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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파리협약�이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온실가스�포집·저장·활용에�대한�전�세계적인�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관련�기술개발� 및�상용화를�위한�노력이�지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기생산, 에너지시스템의� 전기화,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자원� 활용� 등� 경제� 및� 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050년� 가스발전,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온실가스� 다배출산업�분야에서는�여전히�온실가스�배출이�예상되며, 배출되는�온실가스
를� 포집하고� 저장·활용하기� 위해� CCUS 기술이� 필요하다.

1. CCUS 기술이란?

n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은�화력발전,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화석연료의� 연소�및� 특정� 공정�중� 발생되는� CO2를�포집하여� 저장�및� 활용하는� 기술

그림� 1. CCUS 기술� 개념도

n CO2 포집기술은� 여러�물질이� 혼합된�배가스에서� CO2를�포집·분리하는�기술이며, CO2 포집·분리�
공정의�위치에� 따라�연소� 후(Post-combustion) 포집, 연소� 전(Pre-combustion) 포집, 순산소연
소(Oxyfuel combustion)로� 구분
l (연소� 후�포집) 화석연료의�연소�후�배출되는�배가스에� 포함된� CO2를� 선택적으로�포집하여� 고농

도의� CO2로� 회수하는� 기술
l (연소� 전� 포집) 연료를� 산소와�반응시켜� 합성가스를�제조하는�공정에서�발생하는�CO2를�포집함

으로써� 수소를� 생산하고, 연소� 과정에�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l (순산소� 연소) 연료�연소에�공기�대신�순수한�산소를� 이용함으로써�연소배가스의�대부분이�CO2

와� 수분으로� 구성되어� 추가적인� CO2 포집설비가� 필요� 없는� 기술

n 연소�후�CO2 포집기술은�연소�배가스�또는�공정가스�중에�포함된�CO2를�선택적으로�포집·회수하는
기술이며, 연소� 배가스의� 특성에� 따라� CO2 포집기술의� 선정과� 운전조건� 및� 공정� 구성을� 차별화
l 연소�배가스�및�공정가스�내�CO2의�농도와�함께�압력�및�온도가�포집기술의�선정에�중요한�역할을�

하며, 이는� 분리공정에서� CO2의� 분압과� 온도가� CO2 분리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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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소�배가스에�포함된�황산화물과�질소산화물� 및�수분�등과� 같은�성분은�흡수제, 흡착제�및�분리
막과� 같은� 분리매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므로� CO2 포집공정의� 선정에� 중요한� 영향인자로� 고려

n CO2 저장�기술은� 포집된�CO2를�대기�중으로�빠져나가지�못하도록�지중과� 해저�등에�저장하는�기술
l (지중저장) 육상이나�해저에�존재하는�적합한�지층에� 초임계� 형태의�CO2를�직접�주입하여� 저장

하는� 기술이며, 유전, 가스전, 대염수층, 채광할� 수� 없는� 석탄층� 등에� 저장
- 지중� 저장에� 적합한� 지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높은� 주입� 능력, 저장� 능력과� 밀봉�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며, CO2 지중저장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층은� 대염수층, 석유·가
스층, 석탄층� 등이� 있음

l (해양저장) 1,000~3,000m 해저에�기체�또는�액체�상태의�CO2를�직접�분사하여�저장하는�기술이나,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환경� 위해성� 문제로� 인해� 런던� 협약에� 따라� 현재� 적용� 불가능한� 기술

  

※ 출처� : IPCC(2005),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그림� 2. CO2 저장기술� 개념도

n CO2 활용� 기술은�포집된�CO2를�화학적·생물학적�등의�변환�과정을� 거쳐� 잠재적�시장�가치가�있는�
제품� 또는�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l CO2 활용� 기술은� CO2를� 바로� 사용하는� 직접� 활용기술과� CO2를� 여타�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
l 직접� 활용� 분야는� 작물� 수확량� 향상, 용제� 활용, 냉방/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등이� 있으며, CO2의� 높은� 열� 흡수능력, 안정적이고� 비반응적인� 특성, 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고유한� 물성을� 활용

l 전환기술은� 다양한� 화학적, 생물학적� CO2 전환기술� 경로를� 이용하여� CO2를� 연료, 화학물질� 및�
건축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며, 현재� 대부분의� 기술적� 경로가� 비교적� 초기� 단계� 수준

그림� 3. CO2 활용�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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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시대 CCUS의 역할

n CO2는� 6대� 온실가스� 중�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있으며, 인위적인�배출� 통제가� 가능한�특성으로�인해� 지구온난화�해결을�위한�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n 세계�각국은�탄소중립�목표� 선언과�함께� 저탄소·친환경�경제구조로�전환�중이며, 탄소중립을�실현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CCUS 기술이� 게임체인저로서� 주목받고� 있음
l IPCC, IEA 등은�UN 기후변화협약� 공동목표인�지구� 평균온도�상승을�1.5°C 이하로�제한하기� 위

해서는� CCUS 기술이� 필수적이라� 강조
- IEA는�2070 글로벌�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CCUS 기술의�기여도를�총�감축량의�15%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며, 포집된� CO2는� 저장� 분야에서� 90%, 활용� 분야에서� 10% 처리하는� 것으로� 예측
- EU의�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는�CCUS 기술의�기여도를�총�감축량의�27% 수준으로�제시

하였으며, 포집된� CO2는� 저장� 및� 활용� 분야에서� 각각� 50% 처리하는� 것으로� 예측

※ 출처� : IEA(2020),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그림� 4. IEA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감축수단별� CO2 감축량

n IEA(2019)의�지속가능발전시나리오(SDS :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에�의하면�CCS 
설비를� 통해� 포집되는� CO2는� 2020년� 연간� 0.4억톤에서� 2050년� 연간� 56억톤으로� 증가할� 전망
l 시나리오에�따르면�분야별� CCUS 기술의� 기여도는�연료전환�90%, 시멘트�61%, 화학제품�생산�

28%, 제철� 25%, 발전� 16% 수준
- 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석탄, 산업공정, 천연가스, 석유, 바이오매스, 직접공기포

집(DAC : Direct Air Capture) 등� 다양한� 분야에� CCS 설비� 확대가� 필요
- 현재� 석탄이나� 산업공정을�중심으로�적용되고�있는�CCUS 기술의� 적용�범위가�바이오매스, 직

접공기포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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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5. 2020년/2050년� CO2 포집� 설비용량� 그림� 6. IEA 지속가능발전시나리오의� 분야별� CCUS 기여도

n IEA는�Net-zero by 2050 보고서에서�2050년�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서는�CCUS를� 포함한� 전
기화,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l 에너지�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75%를�차지하며, 기후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l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위한�경로에�있어� 2030년에는� 현재�시장에� 존재하는�기술들이� 기여도

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CCUS를�포함한� 혁신�기술들의� 역할이�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간� 첨단� 배터리, 수소� 개질기, CO2 직접공기포집� 및� 저장� 등의� 기술이� 혁신�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며, R&D 및� 실증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
l 2050년� 기술별� 감축� 기여도를� 살펴보면, CCUS 기술은� 18% 수준을� 기여할� 전망

그림� 7. 2050년·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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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EA는� 2020년� 에너지� 전환에� 있어� CCUS의� 역할을� 다룬�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CCUS 기술이�
Net-zero 실현에� 핵심적인� 기술임을� 명시
l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화�등의�기술과�더불어�CCUS는�Net-zero 실현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
l 청정에너지�사용으로� CO2 배출을� 줄일�수� 있지만, CO2 배출이� 불가피한�산업�부문에서는�CCUS 

기술� 도입을� 통해� 목표� 달성� 필요
- 제철, 철강, 화학제품�생산�부문에서는�CCUS가�CO2 배출량을�줄일�수�있는�가장�비용�효과적인�

방안이며, 시멘트� 산업의� 경우� CCUS가� 거의� 유일한� CO2 배출� 저감� 방안
- CO2 전환기술을� 통해� 생산한� 합성유를� 통해� 항공� 부문의� 저탄소화� 달성� 가능

l 강화된� 기후대응� 목표와� 높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가� CCUS 관련� 기술의� 혁신� 유도
- 최근�CCUS 분야에�대한�공격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20년�기준�CCUS 설비�투자액은�

’17년도� 투자액�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7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3년� 동안� 30여개� 이상의�
상업용� CCUS 설비� 계획이� 발표

- CCUS 프로젝트� 적용� 분야도� 발전, 시멘트,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n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CCUS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l CCUS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 CO2 배출저감� 인센티브, CCUS 투자� 인센티브(세액공제, 

대출� 등), CCUS 허브�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제도� 도입·운영이� 필요

n 주요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역할을� 명시
l 주요국에서는�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을� 위한� 전략적� 대안� 중� 하나로� CCUS 기술을� 제시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국가 주요� 내용

독일

n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CCUS 기술� 제시
l 독일�산업부문�CO2 배출량의�약�38%가�생산�공정에�기인하며, 생산�공정의�CO2 배출�저감을�위해�CCUS 기술�활용�가능

- 산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2020~2030년�사이에 추가적인�감축�수단의�활용이�필요하며, 감축�
수단� 중� 하나로� CCUS를� 명시

l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포집한� CO2를� 화학물질·연료물질로� 전환·활용하기� 위한� CCU 기술개발을� 지원
- 자원�효율성�향상을�위해�기술�혁신을�주도하는�프로젝트로, 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산업�자원의�효율성

을� 촉진하는� 기술로� CCU 기술개발� 방향성을� 설정
l 산업부문의� 또다른� 전략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효율화, 에너지원의� 저탄소� 또는� 탈탄소화를� 포함

미국

n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전략� 중� 전력� 부문� 탈탄소화의� 주요� 기술로� CCUS를� 제시
l 미국의�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는�2050년까지�대부분의�전력�생산이�재생�에너지, 원자력�및�CCUS 기술과�연계된�화석연

료� 또는� 바이오연료� 발전� 기술로 대체될� 것을� 가정
- 전력부문의�CCUS 기술�전략은�▶ 화석연료와�CCUS 기술의�결합, ▶ 이산화탄소�포집�및�수송�효율성�향상, ▶ 대규모�

실증�추진, ▶ BECCS(CCUS 기술과�결합된�바이오매스�발전) 성능�향상�및�비용�절감, ▶ CCUS를�이용한�첨단�열병합
발전� 등의� 구체적인� 기술� 전략을� 포함

l 전력� 외�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 에탄올, 천연가스� 생산, 암모니아� 생산� 등� 비교적� CO2 포집� 비용이� 낮거나� 기술� 적용이�
용이한� 기존� 화학산업�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CCUS 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

l 토지� 및� 이산화탄소� 제거(CO2 Removal) 기술을� 통한� 탄소� 격리�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마이너스� 배출� 전략을� 제시
- CCUS가� 결합된� 바이오매스� 발전� 기술, 직접공기포집� 기술, 가속화된� 광물탄산화� 기술� 등을� 대안으로� 제시

l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R&D 프로그램� 하의� CCUS 기술� 실증사업� 지원� 등� 연구� 투자액을�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

표� 1. 주요국�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있어� CCUS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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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일본

n 일본의�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에너지, 산업, 수송, 공동사회�및�생활�분야로�구분되어�있으며, 에너지와�산업�분야에��CCUS 
관련� 전략이� 포함
l 에너지� 부문에서는� CCUS 기술을� 활용하여� 화력발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 전략을� 제안

- 2023년까지�상업적�규모�CCU 기술�확보�및�CO2 저장소�확보를�위한�연구를�수행할�예정이며, 최적화된�CO2 수송을�위한�
민관� 협력과� 기술의� 조기� 확산을� 모색할� 예정

-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부문에� CCS 기술� 상용화� 도입� 검토� 및� CCUS 기술� 수출� 등� 다양한� 측면의� 전략을� 제시
l 산업� 부문에서는� CCUS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부문� 공급� 원료의� 저탄소화를� 제안

- 기술/경제�및�사회�시스템�혁신�촉진, 녹색�금융�추진, 국제협력�등�환경�및�성장의�선순환�달성을�위한�Cross-sectoral 
조치� 가운데, 기술혁신� 촉진� 부문에� CCUS 기술� 개발� 관련� 전략을� 제시

-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 측면에서� 기존� 에너지·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CCU 에너지·제품�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

영국

n 영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는� 총� 8개� 분야� 50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 및� 산업� 부문의� 효율성� 증대� 분야� 내�
9개� 전략� 중� CCUS 관련� 전략� 2개(투자� 강화� 및� 협의체� 구성)가� 포함�
l (투자강화) 비용� 절감을� 위한� CCUS 산업� 혁신을� 위해� 1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국제적� 리더십� 발휘
l (협의체� 구성) 새로운� CCUS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산업에� 대규모� CCUS 적용� 추진

n 영국은�CCUS 기술이�산업계의�탈탄소화�뿐만�아니라�경제적�기회를�극대화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으나�현재�기술�수준
에서�산업계에�대규모로�적용되기에는�비용�효과적이지�못하다는�인식에�따라�CCUS 기술의�상용화를�위해�3가지�방안을�제시
l (비용절감) ｢CCUS Cost Challenge Taskforce｣를� 설립하여� 비용� 절감을� 통한� 2030년� CCUS 산업계� 대규모� 적용� 목표�

달성� 및� 저장소� 탐색(해외� 포함)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 CCUS 비용�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2030년� CCUS 대규모� 적용을� 목표로� CCUS 비용� 장벽을� 낮추고�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CCUS 투자모델� 검토
l (국제� 협력)다양한� 프로그램(Mission Innovation, Carbon Capture Challenge 등)에� 참여하여� 노르웨이, 미국, 호주� 등�

주요국과� 협력하고, 국제� 포럼� 및� 컨퍼런스� 추진� 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CCUS 분야� 리더십� 발휘
- 주요국과의�협력�내용: CO2 수송�및�저장�방법,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North Sea Basin Task Force

를� 통한� 다자간의� 협력
- 2012년부터�운영되고�있는�영국의�6,000만�파운드�규모의�국제�CCS 프로그램에�1,000만�파운드를�추가적으로�투자하

여� CCUS의� 기술� 전문성에� 대해� 세계� 선도국� 위치� 유지
l (R&D 투자) 영국의�산업�및�CCUS 혁신�및�적용을�지원하기�위해�BEIS Energy Innovation Programme에�최대�1억�파운

드를� 투자(CO2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2,000만� 파운드의� 투자금� 포함)
- 비용절감을�목표로�한�차세대�포집�기술, 기술의�산업현장�소규모�실증, 저탄소�수소�생산을�위한�CCUS 분야�등에�투자

캐나다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해� 산림� 및� 토지� 흡수원�활용하거나� 탄소�포집�및� 저장을�활용한� 바이오에너지(BECCS) 기술을�
주요� CO2 처리� 기술로� 제안
l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주요� 부문(전력, 운송, 건설, 산업, 산림, 농업, 폐기물) 중� 전력, 산업, 산림� 부문의� 전략에� CCS 

기술� 전략을� 제시
- (전력) 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Project 분석�시나리오에서는�2050년까지�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을�CCS를�

적용한� 천연가스� 생산이� 차지하며, 석탄� 발전� 플랜트용으로� 개발된� CCS 기술을� 확장하여� 적용할� 예정
- (산업) 철강, 시멘트�제조, 중량�화물�운송, 화학�및�비료�등�다양한�산업에서�배출원을�줄이기�위해�지속가능한�바이오매

스와� 결합된� CCS 기술의� 대량� 배치를� 제안
- (산림) 목재� 제품을� 사용한� 바이오에너지(BECCS) 및� 바이오� 연료� 활용� 기술의� 연구� 개발� 투자� 등을� 강조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 주요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CCUS 역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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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CCUS 정책 
및 R&D 
전략 동향

1. CCUS 관련 정책 및 제도

국가 정책� 및� 제도 내용

미국 l 45Q Tax Credit(2018)
l CO2 저장, EOR, CO2 활용(전환) 기술� 등으로�

처리·활용� 된� CO2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EU l Renewable Energy Directive Ⅱ (2018) l CCU 연료를� 의무사용� 재생연료� 범위에� 포함

영국 l Climate Change Act 2008 l 2050년� 온실가스�순배출량� 제로를�법정� 목표화�

호주
l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6

l 영연방과� 호주의� 관할� 구역� 경계� 지역에� CO2

저장� 허용(2020년� 개정)
l 국경� 지역� CO2 저장� 규제의� 통합·간소화�

중국 l 14.5 계획� 및� 2035 장기목표(2021) 
l 2030년�NDC 이행을�위한�‘2030년�이전�탄소배

출� 정점도달� 행동� 방안’ 제정�
l 탄소포집·활용·저장� 주요� 시범� 프로젝트� 추진

표� 2. CCUS 지원� 정책� 및� 제도�

n (미국) 2018년� �45Q Tax Credit�을� 개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시� 세금� 혜택을� 제공
l 2008년부터� 운영한� 세금�혜택�제도를�적용처·분야·금액을�확대하여�45Q Tax Credit으로�개혁

하여� CCUS 기술개발과� 산업계� 채택을� 장려
l 탄소� 저장� 및� 활용� 분야별� 세액� 공제액(’30년� 기준)은� 저장� $50/ton, EOR $30/ton, 활용�

$35/ton 수준

n (EU) 2018년�Renewable Energy Directive II 발표를�통해�CCU 연료를�의무사용�재생연료�범위에
포함
l 배출된�CO2 및� 부생가스를� 탄소원으로� 활용하여� 연료로�전환하는� 탄소자원화� 기술� 활용� 연료의�

경우� 재활용� 탄소연료로써� 수송용� 재생연료로� 인정
l 재활용� 탄소� 연료를� 활용한� 수송부문� 탈탄소와� 에너지� 다양화를� 장려

n (영국) 2019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1을� 개정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법정� 목표로� 명시
l 탄소� 제로� 목표는� 2018년� 영국� 정부� 자문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CCC : 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자문을� 통해� 2018년� 제정
l 기후변화위원회는� CO2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CCS는� 반드시� 필요하며, 온실가스� 순� 제로

(Net-zero)에� 도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

n (노르웨이) 203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2016년에� 법제화
l 노르웨이는�2007년에�2050년�탄소제로�달성을�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로�설정한�바�있어�당초�목

표� 대비� 20년을� 단축하여� 제시
l 탄소제로�달성을�위해�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자국의�석유·가스� 시추�시� 배출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외국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상쇄하는� 방안을� 도입

1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관련법인� 기후변화법을� 제정,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감축� 목표에� 법적구속력을� 부여

Ⅱ
글로벌 
CCUS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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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호주) 2020년�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법(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6)을� 개정하여� 국경� 지역� CO2 저장� 규제를� 통합·간소화
l 2006년� 제정한�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법� 개정을� 통해� 영연방과� 호주의� 관할� 구역� 경계의�

약� 3해리� 정도의� 지역에� CO2 저장을� 허용

n (중국) 2021년�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에서� 에너지�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의� 정책� 방향
을� 설정하였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기반을� 마련
l (에너지� 분야) ‘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3.5%, CO2 배출원단위� 18% 감축�등을�목표로� 설정하

였으며, 에너지믹스�개선, 청정･저탄소�및�안전･고효율�에너지시스템�구축, 에너지공급�능력�향상
등의� 정책� 기조를� 명시

l (탄소중립�분야) 상향된�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2

를�이행하기�위해�‘30년�이전�탄소배출�정점도달�행동�방안’을�제정� 명시, 탄소포집·활용·저장�등�
에너지절감·저탄소기술� 시범� 공정� 등에� 대한� 주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l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전국� 범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수립의� 기반이� 되는� 법안을�
도입, 경제성장,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구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을� 고려해� 탄소배출량�
총량과� 배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

2 2030 NDC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 25%달성, 임목� 축적량� 2005년� 대비� 60억㎥ 확대, 풍력･태양광� 누적� 설비용량� 1,200 GW 이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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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US R&D 전략 및 프로그램 

국가 R&D 전략� 및� 프로그램 내용

미국 l DOE CCUS R&D 프로그램(2020)
l 기초�R&D, 대규모�실증�프로젝트를�통해�상업적�규

모의� CO2 감축� 기술� 개발에� 초점

EU

l EU 7th Framework(2007)
l CO2 포집·저장기술�상용화를�위한�대규모�실증사업

에� 2020년까지� 60억� 달러� 지원

l European Green Deal(2019)
l CO2 포집·저장·활용�기술�상용화�등을�통해�유럽대

륙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화가� 목표

l Innovation Fund(2021)
l EU ETS 수익금의�일부를�CO2 포집·저장기술의�개

발과� 실증� 사업� 등에� 투자

영국
l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2020)
l 2030년까지� CCU 등의� 분야에� 120억� 파운드� 투자

노르
웨이

l CO2 포집·저장기술을�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12)

l 2022년까지�약�4,600만�달러를�CCS 사업의�실행가
능성� 연구에� 투자할� 예정�

일본

l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2020)
l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을� 위한� CCUS 및�

탄소자원화� 등� 기술개발� 전략� 제시
l 2050 탄소중립에�따른� 녹색� 성장�전략

(2020)
l 탄소재활용� 산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중요� 산업의� 실행계획� 발표
l 탄소� 재활용� 로드맵(2019) l CO2를� 재활용하는� 기술혁신� 전략� 발표

중국 l 탄소자원화� 기술로드맵(2011)
l 2030년까지의�탄소자원화�단계별�기술개발�세부�실

행계획� 제시

대한
민국

l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021)
l CCUS 혁신소재·대형화�개발�및�실증을�통해�’30년�

포집� 가격경쟁력� 30$/톤� 달성� 목표� 제시
l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2021)
l CCUS는� 포집, 저장, 활용으로� 구분하여� 단기� ~ 장

기� 단계별� 전략을� 제시

l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2021)

l CCU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신산업� 창
출을� 위해� CCU 세부분야별�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단·중·장기의� 마일스톤과� 전략� 제시

표� 3. CCUS R&D 전략�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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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국) 에너지부(DOE)의� CCUS R&D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후변화� 관련�
혁신의제를� 추진할� ARPA-C 신설� 예정
l 2020년� 기준� 탄소� 포집비용� 저감, 활용, 지중저장� 기술� 등의� 분야에�217.8백만� 달러� 수준의� 투

자를� 수행
- R&D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파일럿� 규모� 실증� 과정을� 거쳐� 전력� 생산, 시멘트, 철강, 

수소·에탄올� 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 (포집) 포집비용�저감�관련�연구*에�집중하고�있으며, 연소�전�포집, 연소�후�포집, 직접공기포집�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파일럿� 규모� 실증까지� 수행
* 목표� : CO2 포집비용� $30/톤� 달성

- (활용) 탄소� 포함� 원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하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며, 
CO2를�다른�제품으로�변환하여�얻는�직접적인�경제적�이익�외에�저장이�필요한�CO2 양을�줄여�
저장�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하는� 간접적� 비용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

- (저장) 포집된� CO2의� 지중저장� 관련� 기술과� 규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CO2 저장비용� 저감을�
통한� CCS 프로젝트의� 운영� 효율성� 개선이� 목표

l 2021년�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Climate, ARPA-C)를� 설립하여�
ARPA-E 보다� 더� 광범위한� 기후변화� 관련� 기술영역을� 담당할� 예정
- 기후혁신실무그룹(Climate Innovation Working Group)은� CCUS 기술을�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총� 10개의� 혁신� 의제� 추진� 예정

① 탄소중립� 건물� ② 1/10로� 비용이� 저감된�
에너지저장시스템

③ 최첨단� 에너지시스템� 관리기술

④ 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⑤ 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⑥ 무(無) 온실가스�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⑦ 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화

⑧ 무(無) 탄소� 배출� 수소 ⑨ CO2 토양� 저장기술

⑩ CO2 직접공기포집� 기술

표� 4. ARPA-C 기후혁신실무그룹� 10대� 의제�

n (EU) CCUS 기술�개발�관련�다양한�프로그램·펀드를�운영�중이며, CCUS 기술의�실증�및�상용화에
초점�
l EU는� 제7차� 프레임워크(7th EU Framework)에서� CO2 포집･저장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에� 2020년까지� 60억� 달러� 지원� 발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20%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의�60~80%를�감축하기�

위해� 수립한� EU의� SET-PLAN(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에� 따르면, 2030년까지�
CCS 분야에� 25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 질� 전망

- 2023년� 탄소� 제거와� 관련된� EU 프레임워크를� 시행할� 예정이며, BECCS(Bio 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와� 대규모� 직접공기포집� 기술� 개발을� 장려할� 예정

l 2019년� 유럽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을� 마련
- 화력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탄소� 포집·저장기술� 및� 활용기술� 등을� 상용화� 할� 계획이며, 

대규모� 실증을� 통해� 비용� 저감�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추진할� 계획



Ⅱ. 글로벌� CCUS 동향� 분석

11

l 2021년�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시연을� 위한�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을� 조성3

- EU ETS 수익금으로�약�100억�유로의�기금을�조성하여�2020년~2030년�기간�동안�저탄소�기술�
개발을� 지원

- CCU 기술개발과�CCS 인프라의� 건설�및� 운영�등에�초점을� 맞춘� 대규모� 및�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

n (영국) CCUS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최근� CCUS를� 포함한� 녹색산업혁신�
관련� 계획� 발표4

l 2020년�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 수립�
- 영국정부는�2030년까지�CCUS를�포함한�10대�분야에�50억� 파운드를�투자할�계획이며, 민간부문

의�투자도�장려함으로써�녹색산업혁신�추진에�2030년까지�총�120억�파운드의�기금이�투자될�전망
- 2030년까지�천만톤의�CO2 포집�능력을�갖추기�위해�CCUS 클러스터�구축�계획에�투자할�전망

이며, 2020년대� 중반까지� 2개, 2030년까지� 총� 4개의� 산업클러스터에� CCUS 설비� 구축� 예정
- 영국�정부는�가스화력�발전소에�CCUS 도입을�촉진할�계획이며, 2030년까지�최소�한�곳�이상의�

가스화력� 발전소에� CCUS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
l 영국� 재무부� 장관은� 2030년까지� 8억� 파운드� 규모의� CCS 예산을� 발표

n (노르웨이) CO2 포집·저장�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CO2 포집·저장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4,6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l 2016년� 기준� CCS R&D 및� 대규모� 실증분야에� 전체� 청정에너지� R&D 투자의� 36% 수준인� 약�

6,400만� 달러를� 투자
- 2016년�오슬로에서�발생한�산업·가정용�폐기물�연소과정에서�약�2천�톤의�CO2를�포집하는�실증�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l 2012년� 몽샤드� 기술센터(Technology Centre Mongstad, TCM)를� 설립하여� 12MW 규모의�

CO2 포집� 테스트설비를� 구축

3 EU 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의� 경매를� 통해� ‘NER(New Entrants Reserve) 300’
을� 2021년부터�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현대화� 기금(Modernisation Fund)로�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 ETS 
3기(2013~2020년) 중에� 배출권� 3억톤(300 mn ton)을� 출연하여� 경매� 소득� 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
여�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적�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드랙스그룹(Drax Group), 이퀴노어(Equinor) 등� 영국� 에너지� 선도� 기업들은� 2019년� 9월부터� 험버(Humber) 지방
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과� 함께� 험버유역을� 순탄소배출량�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제로카본험버(Zero Carbbon Humber)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약� 2,60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연간� 약� 4만톤의�
CO2를� 감축할� 예정

     

※ 출처� : EU Commission,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IP 9

그림� 8. EU 2018~2030년� CCUS 분야� 투자� 계획� 및� 이해당사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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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호주) 호주는� 2020년� 수립한� 기술투자로드맵(Technology Investment Roadmap)을�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에� 약� 180억� 호주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할� 계획
l 호주는� 기술투자로드맵의� 일환으로� CCUS 개발기금(The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Development)을� 조성하였으며, 6개의� CCUS 프로젝트에� 총� 5천만� 호주달러를� 지원할� 계획
- 연간�170만톤의�CO2를�저장하는�Moomba CCS 프로젝트에�1,500만�호주달러, 석탄화력�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저장하는� CTSCo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 등을� 지원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CCS 기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RD&D)을� 수행할�수� 있도록� 장려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수행
l 호주�총리는� 2021년�4월�기후정상회의을� 계기로�CCS 프로젝트�개발�확대�및�허브�조성을�위하

여� 10년간� 2억� 6,370만� 호주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

n (일본)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비용저감� 기술과� 기술� 실증을� 추진
l 2020년��혁신적�환경� 이노베이션�전략� 발표를�통해�2050년까지�온실가스의� 80%를�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환경�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
- 총�16개의�기술에서�온실가스�감축량이�크고�일본의�기술�공헌도가�큰�39개의�주제를�설정하였

으며, 탄소재활용·CCUS, 탄소중립�농립수산업, 비화석�에너지, 에너지�네트워크, 수소�등의�중
요성을� 강조

- CCUS 및�탄소자원화를�고려한�저비용�CO2 포집, 탄소자원화�기술에�따른�연료화�기술, 직접공
기포집� 기술� 등을� 주제로� 제시

l 2020년��2050년�탄소중립에� 따른�녹색�성장�전략�을�발표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과�미래�성장
이� 기대되는� 14개� 중요� 산업의� 실행계획을� 제시
- 2050년�탄소중립�실현을�대전제로�전력부문�탈탄소화�계획을�제시하였으며, 이외�비전력�부문의

전기화, 전력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3대� 전략� 방향을� 제시
- 특히� 탄소재활용� 산업을� 콘크리트, 바이오연료, 플라스틱연료로� 구분하고� 비용절감, 사회구현�

촉진� 등을� 목표로� 도입단계별� 기술목표를� 제시
l 2014년��제4차�에너지기본계획(4th Strategic Energy Plan of Japan)�에서� CO2 포집･저장기

술�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지원을� 발표
- 일본은�지역�특성상�내륙�저장�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CO2의�해양�지중저장에�초점을�두고�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연간� 100만톤� 이상의� CO2 해양� 지중저장을� 목표로� 제시�

n (중국) 2011년� 탄소자원화� 기술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의� 탄소자원화� 관련� 단계별� 기술개발�
세부� 실행계획� 제시�
l 중국� 정부는� 2016~2020년� 간� 13차� 5개년� 계획에서� CCUS 분야에� 374억� 위안을� 투자
l 2014년부터�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제공장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여� 연안� 유전지대의� 석유

회수증진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
l 페트로차이나社는� 질린(Jilin) 지역� 유전의� 석유회수증진을� 위해� 중국� 북동지역� 천연가스� 공장

에서� 포집한� 연간� 50만톤의� CO2를� 활용하는� 페트로차이나� 질린� 유전� 석유회수증진� 프로젝트
(PetroChina Jilin Oil Field EOR Project)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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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기초기술� 개발
① 에너지�저소비�CCUS 기술�개발
② 저장안정성� 기술/시스템� 개발

저장안정성� 시스템� 완성

Full-Chain 
프로젝트� 개발

<Pilot 프로젝트� 개발>
① 연간� 20만톤� 이상� 규모
② energy penalty < 25%
③ CO2 톤당�처리비용�< 350 RMB

<준상용화� 프로젝트� 개발>
① 연간� 100만톤� 규모
② energy penalty < 20%
③ CO2 톤당�처리비용�< 300 RMB

<상용화� 프로젝트� 개발>
① 연간� 100만톤� 이상� 규모
② energy penalty < 17%
③ CO2 톤당� 처리비용� < 240 RMB

CCUS 상용화
CCU, CCS 통합� 연간� 1백만톤�
수준의� 감축이� 가능한� 일괄� 공정�
pilot 기술� 개발

생산처-수요처� 연계를� 고려한�
CCUS 준상용화� 설비� 구축
(연간� 200만톤� 감축� 수준)

생산처-수요처�연계를�고려한�CCUS 상용화
설비� 구축
(연간� 200만톤� 감축� 이상)

표� 5. 중국� 탄소자원화� 기술로드맵

n (한국) 2010년��국가�CCS 종합�추진계획� 수립� 이후�지속적으로�CCU/CCS 관련� 기술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출·운영� 중
l 2021년��이산화탄소�포집·활용(CCU) 기술혁신�로드맵�을�통해�CCU 기술의� 중장기� R&D 로드

맵을� 마련
- CCU 기술�혁신을�통한�탄소중립�실현�및�신산업�창출을�위해�4가지�추진�전략을�제시하였으며, 

CCU 세부� 분야별� 중점기술과� 단·중·장기� 기술혁신� 마일스톤을� 기술개발� 목표와� 함께� 제시
- 2030년까지�14개�CCU 상용제품을�확보하고, 2040년까지�기존�시장가격�수준의�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을� 단계별� 목표로� 설정
l 2021년��탄소중립�기술혁신� 추진전략�을�발표하였으며, CCUS를� 포함한�탄소중립� 10대�핵심기

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와� 확보� 전략을� 제시�
- CCUS 분야의�낮은�경제성과�상용화�불확실성을�극복하기�위해�혁신소재·대형화�개발�및�실증을�

통해� ’30년� CO2 포집비용� 30$/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
l 2021년��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탄소감축�

효과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유망하지만�기술이� 미성숙된� 탄소� 포집·저장·활용� 등을� 10대�
핵심� 투자분야로� 설정
- 에너지�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단계별로�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기본방향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현장� 구현
- CCUS는� 포집·저장·활용� 분야로� 구분하여� 단기~장기�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미래

시장을� 겨냥하여� CCU와� 직접공기포집� 기술� 등�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를� 추진
l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K-CCUS 추진단�을� 발족하고��CCUS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CCUS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기�개발된�기술에�대한�실증�투자를�확대하고, 2025년까지�포집·저장·활용�분야별�상용화�가능�

기술� 확보를� 추진
- 2030년까지�CCU 실증�및�사업화�지원센터�구축을�통해�CCUS 산업기반을�마련하고, 관계부처

간의�협업을�통해�CCUS 산업�육성�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등의�제도�개선을�추진
할� 예정

l 정부는� CCUS 기술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한�주요�감축수단�및�10대�기후
기술에� 포함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한� 상용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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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요� 국가에서는� 2030~2060년을� 목표로� 기준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를� 제시하였
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중� CCUS 기술의� 기여도는� 2.5%~13.1% 수준
l 미국과� 영국은� 2032년�목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에�대한�CCUS 기술의�기여도를�9%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은� 2050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한� CCUS 기술의� 기여도를�
11.7%~13.1% 수준으로� 제시

1) 미국� The White House(2016), United States Mid-Century Strategy for Deep Decarbonization
2) 영국� 정부(HM Government)(2020),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3) 프랑스� 정부(2020), National Low Carbon Strategy
4) 중국�Energy Foundation China(2020), China’s New Growth Pathway : From the 14th Five-Year 

Plan to Carbon Neutrality
5) 환경부(2021),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참고� : 4)는� 관련� 기관이� 발표한� CO2 감축� 비중�

그림� 9.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CCUS 기술� 기여도

구분� 기술 목표년도 기준년도 감축량
CCS 또는� CCUS 

기술� 비중

미국 CCUS 2032 2005 - 9%

영국 CCUS 2032 2018 40 MtCO2 9%

프랑스 CCS 2050 1990 - 2.5%

중국 CCS 2060 2050 (BAU) 519 MtCO2 8.8%

한국 CCUS 2050 2018 85~ 95 MtCO2 11.7 ~ 13.1%

표� 6.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CCUS 기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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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CCUS R&D 투자 동향

n 한국� CCUS 분야� R&D 동향� 분석� 개요
l (분석기간) 최근� 12년(2009~2020년)
l (분석대상) NTIS에� 등록된� 과제� 중�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에너지/자원(대분류)’, ‘온실가스� 처리

(중분류)’ 부문� 과제

n 한국� CCUS 분야� R&D 투자� 현황
l 한국� CCUS 분야� 정부연구투자비는� ’11년� 85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550억원�

수준� 유지
l 민간연구투자비는� 2012년� 이후� 정부연구투자비의� 20% 매칭� 수준을� 유지

그림� 10. 한국� 2009~2020년� CCUS R&D 투자� 동향

n 부처별� 투자� 현황
l ’09~’20년� 기간� 내� CCUS 분야� 정부연구투자비� 부처별� 비중은� 산업부� 46.9%, 과기부� 33.1%, 

환경부� 11.2% 순으로� 나타남
- 산업부의� 비중은� ’12년� 70.6%에서� ’18년� 17.8%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
- 과기부의� CCUS 예산은� ‘11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CCUS R&D의� 40~50%를� 투자

그림� 11. 한국� 2009~2020년� 부처별� CCUS R&D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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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현황
l CCUS 분야�연구개발�단계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 기초-응용-개발�단계별�투자비중이�약�1:1:2로

나타남
- 최근�12년간�개발연구�단계의�연구비는�2,977억원으로�전체�투자액의�45.2%를�차지하고�있으며, 

응용연구� 22.9%, 기초연구� 2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한국� 2009~2020년� 연구개발� 단계별� CCUS R&D 투자� 동향

시사점

n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주요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제시
n 해외� 주요국은� CCUS 기술� 상용화와� 기술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법률� 개정,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시행� 중이며, 다양한� CCUS R&D 프로그램을� 지원� 중
n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CCU/CCS 관련� 기술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출·운영� 중이나, 해외� 주요국� 대비� CCUS 기술� 보급�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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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장 전망

1. CCUS 시장 전망

n CCUS 시장은� 초기형성� 단계이며, 미래의� 시장� 규모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존재
l 대부분의�CCUS 기술�분야는�낮은�기술완성도, 가격경쟁력�부족, 높은�정책의존도를�가지고�있는�

초기시장�형성�단계에�있으며, 이로� 인해�미래시장�전망에�대한�다양한�자료가� 존재하고�편차가�
크게� 존재
- Market and Markets(2020)에�따르면, 글로벌�CCUS 시장이�2020년�16.2억�달러에서�2025년�

35.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0% 성장할� 것으로� 전망5

- 미국�시장조사기관�베리파이드(VMR)에�따르면, CCUS 시장규모가�2019년�33.6억�달러에서�연
평균� 8% 성장하여� 2027년에는�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BCC리서치는�CCUS 시장이�2020년�27억�달러에서�2025년�33억�달러로�연평균�4.6% 성장할�
것으로� 예측

l CCU 기술은�기술개발�초기�단계에�있으며, CCU 제품의�기술완성도, 기술성숙기�도달�기간,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초기시장� 진입·형성� 가능성이� 국가�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시장규모의� 파악이� 어려움
- 다수의�기관에서�CO2 활용�시장의�잠재력을�추정한�결과, 2030년까지�연간�1기가�톤�미만에서�

7기가� 톤까지� 매우� 광범위한� 실정� �

기관 년도 CO2 전망치 예측(Gt/yr) 기간

IPCC 2005 회피� < 1.0 중기

GCCSI 2011 수요 0.5 ~ 1.87 미래

DNV 2011 회피 3.7 미정

Armstrong and Styring 2015 수요 1.34 2030

Global CO2 Initiative 2016 수요 7 2030

표� 7. 기관별� CO2 활용� 시장� 잠재력� 추정

※ 참고� : 일부� 추정치는� 사용된� CO2 양을� 고려하는� 반면, 다른� 추정치는� 회피된� CO2 감축량을� 고려
※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2020), 이산화탄소� 전환(CCU) 기술백서

n 과거에는�석유회수증진� 분야의� CO2 수요가� 포집� CO2 수요의�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미래에는 다
양한� 활용� 부문의� 수요로� 인해� CO2 수요가� 증가될� 전망
l 대표적으로� 골재와� 콘크리트� 분야는� CO2 수요� 및� 시장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CO2를�활용한�골재와�콘크리트는�포집한�CO2를�장기간�저장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기존�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
l CO2를�사용하여�메탄올�및�에탄올을�생산하는�경로는�석유화학�제품에�대한�수요를�대체함으로써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
l 폴리우레탄, 탄소�나노튜브, 탄산염과�같은�탄소�기반�제품은�가격적인�측면에서는�매력적인 대안

이지만� 시장규모가� 작고� CO2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실정

5 Market and Markets(2020),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equestration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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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arket and Markets(2020), CCU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5

그림� 13. Global CCUS 시장� 전망� 및� 영향요인

제품 가격($/t) 수요(Mt/yr) 시장규모($b/yr) CO2 활용(tCO2/t) 최대수요(Mt CO2/yr)

골재 10 55,000 550 0.25 24,200

콘크리트 100 20,000 20,000 0.025 3,000

메탄올 350 140 49 1.37 192

에탄올 475 100 47.5 1.91 191

탄산나트륨 150 60 9 0.42 25

탄산칼슘 200 10 2 0.44 4.4

고분자 1,900 24 45.6 0.08 2.4

탄소나노튜브 100,000 0.05 5 3.66 0.18

※ 출처� : 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term CO2 Disposal

표� 8. CO2 활용� 분야별� 시장� 및� 수요전망

n 파리협정� 목표�달성, 탄소중립�실현을�위한� 세계�각국의� 정책적� 지원�및�투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CCUS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l 현재� CCUS 시장� 성장을�이끄는� 핵심동력은�석유회수증진을�위한�CO2 주입�기술�등�시장� 수요

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CCUS 지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정책
- CCUS 초기시장�창출을�위해서는�경제적�인센티브, 인증제도, 사용�의무화�제도�등과�같은�정부의�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

시사점

n 파리협정� 목표� 달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 및� 투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CCUS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n CCUS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CCUS 기술의� 경제성·완성도� 확보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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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CUS 
산업 동향 및 
특성 

1. CCUS 산업 동향
n 2019년� CCUS 관련� 산업의� 전세계� CO2 공급� 및� 수요는� 연간� 2.9억톤� 수준
l 2016년� 기준� CO2의� 공급� 측면의� 산업별� 비중은� 암모니아(44%), 수소(16%), 천연가스� 생산

(16%) 순이며, 고농도의� CO2를� 배출하는� 산업에� 집중
l 수요� 측면에서는� CO2를� 음식, 공정, 산업용� 가스로� 직접� 이용하거나, 메탄올, 폴리카보네이트, 

요소� 등의� 원료나� 물질로� 전환하여� 사용
- 암모니아, 무기탄산염�산업은�발생하는�CO2를�바로�공정에서�활용하고�있으며, 그�비중은�전체�

CO2 수요의� 70%에� 이름

※ 출처� : 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term CO2 Disposal

그림� 14. CO2 공급� 측면의� 산업별� 비중 그림� 15. CO2 수요� 측면의� 산업별� 비중

n 자체사용�및�원료·연료로�활용되는�CO2를�제외하고�석유회수증진� 또는�저장을� 위해� 포집된�CO2

는� 2019년� 기준� 약� 4천만톤� 규모로� 1972년� 이후� 연평균� 9.9% 증가하는� 추세
l 천연가스�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는�주로�석유회수증진에�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에탄올, 

철강·제철, 수소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CCS 프로젝트�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

※ 출처� : 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term CO2 Disposal

그림� 16. 글로벌� CO2 포집설비� 용량� 변화

n 산업별� 공정의�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CO2 농도, 배출량� 등의� 차이가� 존재
l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의� CO2 배출농도는� 95% 이상, 수소� 및� 암모니아� 생

산� 공정의�CO2 배출농도는� 70~95%로�고농도�CO2가� 배출되는� 반면, 화력발전� 분야의�CO2 배출
농도는� 4~1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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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석탄발전의� 연간� CO2 배출량은� 91억톤� 수준으로�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 분야이지만, 연소
배가스의� CO2 농도가�낮아� 포집비용이�높기� 때문에� CCUS 보급을�확대하기� 위해서는�포집비용�
감소가� 필수적
- 고농도� CO2 배출원인� 에탄올, 수소, 암모니아� 분야는� 포집비용이� 낮으나�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0.03배� 수준

n 산업별� 공정� 특성� 및� 적용하는� 탄소포집기술에� 따라� CO2 포집� 비용(LCOA)7은� 톤당� $18~$167 
수준으로� 편차가� 매우� 큰� 실정�
l 고농도의� CO2를� 배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에탄올� 생산� 공정이나� 천연가스·수소·암모니아� 생

산과�같이�화학� 공정의�일부로�CO2를�분리하는� 산업분야의� CO2 포집비용은�톤당�$19-$37 수준
l 철강� 산업� ($18-$26/tCO2) 및� 석탄� 발전� ($27-$33/tCO2)의� CaO looping 기술은� 포집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연구개발� 중인� 기술
l 석탄발전에서� 고농도� 포집기술인� 순산소연소� 기술을� 적용하면� CO2 포집� 비용은� 톤당� $38-$46 

수준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자본� 비용이� 매우� 높고� 상용급� 실증� 사례가� 거의� 없는� 기술

6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탄산염광물을� 태워서� 이것을� 분해하여� CO2를� 배출하는� 작업
7 균등화� 회피비용(LCOA : Levelized Cost of Avoiding) : 어떤�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현존하는� 기술과� 개발� 중인� 기술을� 모두� 고려함. 산업간� 배출� 회피비용을� 비교하는데� 적절한� 개념.

배출산업 배출공정 CO2 출처 배출량(GtCO2/yr) CO2 농도(%)

석탄발전 연소 화석연료 9.1~9.7 10~17

천연가스� 발전 업그레이딩 지하� 가스 2.9~3.1 4~9

시멘트 하소6, 연소 석회석, 화석연료 2.08~2.31 14~33

제철 연소, 산화물� 환원 화석연료 3.04~3.23 12~22

에탄올, 수소, 암모니아 발효, 스팀메탄� 리포밍 바이오매스, 메탄 0.3~0.55 70~99

※ 출처� : 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term CO2 Disposal

표� 9. 산업분야별� CO2 배출원� 및� 배출농도, 배출공정

※ 출처� : 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term CO2 Disposal

그림� 17. 산업별·기술별� CO2 포집� 비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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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포집기술�중에서는�습식� 포집기술이�모든� 산업에서� 적용될� 수�있는� 수준으로�기술성숙도가�가장�
높으며, 건식포집� 및� 분리막� 포집은� 파일럿� 실증� 단계� 수준

n CO2 포집� 산업은� GE power, Shell과� 같은� 대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주도하여� 왔으나�
CCUS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몇몇� 스타트업이� 진입하고� 있음
l 습식� 포집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인� Shell은� MW급� 이상� 상용급� 흡수제를�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습식아민� 포집공정� 및� 흡수제를� 함께� 개발·공급하여� 수직계열� 통합을� 달성
l 연소중�포집� 중�순산소연소와�관련�기업으로는�AIR Products, Air Liquide 등의� 기업이�있으며, 

차세대�기술로� 평가받고�있는� 직접공기포집�기술은� Global Thermostat, INFINTREE, Carbon 
Engineering 등의�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

※ 출처� : 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term CO2 Disposal

그림� 18. CO2 포집� 시장� 분야별� 주요� 기업� 현황

2. CCUS 산업별 특성

(1) 고농도 CO2 배출 산업

n (에탄올� 생산) 미국의� 에탄올은� 옥수수� 발효에서� 생산되며, 브라질� 등� 국가에서는� 설탕이나� 전분�
작물과� 같은� 다른� 바이오매스� 공급원을� 통해� 에탄올을� 생산
l 미국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200개� 이상의� 바이오� 리파이너리� 중� 약� 40개가� 석유회수증진, 식음

료� 및� 드라이아이스�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CO2를� 포집
l 에탄올� 생산� 공정에서의� CO2 포집은� 탈수·압축� 외� 별도의� 불순물� 분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순수한� CO2 포집� 가능�
l 에탄올� 생산� 공정의� CO2 포집비용은� 톤당� $10-$15 수준이며, 대부분의� 비용은� 압축� 공정에서�

발생

n (천연� 가스)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 가스는� CO2와� 황화수소(H2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프라인이나� 운송� 선박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 전� 불순물� 가스의� 제거가� 필요
l 유정과의� 근접성, 대량·저비용� 포집이� 가능하여� 현재� 가장� 큰� CO2 공급원이며, 포집된� CO2의�

대부분은� 석유회수증진에� 활용
l CO2 포집비용은� 톤당� $15-$25 수준으로� 천연가스의� 품질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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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바이오매스� 발효� 공정� 그림� 20. 천연가스� 탈황� 공정

n (수소생산) 현재� 전세계� 수소� 공급의� 90% 이상이� 화석� 연료에서� CO2 분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음
l 메탄올을� 물과�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는� 순도� 70~95%의� 고농도� CO2

포집� 가능
l 반응� 후� 순수한�수소를� 얻기� 위한�CO2 분리가� 필요하며, CO2 포집비용은�톤당� $20~$25수준이

나� 배출된� CO2를� 90%를� 저감하는� 비용은� 톤당� 약� $50~$60 수준

n (암모니아) 세계�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하버보슈법으로�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만들어지며, 생산
된� 암모니아의� 55%는� CO2와� 반응시켜� 비료를� 만드는� 데� 활용
l 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CO2의� 약� 35%가� 비료� 생산� 공정에� 재사용되고, 65%가� 공정� 외�

용도로� 활용

그림� 21. 수소, 암모니아, 비료� 산업의� CO2 포집� 공정

n CCUS 프로젝트� 중� 고농도�배출원에�적용된� 대규모�설비들은�주로�천연가스�공정에� 적용되어� 석
유회수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수소와� 암모니아� 관련� 설비들이� 포함
l 미국� Texas에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Century plant는� 연간� CO2 포집량이� 840만톤에�

이르며, 포집된� CO2는� 인근� 유정에서� 석유회수증진을� 위해�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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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프로젝트명 CO2 포집원 CO2 활용 위치 용량� (백만톤/년) 가동시점

Century plant (Occidental Petroleum, 
Sandridge Energy)

Gas Processing EOR Texas, U.S. 8.4 2010

Shute Creek (ExxonMobil) Gas Processing EOR Wyoming, U.S. 7 1986

Gorgon (Chevron, ExxonMobil, Osaka Gas, 
Tokyo Gas JERA, Australian government)

Gas Processing Storage
Western 
Australia

4 2019

Illinois Industrial CCS (Archer Daniels 
Midland, U.S. DOE)

Ethanol Storage Illinois, U.S. 1 2017

Coffeyville (Chaparral Energy, CVR Energy) Ammonia EOR Kansas, U.S. 1 2013

Port Arthur (Air Products, Valero) Hydrogen EOR Texas, U.S. 1 2013

Quest (Shell, Chevron, Marathon Oil, 
Canadian government)

Hydrogen Storage
Alberta, 
Canada

1 2015

Lost Cabin (ConocoPhillips) Gas Processing EOR Wyoming, U.S. 0.9 2013

Sleipner (Statoil, ExxonMobil, Total) Gas Processing Storage Norway 0.85 1996

Uthmaniyah (Saudi Aramco) Gas Processing EOR Saudi Arabia 0.8 2015

Enid (Koch Nitrogen Company, Chaparra 
Energy, Merit Energy)

Ammonia EOR
Oklahoma, 

U.S.
0.7 1982

※ 출처� : BNEF(2020), CCUS : Applications in Oil & Gas, Power and Industry

표� 10. 대규모� 고농도� 배출원� 대상� CCUS 설비� 운영� 현황

(2) 발전 산업

n 발전산업� 부문은�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의� 전환이�가속화되고�있지만� 신규� 화력발전소가�여전히�
건설� 중이며� 건설된� 신규� 화력발전소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가동� 예정
l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석탄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미

국에서도� 저렴한� 천연� 가스가� 전력발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l 1.5℃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S를� 통해� 화력발전� 부문� CO2 배출량의� 대부분

을� 감축� 필요

n 발전분야에서는�연소�후� 포집�기술이�가장�합리적인�방법이며, 습식� 포집기술이�가장� 성숙한� 기술
로� 평가
l BNEF(2020)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에� 습식� 포집기술을� 적용한� 경우� CO2 포집비용은� 톤당�

$62-$97 수준이나, LNG 등� 가스발전에� 습식� 포집기술을� 적용한� 경우� 낮은� CO2 농도로� 인해�
CO2 포집비용이� 톤당� $74-$94 수준으로� 상승

l 건식� 포집기술은�포집� 저감�잠재력이�높은�기술로�평가되나�상용화를�하기에는�아직� 기술성숙도
가� 낮은� 기술로� 평가

l CaO looping 기술과�순산소연소� 기술은� 발전분야에서�저렴한�비용으로� CO2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나� 상용화를� 하기에는� 아직�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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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프로젝트명 CO2 활용 위치 용량� (백만톤/년) 가동시점

Petra Nova EOR Texas, U.S. 1.4 2017

Boundary Dam EOR and storage Saskatchewan, Canada 1.0 2014

Searles Valley Minerals Chemicals, carbonates California, U.S. 0.3 1976

Shanghai Shidongkou Food and bevarage Shanghai, China 0.12 2009

Warrior Run Food and bevarage Maryland, U.S. 0.11 2000

Tuticorin Chemicals, carbonates Chennai, India 0.06 2016

Shady Point Food and bevarage Oklahoma, U.S. 0.06 1991

Chonqing Hechuan Shuanghuai Industrial gas Chongqing, China 0.01 2010

Husky Energy, Svante EOR Saskatchewan, Canada 0.01 2019

Huaneng Gaobeidian Food and bevarage Beijing, China 0.003 2008

※ 출처� : BNEF(2020), CCUS : Applications in Oil & Gas, Power and Industry

표� 11. 발전� 산업� CCUS 프로젝트� 현황

(3) 철강산업

n 철강산업의� 평균� CO2 배출강도는� 1.83 tCO2/tSteel 수준이며, 2018년에� 18억톤의� 철강을� 생산
l 철강�업계는� 2050년까지� 전세계�철강�수요가� 40% 증가할� 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2℃ 시나리

오�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CO2 배출강도가� 60% 이상� 감소� 필요

n 철강� 산업에서는� 고농도의� CO2를� 생산하고� 포집�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O2 포집비용은� 포집기술에� 따라� 톤당� $18-$100 수준으로� 평가
l 습식�포집기술의� CO2 포집비용은�톤당�$40~$59 수준으로�평가되며, CaO looping 기술은�가장�

낮은� 톤당�$18~$26 수준으로�평가되나�상용화를�하기에는�아직� 기술성숙도가�낮은�기술로� 평가
l 건식� 포집기술의� CO2 포집비용은� 톤당� $63~$100 수준으로� 상업적� 이용은� 가능한� 상황이나� 비용�

저감이� 필요한� 실정

그림� 22. 철강�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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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AE의� Emirates Steel에� 설치된� CCUS 설비가� 가장� 큰� 규모이며, 2016년� 이후� 연간� 80만톤의�
CO2를� 포집하여� 석유회수증진에� 활용
l 철강� 산업의� 타� 프로젝트들에서� 포집된� CO2는� 음·식료업, 드라이아이스� 등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 중

CCUS 프로젝트� 참여� 기관 CO2 활용 위치 용량� (백만톤/년) 가동시점

Emirates Steel, Al Reyadah EOR United Arab Emirates 0.8 2016

Ternium, Praxair Food and beverage Guerrero, Mexico
0.21 2010s

Ternium, Infra Food and beverage Puebla, Mexico

PT Krakatau Steel, RMI Food and beverage Cilegon, Indonesia > 0.07 2007

※ 출처� : BNEF(2020), CCUS : Applications in Oil & Gas, Power and Industry

표� 12. 철강� 산업� CCUS 프로젝트� 현황

(4) 시멘트 산업

n 시멘트�산업은�2℃ 시나리오�목표를� 충족하기�위해� 2050년까지�2018년�수준의�24%까지�배출량�
감축� 필요
l 시멘트� 산업의� CO2 포집비용은� 톤당� $57~$156 수준으로�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
l 시멘트� 생산� 공정은�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폐열� 회수를� 통해� CO2 포집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20~40%를� 공급함으로써� 포집비용�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10년간� 착수된� CCS 
프로젝트� 대부분은� 습식포집� 기술� 적용

l 시멘트�산업에서는� CO2 배출�감축을�위해� 시멘트�열원을�가연성� 폐기물로�대체하는�연료�전환, 
저탄소� 원료� 활용� 및� 공정효율� 향상, CCUS 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그림� 23. 시멘트� 산업의� 폐열을� 이용한� 연소후� 포집� 공정과� 순산소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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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산업별 배출 현황 및 특성

n 2018년�기준�우리나라� 온실가스�총� 배출량은�727.6백만톤�CO2eq.이며, 부문별� 비중은� 전환(발전) 
37%, 산업� 36%, 수송� 14%, 가정� 5%, 상업․공공� 2%, 기타부문에서� 6% 수준

※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그림� 24.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8년� 실적)

n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은� 화력발전(석탄, LNG),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정유/화학산업이
며, 이들� 배출원은� 2018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약� 67%인� 489백만톤� CO2eq.를� 배출
l 각� 배출원별� 특성에� 따라� 배출� 가스� 조성과� CO2 농도가� 다양�

배출원 조성 CO2 배출량(백만톤/년)

석탄� 화력발전 14% CO2, 5% O2, 81% N2 203

LNG 화력발전 4% CO2, 15% O2, 81% N2 61

철강� 산업 20~23% CO2, CO, N2, O2, H2 118

시멘트� 산업 18~20% CO2, 10% O2, 70% N2 36

정유/석유화학� 산업 5~50% CO2, O2, H2, CO, N2, CnHm 71

블루수소� 생산 23% CO2, 3% O2, 74% N2 ?

계 489
※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철강협회

표� 13. 산업분야별� CO2 배출원� 및� 배출농도, 배출공정

시사점

n 전세계� CO2 공급�및�수요는�연간�2.9억톤� 수준이며, CO2의�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산업은�암모니아(44%), 수소
(16%), 천연가스� 생산(16%) 등� 고농도� CO2를� 배출하는� 산업에� 집중

  - 저렴한�포집비용과�포집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다는�장점으로�인해�CO2 공급은�고농도�CO2 배출�산업에�집중
n 석유회수증진과� 저장을� 위해� 포집된� CO2는� 2019년� 기준� 약� 4천만톤� 수준이며, 1972년� 이후� 연평균� 9.9% 증가
n CO2 포집� 산업은� GE power, Shell과� 같은� 대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주도하여� 왔으나� CCUS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차세대� 포집� 기술� 분야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음
n 우리나라의� 경우, 화력발전과� 주력� 산업인� 철강, 시멘트, 정유/석유화학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67%에� 달하고, 각�

산업� 공정별� 배출� 가스� 조성이� 다양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확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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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CS 
시설 현황

1. 글로벌 CCS 설비 동향

n 2020년� 9월� 기준� 전세계� 상업용� CCS 설비는� 65개이며, 연간� 저장용량� 4천만톤� 규모로� 운영� 중
l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업용� CCS 설비는� 26개이며, 건설� 중인� 설비는� 3개, 

개발� 단계� 설비� 34개, 운영� 중지� 설비가� 2개임
l 2020년� 기준�17개의�신규�CCS 프로젝트가�착수되었으며, 미국이�17개� 중�12개의�신규� 프로젝

트를� 착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CCS 설비를� 도입하여� 글로벌� CCS 시장을� 선도

n 2010년� 이후� 상업용� CCS 설비용량은�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l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민간/공공부문의� CCS 설비� 투자는�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1~2017년� 사이� 상업용� CCS 설비� 용량이� 감소
l 최근에는� 파리협정�목표�달성�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 세계�각국의�정책적� 지원�및�투자, 민간

기업의�자발적�참여로�인해�최근�CCUS 분야에� 대한�투자가�확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상업용�
CCS 설비� 증가� 및� 신규� CCS 프로젝트� 추진이� 확대되는� 추세

l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과� EU 국가들이� CC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25. 개발� 단계에� 따른� 전세계� CCS 설비� 분포



CCUS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

28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26. 2010-2020년� 상업용� CCS 설비� 용량

n 상업용� CCS 설비는� 과거�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포집� 및� 화학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확대되는� 추세
l 현재�운영�중인�상업�CCS 설비는�설비수·규모�측면에서�천연가스�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CO2 포집�

분야가� 가장� 큰�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운영되어� 기술이� 가장�성숙되어� 있는�상황
l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 에탄올� 생산, 철강생산� 등의� 분야에서� CCS 설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멘트, 폐기물, LNG 발전� 분야에도� CCS 설비� 도입� 예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투자의�중요한�기준으로� 활용되는� 기

조가�확대됨에�따라�온실가스�다배출�산업분야� 기업들은�자발적으로� CCS 도입·운영을�시도하
고�있으며, 철강, 비료, 시멘트�등�CO2 배출�감축이�어려운�산업분야에도�CCS를�도입하기�위한�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 중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27. 적용� 분야� 및� 운영� 상황에� 따른� 상업용� CCS 설비� 현황



Ⅱ. 글로벌� CCUS 동향� 분석

29

- 대표적인�온실가스�다배출�분야인�석탄화력발전소에�연간�5백만톤�이상의�CO2를�포집할�수�있는�대형�
CCS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CO2 포집의� 중요성이� 시급하기� 때문

n 최근�CCS 프로젝트의�경제성을�높이고�상업적�활용을�높이기�위한�CCS 허브·클러스터의�도입이�
확대
l 기존� CCS 프로젝트는�단일� 대형�CO2 포집설비와� 단일�CO2 저장소를� 연계한� 점대점�형태로�구

성되었으며, 대규모� 초기� 투자비를� 단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l 대규모� CO2 저장소를�중심으로�한�CCS 허브·클러스터는� 다수의� CO2 포집설비, 수송� 네트워크, 
대규모� CO2 저장소로�구성되어�있으며, 다수의�CO2 포집설비가�대규모�CO2 저장소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
- 현재�진행�중인�대부분의�CCS 허브·클러스터�프로젝트는�정부의�지원을�통해�진행되고�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CO2 저장� 단가를� 저감함으로써� 사업성이� 향상
- 최근에는�국가�간�경계를�넘어�다수의�국가가�참여하는�공유�개방형�구조의�CCS 허브·클러스터로�발전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28. 글로벌� CCS 허브·클러스터� 현황

시사점

n 2020년� 기준� 전세계� 상업용� CCS 설비는� 65개이며, 연간� 저장용량� 4천만톤� 규모로� 운영� 중
n 파리협약�이후�세계�각국의�정책적�지원�및�투자, 민간기업의�자발적�참여로�인해�CCS 설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시멘트, 철강, LNG 발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CCS 프로젝트가� 추진� 중
n CCS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CCS 허브·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유� 개방형�

구조의� CCS 허브·클러스터� 개념으로� 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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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륙별 CCS 현황

n 2020년� 기준� 아메리카� 대륙은� 38개의� 상업� CCS 설비가� 운영·개발� 중이며, 12개의� 신규� CCS 
프로젝트가� 착수
l 아메리카� 대륙은�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상업� CCS 설비�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톤� 규모의� CO2를� 포집
- 캐나다의�Alberta Carbon Trunk Line(ACTL)은�공공-민간부문�파트너십을�기반으로�수행되는�

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 CCS 프로젝트로�2020년�3월�연간�14.6백만톤� 규모의�CO2를�포집할�
수� 있는� 설비� 운영을� 시작

l 시멘트�생산,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에탄올� 제조, 화학제품�생산�등� 다양한�분야에서�CCS 프로
젝트가� 착수되고� 있으며, 이는� CCS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증명
- 미국의� 경우� 45Q 세액� 공제� 제도와� 캘리포니아� 저탄소연료표준(low-carbon fuel standard, 

LCFS)*이� CCS 프로젝트의� 확대를� 유발
* 수송부문� 연료사업자가� 판매하는� 연료원에� 대한� 연간� 탄소강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화

- CCS 프로젝트들은�CO2 지중�저장과�석유회수증진에�활용함으로써�원유�가격의�변동성�및�사업
의� 리스크를� 관리

l 미국� 의회는� 2020년� $217.8백만� 규모의� CCUS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하였고, DOE는� 추가로�
$270백만� 규모의� 공동지원금을� 유치하여�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29. 아메리카� 지역� CCS 현황

n 유럽은�13개의�상업�CCS 설비가�운영·개발�중이며, 국가별로는�영국�7개, 노르웨이�4개, 아일랜드
1개, 네덜란드� 1개� 수준
l 2020년에는�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웨일즈에서도�CCS 프로젝트가�착수되었으며, 11개�이상의�

신규� 상업용� CCS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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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노르웨이� 정부와� Equinor, Shell, Total, HeidelbergCement, Fortum Oslo Varme 등�기업은�
Longship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포집된� CO2를� 선박을� 통해� 수송하여� 북해에� 저장� 예정
- 런던� 의정서(London Protocol) 개정을� 통해� 국경을� 넘는� CO2 수송� 및� 저장이� 가능
- Longship 프로젝트는�약�18억�달러의�시설투자비용을�투입하여�탄소�포집·수송·저장의�전�단

계에� 대한�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시멘트�공장과�폐기물�소각�시설에서�각각�연간�40만톤의�CO2를�포집하고, 액화한�CO2를�선박을

통해� 저장소로� 이송한� 후� 북해� 해저� 3,000미터의� 염대수층에� 저장
l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The Porthos 프로젝트� 관련� 투자� 결정이� 2021년�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투자결정이� 승인될� 경우� 2023년� 시설� 운영� 예정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30. 유럽� 지역� CCS 현황

n 아시아·태평양�지역은�10개의�상업� CCS 설비가� 운영·개발� 중이며, 향후� CCS 도입이� 유망한� 지역
l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CCS 시설은� 천연가스� 개질, 비료·수소� 생산, 폐기물� 에너지화, 

제철, 화학제품, 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l 아시아·태평양�대륙에� 속하는�다수의� 국가가�CCS 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지역은�

떠오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는�장기�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가�차원의�CCS 전략�수

립에� 착수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부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CCS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부각

n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개의� 상업� CCS 설비를� 운영� 중
l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의� CO2 지중저장� 잠재량은� 50~300억톤, 

포집� 잠재량은� 연간� 3.7백만톤� 수준
- 2019년�기준�연간�2백만톤�규모의�CO2를�포집하였으며, 2040년에�연간�100만톤�규모의�CO2가�

포집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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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31. 아시아·태평양� 지역� CCS 현황

3. 전세계 CO2 저장 후보지역 및 가능 잠재량

n GCCSI(2020)에� 의하면, 세계� CO2 저장� 잠재량은� 3,132억톤� 수준
   ※ 2020년� 기준� 세계�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 339억톤CO2

※ 출처� : GCCSI(2020), Global Status of CCS 2020

그림� 32. 세계� CO2 저장� 후보지역� 및� 가능� 잠재량� (단위� : 백만톤� CO2)

시사점

n 전세계� 상업용� CCS 설비의� 약� 60%가� 아메리카� 대륙, 약� 20%가� 유럽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아메리카와� 유럽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여� CCS 산업을� 주도

n 최근�아시아·태평양�지역의�국가에서�다양한�산업에�CCS 기술을�적용하고�있으며, 향후�CCS 허브�역할을�수행할�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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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주요 기술별 
개발 현황

1. CO2 포집기술

(1) 습식 포집기술

n 습식�포집기술은� CO2가�액체와�접촉하였을�때�헨리의�법칙에�의한� 기체� 용해도의� 차이� 또는�액상
흡수제와� CO2 사이의� 산-염기중화� 반응을� 활용하여� 기체� 내� 포함되어� 있는� CO2를� 액체� 쪽으로�
분리하는� 기술
l 습식� 포집기술의� 적용처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사업장, 석유화학플랜트� 등� CO2 대량�

발생시설
l 습식�포집기술은�물리�흡수법�또는�화학�흡수법을�활용하며, 적합한� 포집기술� 선정을�위해�‘CO2

가� 포함된�기체의�온도, 압력, CO2 농도, CO2를�제외한�혼합기체�성분의�경제적�가치’ 등을� 고려
- 통상적으로� 석유화학산업에는� 물리� 흡수법을, 다른� 산업군은� 화학� 흡수법을� 활용

그림� 33. 물리� 흡수법과� 화학� 흡수법

n 물리� 흡수법은� 분압차로� CO2를� 분리하는� 흡수공정으로, CO2 분리� 핵심인자는� 압력
l 흡착제를� 활용해� 작동하는� 압력순환식� 흡착(PSA, Pressure Swing Adsorption) 공정과 유사한�

공정을�통해�연속�운전이 가능하며, 현재�상용급으로�가동되고�있는�곳은�대부분� 석유화학시설임

(사례) 석유화학� 공정
- 석유화학� 공정에� 산성가스� 처리기술(AGRU, Acid Gas Removal Unit) 방식으로� 다양한� 기술� 라이선스가� 상용화
- 대표적인� 공정� : 렉티솔(Rectisol), 퓨리솔(Purisol), 셀렉솔(Selexol), 설피놀(Sulfinol), 아미솔(Amisol), 우카솔(Urcasol), 세파솔

(Sepasol), 벤필드(Benfield), 카타카브(Catacarb) 등
- CO2를� 고가의� 공정� 원료� 가스인�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합성가스(CO/H2 혼합), 알칸� 탄화수소(메탄/에탄/프로판� 등)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며, 60~1,000톤� CO2/일� 급(연간� 2~35만톤� CO2) 중소형� 규모로� 운전
- 고가의� 공정� 원료� 순도를� 고순도화� 할� 수� 있기에� CO2 포집� 공정의� 운전� 경제성보다는� 산성가스� 처리기술의� 완성도를� 더욱� 중시하며,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술� 라이선스� 장벽이� 막강하여�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움

n 화학�흡수법은�기체의�압력보다는�액상�흡수제와�CO2 사이의�화학반응이�흡수�반응의�주요�인자가
되는� 공정
l 고체� 흡착제를� 활용하여� 온도로� 작동시키는� 온도순환식� 흡착(TSA, Temperature Swing 

Adsorption) 공정과� 유사한� 공정을� 구성하여� 연속� 운전� 가능
l 화학� 흡수법은� 연소� 후� CO2 포집기술� 중� 가장�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알카놀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기술은� 간단한� 공정� 구성과� 저렴한� 흡수제� 가격으로� 쉽게� 공정� 격상� 가능

Ⅲ 
CCUS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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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Mitsubishi Heavy Industry KM-COR Process
- 일본� 미츠비시중공업과� 간사이화력이� 1995년부터� 공동� 개발한� 공정으로� 1급� 아민� 중� 입체� 저항이� 있는� 아민을� 활용하였으며, 9개의�

다양한� 산업시설에� 테스트
- 1999년�말레이시아�비료공장에�200톤� CO2/일�규모를�건설하여�20년간� 운전�수행하였으며, SO2가�함유되어�있지�않은�천연가스�배연�

기체에� 대해서� 11개의� 상용화를� 완성
- 석탄화력�발전�분야의�경우�2017년�미국�텍사스�톰슨�지역에�있는�페트라�노바(Petra Nova) 석탄화력발전소에서�KS-1 흡수제를�이용

한� 세계� 최대� 규모� 4,776톤� CO2/일� 규모의� 실증연구를� 수행
- 페트라�노바�석탄화력�발전소에서�포집한�CO2는�석유회수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에�활용하였으나�코로나�팬대믹으로�인한�

석유� 수요� 감소로� 2020년� 4월� 운영� 중단

그림� 34. MHI의� 세계� 최대� 규모� 페트로� 노바� 석탄화력발전소� CO2 포집� 공정

               ※ 출처� :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echnical Review Vol. 55 No. 1 (March 2018)

n 물리화학� 흡수법은� 화학� 흡수제를� 이용하면서� 물리� 흡수법을� 혼합한� 방법
l 물리화학�흡수법은�셔틀�메커니즘을�활용한�흡수법이며, 알칼리탄산염�계열� 흡수제들이�이용되는

화학� 메커니즘
l 현재�상용공정으로�활용�중인�알칼리탄산염�흡수법�중�가장�오래된�방식은�미국�UOP社의�벤필드

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700~800기� 내외가� 석유화학� 공정에서� 운전� 중

기술개발� 동향 대표� 사례

l 석유화학공정에�활용되는�산성가스�처리기술(AGRU)의�경우�CO2 포집율을�
높이기� 위한�연구를� 진행�중이며, 타� CO2 다배출� 산업의�경우� 상압�CO2를�
포집하기� 위해� 공정규모를� 격상시키는� 실증연구� 진행

l 해외의� 경우� CO2 포집시설과� CO2 저장소를� 연계한� 대규모� 실증사업� 진행
l 1세대�화학�흡수법은�대용량�공정으로�격상화가�진행�중이며, 2/3세대�화학�

흡수법은�1세대�흡수법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흡수제�및�공정�관련�연구�
진행� 중

l 한국은�연소배가스를�대상으로�보령화력에서�10MWe급�실증을�수행하였으며,
시멘트, 제철, 석유화학� 분야에서� 벤치급� 실증� 추진

l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2006년부터�키어솔(KIERSOL)이라는�촉진�탄산칼
륨계�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SK머티리얼즈에�기술이전을�통해�국내�포집
기술의� 상용화� 추진

l (미국) Petro Nova Project 
- 기술� : 1세대� 화학� 흡수법
- 기간� : 2017.01 ~ 2020.04
- 예산� : 10억� 달러
- 규모� : 240MW급, 140만톤� CO2/년
- 포집된� CO2는� 파이프라인� 수송� 후� EOR 공정에� 활용
l (미국) ION Advanced Solvent CO2 Capture Project
- 기술� : 2/3세대� 화학� 흡수법
- 예산� : 1,500백만� 달러
- 규모� : 1MW급
- 목표� : 개선된� 용제(solvent) 개발�

표� 14. 습식� 포집기술�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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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 포집기술

n 건식� 포집기술은� 연소배가스에� 포함된� CO2를� 고체� 입자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기술
l 연소� 후� 건식� 포집기술은� 연소배가스에� 포함된� CO2를� 고체� 입자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이며, 고체� 입자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탈질, 전기집진, 탈황� 공정� 후단에� 설치
l 연소�전�건식�포집기술은�대표적으로�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에� 적용
- 정제부에서�집진설비를�통과한�합성가스에�포함된�오염물질(H2S, COS, HCI 등)을�정제하고, 이를�

바로�가스터빈에�이용하는�경우�고체�입자를�이용하여�CO2를�분리·회수하며, 수소�및�액화부에서�
고순도의�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발생하는� CO2를� 고체�입자를� 이용하여� 분리/회수

l 매체순환� 연소기술은� 연료와� 산소공여� 입자를� 반응시키는� 간접� 연소기술로� 두� 반응기� 사이를�
산소공여�입자가�순환하면서�한�반응기에서는�금속입자의�산화�반응이, 다른�반응기에서는�연료의�
연소반응이� 발생, 연료의� 연소�반응기에서� 배출되는�연소배가스는� 대부분이�CO2와� 수분으로�구
성되어� CO2 분리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기술

n 화학�흡수법은�고체�입자를�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연소� 배가스로부터�CO2를�흡수�반응기에서�선택
적으로� 반응시켜� 포집하고� 이� 고체� 입자를� 재생� 반응기로� 보내� CO2를� 고농도로� 회수하는� 기술
l 알칼리� 금속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식� 포집기술은� 다음의� 반응을� 통해� 흡수반응과� 재생반응이�

이루어짐
M2CO3(s) + H2O(g) + CO2(g) = 2MHCO33(s)

l 연소배가스에� 포함된�수분과�함께� 흡수반응이�일어나기� 때문에� 흡수�반응기�전단에서�배연가스�
중� 수분을�응축할� 필요가�없고(폐수�발생이�없고), 친환경적� 물질인�Na2CO3 또는�K2CO3를� 사용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소� 높다는� 단점� 존재

n 물리� 흡착법은� 연소� 배가스� 중에서� CO2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고체� 입자(제올라이트, 활성탄, 
MOF 등)를� 사용하여� CO2를� 분리하는� 방법
l 흡착제의� 물리�흡착/탈착�가역반응을�이용한�공정으로�압력순환식�흡착과� 온도순환식� 흡착으로�

구분
- 온도순환식� 흡착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의�높낮이로� 인한�흡착량의�차이를�이

용하는� 기술
- 압력순환식� 흡착은� 흡착된� 성분의� 분압� 차이로� 인한� 흡착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기술

(사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10MW 건식� 포집� 플랜트
- 10MW 건식� 포집� 플랜트� 개요
  ∙ 규모� : 10 MW (35,000 Nm3/h)
  ∙ 용량� : 180 tCO2/일�
  ∙ 대상� : 석탄화력배가스� (남부발전� 하동화력� 8호기)
  ∙ 포집공정� : KIERDRY (KIER 개발� 공정)
  ∙ 건식흡수제� : K-계열� 흡수제� (KEPRI 개발� 소재)
  ∙ 반응식� : K2CO3(s) + CO2 + H2O ↔ 2 KHCO3(s)

그림� 35. 10MW 건식� 포집�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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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동향 대표� 사례

l 해외의�경우�아민담지�건식흡수제를�이용한�1~2MWe급�파일럿�플랜트�연구�
진행

l CO2 흡수율� 향상� 및� 포집비용� 저감을� 위한� 신규� 건식흡수제� 개발� 진행
l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 10MWe급� 건식� 포집� 공정� 실증

l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8호기
- 규모� : 10MWe급
- 용량� : 180 tCO2/일
- 예산� : 약� 440억원�

표� 15. 건식� 포집기술�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3) 분리막 포집기술

n 분리막� 포집기술은� 연소� 전·후� 과정에서� CO2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분리막을� 이용하여� CO2를�
포집하는� 기술
l 소재는�고분자, 세라믹, 금속�등� 각각의� 단일� 소재만을� 사용하는�분리막�이외에도�고분자�기지에�

세라믹� 충진물을� 포함하는� 혼합기지� 분리막, 기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이동자를� 포함하는� 촉
진소송막� 등이� 존재
- 분리막�소재의�성능은�CO2와�다른�기체�성분과의�선택도(selectivity)와�일정�시간�동안�분리막

을� 지나가는� 유량을� 나타내는� 투과도(permeance)라는� 두� 가지� 물성에� 의존
- 선택도와�투과도는� 상호� 보완적인�관계로�투과도가� 올라가면�선택도가�낮아지므로�기술적으로�

투과도와� 선택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어려운� 특성� 존재

기술개발� 동향 대표� 사례

l 고분자�분리막에�대한�연구가�지속되고�있으며, 상용화�수준의�CO2 투과도·
선택도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진행�

l CO2 투과도·선택도를�높이기�위한�그래핀�소재�분리막, 이온성�액체�분리막, 
혼합� 기질막� 등� 다양한� 분리막� 관련� 연구� 진행� 중

l NETL CO2 Capture Program
- TRL 기준�실험실, 벤치급, 소규모�파일럿, 대규모�파일

럿� 단계�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

표� 16. 분리막� 포집기술�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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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의� CO2 포집� 파일럿� 및� 상용� 플랜트

기술 분리소재 공정특징 적용� 분야 규모
성능

수행기관
지표 수치

습식� 공정

아민계

KOSOL 석탄화력
10MW

(180t-CO2/d)

생산� CO2 순도(%) 99 전력연(특허)
DL E&C(실시)재생열(GJ/t-CO2) 2.5~2.6

MAB 석탄화력
0.5MW

(10t-CO2/d)

생산� CO2 순도(%) 99 에너지연(운전)
서강대(공정)
경희대(소재)
KCRC(특허)재생열(GJ/t-CO2) 2.2~2.4

K2CO3

+아민계
KIERSOL

석탄화력, 
시멘트

0.5MW
(10t-CO2/d)

생산� CO2 순도(%) 99 에너지연(특허)
SCT Eng.(실시)

SK MR(실시)재생열(GJ/t-CO2) 2.2~2.4

암모니아수

가압� 재생
석탄발전
배가스

0.03MW
(100Nm3/h)

생산� CO2 순도(%) 
99.9

@6.5bar 에너지연

재생열(GJ/t-CO2) 2.7

상압� 재생 제철소(BFG)
0.5MW

(10t-CO2/d)

생산� CO2 순도(%) 99
포항산업과학원

재생열(GJ/t-CO2) 2.2~2.4

건식� 공정

K2CO3 기반 유동층� 공정 석탄화력
10MW

(150t-CO2/d)

생산� CO2 순도(%) 99.9
에너지연(공정) 
전력연(소재)

CO2 제거율(%) 80

재생열(GJ/t-CO2) 4.4

제올라이트�
기반

VSA공정
석탄발전
배가스

110Nm3/h

생산� CO2 순도(%) 99

에너지연CO2 제거율(%) 90

전력소비량(kWh/Nm3 CO2) 0.6

막분리 고분자막 4단� 분리막
바이오가스�

정제
100Nm3/h

생산� CO2 순도(%) 95
화학연

메탄회수율(%) 98

순산소연소

초임계�
순산소연소

연소중포집
(후처리설비�

불필요)

가스터빈�
발전

0.5MW
(35t-CO2/d)

생산� CO2 순도(%) 98

에너지연CO2 제거율(%) 99

NOx, SOx 배출농도(ppm) 10 이하

순환유동층�
순산소연소

연소중포집 석탄화력발전
0.1MWth

(10MWth 운전� 중) 

생산� CO2 순도(%) 97
에너지연

NOx, SOx 배출농도(ppm) 10 이하

매체순환연소
산소전달

입자
유동층� 공정

LNG 발전
매립지가스, 
바이오가스

0.5MWth 실증� 완료
3MWth 건설� 중�

생산� CO2 순도(%) 98
에너지연
전력연NOx 배출농도(ppm)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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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2 저장기술

n CO2 저장기술은�포집된�CO2를�대기�중으로�빠져나가지�못하도록�지중과�해저�등에�저장하는�기술
l (지중저장) 육상이나�해저에�존재하는�적합한�지층에� 초임계� 형태의�CO2를�직접�주입하여� 저장

하는� 기술이며, 유전, 가스전, 대염수층, 채광할� 수� 없는� 석탄층� 등에� 저장
- 지중� 저장에� 적합한� 지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높은� 주입� 능력, 저장� 능력과� 밀봉�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며, CO2 지중저장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층은� 대염수층, 석유·가
스층, 석탄층� 등이� 있음

l (해양저장) 1,000~3,000m 해저에�기체�또는�액체�상태의�CO2를�직접�분사하여�저장하는�기술이나,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환경� 위해성� 문제로� 인해� 런던� 협약에� 따라� 현재� 적용� 불가능한� 기술

n CO2 지중저장� 기술은� 저장소의� 형태에� 따라� 대염수층, 석유·가스층, 석탄층� 저장� 등으로� 구분
l 대염수층은�해수보다�더�높은�염분농도로�채워진�다공질의�암석으로�전세계�대부분의�지역에�존재하

고� CO2 저장을� 위한�아주� 큰� 공간을� 가지고� 있어� CO2 저장� 기술�중� 가장� 경제성� 있는� 기술로� 평가
- 구조� 상부에� 불투성의� 덮개암이� 존재하여� 가스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CO2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구조� 보유

(사례) 노르웨이� Sleipner 프로젝트
- Sleipner 프로젝트는�세계�최초의�상업용�CO2 저장�프로젝트로, 북해�노르웨이�해역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에�추출되는�CO2를�생산정�

주변의� 해저� 대염수층(해저� 800 ~ 1000미터, Utsira 사암층)에� 저장
- 연간� CO2 100만톤을� 저장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누적� 1,550만톤� 이상의� CO2를� 저장
- 해양�시추�비용이�매우� 비싸기�때문에�관측공을�활용하지� 않고�2D/3D 심부�탄성파�검사, 고해상�천부� 탄성파�탐사, 해저면�영상/수심, 

천부� 퇴적물� 특성� 등� 다양한� 지구물리� 기법과� 지질� 기법을� 활용하여� 지층� 모니터링� 수행

※ 출처� : Equinor 웹사이트

그림� 36. Sleipner CO2 저장� 프로젝트

(사례) 한국�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 산업체(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포집된� CO2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해가스전으로� 이송� 후� 지하공간에� 주입·저장하는�
실증사업이며, CO2 포집·수송·저장� 기술� 및� CO2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환경� 분야� 기술의� 실증까지� 포함하는� 융복합� 사업

- 2022년� 6월� 생산종료� 예정인� 동해가스전� 지층에� 2025년부터�
연간� 40만톤씩� 30년간� 총� 1,200만톤의� CO2를� 주입하여� 저장�
예정

- 참여기관�: (저장분야) 한국석유공사, 한국조선해양, (포집분야) SK 
이노베이션, (수송분야) 에이원(A1), (안전분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출처� : 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2021), 석유공사,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본격� 추진

그림� 37.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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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O2를�석유·가스층에� 저장하는� 석유회수증진�기술은�유전에� CO2를�주입하여�석유의�회수를�증
진시키는� 기술이며, 197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하여�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
- 석유회수증진� 기술은� CO2를� 유전에� 주입하여� 저장소의� 전체� 압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석유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석유� 채취�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며, 전체� 석유� 산업의� 5%를� 차지
- CO2의�포집�및�저장에�사용되는�비용�중�일부를�석유�생산량�증대를�통해�상쇄시킬�수�있다는�장점

(사례) 캐나다� Weyburn CO2 석유회수증진(EOR) 프로젝트
- 자연발생적� CO2가� 아닌� 석탄가스화발전소에서� 대규모로� 포집한� 인위적� CO2 공급원을� 이용한� 최초의� CO2 EOR 프로젝트
- 미국�Dakota의�석탄가스화발전소에서�포집한�CO2를�파이프라인을�통해�수송하여�캐나다�Weyburn, Midale 지역�석유회수증진에�사용
- 1일�CO2 생산량�13,000톤�중�8,000톤을�EOR 목적으로�파이프라인�수송을�통해�주입하고�있으며, 수송압은�약�6.9 MPa, 평균�주입량은�

연간� CO2 300만톤, 순도는� 95%로� 보고
- 2000년� 8월부터� EOR 공법을� 적용하여� 25년간� OOIP(Original Oil in place) 기준� 15%(1.3억� 배럴)의� 추가적인� 원유� 생산� 예측

※ 출처� : IEA GHG Weyburn CO2 Monitoring & Storage Project 

그림� 38. Weybrun 파이프라인� 경로� 및� 설비

l 석탄층� 저장에� 활용되는� 석탄층� 메탄회수증진(ECBM : Enhanced Coalbed Methane) 기술은�
난채굴� 석탄층에� CO2를� 주입하여� 석탄층에� 흡착되어� 있는� 메탄가스를� CO2로� 대체함으로써� 메
탄가스의� 회수를� 증진시키고� CO2를� 저장하는� 기술
- CO2-ECBM 기술은� CO2가� 메탄가스보다�석탄에�훨씬�더�잘�흡착되는�성질을� 이용한� 방법이며, 

주입된� CO2는� 석탄에� 흡착되기� 위하여� 기존� 흡착상태의� 메탄가스를� 탈착시키고� 대체
- 석탄층� 가스를� 회수하는� 재래식� 방법에� 비해� 메탄가스� 회수율을� 약� 150%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2를� 석탄층에� 격리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 존재

기술개발� 동향 대표� 사례
l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써�

CCS 보급을�확대하기�위한�공유�개방형�CCS 허브·클러스
터�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l 대규모�CO2 저장�프로젝트의�경우�수용성�확보를�위해�육
상보다는� 해양� 지중저장�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

l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대규모� CCS 프로젝
트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 확산� 추세

-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포집된� CO2를�석유
회수증진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

- 유럽, 호주� 등의� 지역에서는� 대염수층에� 저장하는� 지질
학적� 저장�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

l 노르웨이� Longship Project
- 포집� : Fortum Oslo Varme(폐기물소각� 설비), Norcem(시멘트생산� 설

비)에서� 각� 40만톤/년
- 포집된�CO2를�선박·파이프라인을�통해�수송하여�북해�해저�3,000m 저장
l 노르웨이� Sleipner Project
- 북해� 해역� 천연가스� 생산에� 추출되는� CO2를� 해저� 대염수층에� 저장
- 규모� : 100만톤/년
l 호주� Gorgon Storage Project
- 천연가스� 액화과정에서� 발생하는�CO2를� 포집하여�Barrow 섬� 지하� 2km 

사암층(Dupuy Formation)에� 저장
- 예산� 및� 규모� : 25억� 달러, 340~400만톤/년
- 전�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 CCS 프로젝트이나�CCS 시설관련�문제로�인

해� 초기� 5년간� 목표� 포집량의� 30% 수준� 달성 전망

표� 17. CO2 저장기술�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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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국� CO2 저장� 실증연구� 대표사례

국가 규모� / 기간 위치� / 저장소� / 특징
CO2 포집�

방법

CO2 배출원

포집원 배출농도

미국
(Petra Nova 

Project)

� 규모� : 140만톤/년
� 기간� : 2017.01~2020.04
� 누적� 380만톤� 포집

� Hilcorp’s West Ranch oil field
� 파이프라인으로� 수송(129km)하여� 석유회

수증진(EOR)에� 활용
� 세계�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포집설비

아민�
흡수공정

미국� Petra Nova 
석탄화력발전소

11.5%8

미국
(Decatur/ 

IL-CCS 
Project)

� 1단계(2011.11~2014.11), 누적�
100만톤� 저장

� 2단계(2016~현재), 100만톤/년

� 일리노이� 분지, Decatur
� 지하� 2,100m 사암층(Mount Simon 

Sandstone)
� 세계�최초의�바이오�연료�기반�대규모�CCS 

프로젝트

아민�
흡수공정

에탄올� 생산� 공정 99%9

캐나다
(Weyburn 
Project)

� 규모� : 300만톤/년�
� 기간� : 2000.10~현재
� 누적� 3,000만톤� 이상� 저장

� 캐나다� Weyburn, Midale EOR site (각각�
240만톤/년, 60만톤/년)

� 파이프라인으로� 수송(325km)하여� 석유회
수증진(EOR)에� 활용

� 대규모� 인위적� CO2 공급원을� 이용한� 최초
의� CO2 EOR 프로젝트

렉티솔�
흡수공정

미국� Dakota 
석탄가스화발전소

95%10

호주
(Gorgon 
Project)

� 규모� : 340~400만톤/년
� 기간� : 2016~현재
� 예상용량� : 1억� 2천만톤

� Barrow Island
� 지하� 2,500m 사암층(Dupuy Formation)
� 전세계� 가장� 큰� 규모� CCS 프로젝트

아민�
흡수공정

천연가스� 생산�
공정

14%11

일본
(Tomakomai 

Project)

� 규모� : 10만톤/년
� 기간� : 2016.04~2019.11
� 누적� 30만톤� 저장

� Hokkaido Islands, Tomakomai
� 해저� 1,100m 4기� 사암층(Moebetsu 

Formation), 해저� 2,500m 화산쇄설층
(Takinoue Formation)

아민�
흡수공정

H2 PSA 배가스 52%12

노르웨이
(Sleipner 
Project)

� 규모� : 100만톤/년
� 기간� : 1996.9~현재�
� 누적� 2,000만톤� 이상� 저장

� North Sea
� 해저� 대염수층(해저� 800~1,000m, Utsira 

Formation)
� 세계� 최초의� 상업용� CO2 저장� 프로젝트

아민�
흡수공정

천연가스� 생산�
공정

8~9%13

노르웨이
(Snohvit 
Project)

� 규모� : 70만톤/년
� 기간� : 2008.04~현재
� 예상용량� : 3,100~4,000만톤

� Barents Sea, Offshore Snohvit gas field
� 해저� 대염수층(해저� 2,600m, Tubaen 

Formation)
� 해양플랫폼�없이�해저�주입설비만�구축, 저

장소로� 해저� 파이프라인� 수송(153km)을�
통해� 육상에서� CO2 주입� 원격관리

아민�
흡수공정

LNG 액화� 공정 5~8%14

8 MITSUBISHI POWER(2020),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9 NETL(2017), FE0001547 Factsheet, (FE0001547 :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 CO2 Capture from 

Biofuels Production and Storage into the Mt. Simon Sandstone)
10 https://dakotagas.com/News-Center/news-releases/carbon-capture-milestone-reached-at-dakota-gas
11 https://sequestration.mit.edu/tools/projects/gorgon.html
12 Tanaka, Y., Sawada, Y., Tanase, D., Tanaka, J., Shiomi, S., & Kasukawa, T. (2017). Tomakomai CCS 

demonstration project of Japan, CO2 injection in process. Energy Procedia, 114, 5836-5846.
13 http://sequestration.mit.edu/tools/projects/sleipner.html
14 http://sequestration.mit.edu/tools/projects/snohv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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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2 활용기술

(1) 화학전환

n CO2 화학전환� 기술은� CO2를� 반응원료로� 활용하여� 화학적� 전환을� 통해� 연료·기초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탄소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로� 촉매� 전환� 기술, 전기화학적�전환�기술, 광전기화학적전환�
기술, 광화학적� 전환� 기술로� 구분

n 촉매� 전환� 기술은� CO2를� 원료로� 활용한� 촉매� 화학� 반응을� 통해� 연료를� 생산하거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l 연료�생산기술은� CO2 및� 수소와의� 촉매�화학�반응을�이용하여�메탄, 메탄올, 액상� 탄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기술
- CO2 및�수소와의�촉매�화학�반응을�이용하여�직접�연료를�생산할�수�있으며, 또한�CO2의�역수성

가스화(Revese Water-Gas Shift) 및�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반응�등을�통하여�간접�방식
으로� 연료� 생산� 가능

- CO2 수소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 산물로는� 액체연료, 메탄올, 경질� 올레핀이� 있으며, 이�
중� 액체연료� 및� 메탄올� 등이� 연료� 제품군에� 해당

l 화학물질� 생산기술은� CO2를� 원료로� 활용하여� 촉매� 반응을� 포함하는� 화학적� 전환기술을� 통해�
다양한� 화학� 산업의� 중간체� 또는� 최종�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
- CO2 유래� 대표� 화학물질로는�고분자� 화합물이� 있으며, CO2가� 고분자� 화합물의� 원료인� 단량체

(Monomer, 모노머)로� 전환되거나� CO2가� 고분자� 구조� 내에� 직접� 삽입된� 형태를� 통해� CO2가�
포함된� 고분자� 화합물�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가능

- 대표적인� 중간화합물질은� 일산화탄소(CO), 메탄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제품은� 일산화탄소(또는� 합성가스), 개미산, 메탄올� 등

그림� 39. CO2의� 연료� 및� 화학물질로의� 주요� 전환� 경로

n 전기화학적� 전환�기술은�전기화학�전지�시스템에� 전기에너지를�공급하여�두�전극�사이에� 전위차를�
발생시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CO2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기술
l CO2는�수소이온(H+)과� 전자(e-)를� 공급받아�환원반응을� 일으키며, 반응에�참여하는�전자와�수소�

이온의� 개수에� 따라� 일산화탄소, 개미산, 메탄올, 에틸렌, 에타올� 등� 고부가가치� 화합물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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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O2의�전기화학적�전환은�환원전극, 산화전극, 전해질, 분리막으로�사용되는�이온교환막으로�구성
- 환원전극� : CO2 환원반응(CO2 RR : CO2 Reduction Reaction) 발생
- 산화전극� : 일반적으로� 물� 산화� 반응(OER : Oxygen Evolution Reaction) 발생
- 전해질� : 이온을� 포함한� 용액� 또는� 고분자막
- 이온교환막�: 환원전극(cathode)과�산화전극(anode)에서�발생한�생성물을�분리시키고�이온들의

교환� 발생

※ 출처�: Sargent, E. H., et al. (2018). What Should We make with CO2 and How Can We Make it?, 
Joule, 2, 825-832

그림� 40. 전기화학적� CO2 전환� 반응� 시스템

n 광전기화학적� 전환� 기술은� 작업전극, 상대전극, 그리고� 기준전극으로� 구성된� 광전기화학전지
(photoelectrochemical cell)를� 사용하여� CO2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
l 작업전극으로는� 빛을� 흡수하는� 반도체� 광전극(photoelectrode)을� 사용하며, 상대전극과� 함께�

각� 전극� 표면에서� 산화� 및� 환원반응이� 분리되어� 발생
l CO2 광환원반응은� 전극� 표면으로� 전자� 이동이� 용이한� p-type 반도체� 소재가� 주로� 사용되며, 

외부� 전압을� 인가하여� 에너지� 밴드를� 더� 많이� 구부려� 전자� 이동을� 촉진
l 반응� 영역이� 분리되어� 효율이� 증가하고� 환원물�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 보유

n 광화학적�전환�기술은�태양광� 스펙트럼� 중� 높은�흡수�세기를�가지는� 가시광에너지(400~800 nm)에�
공명하는�유/무기� 반도체� 소재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에너지� 공급원�없이� CO2를� 전환하는� 촉매
반응을� 이용한� 기술
l 광화학적� 전환� 기술을� 이용하면� 태양광을� 활용하여� 태양�연료(Solar fuel)를� 생산할� 수� 있으며, 

물에서� 수소이온(H+)과� 전자(e)를� 추출하여� CO2를� 높은� 에너지의� 화학적� 물질로� 전환 가능

태양에너지와� 물을� 이용� CO2 전환을� 통한� 연료� 생산 다전자-수소에� 의한� 고효율� CO2 전환

1. 물을� 원료로� 하는� 수소� 생산
물(H2O) + 태양광(hv) → 수소(H2); 연료&화학연료

2. CO2 + hv → 일산화탄소(CO); 탄소원료

1. CO2 + 2e + 2H+ → CO + H2O
2. CO2 + 2e + 2H+ → HCOOH
3. CO2 + 4e + 4H+ → HCHO + H2O
4. CO2 + 6e + 6H+ → CH3OH + H2O
5. CO2 + 8e + 8H+ → CH4 + 2H2O

※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2020), 이산화탄소� 전환(CCU) 기술백서

표� 18. 물을� 전자주개로� 활용한� CO2 전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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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동향 대표� 사례

l CO2 수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R&D가� 활발히� 진행� 중

- 재생에너지�자원이�풍부한�유럽을�중심으로�다양한�P2G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181개의� 프로젝트가� 완료� 및� 진행� 중

l CO2 기반�고분자� 화합물�생산기술은� 유럽, 미국을�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이� 상용화� 단계� 진입

l CO2 전환�화학원료�생산기술은�상용화�단계에�진입하지�못하였으며, 
CO2 개질반응을� 통한� CO 및� 합성가스� 제조� 연구가� 진행� 중

l CO2 전기화학�전환�및�광화학적�전환은�기초·원천�단계�연구�수행�중
- 전기화학�전환은� C1 화합물� 전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 C2

화합물(에틸렌, 에탄올� 등) 관련� 연구� 진행� 중�
l 한국의� 경우� 대부분� 기초·원천� 연구단계로� 일부� 기술이� 파일럿�

실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용화� 사례는� 부재

l 아이슬란드� CRI社 메탄올� 생산(P2G))
- 지열을�이용하여�CO2를�합성가스로�전환하고, 이를�다시�메탄올로

합성(값싸고� 풍부한�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환경) 
- 수준� 및� 규모� : 상용플랜트(CO2 기준� 5,500톤/년, 메탄올� 기준�

4,000톤/년)
l CO2 기반� 고분자� 화합물� 생산� 사례
- 독일� Covestro社 cardyon(CO2 기반� 폴리올)
- 일본� Asahi Kasei社 폴리카보네이트
- 미국�Novomer社 converge(CO2 기반�폴리프로필렌�카보네이트)
l 독일� 아우디社 E-gas Project
- 독일� 북부지역� 풍력발전단지와� P2G 플랜트� 연계� 실증
- 풍력발전�생산�전력으로�알칼라인�수전해�기술을�이용하여�수소�생산
- 열화학적� 전환기술을� 통해� 메탄�생산, 메탄을� 자동차� 연료로�활용

표� 19. CO2 화학전환�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2) 생물전환

n CO2 생물전환�기술은�CO2를� 생물학적으로�고정하여�미세조류�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이를�바이
오연료·바이오소재� 등으로� 제품화하는� 기술

광합성� 미생물� 이용 전기생합성� 미생물� 이용(인공광합성� 융합)

독립영양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소재� 생산을� 위한� 다양한� 대사경로

※ 출처� : Li, H., Liao, J. C. (2013). Biological conversion of carbon dioxide to photosynthetic fuels 
and electrofuels. Energy & Environment Science. 6, 2892-2899

그림� 41. CO2 직접� 이용� 미생물� 기반� 바이오� 연료/소재�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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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광합성�미생물�이용�CO2의�생물전환�기술은�미세조류를�활용하여�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
오가스, 다양한� 바이오� 소재�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시아노박테리아에� 대사공학� 및�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바이오� 화합물(에탄올, 부탄올, 에틸렌, 부탄다이올� 등)을� 생산� 가능

l 전기생합성� 미생물� 이용� CO2의� 생물전환� 기술은� 광배양기의� 한계점을� 보완한� 인공광합성� 기반�
생물학적�전환�융합기술이며, 전기에너지로부터�환원력을�얻어�전기생합성�미생물이�다양한� 탄소�
고정경로를�이용하도록�함으로써�에너지�전환�효율을�높이기�위한�기술�선택의�범위가�넓다는�장
점� 보유

기술개발� 동향 대표� 사례

l 광합성� 미생물� 중� 미세조류를� 이용한� 생물학적� 전환기술이� 산업화에� 근접
l 미세조류�기반�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실증�연구가�진행�중이며, 미세조류의

활용도를�높이기�위한�고부가가치�물질(의약품, 화장품�등) 개발�연구도�진행�중
- 대사공학, 합성생물학�등�최신�생명공학�기술이�적용된�고성능�균주개발�진행
- 미세조류�대량�생산을�위한�미생물�배양기�규모�확대와�경제성�확보를�위한�

연구� 진행
l 한국의�경우� 미세조류를�활용한� 바이오디젤·항공유�생산, 고부가�소재� 생산�

관련� 연구� 진행� 중

l 독일� Electrochaea社 Bio-Cat Project
- 덴마크� Avendore 지역에� 1MW급� 재생에너지와� 연계

한� 생물학적� 메탄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
- 미생물� 배양기� 규모� : 10,000L
- 재생에너지�전력과�수전해�기술을�이용하여�수소�생산
- 생물학적�전환을�통해�생산된�메탄은�도시가스�배관망

에� 직접� 연결하여� 도시가스� 원료로� 활용

표� 20. CO2 생물전환�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3) 광물탄산화

n 광물탄산화� 기술은� CO2를�알칼리수와� 같은� 수용액� 또는�알칼리토금속(Ca, Mg이온�등)을�포함하는
천연광물이나� 산업부산물(산업체에서� 배출되는� 무기계� 순환자원)과� 반응시켜� 탄산칼슘(CaCO3), 
탄산마그네슘(MgCO3) 등의� 탄산염광물로� 전환하여� CO2를� 안정하게� 고정화� 또는� 저장시키는� 기술
l 광물탄산화� 기술은� 대상원료와� CO2를� 직접� 반응시키는� 직접탄산화(direct carbonation) 기술과�

원료물질� 중� 알칼리이온을� 용출, 탄산화하는� 간접탄산화(indirect carbonation) 기술로� 구분
- 고온, 고압� 조건에서� 천연광물의� 탄산화� 기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간접탄산화� 기술을� 적용

(사례) 아이슬란드� CarbFix 프로젝트
- 2007년� EU 7th framework 펀딩을� 바탕으로� 아이슬란드�

Reykjavík Energy, the University of Iceland, CNRSin 
Toulouse, the Earth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가� 파트너십을� 맺고� Carbfix 프로젝트에� 착수

- 4년�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11년�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의� 자연� 상태� 암반에� CO2 저장� 실증� 수행

- 아이슬란드� 지열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2를� 물과� 섞어�
지하� 400~500m 현무암층에� 주입함으로써� 220톤의� CO2

중� 95% 이상을� 2년� 만에� 탄산염� 광물로� 전환함으로써�
CO2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저장� 가능함을� 입증

- CO2를� 가스� 형태로� 저장하여� 저장된� CO2가� 누출되는� 기
존� CCS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탄산용액을� 만
드는� 데� CO2 1톤당� 물� 15톤이� 필요하고� CO2 추출� 및� 주입시설� 비용이� 높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존재

- 2017년� Carbfix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Horizon 2020 펀딩으로부터� 1,600만� 유로를� 지원받음

그림� 42. CarbFix 프로젝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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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천연자원, 산업부산물, 액상� 폐기물�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진행� 중

- 일부�생산품은�상용화�수준에�진입하였으며, 경제성을�높이기�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l 직접탄산화�기반�건설자재�생산�및�시멘트�대체재료�생산기술은�상용화
수준� 진입

l 간접탄산화� 기술은� 중탄산나트륨, 탄산칼슘� 등� 무기화합물� 생산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 진행� 중

l 한국의�경우�직접탄산화�기반�건설자재�생산�파일럿�규모�실증�추진�중

l 직접탄산화� 기반� CO2 활용� 사례
- 미국� Calera社 : Fly ash와� CO2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료·

건설재료� 생산
- 미국�Solida Technologies社 : CO2 주입�시멘트, 콘크리트�생산
- 미국� CarbonCure社 : CO2 직접주입� 콘크리트� 생산
l 미국� Skyonic社 SkyMine Project
- 샌안토니오� 시멘트공장� 배출� CO2를� 활용하는� CO2 광물화�

플랜트 구축
- 중탄산나트륨, 염산, 표백제� 등� 생산

표� 21. CO2 광물탄산화� 기술개발� 동향� 및� 사례

시사점

n 전� 세계적으로� CO2 포집시설과� CO2 저장소를� 연계한� 대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CC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CCS 허브·클러스터�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 CO2 포집의� 경우� 습식� 포집� 기술을� 중심으로� 공정규모를� 격상하는� 연구가� 추진� 중이며,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공정�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
- CO2 저장의�경우�대규모�CCS 프로젝트가�북미, 유럽, 호주를�중심으로�확대되고�있으며, 북미�지역에서는�석유회수증진

과� 연계한� 프로젝트, 유럽� 및� 호주� 지역의� 경우� 해양� 지중저장�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
- CO2 활용의� 경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및� 공정관련� 연구가� 진행� 중

n 한국의� 경우� 포집, 저장, 활용� 분야� 요소기술의� 개발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포집·저장·활용이� 연계된� 통합기술�
개발은� 미비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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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CUS 
기술수준 
분석

n 최근�수행된�CCUS 기술수준� 분석� 자료를� 종합�분석한�결과�CCUS 분야� 선도국가는�미국과�EU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CCUS 기술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약� 80% 수준15

l 분야별� 기술수준은� CO2 포집� 약� 85%, CO2 저장� 약� 75%, CO2 활용� 약� 80% 수준
- CO2 포집� 분야의� 경우� 페트로� 노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4,776톤� CO2/일� 규모의� 포집실증이�

진행� 중이나, 한국은� 200톤� CO2/일� 규모의� 포집실증이� 진행되어� 공정�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
- CO2 저장� 분야의� 경우�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Gorgon 프로젝트, Longship 프로젝트, 

Sleipner 프로젝트�등�대규모�CCS 실증�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나, 한국은�영일만�해상�플랫
폼에서� 100톤� 시험� 주입을� 수행하는� 소규모� 실증연구� 단계로� 기술격차가� 큰� 상황

- CO2 활용�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서� 화학전환� 및� 광물탄산화� 관련� 일부� 기술이� 제품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한국의�경우�대부분�기초·원천�연구단계�및�파일럿�실증�연구�수준인�것으로�분석

n 전문가� 자문을� 통한� CCUS 기술수준분석� 결과(본� 연구진� 수행)
l CCUS 분야의� 기술수준분석을� 위해� 산업계� 11명, 학계� 4명, 연구계� 10명, 기타� 1명, 총�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l CCUS 분야�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이며, 미국과� EU는� 기술수준이� 비슷한� 선도국가로�

분석됨
l 한국의� CCUS 기술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79.2%, 기술격차는� 4.9년� 수준

- 분야별� 기술수준은� CO2 포집분야� 83.9%, CO2 저장분야� 75.0%, CO2 활용분야� 78.0%로� CO2

저장� 분야의�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 분야별� 기술격차는� CO2 포집분야� 4.5년, CO2 저장분야� 6.5년, CO2 활용분야� 3.8년으로� CO2

저장� 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15 타� 기관에서� 최근� 수행된� CCUS 기술수준� 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술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

기술수준� 분석� 개요
- 기술수준�분석�: 세계�최고�기술수준�보유국의�기술수준을�100%, 기술격차를�0년으로�하였을�때�타�국가

의� 상대적인�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분석
- 기술수준�분석의�필요성�: 기술수준�분석�결과를�R&D 성과�창출을�위한�투자전략�수립�및�투자�우선순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CCUS 기술수준� 분석� 자료
  · 전문가� 위원회� 대상� 설문조사(2021) : 26명(산업계� 11명, 학계� 4명, 연구계� 10명, 기타� 1명)
  · KISTEP 2020 기술수준평가(2020) 에너지·자원�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
  · KIER & KETEP(2020)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사� 및� 기술수준� 조사� 분석� (CO2 기술분야)
  · 공주대(2019)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공동기획연구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전체 79.2 100.0 99.3 88.8 80.7 4.9 0.0 0.2 2.5 3.9 

포집 83.9 100.0 98.2 97.0 84.5 4.5 0.0 0.3 1.1 3.2 

저장 75.0 100.0 98.6 86.7 85.1 6.5 0.0 0.2 3.9 4.4 

활용 78.0 99.0 100.0 81.8 71.6 3.8 0.0 0.0 2.4 4.2 

표� 22. 전문가� 자문을� 통한� CCUS 기술수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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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저장� 분야의� 기술수준�및�격차가�큰�이유는�미국과�EU의� 경우� 대규모�상용화�프로젝트를�
운영�중이며�일본과�중국은�중·대규모�실증�및�상용화�프로젝트를�준비�중인�상황이나, 한국은�
파일럿� 단계�실증을� 준비� 중이고�대규모�저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저장소를� 탐색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n KISTEP(2020), 2020년� 기술수준평가
l 한국의� CO2 포집·저장·이용� 기술의� 기술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80%, 기술격차는� 5.0년으로� 분석
l CO2 포집� 분야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으나� CO2 저장� 분야의� 기술격차가� 큰� 상황

- 포항�CCS 현장�실증�프로젝트�중단으로�인해�CO2 지중저장�관련�연구들이�중단�또는�축소되었고, 
후속� 연구� 및� 실증계획이� 지연되어� 선도국과� CO2 지중저장� 기술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

- 과거� 대비� 연구비� 총액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제성� 확보� 논리에� 의해� 다양한� 기술� 개발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n KIER & KETEP(2020),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사� 및� 기술수준� 조사� 분석� (CO2 기술분야)
l 한국의� CO2 분야� 기술의� 기술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81.5% 수준, 기술격차는� 3.4년으로� 분석

- 기술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O2 포집� 분야는� 선도국가� 대비� 84.0%, CO2 수송� 및� 저장�
분야는� 선도국가� 대비� 78.8%, CO2 활용� 분야는� 선도국가� 대비� 80.6% 수준으로� 분석

- 선도국가�대비�기술격차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CO2 포집은�3.2년, CO2 수송�및�저장은�4.3년, 
CO2 활용은� 3.4년� 수준으로� 분석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전체 81.5 78.7 92.3 98.7 100.0 3.4 3.7 1.3 0.1 0.0

포집 84.0 83.2 94.1 99.5 100.0 3.2 3.2 1.2 0.1 0.0

수송/저장 78.8 77.5 83.8 95.0 100.0 4.3 4.5 3.3 0.8 0.0

활용 80.6 74.5 96.9 100.0 99.0 3.4 4.2 0.4 0.0 0.6

표� 24. KIER & KETEP(2020) CO2 분야� 기술수준분석� 결과

국가
기술수준 연구단계�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점수***)수준(%) 격차(년) 그룹

(점수*)
기초

(점수**)
응용개발
(점수**)

한국 80.0 5.0 추격(2.80) 보통(3.44) 보통(3.11) 상승(3.22)

중국 82.5 4.0 추격(2.80) 보통(3.33) 우수(3.67) 상승(2.89)

일본 90.0 2.3 추격(3.20) 우수(4.11) 우수(4.00) 상승(2.56)

EU 95.0 0.5 선도(4.00) 탁월(4.89) 탁월(4.56) 유지(2.11)

미국 100.0 0.0 최고(4.00) 탁월(4.89) 탁월(4.78) 유지(2.44)

*** 기술수준� 그룹(4그룹)을� 선도/최고(4점), 추격(3점), 후발(2점), 낙후(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
*** 연구단계별� 역량� 구간(5구간)을�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부족(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
*** 연구개발� 활동경향� 구간(4구간)을� 급상승(4점), 상승(3점), 유지(2점), 하강(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

표� 23. KISTEP(2020) 2020년� CCUS 분야� 기술수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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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주대(2019)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공동기획연구
l 2019년�기준�주요�6개국�중�세계�최고기술�보유국은� 미국이며, 한국의�기술수준은�79.8%, 기술

격차는� 2.5년� 수준
- 주요� 6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순

l 한국의� 선도국가� 대비� 기술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O2 포집� 85.5%, CO2 수송� 79.5%, 
CO2 저장� 73.0%, CO2 활용� 80.9% 수준으로� 분석
- 요소기술별� 기술격차는� CO2 포집� 1.8년, CO2 수송� 2.4년, CO2 저장� 3.3년, CO2 활용� 2.5년�

수준으로� 분석
l 주요� 6개국� 중� 기술수준� 5, 6위인� 한국과� 일본은�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CO2 저장� 기술� 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반면, 기술수준� 3, 4위인� 캐나다와� 호주는� CO2 활용� 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한국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전체 79.7 100.0 92.8 97.9 91.0 89.6 2.5 - 0.9 0.6 1.2 1.6

포집 85.5 100.0 92.4 97.7 90.7 93.0 1.8 - 0.8 0.6 1.3 1.2

수송 79.5 100.0 93.8 96.1 89.7 87.6 2.4 - 0.7 0.6 1.2 1.8

저장 73.0 100.0 93.9 98.4 95.2 87.0 3.3 - 0.8 0.6 0.8 2.1

활용 80.9 100.0 91.0 99.5 88.4 90.9 2.5 - 1.1 0.4 1.5 1.3

표� 25. 공주대(2019) CCUS 분야� 기술수준분석� 결과

시사점

n CCUS 분야의� 선도국가는� 미국과� EU이며,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약� 80% 수준
n CO2 포집�분야는�선도국가� 대비� 기술수준�약�85% 수준으로�기술격차가�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 CO2 저장�분야의�

기술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약� 75% 수준에� 불과
n 선도국가와�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실증·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R&D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CCUS 기술의�

Track-Record 확보�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
n 특히, 선도국가와�기술격차가�큰�CO2 저장�분야의�경우�저장소�탐사�및�시추를�통한�저장소�확보가�시급하며, 주입�실증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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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2 포집기술

n (공정� 격상)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CO2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CO2 포집설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l 가장� 많은�양의� CO2를� 배출하는�연소�배가스�분야의�경우, 석유회수증진�공정과�연계하여�미국�

240MWe급, 캐나다�150MWe급의� 대규모� 포집�실증이�추진되고�있으나�한국은�10MWe급�포집
실증이� 진행되어� 공정�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

l CCS 비용의� 70% 이상을�차지하는�CO2 포집비용을�저감하기�위해서는�대규모�포집공정�실증을�
통한 비용저감� 가능성� 및� 제약조건� 확인, 실증경험� 축적� 필요

n (다양한� 산업공정� 포집기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산업� 외�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정유�등�온실가스� 다배출�산업에서�CO2 포집기술�적용이� 필요하나� 관련�기술개발이� 미비한�실정
l 산업별·배출원별� CO2 배출농도, 온도, 압력, 배출가스�조성�등�특성이� 상이하므로� 산업별·배출

원별로� 최적화된� CO2 포집기술� 필요� : 공정설계, 소재, 전·후처리� 기술� 등
l 국내�기술개발이�석탄�화력발전�배가스의� 포집에�집중되어�왔으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석탄발

전�설비�감축계획에�따라�LNG 등�타�발전설비의�연소배가스를�포집하기�위한�CO2 포집기술�필요

n (경제성� 확보) 높은� CO2 포집비용으로�인해�정부의�정책적·제도적�지원�및�기술개발� 투자가�지속
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시장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l 포집비용� 저감을� 위한�차세대� 혁신소재� 개발� 필요�: 효율� 향상, 내구성� 강화, 재생에너지 저감� 등
l 포집과정에서� 흡수제� 재생에�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공정효율� 향상� 기술� 및�

공정최적화� 기술� 필요

n (탄소중립� 목표� 달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이너스� 배출(negative emission) 기술� 필요
l 온실가스� 마이너스� 배출을� 위한� BECCS, 직접공기포집� 기술� 등의� 기술� 필요�

구분 주요이슈 전문가� 의견

연소�
배가스�
포집

공정� 격상

l 100 MW급� 포집� 격상� 실증� 추진� 필요
l 국내�기술�개발�과정이�석탄�발전�연소�배가스에�집중되어�왔으나, 석탄�발전�자체의�phase out 계획에�

따라, LNG 또는� 다른� 배가스� 포집� 기술� 개발� 필요
l 습식� 포집의� 경우� Scale-Up, 표준화, 환경성� 개선� 등� 상용화� 전단계의� 기술개발� 필요
l 공정� 격상을� 통한� 상용화� 경험� 필요� (현재� TRL 7~8 수준)
l 실증을� 통해� 포집� 비용� 저감� 및� 상용화를� 위한� 제약조건� 확인� 필요�

차세대� 소재

l 포집� 효율� 향상� 및� 포집� 소재의� 내구성� 강화� 흡수제� 개발(열화� 방지, 내부식성� 강화� 등)
l 포집재의� 탈착� 성능� 개선
l 재생에너지가� 낮은� 차세대� 흡수제� 및� 시스템� 개발
l 미활용� 폐열을� 활용� 가능한� 흡수제와� 통합� 공정� 개발
l (아민�흡수제) 열적/산화�변성에�강한�흡수제�개발�및�흡수제의�산소에�대한�저항성�향상�기술�개발�필요

공정효율� 향상

l 포집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l 흡수제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 흡수탑� 및� 재생탑의� 유동반응� 최적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 기술
l 산업공정� 발생� 미활용� 열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포집� 에너지� 저감� 및� 공정� 최적화

전처리� 기술
l 불순물(SOx, NOx 등)에� 대한� 전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응내성� 확보
l 포집� 기술별� 연소배가스� 전처리� 기술(NOx, SOx, 오일성분� 제거� 등) 개발

표� 26. CO2 포집기술� 주요� 이슈� 관련�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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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이슈 전문가� 의견

공정
가스� 및�

합성
가스�
포집

기술� 국산화
l 해외� 라이선스� 종료� 기술에� 대해� 국내기술� 적용� 실증을� 통한� 기술� 확보
l 가스� 조성� 및�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적용� 하는� 기술� 개발� (NCC, Reformer 후단� 등)
l 기술� 종속� 탈피를� 위한� 국내기술� 자립� 필요(현재� 고압용� 산성가스처리� 국내기술� 부재)

최적� 공정 l 산업� 업종별, 배출원별� 공정� 특성을� 고려한� 최적� 포집� 공정� 개발� 필요

정제효율� 향상

l 공정� 발생� 가스의� 정제효율� 향상(선택적� 포집, 불순물� 제거) 기술� 개발� 필요
l 포집가스� 활용처별� 고순도화� 기술(PSA, 기타� 정제)
l 부생�가스�중�CO2 포집�시�부생가스에�포함된�CO, H2S 등�불순물이�포함될�가능성이�있어�이를�제어하

는� 전처리� 또는� 후처리� 기술� 개발

원천소재� 개발
l 중·고농도� 이산화탄소� (20vol%이상) 포집� 원천� 소재� 및� 공정� 기술� 확보
l 산업분야� 공정가스에� 대한� 내부식성� 소재� 개발� 및� 공정� 구축
l 장기간� 반응에� 최소한의� 성능저하, 고반응·저비용� 원재료를� 활용한� 촉매제조� 기술� 개발

바이오
가스� 및�
매립지
가스�
포집

바이오가스�
고품위화

l 바이오가스·매립가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적합한� 수준으로� 순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
l 바이오·매립지가스의� CO2 포집은� 소규모� 실증만으로� 고질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negative CO2 포집� 기술로� 확대� 필요
l CO2를�분리하여�메탄을�고질화하는�기술은�최종�메탄을�활용하는�용도에�따라�기술의�요구가�달라지며, 

현재� 바이오� 메탄용� 엔진� 발전에만� 몰입이� 되어� 있으나� 메탄� 스팀� 리포밍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경�
필요. 바이오� 가스� 고질화는� 멤브레인� 기술이� 공정� 적용� 가능� 규모상� 매우� 유리. (TRL 8~9)

최적� 공정
l 바이오가스� 자원� 용량에� 따른� 최적� 포집기술� 선정� 및� 실증� 경험� 확보
l 유기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가스의� 성상과� 양의� 불균일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별� 최적� 공정기술�

개발� (영세한� 소형� 바이오가스� 공정들이� 다수이므로, 비즈니스� 모델� 활용� 필수)

촉매� 및�
원천소재

l 유기폐기물의�발생가스(주로�CH4)를�이용한�연소발전을�제외한다면�가스의�고순도�분리를�위한�촉매기
술이� 매우� 중요

l 고농도� CO2 포함가스이므로� PSA 방법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는� CO2
선택도가� 높은� 흡착제� 개발� 필요

l 고농도� 이산화탄소� (40vol%이상) 포집� 원천� 소재� 및� 공정� 기술� 확보
l 암모니아, 염산, 실록산� 등에� 대한� 내부식성� 포집� 소재� 개발� 및� 공정� 구축� 필요

전처리� 기술

l 배출원이� 소규모� 산재되어� 있으며� 포집에� 방해되는� 불순물� 보유
l LFG는� 매립장� 전주기별� 상태에� 따라� 성분이�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대비� 필요
l 연소�배가스와�다른�불순물들이�포함되어�있어서�각�가스별�성분에�대한�전처리�기술이�필요하며, 불순

물들의� 조성이� 상태별로� 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도출� 필요

연소� 중�
원천
분리

순산소연소

l 저비용� 순산소� 공급기술� 및� 순산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장치의� 최적� 설계
l 수전해�시� 발생하는� 수소/산소� 분리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 필요(순산소� 생산� 기술에�집중, 공정기술

보다� 원천� 핵심기술� 개발� 필요)
l 경제적인� ASU 기술과� 연소� 제어� 기술, 압축기� 등� 단위� 설비의�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l MW급�상용급�규모�격상, 신뢰성�및�기술경제성�확보, 규모�격상을�통한�상용기술로�활용�보급�기회�확보
l 바이오매스의� 순산소� 연소를� 통한� BECCS 구현

매체순환연소

l 연료다변화� 및� 공정� 컴팩트화(고압공정), 유동층� 반응기� 설계� 및� 운영� 기술(ex. CLC)
l LNG 발전� 확대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 CO2 포집비용의� 획기적인� 저감이� 가능한� 기술� 확보� 필요
l 신규�LNG 발전�적용을�위한�단계별�격상실증·상용화�및�석탄, 바이오매스, 폐기물�등�고체연료로�적용

분야� 확대� 필요

차세대�
포집

원천소재� 개발
l 혁신적인� 흡수제� 기술, 멤브레인� 소재� 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
l 내구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포집제� 개발
l 계절변화에� 따른� 다양한� 온습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흡수제� 개발

공정효율� 향성

l 기술� 신뢰성� 및� 경제성� 입증� 가능한� 기술� screening 우선� 필요
l 직접공기포집�기술�또한�많은�양의�재생에너지를�필요로�하므로�스팀발생�사업장과�연계�또는�신재생에

너지(태양광, 풍력� 등)와� 연동될� 수� 있는� 연동운전� 시스템기술� 개발� 필요(해당기술� 선도국가인� 스위스�
등의� 연구기관에서� 관련� 프로젝트� 진행� 중, 공정� Hybrid화� 연구� 필요)

기타
l 블루수소와�연계하여�리포밍�공정�후단에서�배출되는�CO2 포집을�위해�고압�조건에서�CO2를�포집하는�

기술� 개발� 필요� (TRL 1~2)
l 직접공기포집� 기술, BECCS 등� 차세대� 포집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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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2 저장기술

n (저장소� 탐사� 및� 확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집된� CO2를� 저장하기� 위한� 대규모� 저장
소가�필수적으로� 필요하나� 국내의� 경우� 저장소�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실증� 경험도� 부족한� 실정
l 선도국에서는�연간�300만톤�이상의�대규모�CCS 실증�프로젝트가�진행·건설�중에�있으나, 한국은

영일만� 해상� 플랫폼에서� 100톤� 시험� 주입을� 수행하는� 소규모� 실증연구� 단계로� 기술격차가� 큰�
상황

l CCS 상용화의�핵심인�대규모�CO2 저장소�확보를�위해� 저장소�탐사�및�시추기술과�CO2 저장소의
저장용량� 및� 저장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

n (독자기술� 개발) 선도국의� 경우� 대규모� CCS 실증�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원천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의� 경우� CO2 저장관련� 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경험이� 부족한� 실정
l CO2 저장에서�가장�큰� 비용이�소요되는� CO2 주입관련� 기술의�경우� 미국, EU, 호주�등�선도국의�

기업들이� 원천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생태계를� 형성한� 상황
l CO2 저장소� 모니터링� 관련� 기술의� 경우에도� 대규모� 실증경험이� 있는� 선도기업에서� 원천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실증경험이� 전무한� 실정

구분 주요이슈 전문가� 의견

수송 안정성� 확보
l 슬러그� 유동, 부식, 침식� 등� CO2의� 파이프라인� 문제�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모니터링� 필요
l 국내�저장소� 위치�및�용량이�확정된�이후� 경제성�등을�고려하여�선박/파이프라인�운송체계�구축� 및�CO2

hydrate 제어기술� 확보� 필요

탐사
탐사기술� 확보

l 염대수층�대규모�저장소의� 조기�탐사기술�확보, 저장능력�및�덮개암�평가�기술�확보를�위한� 국제교류�및�
공동연구� 추진� 필요�

l 국내�저장소�탐사기반�선행조사�시급�필요. 대규모�탐사�및�시추�등에는�대규모�투자비용�필요하며, 국내�
지질학적� 특성� 고려� 시� 대용량� 저장소� 확보� 실패가능성도� 높음

l 중/장기� 대규모� 해양� 지중저장지� 확보� 프로그램� 확보� 필수
l 기존� 탐사(지구물리, 지질) 자료� 공유� 및� 관련� 통합� 자료센터� 구축� 필요

인프라� 구축 l 저장소� 확보에� 필수적인� 인프라(전용� 조사선, 해양� 심부시추� 시스템� 등) 구축

주입

주입� 실증
l 중규모� 이상의� CO2 포집과� 연계된� 실증� 기반� 구축� 및� 수행� 필요
l 해양� 지중저장지층에서의� 동적� 모델링과� 중규모� 이상의� 실제� 주입을� 통한� 관련� 연구� 필요

독자� 기술� 개발
l 주입설비� 최적화� 설계, 저류층� 저장� 효율� 향상� 등� 선진� 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시급
l CO2 주입관설계, 밀봉기술�미확보, 저류층내� CO2 거동해석�및� 주입제어기술�요구되나, 국제시장이� 석권

된� 상황에서� 국내� 독자기술� 확보� R&D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필요

안전성� 확보
l CO2 주입으로� 인한� 유도지진, CO2 누출, 덮개암� 파쇄� 방지를� 위한� 대수층� 염수� 추출정� 설계� 및� 추출된�

염수� 처리� 기술개발� 필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술

l 탄성파� 탐사를� 통해� 주입된� CO2 공간� 분포의� 주기적� 모니터링� 기술� 필요
l 중규모� 이상의� CO2 주입과� 연계된� 해양/해저� 환경�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및� 수행� 필요
l 환경�모니터링과�주입�모니터링에�대한�핵심�기술의�선별을�통해�실증�및�상용화의�필수�요소기술�위주의�

집중� 연구와� 개발� 필요
l 국내�독자적�기초/원천�R&D 보다는�실용화�관점에서�국제협력을�통해서�선진기술�도입가능성�검토�필요

표� 27. CO2 저장기술� 주요� 이슈� 관련�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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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2 활용기술

n (공정�격상) 주요� 선진국에서는�화학전환�및� 광물탄산화� 관련� 일부� 기술이�제품화� 단계에�진입하
였으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 기초·원천� 연구단계� 및� 파일럿� 실증� 연구� 수준에� 불과한� 실정
l 국내의� 경우� 다양한� 기술적� 경로� 탐색� 위주의� 기초·원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대규모�

실증연구로의� 연계가� 취약하여� 상용화� 사례는� 부재
l 국내�기술의�실용화를�위한�민간�주도�실증연구�및�공정격상�연구가�필요하며, 일부�상용화�단계에

진입한� 기술의� 경우�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필요

n (경제성� 확보) CO2 전환� 제품은� 대부분� 열역학적� 한계로� 기존� 석유화학� 기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경제성이�부족한�실정이며, 상용화를�위해� 대규모� 실증이� 필요하나�대규모�투자비용�및� 리스
크로� 인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
l 현재� CO2 전환�제품의� 시장성을�확보할� 수� 있는� 목표�시장이� 명확하지�않은� 상황이며, 전환� 공

정에� 필요한� 대량의� 수소와�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
l 경제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전환효율을�향상시키고� 전환�과정의�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한�촉매�

개발� 및� 공정효율� 향상·최적화� 기술� 필요
l 전환제품의� 시장진입�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 필요

n (재생에너지�활용) EU를�중심으로�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재생전력이�증가하면서�재생에너지
유동성� 연계(Power-to-X)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l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및� CO2 반응을� 이용한� 연료화� 기술과� 광·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e-chemical 기술에� 대한� 연구� 확대� 중
l 선도국가에서는�다양한�CCU 기술의�실증�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상황이나, 국내의�경우�기초·

원천연구� 및� 파일럿� 실증� 수준으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실정

구분 주요이슈 전문가� 의견

연료�
전환

공정� 격상 l 국내�기술들은�TRL5 이하의�원천기술이며, 실용화를�위해�민간�주도의�실증연구�및�공정격상�연구�필요

전환효율� 향상

l CO2 전환� 반응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경제성� 확보� 필요
l 전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촉매� 및� 공정기술� 확보
l 촉매피독� 방지, 내피독성� 촉매�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촉매� 및� 공정� 개발
l 메탄올, DME, 수소전환� 혼합형� 실증기술(에너지� 저소비형) 개발�
l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및� 전환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수준� 향상� 연구� 필요
l 저가의� 환원제(H2, CO, C 등) 확보�
l CCU 기술� 공정별� 환원제의� 요구사양� 수준(불순물�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용� 가능� 기술군� 확보� 필요

전처리� 기술� 개발
l 포집� CO2의� 불순물/수분� 제거� 등� 전처리� 기술� 확보
l 부생가스의� 활용을� 위한� 유효가스� 분리, 불순물� 제거� 전처리� 기술의� 확보와� 기존� 부생가스� 활용처에�

대한� 대체� 연/원료� 공급� 방안� 구축� 필요

표� 28. CO2 활용기술� 주요� 이슈� 관련�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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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이슈 전문가� 의견

화학
제품�
전환

공정� 격상
l 광화학� 반응을� 포함한� CO2 전기화학� 전환� 기술의� scale-up 기술개발� 필요
l 국내� 원천기술� 실용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실증연구� 및� 공정격상� 연구� 필요

전환효율� 향상

l CO2 전환� 반응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경제성� 확보� 필요
l 전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촉매� 및� 공정기술� 확보
l 경제성� 있는� 전환� 소재� 및� 공정� 개발
l 촉매피독� 방지, 내피독성� 촉매�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촉매� 및� 공정� 개발
l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성능� 촉매� 기술� 확보
l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및� 전환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수준� 향상� 연구� 필요

전처리� 기술� 개발
l 포집� CO2의� 불순물/수분� 제거� 등� 전처리� 기술� 확보
l 부생가스� 내� 유효가스� 분리, 전처리� 기술� 확보

건축
소재�

광물화

공정� 격상
l 실험실�수준� 연구에서는�기술적� 차별성이� 감소되고�있으며, 향후� 광물화�기술개발의� 방향은�기� 개발된�

실험실�수준의�기술을�점차적으로�규모를�확대하는�플랜트화로�설정되어야�한다는�것으로�관련�연구자
들의� 주� 의견

안정성� 확보 l CO2 재방출� 등� 저장� 안정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경제성� 해결

경제성� 확보

l 광물화에� 필요한� 양이온을�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양이온� 추출� 기술� 확보
l CO2의� 탄소� 소재로� 활용은� 아직� 기초� 연구� 수준으로� 평가되며� 소재� 전환에� 필요한� 저가의� 에너지원�

확보가� 관건
l 탄산화반응, 분리� 등� 부가공정의� 고도화� 필요
l 고순도�광물화�기술�개발이�필요하며, 저순도�광물화�기술�개발은�완료되었으나�시장이�작아�시장�맞춤

형� 실증기술� 개발� 필요

탄소
소재�
전환

공정격상
l 운영� 가능한� 수준의� 설비규모로� 확대� 필요
l 소재�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시장성� 확보 l 탄소소재의� 시장성(부가가치, 단가, 기업의사� 등) 확보

촉매� 개발
l CO2 기반의� 고부가� 탄소소재의� 대량� 생산을� 위한� 촉매� 기술� 확보� 필요
l 경제성� 있는� 전환� 소재� 및� 공정� 개발, 파일럿� 실증� �

(참고) CCUS 분야별� 이슈도출� 전략� 개요
- 전문가� 위원회� 구성(26명)  
  · 분야별� 구분� : 포집분야� 14명, 저장분야� 7명, 활용분야� 10명(중복� 5명� 포함)
  · 산·학·연� 구분� : 산업계� 11명, 학계� 4명, 연구계� 10명, 기타� 1명(KETEP CCUS PD)
  · 전문가� 구성� : 탄소중립� R&D 협의체� CCUS 분과� 위원회, CCUS 간담회� 전문가� 위원, KISTEP 2020 CCUS 기술수준평가� 위원회,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사� 및� 기술수준� 조사� 전문가� 위원회� 등

- CCUS 분야별� 이슈도출� 절차

CCUS 자료�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가� 검토
l 해외� 전문기관� CCUS 자료
l 국내� 전문기관� CCUS 자료
l 국내외� 정보� 및� 뉴스� 등

l CCUS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l 전문가�위원회�설문을�통한�의견수렴

l CCUS 분야별�주요�이슈에�대한�심층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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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R&D 
전략방향

1. CO2 포집기술

n CCUS 기술의� 시작은� CO2 포집기술이며, 전체� 비용� 중� 포집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CCUS 기술�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하므로� 포집기술에� 가장� 큰� 관심� 필요

n 포집기술은�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석유화학� 등�다양한�적용처가� 있으며, 각� 적용처(배출원) 
및�공정별로�배가스에� 포함된� CO2 농도, 배가스의�온도(상온~350℃), 배가스에�포함된�CO2 이외
의� 성분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 배출원� 및� 공정에� 적합한� 포집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공정� 및�
전체� 플랜트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옵션의� 선택이� 매우� 중요
l 일반적으로� 배가스� 내� CO2 농도가� 높을수록� 포집비용은� 감소
l CO2 농도가� 낮은� 경우� 처리해야� 할� 배가스의� 부피가� 증가하므로� 공정의�규모가� 커지고� 운전비

가� 증가하며, CO2 포집-재생�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포집비용은� 증가

※ 출처� : Pilorgé, H., et al. (2020). Cost Analysis of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of Process 
Emissions from the U.S. Industrial Sector,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54(12), 7524-7532

그림� 43. 배가스� 중� CO2 농도� 변화에� 따른� CO2 포집비용� 비교

n 국내� 산업부문� CO2 포집기술� 적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배출되는� CO2의� 농도가� 높고(포집� 비용
이�저렴하고) CO2 포집에� 의해� 부가가치가� 향상될�수� 있는�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포집기술을� 적용
하는�것이�유리하며, 이�과정에서�개발된�기술을�바탕으로�공정�내에서�연계·활용할�수�있는�에너
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집비용� 저감이� 가능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n 상기와� 같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 방향을� 제안

n CO2 포집기술� 대규모� 실증� 지원
l CO2 포집기술의� 경우� 화력발전� 연소배가스� 분야의� 중규모� 실증이� 완료된� 상황이며, 실제� 적용

이� 가능한�수준의�기술수준을�확보하여� 대규모�실증이�완료된다면�산업계에� 적용이�가능한�상황
l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가장�많은� 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는� 발전부문� 연소배가스�

분야의� 대규모� 실증�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 기�확보�포집기술을�중심으로�정부차원에서�포집원�선정�및�테스트베드�구축을�위한�지원�필요

l 중·대규모� 실증을� 위해� 기술수준별� 단계별� 격상� 실증지원* 체계� 운영� 필요
* 100kW급�이하�기술가능성�검증�→ MW급�기술경제성�및� 규모격상�신뢰성� 검증�→ 10MW급�이상�상용급�기술�

확보� → 대규모� 실증� 및� 보급

Ⅴ 
CCUS 
투자 

시사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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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산업별·배출원별� 최적화된� CO2 포집기술� 개발
l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배가스에� 대한�CO2 포집기술� 개발에�집중하여�왔으나� 향후� 석탄발전�

축소와� LNG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타� 발전설비에� 대한� CO2 포집기술� 개발� 필요
- LNG 발전용�포집기술�개발에�석탄발전용�포집기술의�개발�경로와�같이�최적�흡수제�개발, 공정�

scale-up 과정을�거치는�장기간�연구개발�과정을�답습하기에는�탄소중립�실현까지�기간이�촉박
- 기존�습식�석탄화력발전�포집기술의�경우에도�산업적으로�활용되고�있던�기존�기술을�개선하여�

최적화한�바�있으므로, 1) 기존�석탄화력발전�CO2 포집설비를�이용하여�LNG 발전�배가스�모사�
조건에서�기존�CO2 흡수제의�성능�확인, 2) 기존�석탄화력발전용�CO2 흡수제의�성능개선�필요
사항� 도출, 3) 포집설비� 개선사항� 도출� 및� 최적화를� 우선적으로� 수행, 4) 이� 경험을� 바탕으로�
LNG 발전에�적용할�수�있는�파일럿급�이상�플랜트�건설�및�운전경험�습득, 5) scale-up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통해� 상용화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기간을� 단축� 필요

l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발전� 외�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에� 대한� CO2 포집기술� 도입이� 필요
l 산업별·배출원별� CO2 배출농도, 배출공정, 온도, 압력, 배가스� 조성�등�특성이� 상이하므로�산업

별·배출원별로� 최적화된� CO2 포집기술� 개발� 필요
- 포집비용이�저렴하거나�포집에�의해�부가가치가�향상될�수�있는�배출원·공정에�R&D를�집중하

여�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연관된� 배출원·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수행하는� 전략� 필요
l CO2 포집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혁신소재� 개발� 및�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필요

n 포집-저장, 포집-활용을� 연계한� 기술의� 대규모� 실증� 및� 운영기술� 최적화
l CO2 포집만으로�온실가스�감축은�불가능하며, 포집�CO2를�저장·활용함으로써�온실가스�감축�가능
l 선진국에서는�CO2 포집시설과� CO2 저장소를� 연계한�대규모�실증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 CC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CCS 허브·클러스터*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상황
*CCS 허브·클러스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

l 국내� 대륙붕� 대규모� 저장소� 유망지역에� 대한� 탐사·시추를� 통해� CO2 저장소를� 확보하고� CO2

포집-저장을� 연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수행� 및� 최적화된� 운영기술� 확보� 필요
l 포집-저장� 연계기술은�동해가스전�고갈저류층을�활용한�중규모�CCS 통합실증�사업을� 통해�관련�

핵심기술� 및� 운영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CO2 저장소를� 활용한� 단계적� 실증� 확대� 필요

n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초·원천연구� 기술개발� 지속� 필요
l 미래에�기술수요가�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 BECCS 기술, 연소� 중� 원천분리�기술, 직접공기포집�

기술� 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 지속
l 개발된�기술에�대한�단계별�실증�지원을�통해� 상용화�촉진(국내외� 활용/저장� 산업과�연계� 지원)

(참고) CO2 포집기술� 개발� 제언� (출처� : CSLF(2021), 2021 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Roadmap)

- 2025년을� 향해�
  · 2020년� TRL 5-7 수준의� 발전� 및� 산업부문� 적용� CO2 포집기술에� 대한� TRL 7 이상의� 실증
- 2030년을� 향해
  · 2020년� TRL 5-7 수준의� 발전� 및� 산업부문� 적용� CO2 포집기술에� 대한� TRL 9 이상의� 상용화� 및� 2020년� 상용화� 기술� 대비� 25% 

이상의� 비용� 저감(2020년� 상용화� 기술의� 평균� 포집비용� : $60/ton CO2)
  · 화석연료� 기반� 수소생산� 설비에� 대한� 30% 이상의� CCUS 기술� 보급
- 2050년을� 향해
  · TRL 9 이상� 발전� 및� 산업부문� 적용� CO2 포집기술의� CO2 포집율을� 100%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 및� 2020년� 상용화� 기술�

대비� 40% 이상의� 비용� 저감
  · 블루수소(화석연료+CCS)를� 통해� 글로벌� 수소� 수요의� 50%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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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2 저장기술

n 국내�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탐사·시추� 기술� 개발
l 국내�CO2 저장소에� 대한� 탐사·시추가�지연되어�대규모�CO2 저장소�확보가� 지연되고�있는�실정
l 국내�저장소�후보지� 도출, 후보지의� 유망구조�도출, 탐사시추�지역�선정�및�우선순위� 결정, 시추

를� 통한� 저장용량� 평가� 과정� 등을� 통해�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 필요
- 저장소�후보에�대한�탐사·시추는�대규모�비용이�투입되므로�기술적/경제적�타당성에�대한�철저

한� 사전분석을� 통해� 저장소� 확보를� 추진하고, 시추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필요
l 저장소�확보를�위한�저장소�탐사·시추기술과�저장소�저장용량�및�저장안정성�평가�기술개발�필요

- 저장소� 탐사를� 위한� 물리탐사� 기술� 및� 대심도� 시추기술� 개발� 필요
- 대형화·상용화�목표를�조기에�달성하기�위해�사업화�프로젝트�위주의�목표지향적·실용적�R&D 

전략� 필요

n CO2 주입�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l CO2 저장분야에서� 가장�많은�비용이� 투자되는�주입설비�관련�기술과�CO2의�저장� 과정에서�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누출, 지진유발, 환경오염�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선도국가� 및� 기업에
서� 석권하고� 있는� 상황
- 국내� 독자적� 기초/원천� R&D 보다� 실용화의� 관점에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한�국제협력�및�기술도입�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부문별�핵심기술에�대한�독자기술�
개발� 가능성� 검토� 필요� �

l CO2 저장을� 위해서는� 주입설비� 최적화�설계, 저류층� 내�CO2 거동해석�및� 주입제어� 기술, 주입운
영� 최적화�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
- 최적� 지중저장� 설계를� 통한� 저장� 효율·안전성� 제고,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R&D 전략� 필요

l CO2 저장에� 대한� 전주기� 환경안전성� 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필요

n 해외� CO2 저장소�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l 국내� 공사,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 유전, 가스전을� CO2 저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l 국내�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 실패·부족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저장소� 확보�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공동저장소� 또는� 한·중·일� 인근해역� 공동저장소� 확보� 추진
l 해외�저장소를�활용하는� 경우�원거리� 수송을�위한� CO2 수송선박�및�인프라� 관련�기술개발�필요

- 국내에서�포집한�CO2를�해외�저장소로�수송하여�저장하고, 해외에서�수소�및�암모니아�등�무탄
소연료를� 수입하는� 방안� 검토

- 원유�수입과�동시에�국내에서�포집한�CO2를�원유�생산지로�운송하여�석유회수증진에�활용하는�
방안� 검토

n 국내� 산업시설별� 위치를� 고려한� CO2 수송방안� 마련� 필요
l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포집한� CO2 수송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멘트�

공장과� LNG 발전소는� 내륙에� 위치한� 시설이� 다수� 존재
l 다양한� 환경을�고려하여�포집한� CO2를� CO2 저장소까지�수송하기�위한� 최적�수송방안� 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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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서(한국세라믹기술원� 시멘트� 건축소재센터장� 송훈, 2021)

그림� 44. 국내� 시멘트� 업체별� 생산량� 및� CO2 발생량� (2019년� 기준)

(참고) CO2 저장기술� 개발� 제언� (출처� : CSLF(2021), 2021 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Roadmap)

- 2025년을� 향해�
  · 개발� 중인� 모니터링� 기술의� 상용화
  · CO2 저장소의� 특성화� 지속
- 2030년을� 향해
  · 대기로부터� CO2를� 장기적으로� 격리하는� 충분한� 저장소를� 특성화(2020년� 수준(40Mt CO2/년)보다� 10-15배� 증가)
  · 모니터링� 및� 검증� 비용을� 2020년� 수준에서� 20% 저감
- 2050년을� 향해
  · 대기로부터� CO2를� 장기적으로� 격리하는� 충분한� 저장소를� 특성화(2020년� 수준보다� 최소� 100배� 증가)

3. CO2 활용기술

n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 실증� 우선� 지원�
l 산업적용�및� 활용이� 용이하고� 빠른� 시간� 내� 상용화�진입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 대해� 실증� 확대

- CO2 전환�제품�중�합성가스, 메탄올, 고분자�등에�대한�실증을�수행하여�선도국�기술수준을�확보
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해� 전환효율�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촉매·공정기술� 개발

- 온실가스�감축�잠재량�및�산업적�활용�효과가�크고�빠른�시간�내�상용화가�가능한�광물화�기술
의� 실증을� 추진하고, 공정비용� 저감을� 통한� 실증규모� 격상� 추진

- 광물화�기술의�경우� 온실가스�다배출�산업인� 시멘트, 철강� 산업� 등의�공정에�적용시킬� 수�있는�
플랜트화� 기술개발� 및� 현장협업� 필요

n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CO2 활용기술� 개발
l 산업별� 특성을�반영한� CO2 활용기술� 및�제품의� 선정·개발이� 필요하며, 소규모�실증을� 통해�노하

우를� 축적� 후� 실증규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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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산업에� 특화된� CO2 활용기술에� 대해� 사업장, 개별기업� 혹은� 산업단지� 등에서� 공정과� 밀접한�
on-site 실증� 진행
- 기� 상업화� 공정에� 활용기술을� 적용·실증함으로써� 기술� 완성도� 향상� 및� 빠른� 시간� 내� 상업화

l 전환제품의�시장진입� 및� 보급�확대를�위해�시장성·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기술개발� 지속�필요

n CO2 활용기술� 실증참여� 민간� 기업� 지원� 확대
l CO2 활용�제품은�현재� 경제성이�부족한�실정이며, 개발된�기술�상용화를�위해서는� 대규모�실증

이�필요하나�상용화의�주체인� 기업은�대규모�투자비용� 및� 리스크로� 인해�투자를� 주저하는�실정
- CO2 활용기술의�상용화는�민간주도�실증연구�및�공정격상�연구가�필요하므로�시장보급과�연계

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 정부�지원을�통한�민간기업의�사업�진출을�유도하고, 요소기술에�대한�산·학·연�연구개발�진행

(참고) CO2 활용기술� 개발� 제언� (출처� : CSLF(2021), 2021 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Roadmap)

- 2025년을� 향해�
  · 유망�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민관� 파트너십�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 지속� : 포집-활용� 연계� 차세대� 기술에� 대한�

파일럿·실증� 프로젝트� 지원, 초기� 단계의� 활용� 옵션에� 대한� R&D 투자� 지속
  · 산업계, 규제기관� 및� 학계가� LCA(Life Cycle Assessment) 및� TEA(Techno-Economic Assessment)를� 분석하기� 위한� 일관되고�

투명한�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장려
  · CO2 활용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규제� 및� 인센티브� 포함)를� 수립
  · "녹색" 제품� 또는� 제조에� CO2를� 사용하는�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
- 2030년을� 향해
  · 정부는� 파일럿·실증� 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2세대� 활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속
  · 모든� 정부� 조달� 제품의� 일정� 비율을� 저탄소� 또는� "녹색" 표준을� 충족하도록� 목표를� 설정

그림� 45. CCUS R&D 전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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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필요 정책 및 
지원

1. 법·제도 개선

n (감축량� 인정) CCU 기술의�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방법론� 확립
l CCUS 기술에� 의한�온실가스� 감축�효과를�객관적으로�산정� 및� 인증할� 수� 있는�방법론을� 구축하

여� CO2 감축량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할� 수� 있는� 평가·인증체계� 확립
-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기여(NDC)에는� CCUS를� 활용

한�감축목표가�제시되어�있으나, CCU 기술을�활용한�감축량�산정�방법론이�부재하여�민간기업
이� CDM 및� 외부� 감축사업에� 등록가능한� 탄소배출권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

n (지원제도� 구축) 기업의� CCUS 기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제도� 구축
l 초기� 시장에서�민간� 기업의�CCUS 기술�투자를� 유인할�수� 있는�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제도� 구축

* R&D 민감부담금� 비율� 감소, 금융지원, 세액공제, 기술료� 면제,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탄력적� 연구비� 지원� 등
** CCUS 관련� 초기� 건설비를� 민간에서� 투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탄소배출권에� 반영� 등

l CCUS 제품�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l CCUS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법제도/규정� 정비

- 현재� CO2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정의되어� 시장� 거래� 및� 현장�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며, 
CCUS 기술� 실증� 및� 사업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2. R&D 투자 확대

n (실증·상용화�지원) 확보된�핵심기술의�상용화를� 위해� 실증·상용화를�포함하는�R&D 장기계획�수
립� 및� 추진
l 고비용·리스크로� 인해� CCUS 투자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 및�

상용화� 단계� 과제의� R&D 투자� 확대
l CCUS 기술�분야별� 특성과�시급성� 등을�고려한� 장기적인�R&D 계획� 수립�및�체계적�연구비�지원

n (국제�공동연구�확대) 선도국가(미국, EU, 호주�등) 및�선도기업과의�국제�공동연구�관련�지원�확대�
l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선도국가와� 국제�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협의체, 클러스터� 활동� 지원
l 국내� CCUS 실증� 경험� 부족� 타계� 및�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 기관·기업의� 선도국� 실증�

Test Bed 활용� 및� 해외� 대규모� CCUS 프로젝트� 참여� 지원
l 해외�실증사업�성공기업·연구기관의�기술·노하우를�획득하기�위한�국내�실증사업�참여�기회�제공

3. 인프라 구축

n (허브·클러스터� 구축) CCUS 실증을� 위한� 허브·클러스터� 구축
l 해양� CO2 저장소� 확보에� 필수적인� 전용탐사선, 해양� 심부시추� 인프라� 구축
l 포집원� 다각화, 수소� 생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CO2 허브터미널� 구축

- 포집된�CO2를�파이프라인, 철도로�수송·보관하기�위한�수송�인프라와�선박을�이용한�CO2 해외�
수송·저장에� 대비한� CO2 저장용� 항만�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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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CUS 공동인프라� 구축) CCUS 기술의�객관적인�성능�평가·검증� 및� 자료� 축적을�위한� 공동인프
라� 구축
l 다양한� 포집·저장·전환� 기술의�성능�평가, 경제성�분석, track record를�확보하기�위한�개방형�

테스트베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l CCUS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자료센터� 구축

4. 인력 양성 및 인력 교류

n (인력양성� 및� 교류) CCUS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제도� 마련, 국외� CCUS 전문� 인력�
초빙� 및� 해외� 선도국·선도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
l CCUS 사업� 추진� 기관� 취업과� 연계한� CCUS 전문대학원� 신설
l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CO2 저장�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 검토
l 전문� CCUS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인센티브� 제도와� CCUS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필요

5. 기타

n (해외�CO2 저장소� 확보� 추진) 국내�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 실패� 및� 부족에� 대비하여� 주변� 국가
(중국, 일본� 등) 및� 타� 지역� 국가와의� 공동� CO2 저장소� 확보� 추진
l 원유�수입과�동시에� 국내에서�포집한� CO2를�원유�생산지로� 운송하여�석유회수증진을�위해�활용

하는� 방안� 검토

그림� 46. CCUS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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