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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탈탄소화 과제

소개글

고객,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요구

정부의 정책 및 목표

기후변화 행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결국 대중이 주도하는 방향을 따르게 된다. 기후 변

2019년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기후 시위에는 수백만 명의 사

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재 다수의 정부가 탄

람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1

이 시위는 약 185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있다.

긴급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한 지속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

가능성 문제에는 솔로몬 제도의 해수면 상승, 남아프리카의 유독

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로 만

성 폐기물, 인도의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인도의 대기오염,

드는 경제의 추구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이며, 파리기후협정의 세계

호주의 석탄 채굴 확대 등이 포함된다.2 2020년 COVID-19 팬

기후 조치에 대한 EU의 약속과 부합한다.7

데믹에 따른 셧다운(shutdown)은 전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환

또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일환으로 2030년을 탄소배출량의

경 파괴와 공해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

정점으로 설정하는 감축 목표를 야심차게 발표했다.8 중국의 단기

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의 산업 중심지에서는 몇 년 만에

목표는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

처음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당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9 중국은 2017

3,4

소비자의 태도 변화와 행동주의 산업 활동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년과 2018년에 GDP 당 탄소배출량을 각각 5.1%와 4% 감소시킨

긍정적인 영향은 기후 이슈에 대한 기업과 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후 현재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10 최근엔 중국의 탈탄

있다. 점차 많은 기업이 지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

소화 진행 상황에 예상 밖의 진전이 있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 웹

이고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저탄소 미래를 받아들여야

사이트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2019년 12월부터 2020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2020 딜로이트 자원 연구(2020

년 2월까지 COVID-19에 따른 셧다운으로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이

Deloitte Resource Study)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 3/4에 달하는

일시적으로 25%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11

응답자들은 고객이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할 것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외에도, 일부 정부는 탄소에 가격을 책

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정하여 목표를 더욱 빠르게 달성해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하는 기업의 비중(77%)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축자재부터 녹색 광물까지 다른 탄소 중립 제

trade program)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12 이 제도는

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 가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젊은 직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몇몇 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라 인식되는 반

원들은 수익 창출 외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6

면, 어떤 제도는 에너지 사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상

최근 직원 행동주의의 고조는 직원들이 총기 규제, 기후변화, COVID-

황에서 효과적이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

19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로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에너지 효율 의무, 배

5

출 규제, 탄소상쇄 가격제(carbon-offset pricing) 같은 보다 정교
한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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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가 행사하는 압력

기술 비용 하락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탈탄소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약

기술 비용의 급격한 하락은 E&R 기업의 탈탄소화 전략 실행에 도

7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움이 된다.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도입의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

Rock)이 그 예이다.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2020년에

(energy storage)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기후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 라고 선언하고, 블랙록이 '지속가능성을

파이낸스(BNE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팩의 평균 시장

투자 접근방식의 중심에 둘 것이다' 란 내용의 서한을 고객과 CEO

가격은 2010년 1,100$/kWh에서 86% 낮아져 2019년엔 156$/

에게 발송했다.14 또한,'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예상보다 빨리 기

kWh를 기록했다.18 BNEF의 예측에 따르면 배터리 팩 가격은 2023

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자본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고

년에 약 100$/kWh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경

예상했다.15

제 전반에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19

13

블랙록 지속가능성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익의 25% 이상이 발전용 석탄(thermal coal)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중단
·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및 지속가능회계기
.

또한, 사물 인터넷(IoT)과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AI
기반 에너지 관리(AI-enabled energy-management), 거래 플
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가
치사슬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준위원회(SASB)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
영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을 서약

변화를 위한 기회

· 액티브 투자 전략에 ES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보다 지속가능한 투자 자금 제공16

상기의 동인이 강화되고 융합됨에 따라 E&R 산업 내 많은 선두

블랙록의 펀드 규모와 영향력으로 이러한 전략이 주로 주목을 받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재생에너지 활용 및 기후 관련 리스크 해

았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대

소에 관한 목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딜로이트의 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가입한 기후 대

너지 전환 설문조사에 따르면 E&R 기업 최고경영진 중 89%는 화

응 100+(Climate Action 100+)은 450건 이상의 투자자 서명을

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거나 이미 개발 중이

받고 수십 개 국가에서 4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운용사

라고 응답했으며20, 그 중 30%는 이미 전략 개발을 완료했다고 응

를 대표하는 이니셔티브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겨냥하고 있

답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일부 E&R 기업은 정부 대응에 중점을

으며 가장 큰 투자자 주도형 참여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성장했다.17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10~30년 중장기 시나리오 계획을 통

여전히 단기 수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투

한 기업의 변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자자의 노력은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 특히 E&R 산업에 장기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주로 전력 및 유틸리티(재생
에너지 포함) 부문이 주도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의뢰한 분석
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 세계 주요 전력 회사 및 유틸리티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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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량이 크게 감소했다.21 데이터 애널리틱스 전문회사인 포인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트 380(Point380)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비영리

개발하고자 산업 협회 및 기타 그룹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 CDP에 보고되는 기업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2019년 7월 BHP는 탄소 저배출 기술 및 자연 기후 솔루션에 5년

면 , 탄소배출량의 감축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간 4억 달러를 투자하고 간접 배출(scope 3, 물류 및 협력사 등 기

작용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업 외부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22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scheme)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제도)와 같이 발전사들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도록 하는 녹색 정책(green policy).
· 석탄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가교연료(bridge fuel)로 사용되
고 있는 저비용 청정 연소 천연가스의 풍부한 양
·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기술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지원
인센티브
· RE100 이니셔티브와 같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
겠다는 대규모 상업 및 산업 고객의 약속23
이러한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일부 전력 및 발전회사들은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요청 없이도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에넬(Enel)은 많은 기업들이 설정한
2050 목표보다 훨씬 앞선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다.24
에넬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
기 위한 글로벌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5
광물 및 금속산업은 일찍이 기업 운영의 사회 허가(Social
License to Operate, SLO)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실가스
(GHG) 배출량을 줄이라는 대중의 요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일
부 기업은 이미 운영을 전기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제련과 석회화

5

발표했다.26 이후, BHP는 약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
고 현재 자금 배분을 시작하고 있다. 초기 투자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한 운영 부분에서의 배출량 감축과 제강 부분의 탄소 간접 배출
(Scope 3)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특히 광범위한 사용
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에 중점을 둘 것이다.27
마찬가지로 리오틴토(Rio Tinto)는 향후 5년간 기후 관련 프로
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28 그 외에도 석탄 생산을 중
단하였으며,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자산 별 검토에 합의하
고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부문에서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 변화 위원회(ETC)에 가입하였다.29 한편, 시멕스(CEMEX)
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35% 감축하겠다는 야
심찬 전략을 발표했다.30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탄화수소의 생산 및 가공인 정유·석유화학
부문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변화가 더딘 편이다. 그렇지만 몇몇 기업
들은 현재 운영 방식을 비롯하여 사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용하고 있다. 쉘(Shell)과 랩솔(Repsol),
에퀴노르(Equinor), 토탈(Total),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초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 집약도 목표를 설정했다.31 이들의 계획에는 태양광과

소개글

풍력, 수소, 바이오 연료와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비롯

에너지의 미래로 나아가기

하여 배터리 팩 및 그리드 밸런싱(gird balancing) 기술 같이 보조
적인 저탄소 사업으로의 확장이 포함된다.3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아직 노력해야 할

추가로, 메이저 석유기업(Oil Major)의 공헌 규모가 E&R 산업

부문이 많다. 2019년에 호주 모니터 딜로이트(Monitor Deloitte

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BP의 저탄소 투자 금

Australia)는 전 세계 112개 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수행했으며

액이 연간 50억 달러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3 이 투자는

그 중 69%가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의 기업이었다. 조사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등

2017년에서 2019년 중반까지 공시된 자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

다양한 저탄소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34 마찬가지로, 토

서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112개 기업은

탈(Total)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글로벌 시장 참가자가

총 45억 3,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며, 이 중 96%는 석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한 자금을 할당

유 및 가스, 화학, 광업 및 금속, 전력 및 발전 등의 E&R 산업에서

했다.35 현재 동사는 자본적 지출(CAPEX) 중 10% 이상을 저탄소

배출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보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기에 활용하고 있으며, 2030년 혹은 그 이전에 비중을 20%로

과제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늘릴 계획이다.36

탈탄소화는 고된 일을 수반한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은 에

이와 유사하게 몇몇 다국적 화학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

너지 및 원자재를 공급, 사용 및 소비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로 한 혁신적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 예를 들어, 듀폰(DuPont)

이를 설명하는 운영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또한,

은 순환경제 원칙을 사업 모델에 통합하고, 제품 및 프로세스 전체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와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에

를 그린 케미스트리(green chemistry) 원칙을 포함한 지속가능

너지 전환은 E&R 기업 간 상호작용 방식과 산업 간 융복합 방안과

성 기준을 활용하여 설계하며,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의 60%를

관련하여 산업 전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7

다음 장의 분석에서는 본 리포트의 목적에 따라 온실가스 프로
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이 제시한 탄소배출 분류 체계

사업을 재편하려는 욕구는 세계적 거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

를 사용한다. 기업 자체 배출 중 Scope 1은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

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스 및 화학사업과 저탄소 벤처기업을 통합

는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의미하며, Scope 2는 구매

한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Occi-dental)은 최근 탄소포집·저

한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나타낸다. Scope 3은

장·활용 기술(CCUS) 활용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다른 경제적 응용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서의 배출을 포함하여 기업 가치사슬 내

방안을 개발하여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과감한 목표

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Scope 2에는 포함되지 않은)을 의

를 발표했다.38

미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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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석유 및 가스 산업

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산업

광물 및 금속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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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화학 산업은 공급 원료와 에너지원으로 모두 사용되는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탄화수소 배출량은 쉽게 줄일 수 없다는 특징이

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화학 부문도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있어 화학 부문이 '탄소 저감이 어려운' 부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적 압력은 회사 안팎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보다

하지만 화학 산업은 많은 가치사슬에서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기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가치는 기업의

문에 화학 산업에서 탈탄소화가 진전을 이룰 경우 그 효익은 화학 산

브랜드와 명성에 따라 달라지고, 무책임한 기업은 투자자와 고객을

업뿐 아니라 수많은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잃게 될 것이며, 직원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더 의
식하게 되었다. 규제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이런 변화하는 의식이
발현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회용 비 생물분해성 플라스

화학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앞서 언급한 동인 외에도 규제와 과학적 압력에 의해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미했던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최근 명백
하게 드러났으며, COVID-19 팬데믹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후 변화
가 보건 위기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과
학자들도 있다.40 대중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소비한 제품을 부적

8

틱에 대한 금지 규제도 점차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화학 부문의 접근방식이 상당한 주목을 받
고 있다. 접근방식의 적용 범위는 화학 산업의 탄소배출을 넘어 부
산물까지 드릴다운(drill down)되며, 기업에 소비자들이 배출한 폐
기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
장 큰 플라스틱 제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전국에서 일회용 플라

화학산업

스틱을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말까지 주요 도

바이오 기반 원료(bio-based feedstocks)의 사용. 이러한 종류

시에서 비생분해성(non-biodegradable)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

의 지속가능한 공급원료들은 알코올, 유기산, 폴리에스터와 같

지되고, 2022년 말까지는 이 금지 조치가 모든 시, 군으로 확대될

은 생물 기반 화학 물질 생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식품, 바이

예정이다.41

오 연료 및 바이오 에너지 애플리케이션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화학 부문은 재활용 및 자원 회수(resource

토양 침식, 물 부족, 토지 사용, 생물 다양성 감소 및 농약 사

recovery)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탈탄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

용에 따른 물리적 제한으로 해당 공급원료 사용도 제한적이다.

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화학 부문은 EU 그린딜의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는 자원 및 물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

일부이자 COP21 기후 해결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2050

은 경향이 있다. 1톤의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5톤의 리

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가치사슬 내 다른 사업자들과 제휴

그노셀룰로오스나 8톤의 설탕과 긴 운송 거리가 투입된다는 점

하면서 대규모 폐기물 연료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도 비일비

이 그 예다.44

42

재하다.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은 최근에 네덜란드 Fuenix

· 폴리머, 고무, 배터리, 포장 재료, 용제, 열 전달 유체, 윤활유

Ecogy 그룹과 제휴를 맺고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열분

등과 같은 초기재료(virgin materials)로부터의 생산 방지.

해 오일을 공급하였고, 누리온(Nouryon)은 에어리퀴드, 로테르담

이것은 재사용,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재활용이나 다른 응용 분

항, 쉘과의 협업에 합류해 첨단 바이오메탄올 생산을 위한 폐기물

야의 대체 사용을 통해 자재 루프를 폐쇄함으로써 달성이 가

화학화 공장을 개발하기도 했다.

능하다. 일회용, 생분해성이 아닌 플라스틱 및 기타 초기 재료들

43

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량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
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물류과정, 재료 분리 및 회수 전반

화학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운영 시 자체 발생(Scope 1,2)하는 탄소 배출 문제는 이론적으
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 기업들은 염소나 포
스겐과 같은 유독 가스를 생산 시 모든 배출물 및 부산물을 포집
하도록 폐 루프 시스템(Closed-loop-system)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이 아니라 비용이 문제가 된다. 반면, 간접배
출(Scope 3) 또는 고객과 제3자 공급업체의 탄소 배출은 더욱 복
잡한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화학 기업들은 탈탄소화 전략을 추
진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에 걸쳐 순환작업이 실현 가능해지면 초기재료를 생산하지 않
는 것이 최적의 기후 중립적 솔루션이 된다. 그러나 순환작업이
동일한 응용 분야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효율성과 효과적인 측면만 본다면 재활용된 풍력발
전기 날개를 건설 자재의 추가 재료로 사용하거나 휴대 장비에서
추출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고정된 전력 제공원으로 사용하는
등 완전 다른 제품을 생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
다. 순환작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기에 언급한
재료들은 화학 부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그쳐,
거의 모든 재료가 재순환 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45

· 화학 물질과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

화학 산업에서 설정한 탄소 배출의 장기 목표 중 40%는 지속가

화학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왔으나 인공지능(AI)을

능한 바이오 또는 폐기물 기반 원료(feedstocks)를 사용하고 환

기반으로 하는 예측 분석, 고급 시각화 및 에너지 관리 애플리케

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 순환 과정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및

이션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자원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면 이론적으로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

있다.

다.46 그러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중 나머지 60%는 어떻게 달성 할

· 식물성/동물성 지방, 설탕,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전분, 옥수수

것인가?

또는 조류와 같은 지속가능한 폐기물(sustainable wast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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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고려사항
나머지 60%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부

녹색 수소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를 너

하고 값싼 재생산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후중립(climate neutral)

무 많이 소비하면서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

을 위해서는, 태양광(PV 또는 집중형), 풍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아마도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다른 용

물 에너지화, 열 펌프, 에너지 저장, 수력(조력 또는 파도), 지열 또

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는 녹색 수소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의해 화석 탄화수소를 완

이 될 수도 있고, 탄소 포집 및 사용(CCU) 등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전히 대체하는 운송 시스템 및 화학공정의 전기화가 필요하다. 이

인해 탄소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위한 원료

공정은 또한 화석 탄화수소 기반 공급원료로 폐기물, 바이오매스

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는 순환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것 이상으로 기후 중립적 공급원료
(climate-neutral feedstocks)를 대체해야만 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최종소비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
게되고 친환경 대체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존의 많은 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녹색 수소의 필요성이다. 물에서 수소를

라스틱과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

만드는 것은 천연가스나 석유에 비해 6~8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

또한 남아있다. 소비자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쉽게 받

요하다.47 현재 유럽 화학 산업이 녹색 수소로 운영된다면 오늘날

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생분해성 해조

유럽 전체가 소비하고 있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48 기후중립

류 기반 포장지, 옥수수로 만든 필름을 사용하는 플리스틱 없는

수소는 탈탄소화의 핵심인데, 이는 화학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저귀, 합성 거미줄과 민들레 고무로 만든 타이어, 일회용 튜브가

량(제품화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9개의 핵심 화학 구

필요 없는 치약 알갱이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전 세계 스타트업

성 요소(클로로인, 암모니아/요소, 메탄올, 에틸렌/프로필렌, 벤젠/

과 기존 기업 모두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톨루엔/자일렌)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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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 산업
세계 석유 및 가스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COVID-19는 글로벌 수요

석유 및 가스 기업이 통제 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를 감소시켰고 OPEC과 다른 주요 생산자들 간의 유가 전쟁은 초과
공급으로 이어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Scope 1, 2)하는 배출

일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단기 우선순위로 삼을 수도 있겠

량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완화(mitigation) 전략은 다음의

으나, 현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현재의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사항을 통해 가치사슬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인해 탈탄소화 전략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및

· 전력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과정의 전동화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집약도 저감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 수소, e-fuel/합성 연료,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탄소배출량이 적
거나 전혀 없는 연료 적용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배출량을 줄여야

· 연료 소비 절감을 위한 로지스틱스 개선. 예를 들어 공유 경제 원칙

한다는 압박을 도처에서 느끼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요구가 특히 직

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자는 운송 시간 및 물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3월 6일 UBS는 더 이상 북극 지방 해

트럭, 선박 및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운송을 조정

양 시추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50

웰스파

고(Wells Fargo & Company)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 다수의 미국 은행들도 이미 유사한 정책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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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통의 기준 수립 및 선
도적인 관행 확립
· 루틴 플레어링(routine flaring) 감소

투자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제한하려는 기조에 맞는

· 메탄 포집 도입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장기적 투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 IoT 센서,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

석유 및 가스 산업

해 생산과 저장 관리를 최적화하여, 시나리오 설계와 운영 모니

· 간접 배출(Scope 3)을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 또 다른 방안은

터링을 수행하고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추적하며, 설비를 사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통제해야 하는 폐기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

전 예방적으로 유지

라 가치 있는 원료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건축

·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 생산 – 탄화수소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

자재, 화학 물질, 연료의 공급 원료로 사용하는 시장 규모가 수

환(예: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제품을 생산(예: 바이

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화탄소의 가치는 개선된

오 연료 또는 합성가스)

유회수 공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어떤 이산화탄소 사용 사례

· 재사용 확대 및 적층 제조를 통한 폐기물 저감 및 공급망 유연성
확대

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 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C2CNT
라는 캐나다 기업이 '용융 전해(molten electrolysis)'를 이용
해 이산화탄소를 강철보다 강하고 전도성이 높은 탄소나노튜
브로 직접 변형시킨 사례가 있다.52 탄소 포집 기술 또한 빠르게

현실적인 고려사항

발전 중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엔지니어들은 최근 공기에
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53 기존의 탄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를 만족시키고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
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필
요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소 포집 기술과는 달리, 이 시스템은 발전소의 높은 배출량에서부
터 야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54 아직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

· 다양한 에너지 형식으로 다각화 전략을 취하고 기술을 최대한 활

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종류의 신기술은 시장의 호응을 얻는 기반

용할 것. 일부 기업은 풍력,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가동 확

이 되고, 더 나아가 탄소 포집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상품성

대에 따른 전력망 균형유지를 위한 스마트기술 또는 녹색 수소

또한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역량
을 강화화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설치나 전기차(EV) 충전소 등
보조 부문의 기업을 인수하여, 탄소 저배출 제품에서 무공해 제
품 포트폴리오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전략과는 무관하게 주
목할만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업스트림 자산보다는 다운스트림 고객들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함께 바이오

다수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동시에
기존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사업에 대해 탈탄소화 방안을 동시
에 고려 중이며, 해당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태계 내 파트너들
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BP는 최근 '자원 생산에 주력하는 국제 석유 회사에서
고객을 위한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는 통합 에너지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함께,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55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매 전력 공급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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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의 일환으로 BP는 2030년까지 약 50기가와트에 달

12가지 잠재적 솔루션과 권고안을 제시했다.64

하는 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도입하고, 10~15개 도시 및 3개 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일부 기업에게는 재

심 산업과 협력하여 탈 탄소화 노력에 참여하며, 고객 상호 작용을

무 모델의 차이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격

하루 2천만 건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56

차가 줄었지만 업스트림 비즈니스는 이제껏 재생 에너지보다 높

한편, 렙솔(Repsol)은 파리 협정이 설정한 기후 목표에 따라

은 이윤을 창출해왔다. 반면 재생 가능한 발전 자산으로 이루어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약속한 첫번째 에너지 기업이다.

포트폴리오 개발은 통상적으로 해양이나 다른 어려운 지역에서 시

2025년, 2030년과 2040년에 대한 단계적인 탄소저감 목표를 설

추를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낮다.

57

정했으며 운영과정 및 제품에서 배출되는 탄소저감 전략을 수립했

기존의 석유 및 가스 투자자들은 같은 기업이 다른 비즈니스 포

다. 이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자

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기때문에, 변화하는 리스

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포함되어있다.59 예를 들어, 렙솔은 기

크와 재무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아자동차와 제휴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공하는 차량

가질 수 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기업은 개발하려는 비즈니스뿐만

공유 서비스인 위블(WiBLE)을 만들었다.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의 리스크 특성과 수익률에도 부합하는지 확

58

쉘(Shell)은 다양성과 생태계 참여가 포함된 순탄소발자국에 대

인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목표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2022년 말까지 이를 3%~4%까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자본

줄이는 단기 목표를 발표했으며 3년 또는 5년 단위의 목표를 매년

을 더 엄격하게 배분하고 있다. 익숙한 지역에만 투자하는 일부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있는 반면, 수요가 낮은 환경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프

60

이 기업은 또한 임원급과 약 16,500명의

직원 급여를 탄소 감축 목표와 일부 연동하기도 했다.

로젝트로만 자본 지출을 제한하는 기업도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61

또한 쉘은 다른 사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여 가치사슬 내

CCUS, 연료화 된 폐기물, 공급 전환된 폐기물, 전력 및 정보의

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62 이러한 목적 하에

양방향흐름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순환경제를 지원하

서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업계 관점을 요약한

기 위한 신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자본배분이 더욱 면밀히 검토되

보고서를 Deloitte와 공동으로 제작 및 발표하기도 했다.

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의 탐사 개발 프로젝트는 한동안

63

'탈탄

소화와 운송: 협력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22개국과 해당 산업의 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의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해운사 고위 임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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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산업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기업들은 타 부문 대비 빠른 속도로 탈탄

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소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산업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일부 촉진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석탄을 대체한 천연 가스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동인은 타 부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기

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풍력과

생산이 세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31%라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저렴한 자원 중 하나이

다양한 재생 에너지가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력 및 유틸리

며, 배터리 저장 비용이 급감했다.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발전, 송전 및

티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먼저 변화의 압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전력

배전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마이크로 그리드

및 유틸리티 기업들은 10년 전부터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microgrid),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개인 간 에너지 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석탄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대다수를 차

래(peer-to-peer energy trading)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 모

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의 수많은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

델 도입의 기초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력 부문 또한 전기차 사용, 특정

오를 확장하고, 목표를 재정비하며,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

산업군에서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

이거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객과 사회가 '친환경'적인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 피크수요 관리와 간헐성 문

인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에

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중요

너지 효율,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스마트 에너지 관리, 에너지 시스템 유

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발전사들이 기초 발전량 및 탄

연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인증, 스마트 시티, 넷제로 및 LEED(미국 친

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

환경인증제도) 인증 빌딩65, 전기차 등). 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임을 보이지만,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력 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부정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홍보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주요한 영

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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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에는 자체적인 문제점에 직면한 천연가스
유틸리티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가정 난방의 주

자, 로지스틱스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탄
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원료이자, 상업, 산업 부문의 에너지 원천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얼마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모멘텀을 맞이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
장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전기만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것을 독려하거나 요
구하는 초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몇몇 도시에서는 주요 신규 건축
물에 대해 가스배관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정비 법안 제정 및 건축
물의 완전 보수에 착수했다.66 한편,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저명
한 엔지니어들이 합작한 연구 끝에 국가 가스 공급 체계의 천연가
스를 수소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대체 방안 마
련이 가시화되었다.67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소규모, 지역 발
전소 및 대규모 투자자 소유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재생 에너지
개발 및 고객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를 반드시 개발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사업 지속이 어려워
질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에서 진행 중인 탈탄소화는 역사적 선례
가 없어서 향후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변화들이 상당히 위협적
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리테일 역량, 그리드 전송 및 유통, 생
산이라는 가치사슬의 3개 주요 부문에서 향상된 분석 및 시나리오
모델링을 통해 변화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창출원을 만
들어낼 기회로 보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들은 가정, 상업, 산업 고객들을 면밀히 이해하면서 고객 생
애 주기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매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여 리테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들은 산업 내에서 새롭
게 등장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현재 시장 내 경쟁사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혁신 프로그램을 확
장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68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혁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고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객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수용하고, 의사소통의 새로운 장을
주재하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하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관계 관리 등을 비

운영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Scope 1과 2) 탄소배출은 전력 및

롯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차별화 방안이 될 것

유틸리티 기업에서 통제가 가능하며,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

이며, 디지털화 확대는 영업비용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 및 관리는 고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

분산형 자원 관리(DRM) 기술 외에도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을 고객에게 직접 맡기고(예: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가정에서

이 탈탄소화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의 에너지 사용을 모두 전기로 전환하게 하여(예: 전기차, 온열

리드 스케일 저장 장치의 기본 옵션이지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온수기, 열펌프, 배터리 등) 그들로 하여금 '프로슈머(prosumers)'

방식으로 몇 시간 동안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플로우

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는 연료 생산자, 장비 생산

배터리, 압축 공기 시스템, 액체 공기 시스템, 플라이휠(fly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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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그리드 부하
(load on the grid)와 소비자 부담 경감
온라인에 진입하는 분산화된 자원이 많아질수록 전기 그리드

LO3의 ExergyTM 플랫폼은 가격 정보 제공과 사용자 간 거래가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한 더 많은 기술적 해법이 필요하다. 첨단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며, eMotorWorks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지역 에너지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JuiceNet 플랫폼은 전기차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전기

Enel X 자회사 eMotorWerks와 LO3 Energy가 협업하여

수요를 지역의 저렴한 그린에너지 공급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결

전기차(EV) 충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와 Enel X에서 진행 중인 기타

소유자의 비용을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기반 그리드

프로젝트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수요 대응을 통해 지역 그리

밸런싱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EmotorWerks

드 밸런싱(grid balancing)을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 전기차를

의 JiceNet EV 충전 플랫폼을 LO3의 에너지 시장 중 하나에 연

활용할 시기와 방법, 전기차를 언제, 어떤 자원으로 충전할 것인

결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가 마이크로그리드 및 전기차 소유

지 등,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제

자 간에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공하는 것이다.

Source: Enel X company website,
“A smart platform to enable EV charging with clean, local energy,”
December 10, 2018,
https://www.enelx.com/en/news-and-media/
news/2018/12project-efficient-charging-micro-grid-electric-vehicles,
accessed August 3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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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 시스템(예: 용융염), 적층 블록(stacked block), 수소 등 장

티 회사들 입장에서는 추진할 프로젝트의 종류와 자금 조달 방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발전 분야에서 기업은 화력발전소의 변형이나 해체 여부를 결

기업들은 규제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자가 고객가치, 만

정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재생가능한

족,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게 하고 가동시간 및 신뢰성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비용 효율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 성과 개선과도 연계되도록 하고자 할 수 있다. 정전 시에 작

이 계획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하는 예비(back-up) 마이크로그리드나 고객이 선택할 수 있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
· 새로운 경쟁업체와의 경쟁.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중앙집중식
화석 연료 발전소 건설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변화하는 규제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적용(예: 클라우드, AI, 로봇 프로세스 자
동화 등)은 소매 산업으로 새로운 참여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로써 홈서비스의 주요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기술 및 통신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도 용이해졌
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이 에너지 포트폴
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업체들은 자본이 풍부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규제 환경 예측 및 영향 관리. 에너지 전환 시기에는 시스템
관리가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및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은 아직
까지 실행이 필요한 투자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력 발전사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
해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수는 있지만, 기존 5,000시
간 이상 발전소를 가동했던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확대로 연
간 1,000시간 정도만 가동할 경우 경제성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
다. 전력 그리드 기업은 분산형 발전소와의 더 높아진 연결성을
처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업체가 그리드에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 방법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시장을 형성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
는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력 및 유틸리

는 유틸리티 그레이드(utility-grade)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등이
그 예이다. 기업들은 공평성의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일각에서
는 많은 가정용 태양광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
리하다고 주장하는데, 모두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되지
않고, 그리드를 유지하기 위한 공평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드 편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그리드는 부유한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소외될 위험이 있다.
· 디지털 툴 활용 및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전환. 디지털화와 개선
된 인력 관리는 비용 절감에 크게 일조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고
객 서비스 및 빌링 시스템이 이러한 전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직원 경험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인 일정을 수립하며, 인
재 관리와 유지를 원활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일부 규제 기관은 이러한 필요
성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투자를 자본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도
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에 자금을 지원하고 적정한 투자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 새로운 성장 전략 결정. 에너지 수요가 저조한 선진국의 일부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들에게는 국제화가 성장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또한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자금 투입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
한 위기 대응 방안이 다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부는 경제
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장려할 것
으로 예상된다.

17

2030 탈탄소화 과제

광물 및 금속 산업
광물 산업은 주로 전력화(electrification)와 재생에너지에 의존해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광물 산업이 탈탄소화 방안
을 구상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용이해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수행은 보기보다 쉽지 않다.

처리공장(desalination plants)에 투자하여 2030년까지 칠레 지
하수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속했다.71
여러 국가 및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많은 광
산업체들은 가장 시급한 공통 사항을 바탕으로 탈탄소화 전략을 설
계한 후 이러한 전략을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물 및 금속 산

광물 및 금속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투자자들은 광물 산업에 속한 다국적 대기업이 운영에서 발생하
는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지만, 현재로써 이러한 사항이 주요 동인은 아니다. 탈탄소화 계획
을 표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자와 시장의 스탠스는 정부보다 진취적인 상황이다.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국적 대기업들은 이러한 압력에 더 손

공급망의 영향력은 다른 부분보다 광물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BHP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강하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탄소중립 리튬(carbon-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지

neutral lithium)과 니켈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역에서 태양열로 석탄 채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녹색 강철과 알루미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의 수요는

BHP는 호주 내 간접 탄소 배출을 5년간 20% 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

가장 큰 동인이 될 수 있다. 고객이 녹색제품(green products)을 요

인다.69 또한, BHP는 칠레에 있는 에스콘디다(Escondida)와 스

구하기 시작하면 광물 기업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펜스(Spence) 구리광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수입

대응해야만 한다.

LNG를 대체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계약을 체결하였고70,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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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기업들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 부과하기보다
는 산업 생태계의 일부로서 작동해야 하며, 파트너십과 진행 중인

운영시 자체 발생하는(Scope 1과 2) 탄소배출은 대부분 광물 기

테스트, 개발 중인 해결책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업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 한 가지 예외는 석탄 채굴에서 발생하는

한, 광물을 누가 거래하며, 채굴한 광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

배출가스로써, 메탄 누출 통제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절차 또한 필요해질 것이다. 블

해결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예외로는 건설 재료,

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추적 방법은 이미 원자재의 윤리적인 조

특히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로, 하소 과정(calcination

달 여부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산업을 영위하는

process)의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포드(Ford)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공급이 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Scope 3)의 통제는 점점 더

권 유린과 연계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공동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광산을 건설하기 위해 구리, 강철 및 막

다.72 시범 사업을 위해 포드는 IBM과 한국 배터리 제조사인 LG화

대한 양의 콘크리트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공급업자와 선박 및 교

학,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인 화유 코발트(Huayou Cobalt)

량, 자동차에서부터 건물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공

와 협업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금속 공급을 추적하기 위한 최초

사에 사용되는 기본 자재와 금속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고객이 포

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테스트했다.73

함된다. 광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자체 발생

광물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입장이 산업 협회의 기준에

배출량보다 몇 배나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쉽게 활용 가능한 대안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들이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감축

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광물 기업은 광업과 다른 산업의 간접 배

에 전념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

출(Scope 3) 관리에 보다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피하는 것이

다. 이는 주로 탄소 중립적인 물질을 사용하여 탄소 중립적 광물

중요하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표준화된 보고 방식을 갖

을 사용하는 순환 경제의 구축을 가리킨다.

추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광물 기업에게 사회적 영향의 고려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고려사항

광업은 대체로 기술 수준이 낮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으로
인식된다. 이는 특히 젊은 직원의 채용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광물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협력관계와 생태계 전반을 고

에 따라 다국적 대기업들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가

려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를 어렵게 생각

능성 문제에 앞장서고 싶어한다. 탄소배출권 선도기업으로 거듭

한다. 고객들에게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원자재 사용을 강요

나면 경유 트럭과 중장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

하는 것은 역효과를 유발한다. 오히려 동일한 목표를 지닌 고객과

선하고, 광산 폐쇄 후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

공급 업체 간 제휴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휴 시에는 광물 기업

력원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이익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간의 협력뿐 아니라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19

2030 탈탄소화 과제

결론

새로운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추구
최근 많은 정부와 규제 기관이 저탄소 순환경제에 대한 지지를 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이산화탄소를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공

타내고 있으며, 탄소를 배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게 변화를 요구하

급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발전소

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저

(waste-to-hydrogen plants)도 건설중이다. 재생에너지를 통

탄소 순환경제로의 진행을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공해와

한 전기 생산의 비용 곡선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

으며, 폐기물이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래

로 탈탄소화 의제를 진전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는 새롭고 깨끗하며, 보다 순환적인 경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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