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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ir Capture 의 작동 원리(및 4 가지 중요 

사항) 

  

 

 

DAC(Direct Air Capture)는 정부와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최신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 활동과는 별개로 지구 

온난화를 임계 1.5 로 제한하는 것은 DAC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고, 상위권 3 개의 Direct Air Capture 회사는 

어디이며,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DAC 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가이드는 Direct Air Capture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기후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DAC 에 대해 알아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줍니다. 

 

DAC: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여러분은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양동이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 양동이 

안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양동이가 넘치지 않도록 (또는 지구 온난화를 한계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기후 운동가들에게 이산화탄소 제거(CDR)는 이산화탄소 버킷을 가득 채울 

수 마지막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는 엄청난 배출량 감축 노력과 함께 

파리협정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 제거 경로에는 특히 Direct Air Capture 기술의 개발이 포함됩니다. 비록 

DAC 만으로는 세계를 1.5⁰C 아래로 유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대기 중에 버려지는 

배출량의 일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CDR 기술은 이번 10 돟안 순 배출 제로 도달의 열쇠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DAC 를 가장 자주 듣게 될 것이며 DAC 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궁금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Direct Air Capture 작동 방식(고체 vs 액체 DAC) 

간단히 말해서 direct air capture 기술은 팬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물질을 통과합니다. 



현재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기술 접근법이 

있습니다: 고체 DAC 와 액체 DAC. 지금까지 DAC 운영사 중 최대 규모인 

클라임웍스는 고체 필터를 사용합니다. 

 

• 고체 DAC 기술(S-DAC)은 CO2 와 결합하는 고체 흡착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필터에 공기가 가득 차면 팬을 수용하는 장치가 닫히고 가열됩니다. 일단 

가열되면 필터는 저장 또는 사용을 위해 포집된 CO2 를 방출합니다. 

 

S-DAC 플랜트는 모듈식 설계로 제공되며 필요한 만큼 많은 유닛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S-DAC 플랜트는 연간 4,000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고체 direct air capture 프로세스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반면, 액체 DAC 기술(L-DAC)은 수산화칼륨과 같은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끌어 들이는데, L-DAC 는 두 개의 닫힌 화학 루프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 루프는 공기를 수산화칼륨과 접촉시키는 접촉기 유닛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루프는 고온(300°C – 900°C)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유닛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용액에서 방출합니다. 

다음 그림은 L-DAC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L-DAC 플랜트는 연간 약 1 MtCO2를 포집 할 수 있습니다. Carbon Engineering은 

이러한 종류의 direct air capture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각 DAC 기술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영구적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탄소 중립 제품의 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두 DAC 옵션 모두 작동하기 위해서 광대한 토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대규모 작업(L-DAC)은 물론 소규모지만 모듈식 

확장 가능한 작업(S-DAC)에도 적합합니다. 

 

이 표는 두 개의 DAC 기술 접근 방식 간의 주요 기능을 구분합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DAC 기술 사용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DAC 에 대해 알아야 할 4 가지 필수 사항 

이산화탄소 제거 계획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DAC 에 

대한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rect Air Capture 기술은 많은 비용이 드나요?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인가요? 순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DAC 의 역할은 무엇이며 누가 

DAC 에 투자하고 있나요?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Air Capture 비용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포인트 소스에서 포집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발전소의 연도 가스보다 훨씬 

더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CDR 기술에 비해 DAC 의 에너지 

요구량과 비용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톤당 Direct Air Capture 비용입니다. 

 
출처: IEA, 2022 

 

 

DAC 기술은 아직 대규모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불확실합니다. 포집 비용 추정치는 200 달러/t 에서 700 달러/t 까지 

다양합니다. 

 

상위 DAC 기술 기업의 비용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L-DAC 의 경우 $95~ 

$230/tCO2, S-DAC 의 경우 $100 ~ $600/tCO2 입니다. 실제 DAC 비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술 선택, 

• DAC 플랜트의 CAPEX(자본비용) 

• 에너지원, 



• 탄소 가격,  

• DAC 구축 규모 

 

이러한 모든 요인은 Direct Air Capture 를 통한 탄소 제거의 지역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CAPEX 은 유럽과 미국보다 중국, 중동, 러시아 및 

북아프리카에서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안에서 그 지역들은 

더 저렴한 재료들과 낮은 가스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산화탄소의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유럽, 미국, 일본(최대 $250/tCO2)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DAC 비용은 2020-2030 년 동안 31-43%, 2030-

2050 년 동안 10-2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DAC 의 상당한 비용 절감 

잠재력 때문입니다. 

특히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대규모 DAC 구축이 있을 것입니다. 

 



 

 
출처: IEA, 2022 

 

세금과 같은 탄소 가격이 없다면, 모든 지역은 $100/tCO2 미만으로 대기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동은 $50/tCO2 미만의 DAC 

비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낮은 CAPEX, 낮은 천연가스 가격 및 낮은 전기 가격 

덕분입니다. 



한편, 2050 년 탄소 가격이 250 달러/tCO2 면 모든 지역에서 DAC 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DAC 발전소가 열 및 재생 에너지(태양광 PV 또는 육상 및 해상 

풍력)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DAC 규모 구축에서 Net Zero 시나리오에 따른 CAPEX 비용은 2030 년에 

최대 49-65%, 2050 년에는 65-80%까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높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전기 및 열을 위한 최고의 

DAC 기술은 총 direct air capture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Top 3 Direct Air Capture 기업 

이 부문의 상위 3 개 기업은 클라임웍스(Climeworks), 카본 엔지니어링 (Carbon 

Engineering) 및 글로벌 서모스탯 (Global Thermostat)입니다. 

클라임웍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클라임웍스는 2009 년 연구 대학인 ETH 취리히의 자회사로서 

설립된 DAC 기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임웍스는 CO2 를 흡수하는 고체 필터가 적용된 S-

DAC 를 사용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클라임웍스의 Direct Air Capture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 총 15 개의 DAC 플랜트을 건설했습니다. 대기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1,500 만 달러 규모의 Orca DAC 플랜트를 아이슬란드에 

지었고 그것을 영구 저장하기 위해 깊은 지하에 펌핑했습니다. 

오르카(Orca)는 연간 약 4,000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 최초의 산업 규모의 

Direct Air Capture 및 저장 플랜트입니다. 이는 유럽에 거주하는 약 600 명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클라임웍스의 오르카는 이산화탄소를 가열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미 

만들어진 원천인 지열 발전소 옆에 지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DAC 발전소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나 연소 폐기물 에서만 에너지를 얻는다. 

DAC 에 의해 격리된 100 톤당 약 10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현재, 클라임웍스는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0 년 Venture Kick 

우승, 2017 년 Venture Leader,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TOP 100 Swiss 스타트업 

중 하나였습니다. 

 

탄소 엔지니어링: 

밴쿠버에 본사를 둔 Carbon Engineering Ltd 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Direct Air 

Capture 파일럿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algary 와 Carnegie Mellon 

대학교에서 탄소 관리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2009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카본엔지니어링(CE)은 자사의 기술을 1 Point Five(Oxy Low Carbon Ventures 와 

Rusheen Capital Management 간의 합작 투자에 기술을 라이선스 했습니다. 

2024 년에는 연간 100 만 t 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할 수 있는 DAC 플랜트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 의 DAC 기술은 팬으로 대기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수산화 칼륨 용액(L-DAC)을 

사용하여 포획된 CO2 분자를 결합합니다. 그런 다음 공기의 나머지를 환경으로 

되돌리는 동안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 형태의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추출합니다. 

 

CE 의 액체 Direct Air Capture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CE 는 영국 스코틀랜드 DAC 플랜트 개발에 대해 Pale Blue Dot Energy 와 함께 

사전 FEED 를 (프런트 엔드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DAC 회사는 최근 2026 년에 캐나다에서 가동될 공력 연료 플랜트의 

엔지니어링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서모스탯: 

이 DAC 회사는 2010 년 컬럼비아 대학의 두 명의 학자에 의해 미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클라임웍스와 마찬가지로 GT(글로벌 서모스탯)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특허 

고체 흡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GT Direct Air Capture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GT 는 지금까지 두 개의 DAC 시범 파일럿 플랜트를 위탁했습니다. 현재 

ExxonMobil 과 협력하여 DAC 기술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Haru Oni eFuels 파일럿 플랜트에 DAC 장비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DAC 플랜트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혼합하여 합성 휘발유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당 최대 250kg 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이며, 이는 연간 약 

2,000tCO2/에 해당합니다. 

DAC 는 항공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솔루션 

중 하나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탈탄소화는 가장 어려운 에너지 

분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 합성 

연료(항공사에서 사용)가 수명 주기 동안 탄소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다이렉트 에어 캡쳐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rbonCapture: 분자체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 Hereloom: 탄소 광물화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DAC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 Hydrocell: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배기 가스에서 열을 회수합니다. 

• Infinitree: 동봉된 농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산화탄소 농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kytree: 전기자동차의 대기질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 Solletair Power: 환기와 건물의 이산화탄소 포집을 결합합니다. 

 

순 제로 배출량 충족을 위한 Direct Air Capture 의 역할 

DAC 는 순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핵심 CDR 

접근 방식이자 탄소 중립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 순 배출 제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제거된 이산화탄소의 양과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CDR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기반 

솔루션(재조림/조림), 향상된 자연 프로세스 및 기술 기반 접근 방식이 

포함됩니다. DAC 는 현재 많은 관심과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 기반 CDR 

접근법입니다. 

사실, 세계는 2050 년까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배출 순 배출 제로로 조정하기 

위해 DAC 가 필요합니다. 아래 그래프의 예측은 2050 년까지 순 제로 배출에 

도달하는 DAC 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추정에 따르면 DAC 는 

2030 년에 8,500 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고 2050 년에는 9 억 

8000 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R 및 DAC 기술을 

확장해 그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DAC 에 대한 

더 많은 투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AC 와 

같은 배출 감소 전략을 통해 기업은 순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DAC 기술에 대한 투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CDR 접근법으로 DAC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정책 지원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 년 초부터 DAC 연구, 개발 및 배포(RD&D)에 거의 40 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도적인 direct air capture 회사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10 억 개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DAC 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원과 투자도 최근 몇 년 동안 확대되었습니다.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Prelude, Lower Carbon Capital 과 같은 주요 

기관들은 DAC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Fortune 선정 500 대 기업들도 DAC 기술 향상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4 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5 개 기업이 CDR 기술에 9 억 2,500 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Stripe, Alphabet, Shopify, Meta 및 McKinsey 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Shopify 는 지속가능성 펀드를 통해 DAC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임웍스는 DAC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6 억 5 천만 달러의 주식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는 탄소제거 회사가 모금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DAC 에 대한 추가 지원은 XPRIZE 와 같은 프로그램(DAC 를 포함한 혁신적인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최대 1 억 달러 제공)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Breakthrough 

Energy’s Catalyst 프로그램은 DAC 와 같은 CDR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 투자자들은 CDR 및 DAC 접근 방식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탄소 상쇄권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배출을 방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배출권을 제공합니다. 탄소배출권은 법인이나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개의 배출권은 1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습니다. 



DAC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권을 통한 투자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들은 빠르면 2030 년, 늦어도 2050 년까지는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개인과 조직 모두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배출량 감소와 결합될 때, DAC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탄소 배출권은 기업이 막을 수 없는 배출량을 처리하여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거에 배출된 배출물들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효과를 뒤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이드를 통해 이 계획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부터 탄소 상쇄권과 탄소 배출권의 차이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및 탄소 상쇄권에 대한 심층 기사를 확인 해 기업이 탄소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