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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commercializing CO2 capture and storage, which is

an effective method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In order to secure cost-efficient

business model of CO2 capture and storage, we propose four key strategies, including 1) urgent need to select a

large-scale storage site and to estimate realistic storage capacity, 2) minimization of source-to-sink distance, 3) cost-

effectivenes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nd 4) policy implementation to secure public interest and to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strategies, the implementation plans must be designed for

enabling CO2 capture and storage to be commercialized until 2030. It is desirable to make those plans in which

large-scale demonstration and subsequent commercial projects share a single storage site. In addition, the plans must

be able to deliver step-wised targets and assessment processes to decide if the project will move to the next stage

or not. The main target of stage 1 (2019 ~ 2021) is that the large-scale storage site will be selected and post-

combustion capture technology will be upgraded and commercialized. The site selection, which is prerequisite to

forward to the next stage, will be made through exploratory drilling and investigation for candidate sites. The

commercial-scale applicability of the capture technology must be ensured at this stage. Stage 2 (2022 ~ 2025) aims

design and construction of facility and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large-scale demonstration (million tons of CO2

per year), i.e., large-scale CO2 capture, transportation, and storage.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demonstration

project and the maturity of carbon market at the end of stage 2,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enter

commercialization of CO2 capture and storage. I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 is decided, it will be possible to

capture and storage 4 million tons of CO2 per year by the private sector in stage 3 (2026 ~ 2030). The existing

facility, infrastructure, and capture plant will be upgraded and supplemented, which allows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 to be cost-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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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포집 및 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1) 대용량 저장소 확보와 실질적 저장용량 평가의 시급성, 2) 포집원-저장소 수송거리 최소화, 3) 기술 혁신을 통한 비

용 효율화, 4) 공공성 확보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2030년까

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행 계획은 대규모 포집 및 저장 통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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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이어지는 상용화 사업이 동일한 지역(저장소)에서 수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계별로 구체적

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단계마다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단계

(2019년~2021년)는 대규모 저장소 선정과 포집 기술 상용화 단계이다.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시추와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고, 연소 후 습식 포집 기술의 격상과 적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장소 및 포집원이 선정되면, 2단계(2022

년~2025년)에 정부 주도의 1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저장, 수송, 포

집 설비 및 시설의 설계와 구축, 기술의 통합과 실증이 요구된다. 2단계 종료 시점에서 통합실증 성과와 탄소 시장의

성숙도 등을 바탕으로 상용화 사업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용화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포집 설비의 증설과 수

송 및 저장 설비의 격상, 보완을 통해 3단계(2026년~2030년) 민간 주도의 4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

화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저장소, 상용화 전략, 온실가스

1. 서 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상승과 이로 인

한 지구 온실효과의 강화 현상은 인류가 공동으로 반

드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인류 공통의 과제이

다(IPCC, 2005; Yang et al., 2016, 2017). 세계 각

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확대, 화석연료 대체원료의 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산

화탄소를 심부 지층에 주입하여 영구 격리함으로써 대

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직접적으로 줄

이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술도 여러 나라에서 온실

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GCCSI, 2011, 2015).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실현

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도입하거나 확

대하고 있으며, 주요 감축 방안 가운데 하나인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현실적인 감축 수단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GGK,

2010; Kwon, 2016).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도입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

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탈 석탄 발전 및 가스

발전 도입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상

용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한 재검토

가 불가피한 상황이다(Yang et al., 2016, 2017). 신재

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정책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

장 기술 상용화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Kim, 2009; Cho et al., 2016). 또한 최근 한반

도 동남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이산

화탄소를 심부 지층에 저장하는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Kwon, 2018; Kwon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도입이 지체될 수 없는 이유는 전 세계

적으로 이 기술이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적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이루

고 있기 때문이다(IPCC, 2005; Kim, 2009; GCCSI,

2015; Cho et al., 2016; Consoli and Wildgust,

2017).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술적 타당성이 증

명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Kim, 2009; Cho et

al., 2016). 

우리나라는 2010년에 수립된 ‘국가CCS종합추진계획’

에 따라 포집, 저장, 활용 분야에서 기술 개발 및 상

용화가 추진되어 왔다(GGK, 2010; Kwon, 2016).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현실적인 감축 수단으로 채

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의 추진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성과와 한계

를 고려한 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2030년 온실가

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산

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새로운 추진전략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GGK, 2010;

Kwon, 2016).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포집 기술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에 대한 2030년까지의 중

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

는 추진전략은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의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안

하는 추진전략이 정부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관

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기술 상용화

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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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용량 저장소 확보 전략

2.1.이산화탄소 저장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저장소

존재 여부

우리나라의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탐사 및 선정은

2010년 발표된 국가CCS종합추진계획의 부처별 역할분

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도하여 왔다(GGK, 2010).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해저 지층에 대규

모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갖추고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저장소의 확정을

목표로 하였다(GGK, 2010). 하지만, 추진 공정이 지연

되어 현재까지는 대규모 저장이 가능한 일부 유망구조

에 대한 저장용량의 추산만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대

용량 저장소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대륙붕 저장소와

저장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Fig. 1; GGK, 2010).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국내

에 대규모 저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불필요하고 소모

적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정책적 혼

란을 가중시켜 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

어 온 것은 전문가들조차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면서, 아직까지 대규모 저장소의 위

치와 저장용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해석한 나머지 국내 대륙붕에는 대

규모로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저장소가 존재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대규모 통

합실증 및 상용화는 2030년까지 최대 연간 4백만 톤

격리 처분이 일차적인 처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단일 프로젝트로서 이 정도 규모는 현재 전 세계

가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GCCSI, 2017). 하나의 프로

젝트 수명이 약 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 203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저장소는 최대 8천만

톤 규모에 해당된다. 이 정도 규모의 저장소는 한반도

주변 해역 대륙붕 심부 지층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Fig. 1).

Fig. 1. Location of potential large-scale CO2 storage sites (modified from MOF, 2014) including new prospective structures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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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추산 과정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의 저장용량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심부 지층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역

사가 오래된 석유가스 및 광산 개발 사업에서도 매장

량 계산을 위해서는 심부 지층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의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Fig. 2; Milkov, 2015). 반세

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질학적 정보에 대한 물리탐사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었으나 심부 지층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KIGAM, 2014a). 지질

학적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 수

행 초기에는 주로 광역적인 2차원 지구물리탐사를 통

해 개략적인 지하 구조를 파악한 후 관심 지역에 대해

정밀 3차원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여 심부 지층의 전

반적인 특성과 형태를 영상화한다(KIGAM, 2014a,

2014b). 이를 통해 시추 위치를 도출하고 탐사 시추를

통해 일부 지점에서 직접적인 지질학적 자료를 취득함

으로써 전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예측

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

는 이유는 탐사 및 시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추 비용을 절약하면서 심부 지층의 지질학적

정보를 좀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는 방안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탐사 기술의 발전 속도

가 늦은 편이어서 심부 지층에 대한 정보 파악은 우주

나 심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버금가는 기술

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결국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심부 지층에 대한 탐

사 비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탐사하고 저장

소를 선정할 때,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줄여가면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퇴적층이 존재하는 분지 전체

를 대상으로 저장용량을 평가하는 1단계에서는 지층

구분이나 시추자료 평가 없이 대상 지층의 부피와 저

장층으로서 암질을 갖춘 퇴적층의 비율 정도를 고려하

여 저장용량을 추산하게 된다(Hong et al., 2009;

Kihm and Kim, 2013; Kim et al., 2015; Song et

al., 2015). 따라서 1단계에서 도출된 저장용량은 이론

적인 최대 저장용량으로서 실질적 저장용량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Fig. 2).

2단계에서는 지구물리탐사자료를 보다 정밀하게 해

석하고, 기존 시추자료를 포함한 탐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저장지층을 구분하여 분석하게 된다(Kim et

al., 2012; Shinn et al., 2012; Choi et al., 2015;

Park et al., 2015; Kim et al., 2017). 이를 통해 저장

후보지층의 심도와 분포가 확인되고 저장층의 암질을

포함한 지질학적 특성이 제시된다. 2단계 저장용량은

퇴적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장이 이루어지는 지층과 구조를 한정하여 정의된 유망

구조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2단계 저장용

량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정되는 저장용량이다(Fig. 2).

3단계 저장용량 평가는 저장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3

차원 지구물리탐사와 심부 시추를 포함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심부 지층의 지질학적 정보와 공학적 정보를 최

대한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평가한 것이다(KIGAM, 2017; Kim et al., 2018a;

Kim et al., 2018b; Moon et al., 2018; Park et

al., 2018; Shinn et al., 2018; Won et al., 2018).

따라서 3단계 평가에서는 3차원 지구물리탐사자료와

시추자료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

며, 저장소의 저장용량은 물론 저장소의 안전성과 기

밀성에 대한 평가도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

서 3단계 평가는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의

실질적 저장용량이라고 할 수 있다(Fig. 2).

마지막 4단계 저장용량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저장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상업적 저장용량이다(Pershad

and Slater, 2007; Gassnova, 2016). 사업 주체가 공

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에 최적화된 저장용량

을 결정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는 저장소에 대한 기술

적 측면 이외에도 포집 및 수송과 관련된 사안들, 정

책적 상황, 시장 현황 등 모든 사업적 측면들이 고려

된다. 결과적으로 4단계 저장용량은 실행 단계에서의

저장용량이라고 할 수 있다.

Fig. 2. Assessment pyramid for CO2 storage capacity,

showing variation in scale and resolution. Blue shaded area

represents qualitative data portion and yellow shaded area

represents quantitative data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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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이산화탄소 저장용량 평가 종합 및 저장소 제안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와 언론에 발표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가 지목한 지중저장 유망구조와 저

장소 활용 방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가CCS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대륙붕 탐사자료가

밀집된 동해 서남부 대륙붕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저

장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GGK, 2010; MOF, 2014,

2015).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서남부 대륙붕의 8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5천만 톤 이

상 규모의 저장용량을 추산한 바 있다. 이들 유망구조

가운데에는 2019년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1 가스전과

동해-2 가스전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동해

가스전을 폐가스전 저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동

해 가스전 주변의 6개 유망구조를 저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의 연구 결과는 서해나 남해에 비하여 동

해 서남부의 대륙붕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지

중저장에 유리하다고 결론지었는데(MOF, 2015), 이러

한 결론의 배경은 가용한 탐사 자료의 집적도와 신뢰

도를 주요하게 고려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저

장소의 선정은 저장소의 규모, 위치, 안정성, 포집원과

의 거리,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기존 탐사 자료의 집적도가 저장소 선정에 있어

서 가장 주요한 고려 인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KNU, 2016a, 2016b). 기존의 탐사자료 분석을

통해 유망구조를 선정한 이후에는 반드시 정밀 지구물리

탐사와 탐사시추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저장용량을 추산하고 유망구조를 도출하여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와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동해 서남부 대륙붕에 대한 자료의 집적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서해 대륙붕에 대한 탐사 자료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의

가용 자료들만으로도 유망구조 도출, 저장 용량 평가,

탐사시추 전략 수립 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Shinn and Lee, 2015).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해 대륙붕에는 중생대-신생대 동안 형성된 군산분지

가 넓게 분포하고(>30,000 km2) 있으며, 분지를 충진

하는 지층은 주로 충적평원과 하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육성층이다(Ryu et al., 2000; Park et al., 2010;

Shinn et al., 2010; Lee et al., 2016). 군산분지는 6

개의 소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한반도에서 가

장 가까운 동 소분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지중저장

유망지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Fig. 3). 이 지층

은 단층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대적으로 안

정한 지질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집원이

밀집된 서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군산분지 동쪽에 위치

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화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Fig. 3). 

또한, 동해 서남부 대륙붕 지역의 해저 지층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8대 유망구조나 저장 지도에 포

함되지 않은 유력한 저장지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Fig. 4). 신생대 마이오세에 퇴적된 이 지층은 기

존의 유망구조와 달리 층서트랩의 형태로서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

존의 유망구조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육지에 가깝

Fig. 3. Distribution map of potential CO2 storage sites in Gunsan Basin (modified from MOF, 2014). Seismic reflection

profiles were acquired by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IGAM) and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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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치함으로써 수송거리가 짧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Fig. 4).

그밖에도 해양수산부의 평가에서 후순위에 놓인 동

해 가스전을 저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보다 전향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해-1 가스전의 경우 저

장용량이 약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

해-2 가스전도 2백만 톤 이상의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을 10년 이상 수행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저장소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동해 가스전은 기존의 해상 플

랫폼을 부분 개조하거나 공동 활용하는 형태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장소로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설비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Kim and Choi, 2017), 이미 투자한 동해 가스전의 활

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존재하는 저장 후보지

의 특성과 저장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

화 전략 수립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저장소로는 2단

계 저장소 저장용량을 기준으로 약 3억 톤 규모의 서

해 대륙붕 군산분지 심부 지층(해양수산부 저장소 평

가 결과 최소 1억 톤 이상 규모 포함), 최소 5천만

톤 이상 규모의 동해 서남부 대륙붕 8대 유망구조, 약

1억 톤 규모의 신규 저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Figs. 3, 4).

2.2.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수송

거리 최소화 전략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송거리 최소화 방안이다(CSA, 2008; Park et

al., 2009; Kwon, 2016). 수송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서해안에 위치한 포집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서

해 대륙붕의 저장소와 연결하는 방안과 동해 남부에

Fig. 4. Distribution map of potential CO2 storage sites in

Ulleung Basin (modified from MOF, 2014). Seismic

reflection profiles were acquired by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

Fig. 5. Potential CO2 capture and storage sites for large-scale CCS project in West Sea and SW margin of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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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포집원인 산업단지를 동해 가스전 및 동해 서

남부 대륙붕 저장소와 연결하는 방안을 분리하여 모색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의 동 소분지 저장소

를 활용하는 경우 포집원은 서해안 보령, 태안, 당진

등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것이다. 수

송거리는 약 150 km 정도로서 대규모 발전소의 포집

설비에서 바로 해저배관을 통해 저장소까지 이산화탄

소를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ig. 5). 또한 저장

소가 서해 대륙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 포집량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의 경우 단점은 저장소의 저장용량 평가 결과

가 2단계 평가의 결과이므로 탐사 시추 이후에는 저장

소의 저장용량이 하향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저장소의 유망지층에 대

한 3차원 정밀 물리탐사와 탐사시추를 조속하게 수행

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에 동해 서남부 대륙붕 심부 지층 저장소를 활

용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저장소인 동해 가스전이 대안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소 저장성능과 저장용량에

대한 일차적인 우려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가동되는 동해 가스전의 해상 플랫폼을 개조하거나 증

축하여 이산화탄소 대규모 저장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초

기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

하지만,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확실한 포집원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소 200 km 이상 떨어져 있어 수송거

리가 매우 멀다는 것은 큰 단점이다. 또한 확실한 저

장소인 동해 가스전의 저장용량이 약 1천만 톤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여서 추가적인 저장소를 확보하지 못하

는 경우, 사업의 상용화 단계에서 저장용량이 부족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동해 가스전 인근의 8대 유

망구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석유가스개발과의 이해 충

돌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개연성이 존

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이다.

만약 동해 서남부 대륙붕에서 동해 가스전 이외에

충분한 저장소가 확보될 경우에는 수송 거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갖춘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나 가스발전소를 동해안에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이나 제철, 석유화학, 금속 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소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발전소의 신설이나 산업계 포집의 활성

화는 203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이나 상용화 전략 수립이 일차적인 목표인 현

단계에서 가정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다. 발전소의 신

설은 국가 전력수급 전략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이며,

산업계 포집의 활성화는 탄소시장이 뒷받침이 되고 국

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이 가시화되는 시점

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2.3.기술 혁신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비용 효율화 전략

대용량 저장소가 확보되고 수송거리 최소화가 이루

어진 상황에서 경제성 확보의 관건은 포집 비용의 절

감이 될 것이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포집 기술은

연소 후 습식 포집 기술이며, 이 기술의 성숙도를 고

려하면 톤 당 포집단가가 큰 폭으로 절감되는 것은 쉽

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통한 흡수제 성

능의 향상, 재생에너지 절감,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비

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활용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경제성이 보완되고 있는 것도 비

용 절감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Pershad

and Slater, 2007; Gassnova, 2015; KNU, 2017).

수송 및 저장 비용의 절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

장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의 여지가 남아 있으

며, 저장효율계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저장 기술

의 개발과 주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전체적

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비용 절감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저장 비용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는 이산화탄소 주입 중·후 저장소 모니터링 비용

절감도 필요하다. 저장소 모니터링은 주입 종료 후에

도 장기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모니

터링 기술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규제,

지원, 인센티브 정책

핵심 전략의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

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의 마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탄소 시

장에서의 상업적 목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인

류의 공통의 노력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저장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규제 및 지원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

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이 활성화되어 감축 규모가 커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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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선순환적으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상용

화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5.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안전성과 공

공수용성 확보의 중요성

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주요 실행계획으로 채택하기 위해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의 안

전성은 끊임없는 기술의 개발과 보완으로 담보할 수

있고, 저장소 운영과 관리를 통해 위험도를 낮추고 안

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안전성과 공공수용성을 확보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할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발 지진과 관련하여 심부

지층을 활용하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비교할 때 이산

화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가 유발 지진의 빈도 및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ulger et

al., 2018; Kwon et al., 2018). 또한 누출 가능성도

주입공 완결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의 발달로 점점 적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

화 사업을 위해 포집, 수송, 저장의 안전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 사전에 공공

수용성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3.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추진 방향 제안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

실가스 감축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화 전략을 구체적이고

견실하게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본 논문은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의 동일지역 일체적

추진과 3단계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3.1. 동일지역 일체화 추진

우리나라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

합실증은 통상적으로 100만톤급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

어져 왔다.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10년 발표된 국

가CCS종합추진계획에서는 100만톤급 대규모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저장 통합실증 완수가 궁극적인 목표였다

(GGK, 2010; KNU, 2017). 그러나 2016년 파리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시간표는

2030년에 맞추어지게 되었다(GGK, 2010; UNFCCC

2015; Kwon, 2016). 따라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100만톤

급 대규모 통합실증을 넘어 상용화 수준까지 격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적절한 상용화 단계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

장 규모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바 없지만, 2030년

기준으로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 사업을 합하여 연

간 약 300-400만 톤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국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은 차례차례 불확실성을 제거해 가

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100

만톤급 대규모 통합실증에 이어 200-300만톤급 상용화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적 추진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실증의 수행 지역과

상용화 수행 지역이 일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Fig. 5).

대규모 수송 및 저장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고려할 때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 사업이

기본 시설과 설비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시설 구축에 큰 비용이 예상되는 해

상 플랫폼과 해저배관 만을 고려해도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될 경우 두 개의 해상 플랫

폼과 두 개의 해저배관망이 필요해지지만, 동일 지역에

서 일체화된 계획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공유할 수 있어

상용화 사업의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로서 포집원의 위치 및 가용성과 저장소의 규모

로 보아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동 소분지 저장소와 서

해안 석탄화력발전소 포집원을 연결한 이산화탄소 포

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화 사업 모델이

합리적인 추진 모델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대규모 저장소 확보의 불확실성이 남

아있기 때문에 저장소 탐사시추를 통해 저장성능이 확

인될 시점까지 동해 서남부 대륙붕 동해 가스전 및 유

망구조를 활용하는 모델도 동등한 비중으로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3.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단계적 추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

증과 상용화 사업은 동일지역 일체적 추진 외에 단계

적 추진 원칙을 세우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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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과 포집 기술 상용화 단계

이다(Fig. 6). 현재 여러 가지 포집 기술 가운데 상용

화에 가장 근접한 연소 후 습식 포집 기술이 10 MW

급 실증을 완수하고 성능향상과 격상연구가 진행 중이

다. 2021년까지의 격상 연구 기간 동안 대규모 통합실

증과 상용화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집기

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설치할 수 있

는 현장 적용성도 검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규모 저장소의 선정이다.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동 소분지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

가 완수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해 서남부 대륙붕 동해

가스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동 소분지 탐사시추 기간

동안에 동해 서남부 대륙붕에 대한 탐사시추도 병행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단계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 저장소가 확정되

면 포집원의 위치도 확정될 수 있다. 저장소가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의 동 소분지로 선정될 경우 포집원은

서해안의 보령,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 가운데 한 곳으

로 결정될 것이다. 수송체계는 당연히 해저 배관으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저장소가 동해 서남부 대륙붕

으로 선정될 경우 포집원은 삼천포, 하동 화력발전소

등 남해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나 삼척에 신설 계

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것이다. 동해 서남부 대

륙붕 저장소를 대규모 통합실증에 활용할 경우 상용화

규모의 격상을 위해 산업계 포집이나 신규 가스발전소

포집 등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단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1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단계이다

(Fig. 6). 2단계에서는 확정된 포집원과 저장소를 활용

한 최적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설계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 설계에 따라 포집, 수송, 저장 시설과

설비가 2025년까지 구축되어야 한다. 2단계 대규모 통

합실증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실증사

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포집, 수송, 저장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

여년간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의 포집 및 저

장 기술을 자립화하였기 때문에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

로 대규모 통합실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다. 다만, 아직도 국내 기술력이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

운 일부 기술은 사전 평가를 통해 해외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단계 기간으로 설정된 4년이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위한 면밀한 공정계획과 공정관리

가 필요하다. 포집 분야의 설계는 1단계 기간에 중첩

되어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 플랫폼과 해저배관

설계도 1단계 기간에 중첩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 대

륙붕 군산분지 저장소를 활용하는 경우의 포집원과 동

Fig. 6. A step-wised strategic framework for implementing commercial-scale CC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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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남부 대륙붕 동해 가스전 및 유망구조를 활용하

는 경우의 포집원을 미리 확정하여 예비 설계를 1단계

기간에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기간에 구축하는 시설과 설비는 100만톤급 대

규모 통합실증을 위한 것이지만, 이어지는 상용화 사

업을 위한 예비시설과 설비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송과 저장 설비의 경우 구축에 필요한 자재비

에 비해 건설 장비, 인력, 기간 등으로 인한 비용 부

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체화 설계와 시공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저 수송배관의 경우 상용화

격상을 전제로 사전에 연간 400만 톤 규모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상 플랫폼과 주입 설비도

연간 400만 톤 규모 주입량 격상을 전제로 설계하고

시공하여, 상용화 단계의 격상을 추가 비용 없이 용이

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3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4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사업 단계이다(Fig. 6).

3단계의 상용화 기간은 2단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

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단계 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수행되어

야 하기 때문에 2단계 수행된 대규모 통합실증의 성과

에 대한 평가는 향후 상용화 단계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기술력으로 추진된 2단계 대규모 통합

실증의 성과가 국제 수준에 미달될 경우 과감하게 해

외 기술력을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3단계의 상용화 사업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포집 및

저장 설비의 성능향상과 격상이 핵심이 될 것이며, 경

제적으로 탄소 시장 성숙도에 따라 상용화 사업을 대

규모 통합실증에 이어 바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3단계 상용화 사업단

계가 시작되는 2026년에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나 탄

소세 부담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비용을 비교해

야하며,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나 규제 정책으로도 경

제성 부족 문제가 극복되지 못하면 상용화 시점을 늦

추면서 대규모 통합실증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단계 상용화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면, 포집 설비의

증설과 수송 및 저장 설비의 격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집 설비의 격상을 위한 사전 준비는 2단계 통

합실증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분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수송 및 저장의 설비 격상 보완은 2단계 사업

에서 반영된 예비 설비가 격상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

로 격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확보와 구체적

인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정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

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1) 대용량 저

장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저장용량 평가의 시급성, 2)

포집원-저장소 수송거리 최소화, 3)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효율화, 4) 공공성 확보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전략적 요

소들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성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실행 계획을 제안한다. 이 실행 계획은

정부 주도의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과 민간 주

도의 상용화 사업을 구분한 단계적 추진과 동일한 지

역(저장소)에서의 추진을 전제로 한다. 

1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규모

저장소 선정과 포집 기술 상용화 단계이다. 저장 분야

는 국내 대륙붕 저장 후보지에 대해 실질적 저장용량

평가를 위한 시추와 정밀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여 최

종적으로 저장소를 선정해야하고, 포집 분야는 연소 후

습식 포집 기술을 상용화 수준까지 격상하여 적용성을

확보해야한다. 동일 지역(저장소)에서 100만톤급 대규

모 통합실증을 완수하고, 이어서 200-300만톤급 상용

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용화 사업 추진비용을 획

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서해 군산분지

동 소분지 지역과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포집원 연계

모델, 동해 서남부 대륙붕 지역(동해 가스전 포함한 유

망구조)과 인근지역 산업계 포집원 또는 신규 가스발

전소 포집원 연계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1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단계이다.

1단계에서 확정된 저장소와 포집원을 대상으로 최적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

며, 이 설계에 따라 포집, 수송, 저장 시설과 설비가

2025년까지 구축되어야 한다. 2단계는 정부 주도의 국

가연구개발 실증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4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사업 단계이다. 3단

계 상용화 사업 진입 여부는 2단계 실증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 주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3단계 상용화 사업이 시작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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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나 탄소세 부담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비용을 비교해야하며,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나 규제 정책으로도 경제성 부족 문제가 극복되

지 못하면 상용화 시점을 늦추면서 대규모 통합실증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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