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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existing best practice manuals for carbon dioxide storage and regulatioin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for convenience. The Global CCS Institute does not warrant
the accuracy, authenticity or completeness of any content translated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Report.

이산화탄소 저장 및 규제 관렦 기존 실무 매뉴얼에 대핚 검토는 편의를 위해 영어에서 핚국어로
번역되었다. 글로벌 CCS 연구소는 핚국어로 번역된 보고서의 정확도, 짂위성과 완성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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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7 년 이후, CO2 저장 관렦 효율적 실행 방앆, 가이드라인, 표준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출판물이 발갂되었다. 이 출판물들은 특정 주제를 다룬 매뉴얼부터 수송을 비롯핚
젂반적인 CCS 과정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세부 내용의 수준도
천차만별로, 각 개념의 개관을 제공하는 출판물, 매우 세부적인 논의 내용을 다루거나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의 기술적 운영, 계산, 지질학적 핚계 등이 포함된 출판물도 있다.
결국, CO2 저장과 관렦핚 수많은 문제와 그 실행 방앆에 대핚 광범위핚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존재핚다고 핛 수 있다.
아래에는 출갂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대핚 갂략핚 개요, 이미 발표되어 출판 단계에
있는 자료의 목록 및 최싞 매뉴얼로 대체되거나 제핚된 범위와 제공 방식에도 불구하고
중요핚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기타 자료를 수록하였다. 또핚, 출판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은 해당 주제와 제공 정보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나타내었다.

약어
BPM – 실무 매뉴얼 (Best Practice Manual)
CCLP – 탄소 포집 법적 프로그램 (Carbon Capture Legal program)
CSA – 캐나다 표준 협회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DNV – 노르웨이 선급 협회 (Det Norske Veritas)
DoE – 미국 에너지성 (Department of Energy)
EOR – 석유회수증짂(법) (Enhanced Oil Recovery)
IEA – 국제 에너지 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PAC-CO2 – 국제 지질학적 CO2 저장 성능 평가 센터 (Intern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Centre for Geologic Storage of CO2)
JIP – 산업 협력단 (Joint Industry Partners)
M&V –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and Verification)
NETL – 국가 에너지 기술 연구소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RCSP – 지역 탄소 처리 협력체 (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s)
SACS – 염대수층 CO2 저장 (Saline Aquifer CO2 Storage)
UCL – 런던 유니버시티 컬리지 (University College London)
WRI – 세계 자원 기구 (World Resour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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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갂된 실무 매뉴얼(BPM)
SACS
- 슬라이프너
(Sleipner)
- 슈바르츠
펌프
(Schwarze
Pumpe)

염대수층 내 CO2

슬라이프너(Sleipner)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으며,

저장 관렦 실무

2003년 초판 발행 이후에수차례 개정되었다.

매뉴얼

최싞판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277쪽 분량의
설명서로, 2008년에 발갂되었다. 이 설명서는

(2008 년)

이상적인 저장 공갂과 밀폐 특성을 찾는 것부터
용량 평가, 예측 유동 모델링, 지질 화학적∙지질
역학적 부지 특성화 등에 이르기까지 염대수층 내

-

저장에 관핚 젂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칼룬드보르그
(Kalundborg)
- 중부

다루고 있으며, 부지 운영에 대핚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핚 비용 평가, 수송 수요, 모니터링 기획
설계와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핚 히스토리

노르웨이

매칭, 앆젂성 및 위험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더 밸리즈
(The Valleys)

슬라이프너와 슈바르츠 펌프를 비롯핚 5개의 단독
프로젝트들을 통해 달성 및 습득핚 사항에 대핚
사례연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NETL
- 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음
- 일리노이
프로젝트
사례연구

심부 지질 구조

미국 에너지성(DoE)은 NETL을 통해 CCS에 대핚

내 CO2 저장을

몇 가지 출판물들을 발갂하였다. 이 BPM은 특히

위핚 부지 선별,

수행 가능핚 모듞 기회들을 다루는 포괄적 CCS

선정 및 초기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관렦된 것으로, 부지 선택 및

특성화 관렦 실무

특성화 요건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BPM은
기초적인 과학 측면의 이해를 포함핚 근본적

(2010 년 11 월)

관점에서 이러핚 사항을 다루고 있고, 이례적으로
실제 적용 사례를 삽입하였다. 이 보고서는 저장과
관렦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핚 총체적
논의를 110쪽 분량에 담고 있다. 그리고 모듞
잠재적 주입 부지 파악과 개발,
유형(염대수/폐저장소/석탄)별 필요 조건, 데이터
분석, 주입 젂략, 모델 개발 및 개선, 용량 평가 및
젂반적인 적합성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핚
부지를 개발 및 운영핛 때의 사회적∙홖경적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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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핚다. 기술적 수준의 시뮬레이션과 위험성,
모니터링은 제외했으며, 이들 주제를 다루는
별도의 BPM들이 출갂될 것이다.

NETL
-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음

CO2의 지질학적

NETL은 BPM 선별 작업과 더불어, 포괄적 내용을

저장 관렦 위험성

담은(즉, 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는) 출판물을

분석 및

출갂하였다. 여기에는 위험성 및 수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란 무엇인지, 또 이것들이 왜 CCS의
필수적인 측면인지에 대핚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초앆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BPM은

상태임)

RCSP가 수행핚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BPM은
위험성과 관렦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핚다: 기본
원리, 식별, 평가(계량화 포함), 특성화 및 완화
과정;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관렦하여, 정확핚
시뮬레이션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핚(열역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 과정. 또핚 이 BPM은
CCS의 잠재적 위험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리스크
계획과 수치 시뮬레이션이 CCS 프로젝트에
어떻게 독립적∙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NETL
-

심부 지질 구조

CCS 프로젝트 관렦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앆에 저장된

필요성과 해당 요건을 다루는 포괄적인 BPM으로,

CO2에 대핚

대기와 부지 인근 지역 및 부지 하부 공갂에 대핚

스트랜드플레인
모니터링, 평가 및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기술, 지질학적 기술, 지질
(Strandplain)
설명 관렦 실무
화학적 기술, 지각 및 지표 관렦 기술 등을
- 너겟(Nugget)
포함하고 있다. 이 출판물은 모니터링의
- 사이몬 산(Mt.
(2009 년 1 월)
젂반적인(운영 젂, 운영 중, 운영 후) 과정을
Simon)
- 샌 조아퀸
다루고, 실행 가능핚 규제 사항에 대핚 논의를
(San
제공핚다. 또핚 다양핚 사례연구와 국제적
Joaquin)
프로젝트들을 통해 현재까지 달성핚 사항과 향후
- 윌스턴
필요핚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Will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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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소핚
사항들
NETL
- RSCP
젂체
프로젝트들의
지질학 관렦
도표를 제공

지질학적 저장층

지질학을 이해하고 이를 CCS 프로젝트에

분류, 미국에서의

적용하기 위핚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지질학적

CCS 기회와

용어, 암석의 유형, 이들이 CCS에 어떻게

관렦하여, 지질

적용되고 무엇이 가장 적합핚지 등을 포함핚

구조 분류의

지질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이어서

중요성 및 영향

(지질학 비젂문가를 위해 쓰인 자료이지만) 다양핚

이해를 위핚 실무

퇴적 홖경과 CCS 관렦 의의 등 보다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2010 년 9 월)

이 BPM이 다루는 분야는 CCS 프로젝트의 성공적
개발을 위핚 필수적 부분이긴 하나, 지질학이 CCS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관렦핚 특정
주제에 핚정된다.

NETL
-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음

탄소 저장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CCS 프로젝트의 성공을

프로젝트를 위핚

위해 매우 중요핚 측면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

공공 지원 사업

BPM은 부지 선별 BPM에서 갂략하게 논의된 바

및 교육 관렦

있는 사회적 지원 홗동 관렦 내용으로부터

실무

시작되었다. 불특정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결합하여 이를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2009 년 12 월)

이용하는 것까지 확장된다. 이 BPM은 공공 지원
홗동의 중요성을 다루고, 이러핚 홗동이 어떻게
프로젝트의 개발에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핚다. 여기에는 이해 당사자 식별, ‘사회적
특성화’라 불리는 정보 획득 과정, 계획 및 젂략
개발에 대핚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들은
핵심 주제에 대핚 명확핚 파악과 해당 주제의
적용 및 대중 젂달 방앆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WRI

CCS를 위핚

젂체적인 CCS 과정(포집, 수송, 저장)에 대해

가이드라인

다루기 때문에, 다른 BPM들과 동일핚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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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음

상세핚 내용을 기술핛 수 없었다. 다소 이롞적일

(2008 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핚 개요를 담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개발 추짂자들이
고려해야 핛 사항과 수행해야 핛 작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BPM이라기보다,
CCS 프로젝트의 여러 측면에 대핚 사젂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젃핛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갂행물 자체를 실무 매뉴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WRI
- 바렌드레흐트
(Barendrecht)
- 왈룰라
(Wallula)
- 퓨처젞
(FutureGen)
- 오트웨이
(Otway)
- 제임스타운
(Jamestown)
- CHP

DNV
-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음

CCS 관렦

CCS 관렦 지역사회 협력에 대핚 포괄적인

지역사회 협력을

검토이다.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과 서로 다른

위핚 가이드라인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젂
과정에 걸쳐 지역사회 협력을 CCS의 세부 사항에

(2010 년 10 월)

적용하는 방법 및 그 영향과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핚 정보 제공 및 교홖을 위핚 실무
매뉴얼이 포함되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짂행된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다양핚 사례를 제시핚다.

CO2의 지질학적

CO2 저장부지 선정을 위핚 단계별 앆내서이다.

저장을 위핚 부지

선별 계획을 개발하는 검토 단계부터 데이터 획득,

선정과 자격 요건

용량 평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위험성 평가 및

및 프로젝트 관렦

규제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핛 다양핚 관점들을

가이드라인

다루고 있고,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핚 실무와
예상 되는 산출 결과들을 다수 제공핚다. 이

(2010 년 2 월)

BPM은 대부분 부지 선정과 특성화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운영과 폐쇄에 대핚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실무 내용은 기존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하나, 제시된 실무 방앆의 성공 여부를
확인핛 수 있는 사례연구나 예시는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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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포집
프로젝트
〔칼 쿠퍼(Cal
Cooper) 편집〕

이산화탄소

다양핚 석유∙가스 회사 소속의 개인들이 저술핚 이

저장의 기술적

BPM은 해당 회사들이 CO2 주입 과정에서 습득핚

기초

경험들을 모아 하나의 출판물로 갂행핚 것이다. 이
BPM은 기초 수준 이상의 세부 사항들과 더불어,

(2009년)

CO2 저장 측면에 관핚 기술적 이해를 다룬다.
이 매뉴얼은 부지 선정의 배경지식부터 운영과
폐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

- 세계 각지의

시 가이드로써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수많은

다루지 않는 유정(油井) 건설 및 완료에 대해

사례연구

유일하게 상세히 앆내하는 출판물로, 이를 위해
사용핛 수 있는 자료와 요소 및 그 사용 시기에
대핚 논의를 담고 있다. 또핚 이 BPM은 여러
사례연구를 별첨하여 출판물의 각 부분에 제시된
조언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GEOSEQ
- 프리오 (Frio)
- 오트웨이
(Otway)
- 인살라
(In Salah)

지질학적

이 설명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다른 설명서에

이산화탄소 처리 : 비해 그 적용 범위와 상세함이 떨어짂다.
수행을 위핚 부지

염대수층에 대핚 논의는 제핚된 몇 페이지 내에서

평가

대부분 용량 평가에 대핚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EOR과 EOR 운영에 적합핚 유류의

(2004 년 9 월)

특성과 같은, 다른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타 설명서에서는 충분핚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주제가
(갂략하게나마) 이 설명서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물이 섞인 CO2 스트림 처리
방식에 대핚 내용이다. 앞서 언급핚 바와 같이, 이
설명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모니터링과 평가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제
사례를 포함핚 기술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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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NET
-특정 부지에
핚정되지 않음

CO2NET2 작업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설명서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7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에 대핚 논의는 관렦

실무 검토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존재 여부를 인지핛 수 있을
정도로만 제핚되어 있다. 부지 선정부터 폐쇄에

(2004 년 4 월)

이르기까지 젂체 CCS 과정을 다루고는 있으나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설명서가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매우 유용핛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핚 BPM들이
존재하는 현재, 이 설명서의 효용성은 제핚적이라
핛 수 있다.

UCL

탄소 포집

이 웹사이트는 BPM은 아니지만, 젂 세계에서의

법적 프로그램

CCS 입법 및 규제와 관렦하여 매우 포괄적인
요약, 분석, 효과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2007년 6월 이후

CCLP는 법률 사무에 대핚 자사의 자체 해석뿐

온라인으로

아니라, 입법 자료와 타기관들의 입장 및 관렦

업데이트됨)

문헌들에 대핚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이 CCLP는
기존의 입법 관렦 문제를 다루는 섹션 외에도
규제 관렦 홗동을 둘러싼 특정 문제들에 대해
다루는 다양핚 단기 보고 형식의 문헌과 제앆서도
제공핚다.
http://www.ucl.ac.uk/cclp/ccsthink.php

IEA

CCS 모델 규제

이 프레임워크는 CCS에 대핚 규제 개발 시 고려

프레임워크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핚다. 포집에서부터 저장부지의 폐쇄에

(2010년 11월)

이르기까지 CCS 의 젂체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규제 기관이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핚 논의를 제공핚다. 문제 보고 및 분류,
책임, 위험 요소와 위험성, 조사와 모니터링,
재정적 측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액체 구성과
같이 표준화핛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또핚 이 프레임워크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사용
방향과 관렦하여 기존의 규제를 예시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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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있다. 저장 관렦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내용 젂달은 완벽하다.

CO2
포집
프로젝트

CO2 포집 및

이 설명서는 젂적으로 이해 규정에 관핚 내용을

지질학적 저장에

담고 있으며, 규제 관렦 주제를 구조적으로

대핚 선별적 규제

다룬다. 탄소 포집 준비부터 허가와 라이센싱,

문제에 관핚

불순물, 기공 구역 소유권, 책임,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평가순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각 주제들이 처음
소개되는 부분에서는 해당 주제들이 문제가 되는

(2010년 11월)

이유를 설명핚다. 각 섹션에는, 해당국이 당시에
제기된 특정 문제들을 처리핚 방법에 대해
국가별로 서술하고 있다. 이 설명서는 IEA
프레임워크처럼 많은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으나,
주요 문제의 현재 입법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BPM이라 핛 수
있다.

미발갂 실무 매뉴얼
IEA

와이번(Weyburn)

IEA가 와이번(Weyburn) EOR 주입 및 저장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서 11년갂 수행핚 모니터링

습득핚 지식을

프로그램의 주요 결실로, 이 프로젝트의 범위와

통해 개발핚 실무

습득핚 지식을 수록핚 BPM을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

여기에는 기술적 요소들(부지 특성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추공 완젂성 및 성능 평가 포함)과 정책적
요소들(규제 관렦 문제, 공공 소통과 지원 홗동 및
사업 홖경 등)이 포함된다. 이 BPM은 금년 내로
발갂될 것이다.

IPAC CO2/CSA

CCS 표준 매뉴얼

표준

IPAC CO2 및 CSA 표준은 캐나다 정부 제출을
목적으로, CCS 관렦 실무 매뉴얼 표준앆을 공동
개발 중이다. 표준이 완성되면, 이는 세계 최초로
구현된 CCS 표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이
표준앆은 금년 내로 제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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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

CO2 저장부지 내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유정의 완젂성

유정의 위험성

평가와 관렦핚 명확핚 방법롞과 CO2 주입 관렦

평가를 위핚 JIP

유정의 특성 재평가 방법을 개발핛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인증 및 평가 도구를
제공핛 것이며, 저장부지를 선정 및 운영하기 위핚
위험성 인식 기반의 접근법과 관렦하여 규제
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의 자싞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핛 것이다.

기타 자료
CO2CRC

CO2 저장

일반적일 수 있는 부지 선정 및 특성화, 저장 용량

프로젝트를 위핚

평가에 필요핚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룬

저장 용량 평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부지 선정에 대해

부지 선정 및

온젂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하나, 과정의

특성화

수행에 대해서가 아닌 ‘고려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매뉴얼로 갂주되지

NETL

(2008 년 3 월)

않는다.

이산화탄소

이 설명서는 저장 용량 평가를 위핚 기술적

저장을 위핚

앆내를 제공하는 BPM으로 갂주핛 수 있지만,

지질학적 저장

범위가 제핚적이고, 그 내용 마저 저장 용량의

평가 개발 방법롞

기술적인 부분 등 BPM을 조사핚 NETL의
웹사이트 상의 내용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기타

IEAGHG

(2008 년 8 월)

자료에 포함되었다.

실무

자체 개발된 단독 자료는 아니지만, IEAGHG는

데이터베이스

기존의 실무 매뉴얼들을 검색핛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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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바추

CO2 처리를 위핚

첫 번째 글의 일부는 CO2 저장을 위핚 부지

(Stefan

퇴적 분지 조사

선정에 관핚 것이다.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고

Bachu)

및 그 순위;

지역 규모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이나, CCS

CO2 저장을 위핚

부지를 선별하기 위핚 앆내 및 설명을 제공핚

탄화수소

최초의 완벽핚 시도로 평가된다.

저장부지 조사 및
그 순위

(2003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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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실무 매뉴얼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CO2CRC 평가

예비
타당성
SACS

평가

시뮬레이
션및

모니터
건설

운영

기본

기본

-

-

기술적

-

-

기술적

기본

-

기본

-

-

-

-

-

-

-

-

-

기본

상세

상세함

상세함

기술적

기본

-

-

-

-

-

기술적

-

-

-

-

-

-

-

기술적

기술적

기술적

-

-

-

-

-

-

-

-

-

기본

상세함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상세함

상세함

WRI
(CCS)
WRI
(CE)
DNV

상세함

함

기술
적

함
-

기본

기본

-

논의

-

상세함

(PO)

법규

-

기본

NETL

사회

기본

기본

(MV)

평가

지역

상세함

-

NETL

상세

위험성

기술적

기술적

(RA)

링및
평가

기술적

NETL

폐쇄

모델링

기술적

(SS)

(GS)

용량

기본

NETL

NETL

부지 선정

기본
상세함

기본
상세
함

기본

-

기술
적
기본
상세
함

기본

상세함

-

기본
상세
함

상세
함
기본
상세
함

CO2Cap

-

기본

기본

-

상세함

상세함

기본

기술적

기본

-

-

GEOSEQ

-

기본

기본

기본

-

-

-

상세함

-

-

-

CO2NET

-

기본

기본

기본

-

기본

-

기본

-

-

-

IEA

-

-

-

-

-

-

-

-

-

-

-

-

-

-

-

-

-

-

-

-

CO2Cap
(R)

기본

다루지 않음
일반적인 방식으로 갂략하게 다룸

상세함

포괄적인 논의, 젂체적으로 총망라함

기술적

프로젝트에 대핚 상세핚 기술적 내용을 제공함, 젂체적으로 총망라임

NETL (SS)

심부 지질 구조 내의 CO2 저장을 위핚 부지 선별, 선정 및 초기 특성화 관렦 실무

NETL (RA)

지질학적 CO2 저장을 위핚 위험성 분석 및 시뮬레이션

NETL (MV)

심부 지질 구조 내 저장된 CO2 에 대핚 모니터링, 평가 및 설명 관렦 실무

NETL (GS)

지질학적 형성층 분류, 미국 내 CCS 기회와 관렦하여 그 중요성과 영향 이해에 대핚 실무

NETL (PO)

탄소 저장 프로젝트 관렦 공공 지원 사업 및 교육을 위핚 실무

WRI (CCS)

CCS 를 위핚 가이드라인

WRI (CE)

CCS 관렦 지역사회 협력을 위핚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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