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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탄소 발전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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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공감대

•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지구의 자정 능력 상실, 희망은 있는가?

• 지금도 늦었으며, 더 늦어지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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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NDC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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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318백만톤) 감축목표 제출

(CCS를 통해 400만톤, CCU를 통해 630만톤 감축 예정)

▪ 파리협정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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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환경부 민간포럼 LEDS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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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목표 5개 안 제시

－ 국내 저탄소 정책 · 기술 및 국제 동향, 파리 협정에 따른 2℃ 이하 목표 고려

－ 1~5안의 ’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년(709.1백만톤) 대비 약 75%(178.9백만톤), 

69%(222.0백만톤), 61%(279.5백만톤), 50%(355.9백만톤), 40%(425.9백만톤) 제시

▪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 정책 구현

- 전환부문 :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배출 CO2의 상당량을 CCUS로 감축

- 산업부문 : ’50년 산업 전체 배출량의 일정 수준(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을 CCUS로 감축

CO2 포집, 저장, 활용



55

▪ 전략 수립을 위한 전제에 대한 확인 및 합의가 중요

04. LEDS 목표 설정의 방법론 수정 필요

- 전환부문과 산업부문을 구분 → CCUS의 경우 전환과 산업의 구분이 타당한가?

- CCUS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한 합의 선행이 필요

- 동해 서남부 대륙붕 저장소 저장용량 : 약 1-2억톤

- 서해 대륙붕 저장소 저장용량 : 약 2-4억톤

-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산업계(석유화학 등) 포집원 현황 고려

- 포집원과 저장소 위치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선행이 필요

CCS

- 다양한 CCU 기술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경우, LEDS 목표 수립이 쉽지 않음

- CCU 기술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3대 기술그룹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① 광물 탄산화, ② 화학적 전환, ③ 생물학적 전환

- ’30년 감축목표량은 현재 기술시장과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40년, ’50년 감축목표량은 신규시장 대체비율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 필요

- CCU 기술을 온실가스감축형과 부가가치창출형으로 구분하여 감축목표 설정

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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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LEDS 목표 설정의 내재적 어려움과 고민

▪ 사실상, 2050년까지 어떤 시나리오도 온실가스
감축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실효를 거둘 것인가?

• A1B : A balance emphasis on all energy sources
• A1T : Emphasis on non-fossil energy sources
• A1F1 : An emphasis on fossil fuels 
• A2 : Independently operating, divided world
• B1 : More integrated, ecologically friendly world 
• B2 : More divided, but ecological friedly world
• IS92a : IPCC’s standard scenario (1992,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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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대치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 ‘환경’ 그리고 ‘경제’

05. LEDS 목표 설정의 내재적 어려움과 고민

•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 분명히 대척점에 있으면서, 공존해야 하는 가치

임을 인정해야…..

• 좀 더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접근 필요

공허한 이데올로기

대립적 관계 강조: 정치적 문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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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당파적 주장에 오염된 정치적 문제로 변질, beyond 과학

05. LEDS 목표 설정의 내재적 어려움과 고민

•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적인 쟁점

• 점차로 ‘bullseye’ 모델로 전진



99

• 저탄소 전략으로 중국, 인도, 비 OECD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아니면, 서방 선진국과의 경쟁에 자신이 있는가?

05. LEDS 목표 설정의 내재적 어려움과 고민

▪ 환경전쟁 vs 경제전쟁, 저탄소 발전전략으로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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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저탄소 강국 구현에 대한 현실적 딜레마

▪ 우리는 저탄소 강국 도약이 가능한가? 쉽지 않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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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도그마가 아닌 실용적 추진전략

▪ 현실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접근이 실용적 접근의 시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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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이브리드 CCUS 추진

07. 도그마가 아닌 실용적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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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실용주의적 CCUS 추진전략

07. 도그마가 아닌 실용적 추진전략

기술개발

혁신적포집산업

상용화

기후환경변화, 기술혁신발전, 사회인식변화, 산업구조변화 → 가변성과역동성

창의적이고도전적인신산업의창출과산업혁신추동

현실에기반한프로그램적인 CCUS 추진

FPSO형조선산업 해양플랜트산업 석유개발신산업 저탄소수소산업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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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저탄소 사회 진입 기여를 위한 CCUS 추진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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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저탄소 사회 진입 기여를 위한 CCUS 추진의 전제

▪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다부처 사업의 착수: 노력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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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CS 실증추진전략구체화

중규모 CCS 통합 실증 전략

[ 동해 서남부 대륙붕 저장소 활용]

대규모 CCS 통합 실증 전략

[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활용]

✓ 동해 서남부 대륙붕 중규모 실증(1단계), 서해 대륙붕 100만톤급 대규모 실증(2단계), 

서해 대륙붕 400만톤급 대규모 실증(3단계)의 단계적 추진

▪ 대규모 CCS 통합 실증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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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및 동해 서남부 대륙붕 대규모 저장소 확보 연구 지속적 추진

저장소 3차원 모델

10. CCS 실증추진전략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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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CUS 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 정부주도의 지원책, 육성책, 촉진책 과 민간의 자생성

2020 2030

산업기반 Weak Robust

산업주체 Lack Sufficient

제도기반 Incomplete Complete

정부의지 Uncertain Transferring

수익구조 Insufficient Solid

주변산업 Vulnerable Strong

기술수준 Moderate High

시민수용 Negative Positive

Government-Driven Naturally Growing

•제도적 손실보상

•과감한 시설투자

•경제적 인센티브

•법제도 기반구축

•원활한 인력양성

•과감한 규제개혁

•지속적 연구개발

•충분한 세제혜택

•적극적 우선구매

지원정책

촉진정책

육성정책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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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실증과상용화의조기달성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