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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역전시키고 더욱 지속가능한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산업과 조직 경영자들

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가 저탄소 미래로의 성공적 전환

을 위한 답을 줄 수 있다.

기후위기라는 불똥이 발등에 떨어지자 전 세계는 혼란 속에서도 거침없이 저탄소 미래

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와 전기의 힘을 바탕으로 화석연료 시대가 시작됐던 당

시만큼이나 대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로(0)로 만

든다는 탄소중립1은 과거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2 세계경제는 재편

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업·정부·조직·개인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자의 역

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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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은 글로벌 차원에서 꽤 명백히 정의돼 있지만, 개별 조직에 적용되는 방식 및 배출 감축과 배출권 구매 간 상대적 균형 등 '수용 가 
 능한' 전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SBTi)가 탄소중립의 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2 Myles R. Allen et al., Global warming of 1.5°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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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기업과 정부가 늘면서 배

출감축 목표와 기후정책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개별 조직

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SoS) 접근법이다.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산

발적 저탄소 계획들을 조율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시스템 복합체계 접근법은 에너지, 모빌리티, 제조

업부터 농업, 토지사용, 역배출(negative emission)

까지 기존의 개별 산업을 복합적이고도 상호 연결된 

탄소중립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산

업, 첨단기술이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촉매 역

할을 하는 한편, 유연하고도 변덕스러운 소비자 선호

도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후 행동에 대한 소비

자 요구까지 다양한 사회·경제적 추세가 이러한 전환

을 주도할 수 있다.

온실가스 순(純)배출 제로를 향한 과정을 가속화하

고 가장 어려운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롭게 떠오

르는 시스템들 사이 강도 높은 협력과 조직화가 필요

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모두의 주인 의식

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소유자, 관리자,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우리 조직과 지역사

회, 지구를 돌보는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앞

에 놓인 과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제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결정 

지을 향후 10년간3 우리는 우리 모두의 집을 지키기 위

해 신속하고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4

3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결정 지을 향후 10년'이라는 문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대한 시기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한다.(Brendan Guy, “Decisive decade for climate starts now despite COP26 delay,”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May 28, 2020; Alister Doyle, “World faces ‘decisive decade’ to fix global warming, former 

 UN climate chief says,” Climate Home News, February 24, 2020; Conor Finnegan, “‘The decisive decade’: Biden 

 climate envoy John Kerry sounds alarm as US rejoins Paris climate accord,” ABC News, February 19, 2021)

4 Pope Francis,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Holy See, May 24, 2015.

5 Umair Irfan, “5 things to know about the brand new US climate commitment,” Vox, April 22, 2021.

6 Science Based Targets, “Companies taking action,” accessed April 12, 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accessed April 6, 2021.

7 RE100, “RE100 members,” accessed April 12, 2021.

8 Institute for Carbon Removal Law and Policy, “Carbon removal corporate action tracker,” accessed

 April 22, 2021.

9 UN Environment Programme, Emissions gap report 2020, December 9, 2020.

10 Michael Raynor and Derek Pankratz, A new business paradigm to addres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tewardship as a leadership imperative, Deloitte Insights, October 16, 2020.

11 온실가스 프로토콜( Greenhouse Gas Protocol)은 Scope3를 '구매한 원재료 및 연료의 추출 및 생산과 보고 주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 
 지 않는 차량의 운송 관련 행위 등 기타 간접 배출'로 정의하고 있다.(온실가스 프로토콜 FAQ, 2021년 4월 12일 기준)

12 Mike Armstrong et al., Business ecosystems come of age,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5. For an application to a

 specific domain, see Deloitte Insights’ future of mobility collection.

13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매년 1조~2조 달러의 추가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변화위원회(Energy Transition 
 s Commission, ETC) 'Making mission possible: Delivering a net-zero economy,'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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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탄소중립 경제에 시스템 사고가 중요한 이유

전 세계 기업과 정부 리더들은 기후변화를 계속 더 높

은 어젠다 순위로 끌어올리고 있다.5 수백 개 기업들이 

파리기후협정6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7으로 전환하는 등 과학적 사실에 기반

한 기후 계획을 내놓고 있다.8 하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배출 감축 속도는 COVID-19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유엔의 ‘2020 온실가스 배출

량 간극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에 따르면, 팬

데믹에 따른 각종 활동 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

대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0.01℃ 낮추는 효과에 그친다. UN은 보고서에

서 현재 계획은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하다’(woefully 

inadequate)고 평가했다.9

이처럼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

부 원인은 대다수 조직이 기후변화 대응을 단 하나의 비

즈니스나 산업에만 국한시켜 보는 좁은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0 전형적인 지속가능성 로드맵은 다른 요

인을 모두 배제한 채 조직 내부만 바라본다. 과거의 탄소 

발자국을 지우거나 앞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목

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식이

다. 가장 진일보한 대응조차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주

거나 ‘가치사슬 활동에 따른 간접배출’(scope 3)도 줄인

다는 데 그치고 있다.11

이러한 접근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

고 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면 다양한 상호의존적 

시스템을 동시통합적 방식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전기차 상용화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지

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출된 원재료를 사용해 폐기물 생

성을 최소화하는 공정으로 전기차를 생산한 후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충전해야 한다. 다가오는 저

탄소 경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 시각을 가져야만 시스템 

간 핵심 연결 지점을 구상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조직은 장벽을 없애기 위해 협

력함으로써 중요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해법의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산

발적 계획으로는 이러한 전환에서 중대한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없다.

해답은 이미 수년간 진행돼 온 전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기존 산업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참여자

들로 구성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12 기후변화에 대한 경쟁적 대응으로 이러한 전환

은 더욱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 부문이 창출된다. 새롭

게 나타나는 상호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과거 산업과 닮아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 기술의 신

속한 도입과 운영 과정의 근본적 전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이 주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

다. 전혀 새로운 참여자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

하고 있는 것이다(그림1). 

저탄소 경제에서는 가치 창출의 원천뿐 아니라 자본 

흐름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13 이러한 진화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탄소중립 경

제의 미래로 시장을 이끄는 데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파

괴적 혁신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레거시(legacy) 기업들

도 분명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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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탄소 경제의 기반

배출

에너지 배출

저탄소 모빌리티
시스템

식량 및 토지사용 
재생 시스템 역배출 시스템

(천연 및 기술)

수요 측면의 압력(예시)

의식적 소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의 기후 대응 의지 및 관련 
자료 공개
자산 경량화 / 페이퍼유즈
(pay-per-use) 소비 모델
순환경제 / 업사이클링
웰빙 / 건강 관련 사회적 결정 요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저탄소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

금융 서비스 정부 기술

자본시장, 자산관리, 
녹색금융, 금융증권화

정책, 규제, 촉매 역할

실현 촉진 요인

디지털 실현

에너지 배출

에너지 배출

출처: 딜로이트 분석

우선 수요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형성하고 가속화하는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과 구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요

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 또 각 부문의 기업들이 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운송수단, 높은 수준의 탄소 상쇄(carbon offset) 제도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15

14 For just one example, see Deloitte, Shifting sands: Are consumers still embracing sustainability—How 2020 shaped

 consumers’ behaviours and attitudes to sustainability, May 2020.

15 See, for example, RE100, “RE100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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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인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다. 현생 인류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라는 생애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인 과제에 직면

한 것이다.

모든 인류 문명은 안정적 기후라는 조건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었으나16, 이제 기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

가 살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살게 될 환경은 진정 전례 없는 모습이다. 온실가스(GHG) 수준은 약 1만 2000년 전 신석기 혁

명으로 농업과 정착이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17 이상고온, 혹한, 가뭄,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극심한 재해를 더욱 빈번

히 일으키는 기후변화의 여파는 가히 재앙적이다. 인류 문명의 운명이 조직과 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완화·반전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태우고 삼림을 파괴하는 등의 인간 활동은 대기 중 온실가스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

소로 이뤄진 온실가스는 열을 지표면에 잡아둬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는 30% 이상 상승

해 현재 420ppm에 달한다. 산업혁명 이전 수억 년간 180ppm에서 300ppm으로 서서히 오르던 것과 비교하면 극심한 

변화다.18 그 결과 지구 평균온도가 10년 마다 약 0.2℃씩 올랐다. 현재 지표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약 1.2℃ 

높다. 이 정도 변화면 지구 곳곳 대형 생태계는 충분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19

과학자들의 기후 모델은 지구 온도 상승을 지금까지 꽤 정확히 예측했다.20 하지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변화의 속도와 심

각성은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빙하와 빙상은 불과 5년 전 예측보다도 훨씬 빨리 녹고 있다.21 이제야 상당수 과

학자들이 과거 가능성이 낮은 기후 ‘티핑 포인트’로 여겨졌던 빙상의 급격한 붕괴와 북극 영구 동토층 해빙, 큰 해류의 움직임 

둔화 등에 대해 ‘그럴리 없을 것이라고 내기를 걸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2 이들 모두(기후변화 요인, 티핑 

포인트, 가능성)는 가히 재앙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현생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표면 온도 평균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최악

의 재앙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했다.23 IPCC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약 절반

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추산했다.24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산업을 통틀

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톱다운 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16 See xkcd, “A timeline of Earth’s average temperature,” September 2016.

17 Hannah Ritchie and Max Roser, “Atmospheric concentrations,” Our World in Data, accessed April 12, 2021.

18 Global Climate Change, “Carbon dioxide,” NASA, accessed April 12, 2021; Matthew Cappucci and Jason

 Samenow, “Carbon dioxide spikes to critical record, halfway to doubling preindustrial levels,” Washington Post,

 April 6, 2021.

19 NOAA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Global time series, 1880–2020,” accessed May 5, 2021.

 Leading in a low-carbon future: A “system of systems” approach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20

20 Zeke Hausfather et al.,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past climate model projection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December 4, 2019.

21 Naomi Oreskes, Michael Oppenheimer, and Dale Jamieson, “Scientists have been underestimating the pace of

 climate change,” Scientific American 47, no. 1 (2019).

22 Timothy M. Lenton et al., “Climate tipping points—too risky to bet against,” Nature, April 9, 2020.

23 Bill McKibben, “How 1.5 degrees became the key to climate progress,” New Yorker, April 21, 2021.

24 Allen et al., Global warming of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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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출처: 미항공우주국(NASA), 미국립해양대기국(NOAA)

이산화탄소 농도 – PPM(서기 1~2019년)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상승 간 상관관계

연간 글로벌 CO2(PPM)

산업화 이전 시대

산업화 이후 시대 연평균 온도편차(℃)
연간 글로벌 CO2(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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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시스템이 탄소 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 서비스는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대

부분의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50년까

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앞으로 30조~60조 

달러의 추가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25 이 중 상당수가 이미 증명된 배출

감축 기술 및 인프라의 신속한 확장에 투자되

겠지만, 그보다도 많은 자본이 이산화탄소 직

접공기포집(DAC: direct air capture) 등 새

로 등장하는 해법의 발전, 시범사업, 도입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는 클린 에너지 표준을 수립하고 배

출감축 목표를 정하며 탄소 가격을 결정하고 

여타 규제 및 정책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등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달 등을 통

해 촉매로서(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구매자이

다26) 또 생태계 설계자로서 공공 기관과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시민 간 교차적 네트

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역할

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마련돼

야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혁신적 기후변화 

해법을 발전시키고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다.

기술 부문은 탈(脫)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해법을 제공하는 데 핵심 역

할을 맡고 있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첨단 인

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분산

원장기술, 클라우드 등 오늘날 강력한 기술은 

대부분 미래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운

영에 응용할 수 있다.

오늘날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임과 동시

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핵심 노력을 펼
치는 부문은 5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 및 제조업 
▲식량 및 토지 사용 ▲역배출(자연과 
기술 포함) 등 5개 부문은 탄소중립 경제

에서 상호 연결된 핵심 부문이다. 

그림3 에서 각 부문의 현황, 전망, 저탄소 미래로의 전

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단계(각 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부

록’ 참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각 시스템이 따

라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 가

지 분명한 점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각 시

스템의 참여자들은 과정과 기술, 공급망, 비즈니스 모델

이 뿌리째 변화하는 전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전환에 영향을 주

려면 각 시스템들 간 협력과 적극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

다. 본 리포트에서는 각 시스템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

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서로 단단히 얽혀 있고 경계는 모

호해지고 있다.

여타 경제 부문 외에도 과정과 기술, 제품, 서비스의 전

환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케하고 가속화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

25 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Making mission possible: Delivering a net-zero economy,” September 2020.

26 Amanda M. Girth and Keith F. Snider, “Acquisition in U.S. federal agencies: Evidence from the world’s largest

 buyer,” Journal of Strategic Contracting and Negotiation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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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탄소 시스템 개요

출처: 딜로이트 분석

시스템

에너지

대부분 전력생산이 석탄과 천연

가스로 이뤄지지만 재생에너지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재
생에너지는 상당수 시장에서 이
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석유는 일일 약 1억 배럴

이 생산되며, 대부분 운송 연료 
및 산업 공정에 사용된다.

도로 운송이 온실가스 배출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한다. 전기차는 현 
재 도로 위 차량의 1%만을 차지

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가파르

다. 항공과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 
에 큰 요인이 아니지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온실가스는 생산 공정의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지만, 시
멘트와 화학제품 제조에 따른 직
접 발생이 특히 심각하다. 철강 등 
중공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많
은 공정은 실행 가능한 저탄소 대 
체방식이 거의 없다.

축산업, 작물 태우기, 삼림 파괴 
등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특히 육류와 유제품 생산이 배출 
주범이다. 또 전 세계에서 생산되 
는 식량의 1/5이 버려진다.

숲과 초지, 해양 등 천연 탄소 흡
수계가 급격히 고갈된다. 기술적 
탄소 제거는 제한적,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거의 모든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다. 확장된 분산저장기술

과 보다 견고하며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지능적인 전력망을 통해 
불균등하지만 증대된 전력 부하

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운송과 
산업 부문이 탈탄소화되면서 석
유 수요는 줄어든다.

전기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중
심으로 저탄소 배출 전동장치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중형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바이오연료와 그린 수소 도입이 
증가한다. 도시 모빌리티는 걷기

와 자전거, 전기 마이크로모빌리

티 등으로 연계 통합되고 대중교

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개인 
차량을 대체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공업

에서 그린 수소와 전기화 사용이 
증가한다. 제조 공정에서 효율성

이 개선돼 이미 진행 중인 스마

트 공장 및 디지털 공급망으로의 
더욱 광범위한 전환을 보충하고 
가속화한다.

식량 시스템은 재생산농업 방식 
과 혼농임업을 통해 순(純)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 된다. 육 
류 소비를 줄인 식습관으로 전환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고 감
시 기술을 통해 폐기물도 줄어 
든다.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강
력한 탄소 포집 및 제거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규모 조림(造林)과  
생태계 재건 등 천연 해법과 직접 
공기포집 등 기술을 병행하는 해 
법이 바람직하다. 유동성이 풍부 
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투명한 탄 
소 거래 시장이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화석연료 중요성 감소

기존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의 
빠른 확대

운반 인프라 증축 및 지능형 전
력망 도입 가속화

대규모 및 장거리 저장 인프라 
구축

차량 생산이 전기 및 연료전지 
플랫폼으로 전환

충전 인프라의 신속한 확대

효율성과 어질리티(Agility)를 강 
화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 및 컨트 
롤 타워 도입

배출량이 많은 공정을 전기와 수
소 등 여타 기술로 전환

총체적 순환 제조 방식 도입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적층 가공 
방식 도입 및 확대 

재생산 기술의 도입과 확대

대체육 개발 및 식습관 전환

공급망 개선,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 규제 가이드라인 수정 등 
을 통한 식량 폐기물 감소

탄소 시장을 위한 정책과 규제,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광범위한 생태계 재건 및 보전

탄소 제거 신기술 발전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모빌리티

산업 및 제조업

식량 및 토지사용

역배출 시스템

현재 저탄소 미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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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시스템 간 협력을 통해 진전을 가속화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회는 새로 등장하는 저탄소 시스

템들 간 교차 지점에서 창출된다. 현재 제시된 일련의 

기후 해법은 중대한 장애물이나 산발적 접근법에 가로

막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

루거나 시간차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

들은 충전소가 충분치 않아 전기차 구입을 주저하는 

반면, 충전소 업체들은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프라 확충을 주저하고 있다.

또 상당수 탈탄소 기술은 실행과 규모 확대가 확실

해지기까지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이

러한 문제는 세계경제의 핵심 시스템 간 상호의존과 

연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스템 복합체계

(SoS) 시각을 지닌 각 산업 리더들만이 해결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수요 증대의 가능성을 열어 시장을 움직

이거나 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

를 보냄으로써 투자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

가장 유망한 교차 시스템 기회는 바로 탄소 배출권

(carbon credit)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지역

에서 관련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발전 양상과 성숙도

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더욱 큰 규모로 제대로 기능하

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다양한 참여자

들의 탄소 제거·저장 또는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

공함과 동시에 초기 단계 기술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

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그러한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돼,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을 만드는 프로그램

을 가속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

는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탄소 배출권 시장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표준과 

인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그 영향력이 불확실하고 뒤

늦은 경우가 많다. 유동성이 충분한 시장도 극히 드물

고 거래 투명성도 확보하기 힘들며 프로젝트 개발자들

이 브로커와 거래소를 통해 기업 및 개인에게 직접 배

출권을 판매할 경우 불투명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27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현물과 선물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글로벌 시장이 형성

되려면 가격 투명성, 일관성, 명확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거래가 활성화되면 장외시장의 근간이 마련돼 

다른 종류의 탄소 상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의 다각적 시스템 간 광

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조림 프로젝트와 농업부터 

직접공기포집까지 탄소 배출권 공급자들은 에너지·모

빌리티·산업을 망라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극히 어

려운 부문을 떠안고 있는 구매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배출권 인증, 중개, 포트폴리오 관리 등 핵

심 역할을 맡게 된다. 기반이 탄탄한 열린 기술 플랫폼

은 신속한 거래를 가능케 한다. 일부 배출권은 디지털 

거래내역 방식을 통해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다. 각국 정

부는 배출 상한제 및 탄소 가격제 등 정책을 통해 중복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배출권 시장이 절대

적 감축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동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계약 표준(reference contract)을 수립하면 생산자

의 상품과 구매자의 선호도를 하나로 묶어 더욱 효율

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는 수많은 저탄소 시스템의 총체적 노력이 이뤄질 

때만 창출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 전환 기회 중 하나

다. 지금부터 탄소시장과 여타 시장을 더욱 심도 깊게 

파헤쳐 기업과 정부, 이외 주체들이 이러한 시장의 탄

생과 도입을 어떻게 가능케 하는지 살펴보자.

27 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Final report,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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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미래로의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28

기후변화는 태풍과 홍수, 가뭄, 산불, 폭염 등 자연환경의 파괴적 특징을 더욱 극심하게 만든다. 그

와 동시에 인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결점도 극대화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

장 책임이 없는 인구가 가장 고스란히 받게 된다.29 전 세계 소득 상위계층 1%는 최하위계층 50%와 

비교해 두 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연 소득 3만 8,000달러 이상인 상위 10%가 1990~2015

년 배출된 온실가스 중 절반 이상에 책임이 있는 셈이다.30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하냐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지

역사회, 특히 프론트라인(front-line, 기후변화 여파를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과 펜스라

인(fence-line, 기후변화 영향 인접지역) 지역사회31는 협상 주체로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환

경 영향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소수 인구 및 저소득층 또한 보호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이 많은 산업 종사자들도 더욱 밝은 경제적 미래를 향해 분명한 방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독히도 복잡해 공공정책

과 민간부문의 행동, 지역사회 참여, 그 외 여기서 다

루지 못하는 각종 세부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조율해

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기후 정의 및 평등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완화 노력은 

경제 불평등과 제도화된 인종차별

을 심화하고 기후의 빈부격차라는 

새로운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28 이 사안은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배워 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의도가 포함됐음을 명시한다. 저자들은 이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입장에 한계가 있 
 음을 인정하며, 독자들 스스로 본인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고찰해 보기를 제안한다.

29 S. Nazrul Islam and John Winkel,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UN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October 
 2017.

30 Tim Gore, “Confronting carbon inequality: Putting climate justice at the heart of the COVID-19 recovery,” Oxfam, September 21,  
 2020.

31 Katherine Egland and Hilton Kelley, “Climate justice in frontline communities: Here’s how to (really) help,” Hill, March 24, 2020.

32 See, for example, Michele Della Vigna et al., Carbonomics: 10 key themes from the inaugural conference, Goldman Sachs, 
 November 12, 2020.

3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20, October 13, 2020.

34 Colin McKerracher et 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0, BloombergNEF,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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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출, 티핑 포인트, 속도의 중요성

우리에게 닥친 과제의 규모와 복잡성은 가히 압도적

이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

정을 밟게 될까?

시스템 사고부터 시작하라. 산업의 양상과 경쟁자에 

대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대신 저탄소 미래

로 향하는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생각하라. 전문

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략적 방점일 뿐, 효과적으

로 전략을 세우려면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기

후와 경제에 대한 세부적 모델링을 통해 정보에 기반한 

관점을 갖출 수 있다.

가치가 창출되는 곳과 파괴되는 곳을 파악하라. 저탄

소 경제에는 4가지 근본적 가치 창출 포인트가 있다.

적게 쓴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에너지 효율성 

증대, 쓰레기 감축 - 건축물 개보수, 스마트 난방 및 

조명, 수소불화탄소(HFC) 무배출 냉장고 등

적게 배출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공정을 대체하는 

클린 공정 도입 -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 철강 등

재생산, 재건, 회복한다: 탄소 제거 자연 자본 회

복 - 자연 기반 해법, 조림, 재생 농법, 직접공기 

포집 등

측정하고, 파악하고, 공개하고, 가치를 매기고, 추

적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진전을 모니터링하면서 

투명성 확보 - 통일된 기후 표준, 배출가스 전주기 

분석(LCA), 기타 간접배출(scope 3) 측정·보고·준

수 등

실행이 불가능해진 서비스와 자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

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조만간 

도태될 것이다.

재앙적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 어디에서 어떻게 규모

와 속도를 끌어올릴지 결정하라. 저탄소 가치를 창출하

는 동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하면서, 이제 막 탄생한 저탄소 시스템 내부 또는 교차지

점에서 기회의 영역을 파악하라. 일부의 경우 그러한 기

회는 조직의 현재 역할이 자연스럽게 진화하면서 창출될 

수 있는 한편, 또 다른 경우는 대대적인 중심 이동과 비즈

니스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도 고민해야 한다. 건물 효율성 개선과 태양광 및 풍력 도

입 등 일부 해법은 지금 당장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저탄

소 항공 등 해법은 대규모로 도입될 때까지 몇 년은 더 기

다려야 한다. 다만 개발과 실험이라는 숙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미래를 오늘의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될 주체는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탄소집약적 레거시 비즈니스 모델이 맞서 싸워야 할 가

장 강력한 괴물은 관성이다. 여전히 이익을 안겨주는 증

명된 방법에서 벗어나 새롭고 불확실한 영역에 발을 내딛

는 것은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그런 만큼 각 산

업의 전통적 기업들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통제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천히 선택적으로 움직이며, 

전환이 이뤄지는 시간표를 최대한 늘리는 식이다.

이러한 지연 전술은 10년 전만 해도 정당한 기업 전략

이었지만, 지금은 저탄소를 향하는 세계경제의 발걸음이 

빨라진 만큼 이러한 방식이 위험을 수반한다.32 우리는 

이미 한 가지 핵심 부문인 전력 부문의 경제학이 변모하

는 것을 목격했다. 상당수 시장에서 전력 생산원이 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석탄 시장이 쇠퇴하고 있으

며, 석탄만큼은 아니지만 천연가스 생산도 후퇴하고 있

다.33 다른 분야도 멀지 않았다. 전기 동력장치가 거의 모

든 유의미한 성능 측면에서 곧 내연기관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34 금융시장의 상전벽해는 이미 경험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탄소집약적 

기업들로부터 친환경 기업들로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

뀌고 있다.35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자본 흐름의 속도가 

가속화하고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직접공기포집과 

그린 수소부터 바이오연료와 탄소제거 시멘트까지 신생 

해법들의 비용곡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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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세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보는 것이

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인

류의 모든 문명에 축복을 내렸던 안정적 기후는 이제 기

억 너머로 사라지고, 모든 조직은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

고 미래가 어떤 모습을 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전혀 

새로운 답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탄소중립(궁

극적으로는 역배출)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

하다. 미래 경제는 에너지·모빌리티·산업 등을 통틀어 근

본부터 재편된 상호연결 시스템으로 구성될 것이며, 우

리는 이미 그러한 미래로 가기 위한 많은 수단을 확보

하고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전환을 헤쳐 나가야 하는 리더들은 

당장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주요 투자자들의 요

구에 부합하기 위해 적정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확실

한 기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

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기업이 해야 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다. 

저탄소 미래에서 조직이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더욱 심

도 깊은 변화와 미래를 내다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복

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지닌 탄소중립 경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렌즈’(systems lens)가 필요하며, 탈

탄소화에 속도를 낼 기회를 찾고 작은 틈에서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저탄소 미래에서 진출할 영역

을 파악해 승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기업의 승리란 

수익성과 성장, 시장점유율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 재앙

을 피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고도로 불확실한 미지의 세

계에 대규모 베팅에 나설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매일같이 시장은 보란듯이 과거에 안주하는 이

들을 벌주고 선도자들에게 상을 내리고 있다.

36 Hannah Ritchie,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Our World in

 Data, September 18, 2020. This analysis includes residential and commercial energy use, unallocated fuel

 consumption, and fugitive emissions from oil, gas, and coal.

37 BP, “Electricity,” accessed April 12, 2021.

38 Hannah Ritchie, “Electricity mix,” Our World in Data, accessed April 12, 2021.

3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newables 2020,” November 2020.

4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20.

41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April 6, 2021.

42 Ron Bousso, “Shell to write down assets again, taking cuts to more than $22 billion,” Reuters, Decembe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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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저탄소 시스템 개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력 생산과 난방 등 에너지 생산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31%(최대 15기가톤 CO2eq.)를 차지한

다.36 석탄과 천연가스는 최대 전력 생산 원료로, 총 전력 

생산량의 약 60%를 담당한다.37 나머지 전력은 거의 모

두 재생에너지(대부분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와 원자력

으로 이뤄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다.38 풍력과 태

양광의 성장 속도는 다른 에너지원을 능가하며, 2025년

까지 총합 글로벌 최대 전력생산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39 상당수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는 이미 가장 값

싼 전력 공급원이 됐다.40 일일 약 1억 배럴 생산되는 석

유41는 대체로 운송 연료 및 산업 공정에서 쓰이고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면, 거의 모든 전력

이 유틸리티-스케일(utility-scale)의 분산형 태양광과 

내륙·해안 풍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로 생산

된다. 배터리와 수소, 물리적 시스템, 여타 기술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해져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탄소 포집·격리가 수반된 바이오에너지, 지열, 모듈형 원

자로, 탄소 포집이 수반된 천연가스 등 여타 다양한 저탄

소 전력 생산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규모 운

반 시설과 더욱 견고하고 탄력적인 지능형 전력망은 다

른 부문(주택 난방 및 전기차)의 광범위한 전기화 뿐 아

니라 지붕형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원의 부하 균형 및 분

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 부문은 여타 다른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

큼 이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속속 현실화

될 것이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양

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자산의 역할이 축소되며, 그 과정은 단순히 

화석연료 추출이 국영석유회사나 규모가 작은 민간 

석유회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

신 시장 동력과 규제, 투자자 및 행동주의 압력이 이

러한 전환을 주도할 뿐 아니라 대형 석유회사들 스스

로 강력한 신호42를 보내며 전환을 이미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과 산업 부문은 석유 소비가 줄

고 기존의 재생에너지 시설과 전력망 통합을 빠르게 

확대하는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재생에너지 인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및 재훈

련 프로그램, 승인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그림 4

에너지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기가톤CO2eq.)

출처: Our World in Data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2021년 5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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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생산 능력 확

대 등이 필요하다.

증가하는 전력망 부하를 관리하고 재생에너지를 부

하 중심 지역으로 운반하고 더 스마트하고 통합된 첨

단 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역동적으로 부하를 관리하

기 위해 운반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대다수 

유틸리티 기업들은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착하

고 소프트웨어 업체 및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강력한 

운송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16%(최

대 8기가 톤CO2eq.)를 차지한다.43 주요 배출원은 사람

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와 트럭 등 도로 운송 부문

이며, 나머지는 항공과 해양 선박 부문이다. 현재 전 세

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중 전기차 비율은 1%뿐이

지만 각국 정부의 친(親)전기차 정책과 인센티브에 힘입

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전 세계 전기차 중 절

반가량이 중국 도로를 달리고 있다.44 차종별 수요분담률

전사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더욱 대규모로 더

욱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시설이 개발된다. 그 중에

서는 학계와 업계가 손을 잡고 발전시키는 배터리 기

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 부문 투자자들은 

다른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하는 데 필요한 

위험 자본(risk capital)을 제공할 수 있다.

(modal share)은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미

국 일부 도시들의 경우 개인 승용차 분담률이 90%를 넘

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삼륜차와 대중교통이 우세하

다.45 

향후 10년간 저탄소 모빌리티 시스템을 달성하려면 도

로 위 차량을 거의 전부 교체해야 한다. 승용차뿐 아니라 

소형 트럭 및 밴 등 라스트마일 배송(last-mile delivery) 

차량은 플러그인 배터리 전기차로 대부분 교체되고 일부 

저탄소 모빌리티 시스템

그림 5

모빌리티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기가톤CO2eq.)

출처: Our World in Data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2021년 5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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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itchie,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Leading in a low-carbon future: A “system of 
 systems” approach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21

4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20, June 2020.

45 Deloitte Insights, The 2020 Deloitte City Mobility Index, 2020; Adam Mussomeli, Doug Gish, and Stephen Laaper, The rise of the 
 digital supply network: Industry 4.0 enabl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upply chains, Deloitte University Press, December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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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차량으로도 교체될 것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이 혼합 제공하는 충전 인프라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중형 화물 차량에는 그린 수소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도시에서는 인프라와 규제가 인센티브로 

작용해 걷기와 자전거,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더불어 

대중교통이 점차 개인 차량 사용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항공과 선박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와 그린 수소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기반 연료에 

대한 수요는 급감할 것이다. 저탄소 모빌리티 시스템 전

환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시설 개조, 인력 재훈련, 공급망 및 고객 대상 판

매/서비스/사후서비스 재편 등을 통해 전기 및 그린 

수소 구동 장치로 생산이 전환된다.

핵심 원재료인 리튬 등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업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더욱 큰 규모의 더

욱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링 시설을 구축하면서 배터

리와 연료전지 생산이 증가한다.

부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틸리티 기업들, 부동산 소

유주들, 각국 정부 간 협력 하에 전력망 통합이 이뤄

지면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급속충전 인프라

가 증설된다.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력 및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물류가 도입되고 모바일 보관함이나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한 소형 전기 밴 등 용도에 맞춘 모델

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클린 모빌리티가 가장 사용하기 쉽고 가장 값싼 선택

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자 태도와 행동이 변화한다. 전

기차 모델 옵션이 늘어나고 마케팅 메시지도 이에 맞

춰 수정되며 초기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과 등가를 이

루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개인 차량 없이도 이동이 용

이하도록 다중모드(multimodal) 교통의 도입을 현

실화, 가속화할 수 있는 심리스(seamless) 통합 모빌

리티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회사, 시 정

부, 교통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저탄소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

그림 6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기가 톤CO2eq.)

출처: Our World in Data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2021년 5월 6일 기준

기타(광산, 섬유, 건설 등)
10.9

7.2

3.6

3

2.2

0.7

0.6

0.5

철, 강철

화학, 석유화학(에너지)

시멘트

화학, 석유화학(산업)

비철금속

종이, 펄프, 인쇄

기계류



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17

산업 및 제조업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28%(최대 14기가 톤CO2eq.)를 차지한다.46 이 부문에

서는 전반적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 온실가스

가 주로 발생하지만 시멘트와 화학 생산의 부산물

로 온실가스가 다량 직접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

지 또는 상향 추세를 유지했다.47 

상당수 공정이 탄소집약적 특

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조

기업들은 저탄소 대체 방식으

로 전환, 효율성 개선, 폐기물 처

리, 순환 방식 도입 등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공업 부

문은 이러한 전환이 더욱 힘들다.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힘든 산업 및 제조

업 부문은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한 저탄

소 대체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탄소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모든 부

문과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 공장과 디지털 공

급망으로의 전반적 전환48을 보완하고 가속화하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시멘트와 철강, 알루미늄 등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중공업 부문에서는 그린 수소와 전기화

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온사이트(On-Site) 탄소

포집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기술

은 대부분 초기 단계이지만 빠른 속도로 성숙기에 진입

해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그 결과 다운스트림에 이르면 

공급망과 작업 현장 효율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전반적 센

서 도입과 분석을 통해 가시성도 확대됨으로써 효율성이 

개선되고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순환 

설계(circular-by-design), 더욱 철저한 원재료 리사이클

링 등으로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저탄소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양

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공정을 전력이나 수소 등 

대체 연료로 전환한다. 경쟁사와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실행 가능한 대체 방법을 개발, 시범사업, 

도입하면 혁신을 가속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데 도

움이 된다. 에너지 시스템 참여자들과 협력해 재생에

너지 전력과 상당 규모의 그린 수소(현재 생산량은 무

의미한 수준)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총체적, 순환적 제조업 방식을 광범위하게 도입한다. 

이는 더욱 내구성이 강한 제품 설계와 보수 능력 강화

부터 에너지 및 원재료 소비량 감축, 공급망 최적화, 

폐기물 감축, 리사이클링 확대까지 아우르는 방식이

다. 공급원부터 최종사용자까지, 제품 설계부터 제품 

은퇴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통틀어 새로운 방식을 도

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6 Ritchie,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47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U.S. emissions,” accessed April 13, 2021.

48 Rick Burke et al., The smart factory: Responsive, adaptive, connected manufacturing, Deloitte University Press, August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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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및 토지사용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

대 21%(최대 10기가 톤CO2eq.)를 차지한다.49 축산, 작

물 태우기, 삼림 파괴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된다. 모든 

요인을 반영하면 소(소고기와 유제품)와 양이 킬로그램

당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50 식량 폐기물도 온실

가스 주범이다. 전 세계 약 7억 명이 만성 영양실조임에 

도51 세계 총 생산량의 17%로 추정되는 9억 3,100만 톤

의 식량이 버려지고 있다.52 식량 폐기물이 글로벌 온실가

스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에 달한다.53 

농업과 토지사용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시스템을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주요 탄소 흡수계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인구를 더 효율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탄소를 포집해 토양 속에 격리하는 농

업기술의 도입 확산이 필요하다. 무경간농법, 간작 활용, 

가축 및 곡물 종 순환 등 이른바 ‘재생 농법’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및 효율

저탄소 식량 및 토지사용 시스템

그림 7

식량 및 토지사용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기가 톤CO2eq.)

출처: Our World in Data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2021년 5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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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itchie, “Sector by sector: Where d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50 Hannah Ritchie, “You want to reduce the carbon footprint of your food? Focus on what you eat, not whether your food is local,” 
 Our World in Data, January 24, 2020.

51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xecutive summary: Food security and nutrition around the world in 
 2020,” July 2020.

52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Food Waste Index report 2021, March 4, 2021.

53 Joseph Poore and Thomas Nemecek, “Reducing food’s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producers and 
  consumers,” Science 360, no. 6392 (2018): pp. 9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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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54 혼농임업 및 기존 농

작지 생산성 개선(추가 삼림파괴 방지) 등 토지사용을 다

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탄소를 토양에 잡아 두는 

데 도움이 된다.55 또 혐기성 소화조 등을 각 농장에 설치

하면 대기 중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지

구온난화 효과는 훨씬 강력한 메탄 배출을 줄이는 데 도

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식량 생산과 글로벌 인구의 식습

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식물 기반 식량으로의 대전환

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세포 배양 기술에 기반하거나 

식물에 기반한 대체육 및 대체 유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56

저탄소 식량 및 토지사용 시스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농법 기술을 도입 및 확대하고 비료 사용을 감축 

및 최적화한다. 일부 환경 조건 하에서는 재생 농법으

로 기존 농법 이상의 수확량을 거둘 수 있으나, 데이터 

애널리틱스, 첨단 인공지능(AI), 정밀 파종을 비롯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재생 농법

으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57 사료첨

가제와 각 농장의 혐기성 소화조 등도 메탄 배출을 줄

이고 포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체육 및 여타 탄소집약적 식량의 대체식품58 시장

이 성장하면서, 스타트업과 협력해 신제품 개발이 활

발해진다. 소비자 인식을 바꾸려면 대대적인 마케팅

과 정부 규제 수정도 중요하다.

공급망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IoT 등 첨단기술을 활

용한 모니터링 강화, 표준 수정 등을 통해 식량 폐기물

을 줄인다. 농장부터 최종 시장까지 식량 가치사슬 전

반에 걸쳐 디지털 해법을 도입해 신선식품 동향을 추

적하면 낭비되는 식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59

54 Janet Ranganathan et al., “Regenerative agriculture: Good for soil health, but limited potential to mitigate climate change,” World 
 Resources Institute, May 12, 2020.

55 Tim Searchinger et al., Creating a sustainable food future: A menu of solutions to feed nearly 10 billion people by 2050, World 
 Resources Institute, December 2018.

56 Fortune Business Insights, “Meat substitute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by source, distribution channel, and regional 
 forecasts, 2019–26,” November 2019.

57 Rodale Institute, “Farming systems trial,” accessed April 13, 2021.

58 Enric Sala et al., “Protecting the global ocean for biodiversity, food and climate,” Nature 592 (2021): pp. 397–402.

59 Emma Cosgrove, “4 technologies tackling food waste in the supply chain,” Supply Chain Dive, September 12, 2018.

60 Allen et al., Global warming of 1.5°C, chapter 4: “Strengthening and implementing the global response,”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June 2019.

6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0,” March 2, 2021; Global CCS Institute, Global Status of 
 CCS 2019: Targeting Climate Change, December 2019.

62 Allen et al., Global warming of 1.5°C.

6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CU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September 2020.

64 Ibid.

65 Jesse Klein, “In the quest for carbon offsets, (almost) anything goes,” GreenBiz, November 30, 2020.

6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CU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67 Eric Larson et al., “Net-zero America: Potential pathways, infrastructure, and impacts,” Princeton University, December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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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의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를 포

함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은 빠짐없이 대규모 탄소 감축을 전제 조건으로 하

고 있다.60 하지만 지금까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노력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산발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기존의 가스 가공 공장과 비료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 4,000만 톤(총 글로벌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0억 톤 이상61)가량 포집·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CCUS 시설은 전 세계에 최대 20

개뿐이다. 조림 및 재식림 등 천연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이산화탄소 1톤당 5달러62), 비용 

계산도 불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찾기도 어

려우며, 더 큰 생태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고, 영구적 해

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삼림 기증자와 비정부

기구(NGO), 토지 관리자, 지역사회 간 인센티브가 엇갈

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 

기술은 이미 잠재력을 보여줬으나 바이오연료의 공급원

료를 생산하려면 방대한 토지가 필요한데, 이 중 일부는 

식량 생산이나 탄소 저장 삼림 등의 용도로 전환됐을 수 

있다.63 또 직접공기포집이라는 신 기술이 등장했으나 비

용이 많이 들고(이산화탄소 1톤당 135~345달러64) 에너

지 집약적이며 대규모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한

계가 있다.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옵션 중 하나를 

활용할 경우 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회피상

쇄’(avoidance offsets)보다 대부분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65

결과적으로 저탄소 경제의 초석은 CCUS가 될 가능

성이 높다. 대규모로 다각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유

동성이 풍부하며 제대로 기능하는 투명한 탄소 배출권 

시장이 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 농

법과 혼농임업, 수경 재배 등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대규

모 탄소 흡수계를 만들 수도 있다. 첨단 식수 및 모니터

링 기술(드론 식수, AI로 강화된 위성 기반 추적)의 도움

을 받아 조림과 재식림을 확대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

나 영구 저장하는 등 기술적 솔루션을 대규모로 적용할 

수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속 가능한 개발 시

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에서 

BECCS 및 직접공기포집 기술을 사용하면 2050년까지 

매년 1기가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했다.66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대규

모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반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50년까지 10만km 이상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7

탄탄한 기반을 갖춘 탄소포집 시스템 전환은 다음과 같

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CCUS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과 규제를 통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

공에 나선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투명한 배출권에 기

반한 대규모 탄소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탄소 가격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외부 효과가 전면 반영될 것이다.

장기적 탄소 포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공동 이익

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 대규모 생태

계 회복이 이뤄진다.

대규모 인프라 및 시설 확충과 개조가 이뤄진다. 기존

의 탄소 배출 시설을 CCUS로 교체한다. 특히 개발도

상국에서는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공장을 해체하

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CCUS

로 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 탄소 전용 운반 및 저장 시

설이 필요하므로 기존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을 전용하고 지리적으로 적절한 저장 지역을 파악해 

사용 허가를 획득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공정에서 탄소 포집을 위한 

솔루션과 기술 관련 투자 및 R&D가 폭발적으로 증

가한다. 솔루션을 개발하고 비용을 줄이려면 모험자

본과 혁신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CCUS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역배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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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미래를 앞당길 주체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은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자본을 움직이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금융 서비스 산업은 이미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중

요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산 규모 50조 달러 이상

인 투자자 500여명이 ‘기후 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 행동 100+’는 직접 개입과 

주주제안을 통한 간접 개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기후변

화 대응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투자자 연합

이다.68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아

예 철회하는 기관 투자자와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69 기

후 금융으로는 2019년 기준 6,0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이 유입됐다.70

이러한 초기 움직임은 금융 서비스 산업에 열린 기회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

립을 달성하려면 30조~60조 달러의 추가 자본투자가 필

요하다.71 이 중 상당액은 이미 증명된 배출 감축 기술 및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에 투자되고 있으나,72 직접공기포

집 등 신생 솔루션의 개발과 시범사업, 도입에도 대규모 

직접 자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금융 서비스 산업 참여자들은 급성장을 약속하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엄청난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미 몇몇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고

배출 기업의 전환에 투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가 인프라와 부동산,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하고 대비하기 위해 리질리언스(resilience)와 리스크 서

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탄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가격화하는 새로운 금융 시장이 등장

해 조만간 주류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상당수 저탄소 기술

과 비즈니스 모델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자본 흐름의 위

험을 축소 및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다

양한 금융 산업 참여자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73

금융 서비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자금 제공

68 Climate Action 100+, “Global investors driving business transition,” accessed April 13, 2021.

69 Fossil Free, “1200+ divestment commitments,” accessed April 13, 2021; Insure Our Future, “Insure our future, not 
  climate change,” accessed April 13, 2021.

70 Rob Macquarie et al., “Updated view on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Climate Policy Initiative, December 18, 
 2020.

71 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Making mission possible: Delivering a net-zero economy.”

72 Larson et al., “Net-zero America: Potential pathways, infrastructure, and impacts.”

73 Ibid.

74 Nicholas Ster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National Archives, January 2007, p. 8. For more, 
  see Raynor and Pankratz, A new business paradigm to address climate change.

75 OECD, “General government spending,” accessed April 13, 2021.



2021  No.19

22저탄소 미래, 시스템 사고로 주도하자

각국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은 저탄소 미래 전환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목격한 가

장 비참한 시장 실패’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러한 실패

를 해결할 책임은 언제나 공공 부문에 돌아가게 마련이

다.74 클린 에너지 표준과 배출 목표, 탄소 가격을 비롯해 

여타 규제와 정책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일은 시장 신호

를 조율하고 탄소집약적 행위와 관련된 광범위한 외부

효과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중요하다. 초기 

단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공공 부문의 역할인 

경우가 많다. 동시에 정부 기관은 자체 운영 방식을 지

속가능한 방향으로 공공연히 전환함으로써 리더십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상당수 국가에서 정부 기관이 상품

과 서비스의 최대 구매자 역할을 하므로,75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저배출 차량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개선

함으로써 수요를 주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와 운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투

트랙 접근법은 저탄소 전환에서 촉매제로서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

다. 각국 정부는 촉매로서 생태계 설계자라는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혁신 해법을 빠르게 공동 개발하고 신

속히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부기관과 학계, NGO, 시민 

간 첨단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미래 전환에 따른 영향

은 심히 불공평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가 가장 큰 타

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공평하고 공정한 전환을 궁극

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부: 시장 실패 해결, 도입 가속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

기술 부문은 탈탄소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인

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과 첨단 AI, IoT,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분산원

장기술, 클라우드 등 현재 강력한 기술 대부분은 미래 저탄

소 시스템 전환 및 운영에 응용할 수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공장 및 공급망 솔루션에 힘입어 센서 
도입과 첨단 분석이 확대돼 폐기물이 
줄고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부터 

냉장고와 온수기까지 다양한 커넥티드 기기에 연결되고 

부하와 사용량의 균형을 역동적으로 맞출 수 있는 스마트 

전력망이 재생에너지가 점차 독점하게 될 전력 시장의 핵

심 요인이 될 것이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차량 충전과 배

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는 응용 기술로 다양한 사용 사례에 

맞는 전기 구동장치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며, 통

합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as-a-Service)로 

개인 차량 없이도 A장소에서 B장소로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공장 및 공

급망 솔루션에 힘입어 센서 도입과 첨단 분석이 확대돼 폐

기물이 줄고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고

해상도 GPS, IoT 센서, 데이터 분석 등으로 더 적은 에너지

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식량 공급망 파악이 

더욱 용이해지고 식량 변질을 줄일 수 있다. 탄소 포집 부문

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핵심 기반으로 탄

소 배출권 생산자들이 표준화된 블록체인 탄소 토큰을 사

용해 구매자들과 심리스(Seamless)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술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산업 분

야와 정부, 학계, 비영리기관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력해 

기존 및 새로운 오픈소스 솔루션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들은 배출을 줄이는 자체 행동을 통

해 전환의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술 기업들은 재생에

너지를 사용하고, 더욱 효율적인 AI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

하고, 더 지속 가능한 하드웨어 협력업체와 손을 잡고, 반도

체 등 부문에서 더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을 도입하고, 내구

성이 개선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저탄소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 저탄소 접근법에 필요한 수단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