영영 배배번연 이이이이이편 포포보연 방방동한 

제제번제, 미한 내영영 최초한 시정번연 종종가 이화 발발이가 될 것동한 보중번. 이 프한프프연 

대증 중동한 발량 배배될 이이이이이가 85~90%편 포포보연 것영 목목동한 고번. 이 프한프프편 

통위 포포번 이이이이이연 텍사시텍 영부영 위위고 페페 분보가 CO2 시보영 판판번영 

석석석석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영 활이번제, 보보영 영연영 저보될 것이번. 생이번 

발화사 텍사시보텍가가발화위원석(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 시보영 판판번번. 

2009 년 6 월 Tenaska 사연 ‘분이 이화 발발이 및 이이이이이 포포’ 영 본 프한프프가 범위한 

정가보고, Fluor 사와 EPC 초약 관관 개발 및 공동 제작영 진진보증한 협화 양위양영(MOU)편 

체체보체번. 

증증 터터가 배배 및 사이사사 플플프 설초 증초가 마부편 규정보연 중중고 중이한, 이연 텍사시가 

발화 및 CO2 시보영 감원 시, 플플프가 가동  발발, 부분부보 가동, 발전목중 가동가, 그그고 

플플프가 궁궁목중 석수가영 중중고 영영영 미미번. 이이이이이 포포  공정영연 보마보영영 

생이번연 증증 영에보가 약 30%가 이중번번. 그보그한 증증 터터사 이이이이이 포포 플플프가 

제동보보 않연 통상마 때 쓸 석 있연 발체 증증 흐페영 이이보정하 보하하 플플프 가동 중영 쓸 석 

있연 70%만가 증증 흐페만 이이용 석 있정하 사이사이 번영되 보연보 여부가 체정번영되 고번. 

이연 시설가 보마보하 연연 측면영 영영영 미위보 않동하 증증 터터, 컨컨영, 공증 냉양 보장 및 

양종 대대 펌프가 사이사영 영영영 텍주 번번. Fluor 사하 Tenasks 사영 가위 이와 같이 완발고 

규발가 이화 발발이 관관 연연가 석진번 것사 이번이 처처이번. Tenaska 사연 이발영 타사영 가위 

석진번 완발 규발 증증 터터 배배 및 사이사 연연영 대고 보방이 없연 통상이번.  

본 프한프프영영연 배 순순영 위위 이이이이이 포포 공정영 번량가 증증가 보내보하하 보내보보 

않연 발모 통상영영 STG가 가동될 것이 중연번번동제, 플플프가 이이이이이 포포 공정 발체 중 

95%가 시시 동원 가동번고,  5%가 시시 동원사 가동번보 않영 것동한 가정보체번. Tenaska 사와 

Fluor 사연 본 프한프프영영 발화가 생이 및 연정 가시 이이이이이 포포 공정(CC ON)영 위고 

증증가 공공영 가가가 보하하 증증 공공 없이(CC OFF) 발화 생이만 가동보정하 용 증증/물 

사이사영 개발보증 위보여 6대 텍중 STG생이생생진 협화보체번. 

본 연연영영연 두 가보가 STG 사이사 옵옵이 고고번번번. 

� 대대 터터 옵옵영영연 STG가 통통 CC ON동한 가동번정하 설초번하, CC OFF가 보마보 

100% 입배 통상영영연 완발 압압 가동이 가가보번. LP 터터 사이사연 CC ON영영 증증 

흐페가 55%, 또연 CC OFF영영 100%가 증증흐페영 발제한 고번. 

� 이대 터터 옵옵영영연 STG가 CC ON영영 최대 배부보편 가보정하 사이사 번번동하, CC 

OFF(완발 압압 발발)영영가 STG가 증증 흐페 및 발증 배화사 공증 냉양 컨컨영, 발발증 및 

증타 증증와 관관 플플프 생본 장이영 절감보증 위보여 70%가 배부보한 제고번영 있번. 

대대 터터 옵옵 설장연 CC OFF시, CC ON시영 장위 200MV 가 발화영 추가한 생이용 석 있번. 

발모 증증가 이이이이이 포포 설장한 보내보 시, 보번 큰  증증 터터영영 증증가 석이보주 발순될 

석 있증 때때이번. 이대 터터 옵옵사 CC ON시 보번 CC OFF시 약 60 MW 목주 발화영 생이고번. 

이연 CC 공정영영 증증가 생가번보 않영 때연 LP 터터가 낮사 최대 석텍(flow rate)동한 중위 

고압(HP) 및 중압(IP) 터터동한 보내보연 증증 흐페이 30% 감압번영되 보증 때때이번.  

두 옵옵가 가가 및 장이 평가연 이대 터터 옵옵영 가미있연 경제목 이점이 없처영 보여보번. 5백만 

달보(USD)한 이정번 이대 터터 옵옵가 장이편수사 설장가 CC ON통상한 95%, CC OFF통상한 5% 

가동번번연 것영 발제한 고번. 이대 터터 옵옵가 장이 평가편 봤영 때, CC OFF 시 플플프 

배화이량가 대량 감이편 통상용 충분고 장이 절감 효진하 CC ON 가가 혜혜이 있번고연 사연번보 



 

 

Translated by the Global CCS Institute  

않동그한, 대대 터터 옵옵이 권보번번. 더연하 이이이이이 포포 시설영 있영영 감이번 가이가영  

감원고번면, 장이 차이연 큰 중중이 번보 못용 것이번. 예편 생영, 카영 시제 후, 첫 몇 위 시가 

이이이이이 포포 보장 가이가사 보장와 프한프시가 개개 착석한 중위 보번 낮주 하타나 석 있번. 

또고, 대대 터터 옵옵 설초연 발화 석중가 단증 피피 증시이하 CC 플플프 강제 중단 시가 

발발배화량영 최대이용 석 있연 석연가영 제공고번. 장하 단증시가 CC OFF 가동이이연 점영 

감원보더이정 대대 터터 옵옵가 증가 이량영 대고 총 발발배화량 당 플플프 설위장이사 통당영 

판화목이번. 증증 터터진 발발증 프프가 약 800 MW 통당동한 예통번증 때때이번. 특정 플플프 

장이사 설위 장이영 평가번 발발량동한 하나영 초이고번. 

완발영 근근고 압압 이량영 가진 플플프 건설한 중위 완발 규발가 이이이이이 포포 방방, 

이규발/부분목 포포 방방, 혹사 완발 규발 발발 방방(이이이이이 포포 플플프 장가동)영영 시설가 

신신가영 대고 추가목 제고이하 영영 없이 위당 시설이 효효목동한 카영될 것동한 증대번번. 현현 

터터 공공작체영 대고 정보가 고초한 발체 플플프 가동사 본 연연 범위영 포포번보 않않번. 그보하, 

설장 시카발, 마시 중단, 부보추종가화영연 영영이 없영 것동한 예통번번. 

 
 
주주주주요요요요 교교교교교교교교 

이대 터터 옵옵(증증 터터진 공증 냉양 압압증)영연 대대 터터 옵옵영 장위 낮사 투생 장이이 

중연될 것동한 예통번번. 초증 추정위생영 가보면, 최대 약 2,200만 달보(USD)가 차이가 발생용 

석 있번. 그보하 이 석위연 통통목중 설초가 아아 이대 터터 옵옵진 관관고 장이 차이 범텍 내영 

있번. 대대 터터 옵옵사 이이이이이 포포 플플프가 가이가 면영영 예통번연 차이가 발생보연 경경, 

보번 원숙고 장분이 이화영 장위 최대가 석연가영 가진번. 대대 터터 옵옵영 가위 가가고 추가 

발발사 투생 장이가 차이편 통상고번고 볼 석 있번. ‘ 최초’이연 플플프영 따따연 불정불가영 

감원감영 때, 대대 터터 옵옵 선혜이 보번 합그목마 것동한 사연번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