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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

전문가	칼럼

김형주 박사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 및 연구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人口)에 회자된 단어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이다. 서방 경제 

선진국인 G7 국가들 중 이탈리아를 제

외한 6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0년 12월 현재 전 세계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포함한 128개국

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

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

고 뒤이어 정부차원에서 「2050 탄소중

립 추진전략」,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

진전략」 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부정

책을 발표함과 아울러 2021년 5월 대

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여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

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 정부는 기

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하는 목표를 연말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에 제출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성, 효율성

의 경제적 잣대로 경쟁력의 강도를 판

단 받아 왔으나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이런 전통적인 재무적 경쟁력 이외에 

비재무적인 역량 즉,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대로 옮겨가고 특히 환경경

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변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

지 다소비 산업을 주요 먹거리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 각 산업부문의 

친환경/저탄소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산

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산업의 친

환경/저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사들은 기

존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재생에너

지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의 저감과 함

께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전 세계 12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어 녹색기술 국제협력 사업

은 배출권 확보를 뛰어 넘어 글로벌 지

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

리기술의 해외 진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망기술과 해외의 니즈를 잘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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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새로운 녹색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양자 및 다자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가시

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

는 사업구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먼저 양자 협력 관점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혁신적

인 녹색기술 제휴 및 제3국 공동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소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은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 개발

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진 기술을 보

유한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

축이 필요할 듯하다. 예를 들어, 수소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독일이

나, 유럽 CCS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 등과 사안별 협력이 가

능할 것이다. 아울러 개도국 시장 대상 

협력을 위해서는 최근 한·미, 한·스페

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

국·스페인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남미 

국가 공동 진출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 측면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술 및 재

정 메커니즘을 주목하고 적극적 활용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메커

니즘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선진

국을 중심으로 42개국이 공여국으로 

참여하여 ’20~’24년 사이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공여를 약속하고 우리나

라 역시 동 기간 동안 2억 달러 공여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메커니즘은 국가 간 기후기술

의 개발 및 이전을 보다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제도로서 특히 기후

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 CTCN)는 사무국과 

CTCN 가입기관 및 당사국의 국가별 지

정기구와 협업을 통해 기술지원, 역량배

양 및 지식공유 등 기술이전 업무를 추

진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650여개 기관 및 서부발전을 포함한 81

개의 국내 산학연 기관이 CTCN의 회

원기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올해 9월 

GCF가 위치한 송도에 CTCN 최초로 협

력연락사무소가 개소되어 보다 활발한 

협력이 예상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 이외에

도 정부, 국제기구, NGO, 기업, 연구

소 등이 참여하는 260여개 이상의 기

후변화 대응 국제이니셔티브가 존재한

다. 특히 올해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

최된 P4G 정상회의를 통해 알려진 ‘녹

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

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라는 국제 이

니셔티브는 국내 기업의 또 다른 개도국 

향 국제협력의 채널로 활용이 기대된다.    

최근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국내

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기술이 글로벌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 세계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비전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국내 산·학·

연 관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

인 도전을 했으면 한다.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 2030의 약자로 “녹

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

한 연대”를 의미하며, 녹색경제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

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P4G 이니셔티브는 

2017년 9월 공식출범하여 현재 미

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

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

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

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기관, 민간부문(기업), 시민사

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

   	(정부) 정책방향과 초기자금 제공 

    (기업) 투자를 통한 실제적 행동

     	(시민사회)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

공과 모니터링

    P4G 파트너십 유형

     	(스타트업) 유망사업 중 타당성 검

증 필요사업, Max10만불 지원

     	(스케일업) 타당성 검증 후 규모 확

대 필요사업, Max100만불 지원

      (최우수	파트너) 매년 5대 중점분

야별 선정된 5개 사업 중 1개 사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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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2021.6.15. 관계부처 합동

정부(과기정통부)는 6월 15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 

감축수단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CCU 기술은 탄소

중립 핵심수단으로 본 로드맵에서는 장기 정책목표와 기술혁신 전략, 

R&D투자 촉진방안, CCU 표준·인증체계 등 제도적 기반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정부는 CCU 기술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25년까

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기술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2030년까지 14개(화

학전환 10개, 광물화 4개)의 CCU 상용제품을 개발하며, 2040년까지 기존 시장

가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CCU 기술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

2030

(現) 없음 → (’30) 14개 제품

(화학전환 10개, 광물화 4개)

2040

(現) 연구중 → (’40) 100%

(기존 시장가 수준 가격경쟁력)

CCU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新산업 창출

CCU 전주기 R&D 확대

➊ 범부처 공동 기획 및 중장기 R&D 지속 투자

➋ R&D 이어달리기 역량 강화

➌ 실증 R&D 확대

민간 R&D 참여 유인

기술지원 플랫폼  투자 인센티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범부처 역할 분담

분야별 중점기술 도출

➊ CO2 포집 ➋ CO2 화학전환

➌ CO2 생물전환 ➍ CO2 광물탄산화

➎ 기타탄소 활용

단계별 R&D 전략

단기(~’25)  중기(~’30)  장기(~’50) 로드맵

    CCU 감축량 산정 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CCU 사업 지원

       CCU 표준·인증 체계 구축

       CCU 촉진법

CCU 상용제품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現) 선진국 대비 80% → 

(’25) 선진국 대비 90%

2025

기술경쟁력

확보

비전

정책 목표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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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CCU 기술분야는 CO2 포집과 활용으로 구분되며 활용분야는 화학전환, 생물

전환, 광물탄산화로 기술을 분류할 수 있다. 포집기술은 2050년까지 포집비용

을 현재 1/3수준인 $20/t-CO2이하로 낮추고, 현재 상용화 기술이 확보되지 않

은 활용분야는 2030년까지 상용제품군을 만들고 2040년부터는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 기술개요 현수준 기술개발목표

CO2 포집
여러물질이 혼합된 배가스에서 

CO2를 포집 분리하는 기술

 상용급 포집비용 $60∼70/t-CO2

 (국내) 한전, 에기연

(’30)   100만톤급 포집기술 확보 

비용 저감 $30/t-CO2이하

(’50) $20/t-CO2이하

활용

화학전환

CO2를 반응원료로 활용 

화학적 전환을 통해 연료, 

기초화학제품 등 탄소화합물로 전환  

 상용화기술 없음(실증단계)

 (국내) 화학연

(’30) 상용제품군 확보(10개)

(’40)   주요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현시장가 수준)

생물전환

CO2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여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를 생산, 

바이오연료, 소재 등으로 제품화

   바이오매스 생산 단가 $2.0/kg

 (국내) 고려대

(’30) $1.0/kg

(’50) $0.4/kg

광물탄산화
CO2를 탄산염 형태로 전환하여 

광물화하는 기술
   상용화기술 없음(실증단계)

(’30)   CO2 반응경화시멘트· 

건설소재군(4개)

(’40) 광물탄산화상용규모 격상

추진내용 이행부처(협조부처)

국가목표 CCUS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위

기술

개발

CCU 원천기술 확보 과기부(산업부)

CCU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산업부(과기부·환경부)

보급
CCU 도입 및 확산지원, CCU 제품 활용 지원 등

산업단지 개조 및 CCU 산업단지 조성 지원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기반

구축

제도개선
CCU 관련 법률 제도 정비, 네거티브 규제혁신 및 인센티브 제도 설계, 

배출권거래제 보완 등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국제협력

국제탄소시장 활용 및 해외감축사업 지원강화 국조실, 환경부(외교부)

UNFCCC 기술메커니즘 지원 및 개도국 기술협력 과기부

인력양성 CCU R&D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과기부, 산업부

CCU 부처별 역할 분담

CCU 세부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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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체계도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2021.7.15.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뉴딜

2.0은 한국판 뉴딜을 1년간 추진해온 결과를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대

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개편하였으며, 특히 기존 2+1 정책방향의 하나인 ‘안전망 강화’

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하여 사람투자,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뉴딜

그린뉴딜디지털뉴딜

휴먼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04 | 지역균형뉴딜

➊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➋ 지자체 주도형 뉴딜, ➌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비전

추진구조

추진과제

뒷받침 재정 지원 민간 참여 제도 개편

01 | 디지털뉴딜 02 | 그린뉴딜 03 | 휴먼뉴딜

➊ D.N.A 생태계 강화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규

➍ SOC 디지털화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규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➊ 사람투자

➋ 고용사회 안전망

➌ 청년정책 신규

➍ 격차해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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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뉴딜2.0을 통해 2025년까지의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

로 1.4배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분야별 추진전략을 재편하였다. ‘디지털뉴딜’은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초연결 신산업육성을 신설하였으며,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감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휴먼뉴딜’

은 기존 안정망 강화분야를 보강하고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설하여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2.0 변경사항

구 분 뉴딜1.0 (’20.7.14.) 뉴딜2.0 (’21.7.14.)

재정

규모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

(국비 114.1조원 포함)

220조

(국비 160조원 포함)

분야별

추진

전략

01 | 디지털뉴딜

➊ D.N.A. 생태계 강화 ➊ D.N.A. 생태계 강화 

➋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통합)

➌ 비대면 산업 육성

➌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비즈니스 파격 지원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육성

➍ SOC 디지털화 ➍ SOC 디지털화

02 | 그린뉴딜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전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➊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➋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03 | 휴먼뉴딜 신설

➊ 고용·사회 안전망* ➊ 사람투자

➋ 사람투자* ➋ 고용·사회 안전망

*기존 안전망 강화 분야

➌ 청년정책 신설

  주거안정 등 생활안정 지원

  미래분야 일자리, 직업능력 확충

➍ 격차해소 신설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 강화 

04 | 지역균형뉴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지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지속추진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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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상한제 개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의 직접적인 규

제가 필요함에 따라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으로(’22.4월 

이후)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 배경과 관련근거, 운영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력거래소 제공자료 일부 인용]

도입 배경 및 관련 근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18.6.)] 중 전환부문(전기+열)에 

추가 감축 3,410만톤 포함

    제29조의2(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

전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실제 거래비용을 연료비에 더한 비용을 평가하여 환경비용 

절감경쟁을 촉진

    향후 환경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쟁하는 가격입찰제를 선도시장*부터 단계적

으로 도입

  *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입찰량을 제한하고, 수급안정을 고려해 분기별/월별로 배분해 입찰

(석탄은 선도시장만 참여, LNG는 선도·현물시장 참여 가능) 

   UN에 2030년 감축목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20.12.)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2.)] 제29조의2 신설 예정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을 구체화

    석탄발전기를 용량·효율·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그룹화, 그룹별로 입찰량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발전량을 많이 배분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실

제적으로 가능한 시장구조 설계 예정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의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른 석탄발전량 상한

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제한

    월간 상한 계획: 전력수급 안정(동·하계수급 대비, 미세먼지관리시기 고려)과 

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월별 발전량을 효율적으로 배분

   연·월간 상한 계획
석탄발전상한 =

연도별 발전부문 배출허용량×석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직전3개년 평균 등)

석탄 배출계수(석탄평균, BM계수 등)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안)

   석탄발전상한제 추진 절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연도별  

감축 목표

  전원믹스 계획 

  연간 석탄발전  

허용 상한 도출

  연간/분기/월간  

배분계획

  회사/단지별  

기본물량/경매  

물량 할당방안

  경매시장 설계

  낙찰발전량에  

대한 이차시장 

설계(필요시)

  낙찰발전량  

운전계획 제출

  계통안정을 위한 

보완(비낙찰량  

활용 및 수급안

정 개입절차)

발전분야 
온실가스 
허용 상한

국가 석탄발전
허용 상한
(상한계획)

회사/단지별
석탄발전 허용 
상한(할당 계획)

가격입찰 경매시장 
및 낙찰 물량 이차 
거래(선도시장:

경매시장+이차거래)

발전기 
운전계획 및 

현물시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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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상한관리 및 운영체계(안)

석탄발전상한제 운영 예시 전력수요(동계·하계 수급대책기간) 및 미세먼지 관리시기 등을 고려한 석탄발

전의 탄력적 운영 

*   전력거래소에서는 이해당사자(발전사, 한전 등)간의 상호의견 조율 후 확정, 규칙개정 및 모의운영 준비예정(~12월)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➍ 월간 경매시장 개설

    - 경매물량(비공개), 요구명세, 개시가격 등 확정
M-3월 2주

KPX, 발전사업자

KPX, 발전사업자

➎ 선도계약체결 M-3월 3주

➐ 월 목표대비 추정배출량 비교·검토

KPX

KPX

➑ 조정물량반영 후 M+3월 경매시장 개설

M+1월 1주

M+1월 2주

➌ 목표년도 월간 사전할당계획 수립

    - 필수운전물량 등 확정
N-1년 4분기KPX, 선도시장위원회

KPX, 발전사업자➏ 현물시장 운영(결제 등) M월

➊ 목표년도 석탄발전상한 계획 N-1년 3분기

KPX, 발전사업자

산업부, KPX, 선도시장위원회

➋ 연간 사전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시장 개설 N-1년 3분기

선도경매
(월간)

선도경매
(연간)

현물운영

상한계획

상한계획

동계수급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려

전원간 경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최대화

하계수급 대비
예비력 고려

월간 조정을 통한
연간 감축목표 달성

12월 6월2월 8월4월 10월1월 7월3월 9월5월 11월

석탄
발전
총량

LNG
발전
총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계수급대책기간 하계수급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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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it for 55」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

축을 위한 입법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 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재생에

너지, 건축물, 해상 및 항공운송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제시

하고 있으며, 향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입법패키지-주요 제안사항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EU ETS내 배출감축목표 강화, 2026년부터 EU ETS 무상할당 

점진적 축소, 2027년까지 EU ETS 배출권의 전면 경매화

    해상운송 부문 ETS 확대 적용, 도로운송 사용연료 탄소배출에 

새로운 거래제도 별도 적용

    재생에너지의 사용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과세 지

침 개정(REDⅡ)

    천연이산화탄소 흡수원 보전·확대를 위한 토지이용·산림·농

업에 관한 규정 개정 등  

  목적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이 상이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탄소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별된 일부 산업부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제안하여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 역내외 기업간 경쟁을 공평하게 하는데 목적

이 있음 

  적용범위

모든 비EU국가로부터의 수입(단, EU ETS에 참여하거나 EU ETS

에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제외) 

  적용품목 

5개 사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총 53개 품목(철강 

38개, 알루미늄 8개, 비료 5개, 시멘트 1개, 전기 1개)에 적용

  조치방식 

EU ETS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도입하여 수입상품에 적용

    CBAM 인증서의 경매 및 가격책정은 EU ETS와 유사, 공동경

매플랫폼에서 매주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치에 기초하여 결

정함 

    원산지국에서 기 지불된 탄소가격만큼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를 차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U ETS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CBAM 

의무수준도 경감될것으로 예상

    발효 및 과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CBAM 규정 발효, 과도기간(’23~’25년) 동

안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의 실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분기 보

고할 의무 부담,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 적

용(미제출 CBAM에 대해 100EUR 페널티 부과)  

CBAM 대상품목의 EU 수출규모 33.1억달러로 그중 

철강제품 수출비중이 95.2%인 31.5억달러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6위권임. CBAM 적용될 경

우 철강부문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것으로 전망되며, 

제도시행 초기에는 철강부분 EU ETS 무상할당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최대 79.6%

의 품목에서 CBAM 인증서 감면이 예상되나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의무부담 수준

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 배

출권거래제와 EU ETS와의 호환 가능성 또는 동등성

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EU에 우리나라의 

탈탄소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CBAM 인증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대응방안 마

련이 필요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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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시장 리포트

배출권 거래 실적

장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할당배출권(KAU20)

은 2018년 11월 8일 상장하여 2021년 7월 현재

까지 거래되고 있다. 거래는 23,200원으로 시

작하여 2020년 4월 최고가 42,500원을 정점

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1년 6월 9,750원 

최저가를 형성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 종가

는 15,800원/톤이다. KAU20 6월 30일기준 총 

거래량은 3,955만톤이며, 장외거래가 58.2%인 

2,303만톤, 장내거래는 33.6%인 1,330만톤, 경

매는 8.2%인 322만톤 거래되었다. KAU21는 이

월제한으로 가격이 급락한 KAU20의 시세 영

향으로 평균가는 18,638원이며 총 거래량은 

367만톤으로 현재 거래가 저조한 상태이다. 

배출권거래 현황 (2018.11.8.∼2021.6.30.)

구분 KAU20 KAU21 KOC

장내
거래

거래가격
(원/톤)

종가 22,700 16,150 25,000

평균가 18,378 18,638 28,038

최고가
42,500
(’20.4.2)

23,000
(’21.1.4)

40,800
(’20.4.23)

최저가
9,750

(’21.6.22)
11,550

(’21.6.23)
23,000
(’18.11.12)

거래량
(톤)

경쟁매매 11,030,492 131,500  417,864

협의매매 2,265,017 - 1,120,101

장내전체
13,295,509

(33.6%)
131,500
(4.9%)

1,537,965
(15.6%)

장외거래량(점유율)
23,034,509

(58.2%)
2,537,867
(95.1%)

8,295,274
(84.4%)

경매(점유율)
3,222,900

(8.2%)
- -

총 거래량 39,552,918 2,669,367 9,833,239

배출권거래	시장	리포트

KAU20 매매 현황 (경쟁 + 협의)

(톤CO2)

'19/09 '20/01 '20/02 '20/07'20/03 '20/08'20/04 '20/09'20/05 '20/10 '20/12'20/06 '20/11 '21/01 '21/03 '21/05'21/02 '21/04 '21/06'19/11'19/10 '19/12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

	거래량						 	평균단가 1,667,920

792,845

420,353

637,932

38,652

156,050

639,473

395,218

78,554

500,506

1,190,143

58,650
13,300

676,875

162,047

32,14932,000
1,139

1,332,130

(원/톤CO2)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31,300
32,113

38,000 38,500
40,050

34,205

23,990

41,932

30,622

20,995

21,249

24,279
22,264

25,434

19,050

19,021

18,609

16,338
17,452

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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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시장	리포트

2차 계획기간 KAU20 경매 실적 2차 계획기간 경매는 총 26회 진행되어 총 1,642만톤이 낙찰되었다. 낙찰가격

은 장내시장가와 연동되고 있으며 KAU20의 경우 평균 21,494원으로 낙찰되

었다. KAU20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제로 인한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경매가 일지 중지되었다. 2차 

계획기간에서 3차 계획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6월의 

KAU20 마지막 경매가격은 KAU20 경매가격 중 가장 낮은 11,450원에 낙찰되

었다.

경매

물건
입찰일

입찰수량

(톤)

응찰수량

(톤)

응찰율

(%)

낙찰수량

(톤)

낙찰가격

(원)

응찰

업체

낙찰

업체

참고

(장내 시장가*)

KAU20

(7회)

2021.6.25. 5,556,600 30,900 0.6 30,900 11,450 2 2 13,700

2021.1.13. 400,000 301,000 75 271,000 17,050 6 5 17,100

2020.12.9. 937,500 858,900 92 858,900 22,600 7 7 23,400

2020.11.11. 650,000 362,500 56 362,500 21,650 5 5 22,200

2020.10.14. 616,100 629,600 102 616,100 23,700 8 7 23,700

2020.9.9. 711,900 595,800 84 595,800 20,550 7 7 21,250

2020.8.12. 520,600 487,700 94 487,700 20,900 8 8 21,000

소계 9,392,700 3,266,400 34.8 3,222,900 21,494 - - 18,378

KAU19(13회) 9,297,500 11,430,200 123 8,550,400 34,155 6~12 6~10 31,523

KAU18(6회) 4,790,000 7,258,400 152 4,649,500 26,751 5~10 4~9 26,650

2차 계획기간 계/평균 23,480,200 21,955,000 94 16,422,800 29,574

* 경매입찰일 기준 종가, KAU18,19,20 시장평균가는 전체 거래 평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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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2050 탄소중립 대응 TF 출범

우리 회사는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장 직속 

조직으로 ‘탄소중립 대응 T/F’를 구성하고 6월 15일 본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탄소중립 대응 T/F는 크게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전략 분과 △에너

지 전환 과정상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전환 분과 △원활한 전

환 기반 조성을 위한 노사문화 분과로 구성되었다. 

6월 15일 T/F 첫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현 수준을 짚어보고 당면한 현안과제 해

결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각 분과는 맡은 역무

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탄소중립 대응 T/F 활동을 통해 안정적 수익창출원인 석탄화력을 과

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등 구체적인 탄소

중립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 에너지 전환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중심 ESG 경영 강화 – ESG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

우리 회사는 ESG 경영에 대한 CEO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

립하고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중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6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내 ESG 위원회를 구축하였으며,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자문 △ESG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사전검토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 심

의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지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ESG 관련 실질

적인 업무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관리본부장 주관 ‘ESG 실무추진단’도 신설하고 

조직내 ESG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

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1년 4월에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 부터 공기업 최초로 기후변화와 수자원관리 2개 분야에

서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연내에는 약 2000억~3000억 규모의 녹색채권(그린본드)을 발행해 

ESG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화된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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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지구의 날 기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생활 홍보활동 전개

주요행사

우리 회사는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

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문제를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자 

소등행사,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 직원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기후변화주간 동안 저탄소 소비를 위한 작은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

에 밤 8시부터 10분간 본사 및 사업소의 행정동과 사택을 대상으로 안전, 보안과 관련

된 필수조명을 제외하고 소등행사를 가졌다. 또한 생활 속 탄소 줄이기를 위해 「WP-

Carbon 마일리지」 신규 가입자에게 기본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해 주고 사내 카페에서

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와 함께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에코백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 동안 전 직원의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의식

을 함양하고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부발전의 도전」을 주제로 매일 오전, 오

후 사내방송을 통해 탄소중립의 이해, CCUS 상용화 도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등 

테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우리 회사는 「지구의 날」 이벤트, 「WP-Carbon 마일리지」 제도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저탄소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사례를 만들

어 나가고 있다.

지구의 날*

1970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사고

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

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

을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4월 22일을 지구의 날

로 정하고 기념일을 전후로 기후변화 주간을 설정하

여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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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mart Grid EXPO 2021」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참여

주요행사

우리 회사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Korea Smart Grid EXPO 

2021」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스마트 발전소 운영」이라는 주제로 참여

하여 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발전 

데이터 개방을 통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현황 등을 EXPO 참여자들에

게 적극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CCUS(탄소포집·전환·저장)기술 

전과정과 태안발전본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CO2 포집 실증설비 모형을 전시하고 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고 압축, 액화시켜 최종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거나 해저

에 저장하는 전과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CCUS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각분야에 대한 감축사업과 기후변화 취

약지역의 공동시설에 대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기후적응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

여 타 기관으로 확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최적화된 혁신기술로 세계 최고 모듈 효율을 자랑하는 태

양광 모듈과 소형 풍력타워 모형, 서인천 2~5단계에 설치된 인산염형(PAFC) 연료전

지 모형 등 신재생개발사업에 활용하는 설비 모형을 전시하고 서부발전의 신재생 설비

현황 및 사업개발 로드맵 등 신재생 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 회사의 노력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우리 회사는 국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공유 센터를 설립하

고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약 40만개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돕고 있다. 또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직무교육

을 VR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체험형으로 진행하는 가상훈련 시스템을 구축하

여 활용 중에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스마트 그리드 분야 전문가 및 관련업종 관계자 약 1만여명이 참

여하는 행사로 많은 관람객들이 서부발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과 사

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에서 어떻게 온실

가스를 줄여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8 Climate Change Briefs

주요	활동	및	성과

우리 회사는 5월 12일 충청남도와 비대면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을 위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폭염, 혹한 등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주민

들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고효율 조명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 공용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하고, 쿨루프 시공과 건물 단열 개선, 기후위기 적응·대응 교육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우리 회사와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서천군, 천안시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LED

조명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2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아울러 13개의 코로나19 극복 긴급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우리 회사는 이 같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올해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대상마을을 대폭 확대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와 충남도는 대상지 공모절차를 거쳐 공주시 우성면, 계룡시 구마

면 및 금암동, 청양군 정산면 등 36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우리 회사는 시범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가 등을 담

당한다. 충남도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따라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안심마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

능한 일자리 마련에 기여해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년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착수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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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녹색기술센터, 국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우리 회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7월 8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1년 대·중소기업 동

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 회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그린크

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은 동반성장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

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그린크레디트 사업에 참여하며, 중소·중견기업 3

개사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고에너지 설비를 고효율 인버터 기술이 적용된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힘을 보탤 것이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6월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술메커니즘 이행기구인 기

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의 국가지정기구 전담지원기관인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와 서울 중구 녹색기술센터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노하우와 GTC의 국제협력사업 추

진 역량을 모아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외 감축분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을 발

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민관공동 ‘P4G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 新시장 창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나갈 예

정이다.

CTCN*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 개발·이전

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기구, 발전공기업 

최초 서부발전 전문기관 승인(’20.1) 



20 Climate Change Briefs

주요	활동	및	성과

우리 회사는 4월 28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CDP 한국위원회 주관 “CDP Korea 

Report 2020 발간 및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공기업 최초로 기

후변화대응, 물 경영 2개 분야에서 동시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회사는 2020년 비상장기업으로서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후변

화대응, 물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수상은 그간 신재생발전 확대 및 발전설비 효율 향상, CO2 포집기술 개발 투자 등

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 최초 충남형 그린뉴딜 기후안심마을 조성사업의 취약계

층 에너지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400억원 규모의 폐수 무방류 

설비를 투자하고 폐수 재활용 확대 등의 물 경영관리 노력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및 수자원 

관리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정부정책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기업 최초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2개 분야(기후변화, 물 경영) 특별상 동시 수상

수상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전세

계 9,600여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산림자원 등 환경경영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시정보를 분석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매년 발표되는 CDP평가

결과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세부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20년) 프로젝트 로고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응 9,526개

Water Security 수자원 경영 2,934개

Forests 산림자원 6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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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4월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태안발전본부 정제회, 서인천발전

본부 및 군산발전본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였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환경부가 제품의 원료, 생산, 사용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7대 범주*에 대해 계량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수치화하는 제도이다. 

이에, 태안발전본부 정제회, 서인천 및 군산발전본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7대 범주의 

평가제도 개선 이후 최초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넓은 분야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태안 및 평택발전본부의 생산전력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추

가로 획득할 계획이다. 

환경영향 7대 범주*

탄소, 자원, 오존층,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 

환경성적표지(환경영향 7대 범주) 
인증 획득

인증

452g 2.43g 1.07g 2.56g

0.000273㎥ 0.000564㎎ 0.145g

492g 2.64g 1.17g 2.82g

0.000161㎥ 0.000621㎎ 0.158g

   서인천발전본부 생산전력(’21.3.26.~’24.3.25.)

   군산발전본부 생산전력(’21.3.26.~’24.3.25.)

   태안발전본부 정제회(’21.3.26.~’24.3.25.)

18.4g 0.0752g 0.0290g 0.00521g

0.000151㎥ 0.000807㎎ 0.00476g



지식	공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저탄소제품이 녹색제품에 추가됨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

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2012년 전력분야 탄소배출량 인증을 취득하고 2013년 발전부

산물에 대해서도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량 인증을 취득하는 등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

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7대 범주)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2001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였고 2016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에 따

라 환경성적표지제도와 탄소성적표지제도가 통합되었다. 2020년부터 녹색제품에 저탄

소제품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 3월 21일부터 개별 영향범주 인증 신청이 불가하고 환경

성적표지 통합 인증만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7대 영향범주)

인증혜택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 

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오존층 영향

(Ozone Depletion)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2011
저탄소제품 인증 시행

2017
환경성적표지 신규 통합로고 

시행(’17.1.)

물발자국 인증시작(’17.11.)

2009
탄소성적표지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 시행

20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제도와 

탄소성적표지제도 통합(’16.7.)

2001
환경성적표지제도 시행 

근거법령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2020
녹색제품 내 저탄소제품 

포함(’20.7.)



Quiz 
Event

구독자 참여 이벤트

응모방법

QR코드를 찍어서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이란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이상 못 줄이는 배출량은 산림흡수 등을 통

해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장직속  

대응 T/F를 구성하였다.   

 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

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해 생

산하는 수전해수소를 말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

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수전해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국민 중심의  경영에 대한 CEO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경영을 강화해 미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위원회 설치,  실무추진단 신설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 완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

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Q1.

Q2.

Q3.

Q4.

정답 4개를 모두 맞춘 30명을 추첨하여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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