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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을 이끌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위원장과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인 산업 

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의 인터뷰를 함께 수록하여 정부 전략 기조를 보다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서의 수소경제 전망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다양한 탄소가격책정제도(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세)를 둘러싼 논의를 짚어 봄으로

써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특히,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이슈와 필수 지식을 담은 

‘기후변화 101’과 저탄소 미래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시스템 사고 전략, 전세계 경영자들의 기후변화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함께 수록하여 기업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이후의 MZ세대를 포함한 소비자 인식·행동 변화, 유통시장의 강자 구도 변화 및 인적 자본 흐름

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최신 글로벌 경제·경영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작금의 위기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를 대

비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딜로이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9월, ‘WorldClimate’을 출범하고, 2030년까지 Net-zero 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배출 감축, 녹색

정책, 개인 역량강화, 에코시스템 구축의 4대 핵심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특히 가장 중요

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출장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축,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과학 기반 감축목표(SBTi) 수립 

및 이행, ▲2030년까지 사무실 전기 100% 재생에너지 사용(RE100), ▲2030년까지 법인 차량 100% 전기차 전환, ▲

미감축분의 경우 탄소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상쇄 등과 같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은 물론 전세계 150여 개국의 임직원 모두가 기후대응 액션플랜에 참여하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딜로이트

의 긍정적인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 하에 야심차게 준비한 본 호가 엄중한 국제 정세와 사업 환경 속에서 선도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여러분 모두가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유용한 자

료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9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장 백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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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ESG 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 백인규입니다.

올해 5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다국적 석유대기업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에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7개 시민사회·환경단체와 1만 7천여명

의 시민들이 제기한 화석연료 기반 사업활동이 가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민간 기

업에게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동일한 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 엑슨모빌(ExxonMobil)의 주

주총회에서 0.02%의 지분을 가진 소규모 헤지펀드 엔진넘버원(Engine No.1)이 예비 표결을 통해 총 12석의 이사회 

중 2석을 확보하고, 6월 2일 최종 표결을 통해 추가 1석을 확보하며 전체 이사회의 25%에 달하는 영향력을 쥐게 된 것

입니다. 이는 책임 투자를 지향하는 블랙록(BlackRock) 등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들의 지지를 얻은 결과였

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며 친환경 행동주의를 내세우는 3명의 이사진을 통해 엑슨모빌의 사업전략이 대대적인 

수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실로 우리 생활 주변으로까지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기후변화 의제는 학계의 연구나 국가의 외

교 영역을 넘어 기업의 경영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아래 각 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온 지구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하

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사회와 경제·재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 흐름도 이러한 움직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19호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서의 기후변화 이슈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

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노력을 담아 보고자 하였습

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감축경로와 권고사항을 필두로 EU와 국

제기구들의 로드맵을 비교 분석하여 관련 글로벌 동향을 훑어보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방향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았습니다.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사회적 

Leader'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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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ESG 팀
딜로이트는 고객별 ESG 성숙도와 니즈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분야

딜로이트는 고객의 성격, 유형,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ESG 성숙도를 판단하고

고객별 단기/중장기적인 전략적 지향점과 니즈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ESG Center를 중심으로 본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G 전략

ESG 이행

커뮤니케이션&인증

ESG 관련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하고 ESG 평가에 대응하며 관련 전략 체계, 조직과 실행 계획 구축

운영 관리, 공급망 및 공정 개선, 자금 조달, 투자 기준 수립, M&A 등 다양한 경영 영역에서의 ESG 전략을 이행

ESG 이행 현황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개하고 인증을 통한 그린 워싱 방지 방안 마련

ESG 전략 및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

공시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수립 및 관리 
조직 구축

ESG 리스크 요소 파악, 목표 기반 KPI 
체계 구축

ESG 규제 및 정책 변화 대응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자원 / 에너지 관리 방
안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RE100 등) 등 기후변화 대응 위한 
목표/Action Plan 수립

ESG 개선 위한 기술 개발 및 R&D 
투자 영역 발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외부 평가 대응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기반 커뮤니

케이션 전략 수립

기후리스크 내재화, 친환경 비즈니

스 포트폴리오 등 관련 스페셜

레포트 발간 지원

IR 등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활동 자 

문

친환경, 사회적가치 연계 가능 제품·
서비스 개발

화석연료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를 
녹색 사업 포트폴리오로 재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

(SCM)
ESG 리스크 감소를 위한 공정 
개선 (PI)
HSE (건강, 안전, 환경) 평가 및
개선 전략 수립

ESG 채권 발행 시 사전 인증 및 사후 
검증

녹색 여신 등 녹색 금융상품 대상 인증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략 및 경영 
평가 자문

ESG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정책

수립

TCFD 등을 고려한 기후 리스크 
내재화 방안 수립

적도원칙 등 환경 사회 평가 체

계 수립

ESG 기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IPO 준비 기업 대상 Materiality 
Scan

ESG 개선 위한 딜 소싱, 인
수/매각 자문

인수 대상 기업의 ESG 실사

ESG 요소 반영한 기업 가치 

평가

지속가능한 사업포트폴리오 전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공정 개선

지속가능한 녹색/ESG 채권 인증

공공부문 전략 및 사회적 영향도 측정/평가

지속가능한 금융 및 투자 ESG 고려한 M&A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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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EU, IEA, IRENA 경로 비교와 시사점01 Chapter 01

연경흠 상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5년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이후 탄

소중립 목표에 대해 언급하던 시기가 지났다. 2020년

부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이 2050년까지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중간 기여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레이스가 개시되는 원년으로 간주된다.

지난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그리고 이어진 4월 기후정상회

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통해 5월 말 현

재 모두 59개국(58개국+EU27)이 2050년 탄소중립

(Carbon Neutral, NetZero)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제출했다.1

영국 비영리 기후행동 및 자문 조직인 에너지기후정

보원(Energy & Climat Intelligence Unit, ECIU)의 

조사에 의하면, 앞서 파리기후협약 이후 현재까지 모두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처음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1월 22일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에 이러

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그 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

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했다.2 정부는 

보다 강화된 목표안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

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새

롭게 마련할 계획이다.3

올해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 

OP26, 이하 COP26)에 앞서 정부가 발표할 시나리오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18년 11월에 시

나리오 분석을 마친 상황이다.4  또한 올해 5월엔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경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5 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

는 로드맵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앞서 우리나라 로

드맵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에는 EU 시나리오가 

주로 참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는 IPCC의 권고 사항과 더불어 주요국

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을 살펴보고, 특히 가

장 적극적인 추진 및 논의를 진행중인 EU의 시나리오

와 함께 IEA의 넷제로(net-zero) 로드맵, 국제재생에

너지기구(IRENA)의 글로벌 에너지전환 전망(1.5℃ 

pathway)을 비교해 우리나라가 보다 현실적인 로드

맵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13 14글로벌 탄소중립 로드맵

1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limate-target-update-tracker/ access at 2021.06.10

2 JTBC, “P4G 정상회의 폐막 “탄소중립 논의, 한국이 적극 선도”, 2021.06.01

3 한국경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결정에 국민 대표 500명 참여”, 2021.06.03

4 European Commission, “In-Depth Analysis in Support of the Commission Communication COM(2018) 773: A European 
 long-term strategic vision for a prosperous, modern, competitive and climate neutral economy”, 2018.11.28

5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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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의 지구 온도 1.5℃ 억제 시나리오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2℃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6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18년 “지구온

난화 1.5℃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 이하 SR15)”를 통해 인간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현재 약 1.0℃(0.8~1.2℃ 범

그러나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탄소배출

량은 2019년에 38GtCO2(1Gt=10억톤)로 1990년의 

22.7GtCO2와 비교하여 68%나 증가하였다(그림 2).8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인도, EU27개

위)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같은 

속도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경우 2030년과 2052

년 사이에 온도 상승폭은 1.5℃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는 전망을 제출했다. 이는 지구 고유생태계와 인간계에 

높은 위험을 야기한다고 봤다(그림 1). 이어 기온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 요구되며, 2030년까지 2010

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이어 2050년에는 순배출량

을 0(net-zero)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7

국+영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세계 인구의 51% 차

지)의 국가가 총배출량의 62.5%를 차지했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USD1,000당 0.298tCO2로 감소 추세(1990년~2019

년 사이 -33.8%)이지만, 인구 1인당 배출량은 연간 4.9t 

CO2로 같은 기간 15.9% 증가했다.
그림 1

그림 2지구온난화 1.5℃와 2.0℃ 주요 영향 비교

전 세계 연간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G
tC

O
2/

년
출처: JRC(EDGAR), 2020.

※이 외, 극한기상,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보건, 곡물 수확량, 어획량, 경제성장 등에 관련된 위험(리스크) 모두 1.5℃ 보다 2℃ 온난화에서 
높음(수치적으로는 제시되어있지 않음)
출처: 기상청 기후정책과(2018), 「지구온난화 1.5℃」SPM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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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EU와 IEA한국 탄소중립 로드맵 비교

6 외교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의 및 특징”, 2017.05.29

7 기상청,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요약본)”, 2019.05.28

8 European Commission –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Fossil CO2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0 Report”, 
 2020.09.11, https://edgar.jrc.ec.europa.eu/report_2020#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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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배출량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IPCC에서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전 세계가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을 짧은 기간 내 감축해야 한다(그림 3). 

IPCC가 SR15에서 제시한 1.5℃ 배출 경로는 2100년

경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오버슛(Overshoot) 이후에 2100년경까지 다시 1.5℃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배출 경로로 정의된다. 보고서

의 주요 결론은 온난화를 1.5℃로 억제하려면 향후 수십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즉 산업화 이후에 발생한 인위적인 

IPCC는 1.5℃ 억제 경로에서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

반시설(수송과 건물 포함)과 산업 시스템에서의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IPCC SR15의 주된 결론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낮을수록 온난화의 최고 수준을 1.5℃로 억제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있는 1.5℃ 모델 경로들을 종합한 결과 인간 활동에 기인

한 전지구적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

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에 도

달해야만 한다. 2℃ 미만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경로

전지구 총 누적 탄소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1.5℃를 위한 탄소배출 총량은 약 3,000GtCO2

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약 2,200±320GtCO2

를 이미 고갈했기 때문에 잔여 배출량은 420~580GtCO2

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

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난화가 더욱 진행될

수록 허용량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감축을 이행해야 한

다(그림 4).9

들 대부분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량이 25% 감소하

고, 2070년경에야 넷제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는 모두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즉 메

탄과 블랙 카본 배출량의 대폭적인 감축(2050년까지 

2010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수반한다.

IPCC는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경로)은 에너지 및 자원집약도의 저감, 탈탄

소화 속도, 이산화탄소 흡수(CDR)에 대한 의존 간의 균

형에 현저한 차이를 줌으로써 다양한 완화 수단 포트폴

리오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4

전 세계 탄소배출량 추이와 IPCC 감축 경로

IPCC SR15 온실가스배출경로 모식도

주: 연료연소에 따른 CO2 배출량
출처: Crippa, M., Guizzardi, D., Muntean, M., Schaaf, E., Solazzo, E., Monforti-Ferrario, F., Olivier, J.G.J., Vignati, E., Fossil CO2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 2020 Report, Joint Research Centre (JRC), Emission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출처: WMO(2018). IPCC SR15, [국영문합본]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M, TS),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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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영화,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가속화되는 온난화와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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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그래프 참조

*하기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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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의 온난화 1.5℃ 억제 로드맵(2018)

먼저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2050년 재생 에너지가 

전력의 70~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5). 

또한 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CCS) 활용을 포함한 화

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 다

만 CCS를 활용한 전력 발전 중에서 가스 비중은 전체

의 80%인 반면 석탄의 비중은 모든 경로에서 0%에 

가깝게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다음 산업부문의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로 65~9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러한 감소 경로는 전력화, 수소연료, 지속가능한 바이 

오 기반 연료, 제품 대체,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과 같은 현재 및 미래 기술이나 실행의 조합을 통해 달

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서 IPCC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과 공정효율 개선을 통한 배출량 저감만으

로는 온난화를 1.5℃로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명시

했다.

이어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템의 전환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5%에 

이를 것이며, 수송부문의 저배출 최종 에너지 비중이 

2020년 5% 미만에서 2050년 35~65%로 상승할 것

으로 예상했다. 

또한 1.5℃ 억제 모델 경로에서 토지이용의 전환은 

2050년에 2010년 대비로 초지가 50~1,100만 ㎢ 감

소하고, 식량과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초지를 제외한 

농경지는–400~+250만 ㎢ 범위에서 감소하거나 증

가하며, 에너지 작물 경작지가 0~600만 ㎢ 증가, 산

림 면적은 –200~+950만 ㎢ 범위에서 감소하거나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대규모 전환으로 인해 

인간 정주, 식량, 가축 사료, 섬유, 바이오 에너지, 탄소 

저장, 생물다양성 및 기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다양

한 토지 수요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상과 같은 경로는 현재 실시하는 정책 경로들에 비

해 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에서 2016~2050

년 기간 동안 에너지 감축에 대한 연간 추가 투자액이 

약 8,300억 달러(6개 모델에서 1,500억~1조 7,000

억달러 범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 경로 상의 연평균 총 에너지 공급 투자액(1조 

4,600억~3조 5,100억 달러)이나 연평균 총 에너지 

수요 투자액(6,490억~9,100억 달러)에 필적하는 수

준이다. 또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평균 연간 투자가 2050년까지 2015년 대비 약 6배

(4~10배 범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IPCC는 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모든 경

로에서 이산화탄소흡수(CDR)를 사용해 21세기 동안 

약 100~1,000GtCO2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것으

로 예상했다. 이는 각종 경로에서 남는 잔여 배출량을 

보상하고, 대부분의 경우 온도 정점 이후 이를 되돌리

기 위한 순음(Net Negative) 배출량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및 잠재적 이산화탄소흡수 조치에는 신규 조림 

및 재조림, 토지복원과 토양탄소격리, BECCS, 직접 대 

기 탄소포집장치(DCCS), 강화된 풍화, 해양 알카리화가 

포함된다. 농림,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AFOLU)에서 이 

산화탄소 흡수는 2030년과 2050년 그리고 2100년에 

각각 연간 0~5GtCO2, 1~11GtCO2 그리고 1~5GtCO2 

수준으로 전망되며, BECCS 확대의 경우 각각의 시점에 

서 각각 연간 0~1GtCO2, 0~8GtCO2 그리고 0~16GtCO2 

정도로 각각 최대값이 BECCS와 신규 조림 잠재량을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IPCC 지구온난화 1.5℃ 달성 4가지 경로 특징

※P1 - P3 : 일시적인 온도 초과 상승이 없거나 낮은(0.1℃ 미만) 1.5℃ 달성 시나리오
P1: 사회ㆍ경제ㆍ 기술 전반의 혁신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 탄소포집ㆍ 저장 불필요
P2: 에너지ㆍ인간ㆍ경제 등의 지속가능성에 초점, 저탄소 기술 혁신ㆍ효율적인 토지관리 등을 수반
P3: 전통적 방식의 사회적ㆍ기술적 개발로 에너지 및 생산방식 변화 등에 중점
P4: 일시적인 온도 초과 상승이 있는 1.5℃ 달성 시나리오, 많은 탄소포집ㆍ저장(CCS)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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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감축 목표론 1.5℃ 억제 불가능 EU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IPCC는 파리 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 목표의 성

과 추정치로 보면 2030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간 52~59GtCO2에 달해, 이후에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규

모가 매우 크게 확대하더라도 이로써는 온난화를 1.5℃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래에 이산화탄소흡수

(CDR)와 오버슛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2030년 이전부터 

전체 CO2 배출량이 빠르게 감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출

량 저감 지연으로 인해 비용 상승은 물론 탄소배출 기반 시

설에서 고착(lock-in), 좌초 자산(stranded assets)과 중

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UNFCCC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각국의 자

발적 감축 목표(INDC)만으로는 1.5℃ 목표는 물론 2.0℃ 

온난화도 달성하기 힘들다.10 각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연

료의 탄소집약도, 전기(력)화, 토지 이용 변화에서의 전환

EU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경로를 위해 파리협

정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했

다(그림 7).11 이들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EU 온실가

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을 완

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에너지를 지속가능

하고 안전한 공급원으로의 전환함을 설정했다. 이 전환

에는 에너지와 건물, 운송, 산업,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

을 확대를 포함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동

을 촉진하는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수소 및 수송용 

이 진행되고 있으나, 온난화 억제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을 중심으로 토지, 도시 및 산업 시스템에 대한 전 지구적

인 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제출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높이고 사회경제적 구조

의 재편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후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이처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국

가 모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탄소배출량이 높

은 주요국들의 결정적 기여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탄

소배출량 상위 10개국은 전체 중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탄소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그림 6). 우리나라 배출량은 

전 세계 비중이 1.7%로 탄소배출량 상위 10개국에 포함

되어 있으며 최근 연간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연료(e-fuels, 예컨데 power-to-X), 최종에너

지 사용 효율성, 순환경제의 역할 등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여러 기술 등을 반영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

는데 있어 순환경제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의 활

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예

로 들고 있으며, 부문간 협력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

세스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에 제시

된 여러 경로를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림 7에 제시된 사

항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그림 8). 

그림 6

그림 7

탄소배출량 상위국(2019)

EU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 화석연료 CO2 배출량, %는 전 세계 배출량 대비 해당 국가의 배출량 비중
출처: JRC(EDGAR), 2020.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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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행의 
대체 수단

ㆍ식습관 변화
ㆍ자연적 온실가스 
ㆍ흡수원 강화

산업

건물

수송

그 외 
추진 요소

수소 Power-to-X 에너지 효율성 순환경제 기술 결합
기술적인 

1.5℃ 달성

지속가능한 
생활 유지 및 
1.5℃ 달성

매몰을 제외한 GHG 80% 감축
(2℃ 이하 목표)

흡수 포함 GHG
90% 감축

흡수 포함 GHG 100% 감축 
(1.5℃목표)

2050 
GHG 목표

ㆍ2030년 이후 더 높은 에너지 효율
ㆍ지속가능하고 고급 바이오 연료의 적용
ㆍ완화적인 순환경제 수단
ㆍ디지털화

ㆍ인프라 설치를 위한 시장 조정
ㆍ2℃시나리오 중 2050년 이후에 BECCS 개발
ㆍ저탄소 기술을 위해 중요한 실행을 통한 학습
ㆍ교통 시스템 효율성의 중요한 개선

주요 
공통 가정

전력은 대부분 2050년까지 탈탄소화됨.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촉진된 RES의 강력한 적용
(수요반응, 저장소, 상호연결, 프로슈머의 역할). 원자력은 전력에서 여전히 생산되며 CCS 적용은 한계에 직면

전력

10 UNFCCC, Updated Synthesis Report on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6. 05. 02

11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long-term strategic vision for a prosperous, modern, competitive and climate 
 neutral economy”,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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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9

EU 시나리오 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 방향

EU 시나리오 상 탄소배출 감축 경로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8

주: 막대그래프는 각각 그림 1의 7번째와 8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배출 및 저감량을 나타냄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8

EU는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7가지 주

요 전략적 사항들을 바탕으로 경로를 구성하였다(그림 

9). 먼저 무공해 건물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택부문 탄소배출량이 상당 부분

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 높은 혁신 속도와 

재생에너지를 통해 난방을 하는 주택 부문의 연료 전환

과 가장 효율적인 제품과 가전 제품 그리고 스마트 빌딩

의 보급을 요구한다.

다음으론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 활용을 극대화하

여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탈탄소화 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들은 2050년까지 산업부문의 연료 사용과 탄

소중립 연료 생산 혹은 최종 사용자 수준에서 재생에너

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대규모 전기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에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connected mobility)의 수용이다. EU 온실가스 배

출량의 1/4을 담당하는 수송부문의 탄소를 감축하기 위

해선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을 활용하고, 디지털화 및 

데이터 공유와 상호 운영할 수 있는 표준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청정하게 하

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은 순환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철강과 유리, 플라스틱에서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필요 에너지량을 줄이

고 산업공정의 배출을 줄여야 함을 언급했다. 산업공정

에서의 배출을 줄이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등을 활

용할 수 있으며 수소와 바이오매스의 활용과 더불어 기

술비용을 줄이고자 연구개발 및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그리고 적절한 스마트 네트워크 인프라 및 상호 연결 

개발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탈탄소화 목표로 나

아갈 수 있으며,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경제와 

산림 등의 필수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 농업생산에서 발

생하는 탄소의 흡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마지

막으로 탄소포집및저장(CCS)을 통해 남은 탄소배출량

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항목

경제의 현대화 촉진

사회적 인식 전환

운송의 저탄소화

EU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보장

인프라의 강화 및
기후 변화 대비

EU글로벌 
리더십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 및 투자

미래세대에 투자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공정한 전환

국제 협력

세부 내용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과 소비자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강화
기후 영향을 줄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

운송 수단의 저탄소화를 위해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및 자동화된 도로 이동성 도입
철도와 수상 운송 등 여러 방식을 촉진하여 저탄소 모드로 전환
고급 기술과 연료 사용을 통해 항공과 해상운송 배출 저감
현대적 모빌리티 인프라에 투자 및 도시 계획 개선의 역할에 대해 인식

새로운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제한하는 디지털 및 순환경제에 대한 연구 및
혁신 촉진을 통해 EU 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 혁신 기술 테스트 시작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저탄소 솔루션 공급자에 대한 EU 교역조건의 영향을 모니터링
저탄소 산업 유치하는 경쟁시장 보장 등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 촉진
농업, 축산, 양식, 임업 생산의 다양화 및 생산성 증대
생태계 보존 및 복원
토지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보장

전기, 가스, 난방 등 스마트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적용을 통해 주요 산업과
에너지 클러스터 등의 통합

무탄소배출 솔루션에 대한 연구 및 혁신, 기업가 정신 촉진

녹색 인프라에 투자 및 좌초자산 최소화

10년 후의 인적 자원에 투자
그린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 필요한 기술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제공

경쟁력과 노동시장, 기술, 조세 등에 관한 정책을 기후 행동법(Climate Action)및 
에너지 정책에 연계

EU 회원국 및 지방 정부 정책을 조정하여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나 근로자가 
없도록 공정한 전환 추구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참여토록 노력
장기 탄소배출감축 전략의 개발 및 효율적 정책 실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

각기 다른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인한 잔여 탄소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 수준

비 CO2 기타

비 CO2 농업

주거

토지

운송

산업

전력

탄소저감기술

LULUCF

순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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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의 2050 넷제로(netzero) 로드맵

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

을 2021년 5월에 발표했다.12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탄소중립 달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명시하며, 

개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와 달리 글

로벌 차원의 경로이므로 IEA가 제시한 탄소중립으로의 

경로가 유일한 것만이 아니란 점도 언급했다. IEA는 보고

서를 통해 2050년까지의 경로(그림 10)와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그림11).

그림 10

그림 11

IEA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로드맵 배출량 경로(단위:GtCO2)

출처: IEA, 2021.

출처: IEA, 2021.

2045

2030

20352021

2025

2040

2050

화석연료 보일러의
신규 판매 중단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

대부분의 가전제품 및
냉방 시스템은 동급 

최고 성능

대형 화물차의 
50%는 전기차

모든 산업용 전기모터
판매는 동급 최고성능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

모든 석탄 및 석유화력
발전소 퇴출

전력부문에서의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중공업 부문의 기존 
설비의 약 90%는 투자 

기간 종료에 도달

항공용 연료의 50%는
저탄소 배출로 사용

건물의 85% 이상이
탄소배출 제로 달성

중공업 생산의 90%
이상이 저탄소 배출

난방 수요의 50%는
히트펌프로 충족

저탄소 수소 150Mt
수소 전해조 850GW

저탄소 수소 435Mt
수소 전해조 3,000GW

7.6Gt CO2 포집4Gt CO2 포집

산업 전력 기타건물 수소

전세계적으로 전력의
70%를 태양광 및 풍력

을 통해 발전

기존 건물의 50%는
탄소 중립을 대비한
수준으로 성능 개선

신규 내연차량 판매 없음

모든 신규 건물은 탄소
중립에 대한 대비를 갖춤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60%는 전기차

대부분의 신규 청정 기술은 
규모성을 입증

매년 태양광 및 풍력
1,020GW씩 확충

선진국에서 석탄 퇴출

개발 목적의
신규 석탄 발전소 중단

개발을 위한 신규 석유
및 가스전 승인 중단,
신규 석탄광산이나

광산 확대 중단

부문별

전력

건물

수송

산업

기타

총 배출량

탄소 포집량

주요특징

2020

13.5

2.9

7.2

8.5

1.9

33.9

40 MtCO2 포집

총 에너지 공급량(TES) 
중 화석연료가 약 80% 
차지

전 세계 건물 효율개선

(retrofit)율 1% 이하

전기차는 전 세계 자동

차 판매의 5% 차지

감축 기술 없는 석탄, 천 

연가스, 석유가 총 전력 

발전량의 60% 이상 차 

지

태양광 및 풍력이 총 전 

력 생산의 10% 차지

2021년부터 감축 기술 
없는 석탄 발전소의 신
규 승인 중단

전기차는 전 세계 차량 
판매의 60% 차지

저탄소 수소 150 Mt, 수
소 전해조 850GW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매 

년 1,020GW 추가

2030

5.8

1.8

5.7

6.9

0.9

21.1

4GtCO2 포집

전기차는 대형 트럭 판
매의 50% 차지

선진국의 전력부문 탄 

소 배출량은 넷제로 달 

성

CCUS 적용 설비용량

또는 동시연소 수소 기
반 연료 사용은 총 발

전량의 6% 차지

내연기관 차량 신규 판
매 중지

2035

2.1

1.2

4.1

5.2

0.1

12.8

4

기존 건물의 50%는 탄
소 배출이 없는 수준으

로 성능개선

항공 연료의 50%는 저 

탄소 배출 연료로 사용

석유 수요는 2020년 수 

준의 50%
수소 전해조 설비용량 
2,400GW
전 세계 전력 부문 탄

소배출은 넷제로 달성

기존 중공업 설비의90% 
정도는 투자 사이클 종료

2040

-0.1

0.7

2.7

3.5

-0.5

6.3

7.6GtCO2 포집

중공업 생산의 90% 이
상이 저탄소 배출

건물의 85% 이상이 무
탄소배출 대비

저탄소 수소 520Mt
전 세계 전력생산 70%
는 태양광 및 풍력에서 

발전

전체 전력 생산의 90%
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

2050

-0.4

0.1

0.7

0.5

-1

0

7.6

12 IEA Press Release, “Pathway to critical and formidable goal of net-zero emissions by 2050 is narrow but brings huge 
 benefits, according to IEA special report”,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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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넷제로 로드맵의 주요 특징

IEA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정치와 기술, 금융, 사

회적 행태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밝히

면서 몇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우선 탄소중립 경로에 있어 화석연료 공급에 신규 투

자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경로에서 정책적으

로 화석연료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초점이 화석연료의 생산과 탄

소 배출 감소로 완전히 전환됨을 의미한다. IEA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2050년에 각각 90%, 

75% 그리고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와 수소 전해조, 태양광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도 특징적이

다(그림 12).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더불어 IEA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130년 동안 

구축된 전 세계 전력망이 2040년까지 두 배 연장되어

야 하며, 그 이후에도 2050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해야 한다. 또 원자력의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발

전 용량이 매년 17GWe씩 증가해야 하며 2030년 이

후에는 매년 24GWe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계

원자력협회(WNA)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망이다.13

IEA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

이 2030년까지 최근 연평균 투자액인 2.3조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조 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재생에너지만 보더라도 1.3조 달러가 필요한데 이

는 화석연료 공급 투자액 최고치인 2014년의 1.2조 달

러보다도 더 많은 액수이다. 2030년 이전에 각종 시범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선 약 900억 달러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약속한 규모는 250억 달러

에 불과하다.

IEA의 넷제로 로드맵은 현재 탄소중립을 달성할 ‘핵

심수단’이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IEA의 2050 목표 달

성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탄소의 50% 이상은 현재는 

전망으로만 제시되거나 프로토타입 수준인 기술을 통

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소 기

술을 강조하고 있는 IEA 전략은, 여기서 탄소 감축량의 

55%는 CCUS로 달성하고 나머지 45%는 바이오 에너

지(BECCS)를 통해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다.

IEA 역시 이 같은 원대한 탄소중립으로의 사회경제적 

전환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탄소중립 경로의 누적 배출 감소 

55% 정도가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과 에너지 효율 기술

을 도입한 주택 성능 개선이나 히트펌프 설치와 같은 소

비자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IEA는 넷제로 경로상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의 위축은 

이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은 석유수출국기

구(OPEC)가 대부분 장악하겠지만, 원유 가격이 2035

년 배럴당 35달러, 2050년에는 배럴당 24달러로 계속 

낮아져 이들 나라 1인당 소득이 75% 감소할 것으로 추

매년 추가 발전용량을 태양광은 630GW, 풍력의 경우 

390GW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엔 2030

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의 60%에 도달해야 하며, 연

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현재 160GWh에서 2030

년까지 6,600GWh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매년 20개씩 추가로 만들

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

IEA는 또한 급격한 탄소 저감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

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2030년 이후로는 매

달 10개의 중공업 생산공장에 탄소포집 기술을 적용

하고, 3개의 신규 수소 기반 공장이 건설되고 나아가 

2GW의 수소 전해조가 산업현장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경로를 내놓고 있다.

정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소비 국가들은 이들 제품

의 소매 판매로부터의 세수가 2020년 이후 2050년까

지 9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천

연가스 소비국들은 다른 세원 확보와 함께 공공지출 개

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IEA는 전례 없는 정부 간 국제협력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각 정부간 일관성 있는 조치를 위해 상호 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하며, 에너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국가 간 시장을 연계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물론 이러한 국제 

협력은 서로 다른 국가의 발전 단계와 다양한 사회 상황

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림 12

203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야 하는 항목별 규모

출처: IEA, 2021.

2020

태양광 및 풍력
(매년 추가 용량) 249GW 1,023GW 4배 증가

전기차
(각 년도 판매량) 300만 대 5,600만 대 18배 증가

수소 전해조
(각 연도 규모) 250MW 850GW 3,000배 증가

2030 증가폭

IEA는 넷제로 경로상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의 위축은 이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3 Nuclear Fuel Report 2019: Global Scenarios for Demand and Supply Availability 2019-2040,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9. 여기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19년 중반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을 398GWe로 집계하면서 표준 시나리오 상 2030년에 
 462GWe, 2040년까지 569GWe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IEA가 제시한 경로는 대략 2030년 585GWe, 2040년 825GWe 수준을 
 예상하는 것이어서 WNA의 Upper Scenario(2030년 537GWe, 2040년 776GWe)을 훌쩍 넘어선다.



2021 No.19

2050 탄소중립 로드맵29 30

Deloitte Insights

글로벌 탄소중립 로드맵

EU와 IEA 경로의 공통점과 차이점

IRENA의 에너지전환 1.5℃ 경로: 다양한 전략의 수렴

EU와 IEA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상의 양

대 시나리오는 전반적으로 탄소배출 상쇄 기술과 공정

한 전환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다

른 측면도 존재한다. 

EU 시나리오는 순환경제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비즈

니스를 육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시나리오는 

지역적인 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한 변화에서 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의 주

도권을 잡기 위한 방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IEA 시나리

오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IEA의 로드맵은 EU 시나리오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

을 탄소중립 경로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2050년까지 전력 발전의 90%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

하지만 나머지 10%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이 매년 증가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비해 EU는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 시나리오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EU와 IEA의 시나리오 모두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

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50년에도 농업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존

재하므로 탄소를 상쇄하는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CCS 등 기존의 기술과 

새로운 탄소 상쇄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시나리오 보고서는 공정한 전환에 대해서 공통적으

로 지적한다. EU는 역내 에너지 전환에 뒤처지는 국가나 

지역 혹은 시민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IEA의 경우 개발도상국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탄소중립에 참여하지 못

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IRENA가 올해 3월 제출한 “세계에너지전환 -1.5℃

경로 예고편(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1.5°C Pathway(Preview))” 보고서를 IPCC와 IEA 그

리고 다양한 국가 전략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그림 13).

주요 기구와 국가들이 제시하는 모든 로드맵와 시나

리오 분석 상에서 탄소 중립의 핵심 경로는 에너지 전환

이며, 그 중심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있다.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IRENA는 모든 

전략이 수렴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과 

혁신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을 강조한다. 

IRENA는 1.5℃ 에너지 전환 경로에서 재생에너지 발

전, 녹색 수소 그리고 현대적 바이오에너지 등과 같은 검

증된 기술이 지배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

자가 현재부터 2050년까지 계획된 수준보다 30% 더 늘

어난 131조 달러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매

년 평균 4.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같다.

이를 통해 IRENA는 2050년 재생에너지 경로의 목표

를 1차 에너지의 79% 수준으로 제시한다. 이는 IEA가 

제시한 67%보다 12%포인트나 높으며, IPCC의 ‘기후변

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 이하 IAM)’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하로 

잡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13

IRENA의 세계에너지전환 전망: 1.5℃ 경로

출처: World Energy Transition Outlook: 1.5°C Pathway”(Preview), IREN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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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RENA는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90%

로 제시하는데, 이는 IPCC의 60~80%나 IEA의 88%보

다 높은 것이다. IRENA는 IPCC의 SR15 보고서가 재생

에너지 신기술 발전과 생산 단가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미 낡은 것(outdated)

이며, 따라서 시급하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문헌이 갱

신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IRENA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각각의 연구 결

과나 제시 경로에 차이가 드러나지만, 주요 전략이 결국 

수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바이오에너

지와 CCUS의 경우 다양한 경로에서 차이가 큰데, 특히 

IPCC, IEA 그리고 IRENA가 제시하는 것보다 각국 전략

에서는 이들이 비중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개별국가들은 토지 이용 변화나 산림을 기반으로 한 이

산화탄소제거(CDR) 쪽에 보다 관대한 가정을 통해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4).

그림 14

주요 시나리오(로드맵)의 수렴과 분산

출처: 딜로이트 분석, IPCC SR15, IEA 2050NetZero Roadmap, IRENA World Energy Transition-1.5℃ pathways, Dolf Gielen at al., “18 
energy transition scenarios to watch: where they agree and disagree”, EnergyPost.eu, May 21, 2021
*우리나라 수치는 2050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2021), 제3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 자료집(2020), 한국 수소 산
업 로드맵(2018) 등 참고

시사점

대다수 국가 전략과 국제기구의 로드맵은 재생에너지

가 에너지전환에 사활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또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력)화가 적게는 46%에서 

많게는 73%까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화가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수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이나 임업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전략에 비해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CCUS) 기술 전

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전략의 로드맵 상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로드맵과 시나리오 상의 차이는 지역별 차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 경로에 확실한 답은 없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2030년에 비해 2050년은 아직 초기 개발 중

이거나 먼 미래 기술에 따라 목표 달성의 50%가 달려있

다는 IEA의 판단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목

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틀과 기술 진보를 이끌어 내는 혁

신 전략이 중요하다. 나아가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경로

의 발견에 따라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실시간으로 수정

하는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탄소중립 로드맵의 시나리오를 참

고하여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기술이 발전하도록 정책

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와 

IEA 시나리오에서 보듯 2050년까지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

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

이 발전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에너지 전환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탄소중립 콘트롤타워

가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정한 전환에 대해 공론화 과정

을 거치고 적절한 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정책에 이러한 제언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달성 경로별 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1차 에너지 내)

전기차
(최종에너지 대비%)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1차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 생산

탄소포집저장활용
(CCUS)

바이오에너지 CCS의
CO2 포집(CDR의 일부)

2050 순배출량

기타 이산화탄소제거
(CDR)

최종에너지

단위

%

엑사줄/년

%

%

엑사줄/년

Mt/년

Gt/년

Gt/년

GtCO2/년

GtCO2/년

IPCC
1.5℃

>50

300~500

N/A

60~80

150

126

15

<6

-9~6

넷제로

IEA
넷제로

67

344

49

88

102

528

5.4

1.2

0

1.0

IRENA
1.5℃

79

348

51

90

153

613

3

4

-0.4

0.5

중국

54~68

64~134

52~59

61~89

6.5~22

35~117

0~0.9

0

0.1~1.3

-0.8 or 
N/A

미국

48~76

44~52

48~59

69~94

12.2~14.7

69~180

0.78~1.06

0~0.66

-0.5~0.1

-0.84~
-0.5

EU

69~97

12~29

58~73

86~100

2.1~8.1

11~108

0.11~0.6

0~0.51

-0.9~0

-0.79~0

인도

74~77

44

46

95

8.9

46~47

0.4

0

1.3

-0.9

한국*

50~80

3.68

40~80

~90

N/A

15.7

N/A

N/A

0.05

N/A

연경흠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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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중립 로드맵과 
NDC 강화 전망
미래기술 투자와 탄소가격제 강화 솔루션02 Chapter 01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5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

위)가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하기 시

작했다.1 관련 전문가들이 수립한 복수의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국내 발전량에서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

이고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늘릴 것인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간 목표인 2030년 감축 

목표를 얼마만큼 강화할 것인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 결정문 2(b)항에 따라 2015년 5월 자발적 국가 감축목 

표(INDC)를 통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 

축을 제시했고, 이어 지난 2020년 12월에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여 제출했다.2 여

기서 2030 NDC는 기준년도인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709.1MtCO2eq) 대비 24.4%, 2018년(727.6 

MtCO2eq)대비 26.3%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기존 INDC

와 큰 차이가 없고 2050 탄소중립 경로로 가기에 부족하

다는 평가 속에 국제 사회로부터 이를 상향 조정하라는 요

구에 직면했다.3 

NDC가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제기된 평

가는 탄소중립 달성 전망에 부정적이다. 유엔 IPCC와 

IRENA, IEA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탄소중립 경

로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약 

45~55% 감축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20년 전

부터 저탄소 전략을 준비해 온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 

제조업 비중이 크고 고배출 업종이 많은 특성 상 단기간 급

격한 목표 상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정부안으로 알려진 2050탄소중립 시나리

오와 글로벌 로드맵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적인 흐름을 파

악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좀더 현실성 있는 방향과 방안은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33 34우리나라 탄소중립 로드맵과 NDC강화 전망

1 세계일보, “2050 탄소 1억t 배출 전망…석탄 발전 선택지 남겨둬”, 2021.06.24

 조선일보, “원전발전 7%로 줄이고, 中•러 전기 수입추진”, 2021.06.24

2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20. 12.

3 한국일보, “文, 바이든과 첫 화상 대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 추가 상향"”,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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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존 전략: 2050 LEDS와 2030 NDC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LULUCF 제

외)은 727.6백만 톤CO2eq.이며, 이는 1990년도 총배

출량 292.2백만 톤CO2eq.에 비해 149.0% 증가한 수준

으로, 앞서 NDC의 기준이 도는 2017년도 총 배출량인 

709.7백만 톤CO2eq.보다 2.5% 증가하였다(그림 1).4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분야는 2018년 632.4백

만 톤CO2eq.(비중 86.9%)을 배출하였다. 산업 공정 분

야가 57.0백만 톤CO2eq.(비중 7.8%)이며, 농업 분야는 

21.2백만 톤CO2eq.(비중 2.9%), 폐기물 분야는 17.1백

만 톤CO2eq.(비중 2.3%)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했다.

2018년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에너 

지 분야로 전년 대비 16.7백만 톤CO2eq., 약 2.7% 증가 

했으며, 주로 공공 전기·열 생산과 화학 업종에서 증가했 

다. 공공 전기·열 생산 업종의 배출량은 전력 수요의 증 

가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0 

백만 톤CO2eq., 약 6.7% 증가했다. 화학 업종의 배출량 

우리 정부가 2020년 12월에 확정하여 제시한 2050 

LEDS와 2030 NDC는 몇 가지 전략에 기반한다.7 이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을 통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활성

화를 포함하는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란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전략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

정부안의 부분별 목표는 2019년 현재 6.5%인 재생에

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8% 수준으로 올

증가(5.3백만  톤CO2eq.,+13.1%)는 기초유분(에틸렌, 프 

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생산량 증가 영

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5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활용하여 산정한 우 

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4.1 톤CO2eq.로, 

1990년에 비해 106.9% 증가했으며 2017년보다도 2.0% 

늘었다. 2018년도 GDP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01.6

톤CO2eq./10억원으로, 1990년도 643.4 톤 CO2eq./10

억원 대비 37.6%, 2017년도 403.1톤CO2eq./10억원 대

비 0.4%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UNFCCC 

부속서 국가들과 비교하면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

나다에 이어 6위이며, 비부속서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 

11위에 해당한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인 것으

로 추정된다.6

린 뒤 2040년까지 30~35%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어 모빌리티 내 전기차 및 수소차 규모를 각각 300만

대, 85만대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석탄발전 60

기 중 수명이 30년이 넘어가는 30기는 2034년까지 폐

지하고, 24기 규모의 원전은 2024년까지 26기로 늘어난 

뒤 2034년까지 17기로 감축하는 점진적 탈원전 로드맵

을 추진한다. 폐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은 LNG와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제3차 에너

지기본계획(‘19~’40년) 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

함되어 있다.8

그림 1

그림 2

우리나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

국가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비교

출처: 2020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1
주: 감축량 목표치는 2020년 10월 기준
출처: 고도연ㆍ안영환, 2020, IEA, 2021, OECD Statistics, 중소기업연구원

4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국가 온실가드 인벤토리 보고서, 2021

5 Ibid.

6 Ibid.

7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2020.12.07

8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06,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12

(단위: 백만 톤 CO2 eq.)

온실가스 배출량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분야

에너지 615.7 632.4 2.7

산업공정 55.9 57.0 1.9

농업 21.0 21.2 1.1

LULUCF -41.5 -41.3 -0.5

폐기물 17.2 17.1 -0.7

총 배출량
(LULUCF 제외)

709.7 727.6 2.5

순 배출량
(LULUCF 포함)

1990

240.4

20.4

21.0

-37.8

10.4

292.2

254.4

2000

411.8

50.9

21.4

-58.4

18.8

502.9

444.5

2010

566.1

53.0

22.1

-53.8

15.2

656.3

602.5

2015

600.7

54.3

21.0

-44.4

16.6

692.5

648.2

2016

602.7

53.2

20.8

-45.6

16.8

693.5

648.0 668.3 686.3

1990년 대비
증감률(%)

163.1

178.7

1.0

9.3

64.7

149.0

169.8 2.7

EU
(변경전)

1990년 대비 
40% 감축

3,242 25%

탄소중립 0 100%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추진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제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수립,
순환경제 실행계획 수립EU

(수정안)
1990년 대비 

55% 감축 2,581 40%

미국
2005년 대비 
26~28% 감축

4,281~
4,445

33%~
36%

2005년 대비 
80% 감축

1,317 80%

청정에너지 확대,
탈탄소 인프라 및 산업 투자,

낙후지역사회에 환경투자 
혜택의 40% 환원

한국
2017년 대비 
24.4% 감축

536 23%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검토안(1~5)

178.9~
425.9

39%~74%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기후대응 
유망산업 육성, 저탄소 개방형 생태계 

구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2013년 대비 
26% 감축

1,042 21% 2013년 대비 
80% 감축

281.6 79%
재생에너지 확대,14개 유망산업 

선정ㆍ대응, 연구개발 민간투자 촉진,
탄소중립 제도 정비

2020년 대비 
38% 감축

21,150 38% 탄소중립 0 100%

수소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및 보급 확대, 기초 단계인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화석연료 사용 감축

일본

IEA

탄소배출량
(MtCO2eq)

2015 2030 2050

4,335

6,676

693

1,319

33,900
(2020년 기준)

Target Target
탄소 배출량
(MtCO2eq)

2015년 대비
감축량 비율

주요
추진전략

탄소 배출량
(MtCO2eq)

2015년 대비 
감축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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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언론 매체 보도와 정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드러난 정

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석탄발전소 가동 여부와 

농축수산 부문 감축 전략에 따라 크게 2가지로 제시된다.9  

아래에 제시하는 도표와 설명은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

해 이 같은 양대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이다(그림 3).

우선 커다란 전제는 우선 에너지 효율화와 제도적 사회

적 노력을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

부문별로 보면 2018년 대비로 산업 에너지 수요는 1억 

4,020만 Toe에서 1억 5,480만 Toe로 약 10.4% 증가하

는 반면, 각종 효율화와 신기술 그리고 행태 변화 등을 통

해 건물과 수송 그리고 농축산 부문은 각각 21.1~23.2%, 

50.8%, 18.5% 줄어들 것으로 본다. 

모든 분야에서 전력화가 추진되며 수요가 늘면서 전환

(발전) 에너지 공급은 2018년보다 약 2.3~2.4배 증가한

다(그림 4).

탄중위는 2018년 현재 전체 발전량의 41.9%에 달하

는 석탄 비중을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화하는 안과 신

규 건설 중인 7기를 설계 수명까지 계속 가동하는 안을 비

이다. 다만 산업 성장이 지속된다는 점 외에도 탄소포집·

저장·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을 위한 전력과 전환 부문

에서 수소와 같은 무탄소 신전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력 

수요 때문에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는 2억 3,360

만~2억 3,770만 Toe(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

산톤, 1toe=107kcal)까지 2018년 대비로 약 3.5~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 중이다. 2018년 현재 비중이 26.8%로 가장 큰 LNG

와 그 다음 23.4% 비중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은 점진적

으로 축소해 7~8% 수준까지 낮춘다. 대신 6.2%인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60% 내외까지 늘리고, 수소터빈

과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미래 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신

전원과 연료전지(수소) 발전을 각각 10% 내외로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동

북아그리드 구상이 약 2.6~2.7% 발전 비중을 차지한다

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계통섬’이라는 우리나라의 지리

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

는 부분이다.10

9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2021.06.24

 전기신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무엇이 담겼나....온실가스 순배출량 2018년 대비 96.5~97.5% 감축”, 2021.06.25

10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 관련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2018.02.28. 

그림 3

그림 4

 2050년 에너지 소비량

전환(발전)비중 확대 전망

 부문별 전력 수요

출처: 세계일보, 중앙일보, 전기신문, 딜로이트 분석

*2018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유류 1%, 양수 0.7%임

출처: e-나라지표, 전기신문, 중앙일보, 한겨례, 딜로이트 분석

(단위: 백만Toe)

(단위: TWh)

(단위: TWh)

2018년

2018년 

전체 에너지소비

산업

재생에너지

225.8

6.2%

3.5%

61.9%

233.6

769.3

237.7

769.3

5.3%

59.5%

산업

건물

무탄소신전원

140.2

0.0%

10.4%

10.6%

154.8

132

154.8

149.7

10.4%

11.6%

건물

CCUS

원전

46.9

23.4%

-23.2%

7.0%

36

86.9

37

89.9

-21.1%

7.0%

수송

수소생산

연료전지

36

0.0%

-50.8%

9.8%

17.7

121.4

17.7

121.4

-50.8%

9.4%

농축수산

수송

동북아그리드

2.7

0.0%

-18.5%

2.7%

2.2

33.1

2.2

33.1

-18.5%

2.6%

CCUS

농수축산

양수ㆍ기타*

n/a

1.7%

n/a

0.7%

13.4

9

16.5

9

n/a

0.7%

수소

기타

LNG

석탄

n/a

26.8%

41.9%

100%Total

Total

n/a

7.4%

0.0%

100.0%

9.5

92.1

0

1,243.8

9.5

100.9

19.2

1,292.5

n/a

7.8%

1.5%

100.0%

증감률

43.3%

23.0%

12.5%

8.9%

6.8%

2.0%

3.5%

100.0%

비중

비중

증감률

41.7%

23.0%

14.9%

8.6%

6.5%

1.9%

3.5%

100.0%

증감률

비중

2050년

538.5

285.7

156

110.9

84.1

25.1

43.5

1,243.8

2050년

2050년

1안

1안

1안

2안

2안

2안

2050년

538.5

296.7

192

110.9

84.1

25.1

45.2

1,292.5

2050년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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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이 확정되고 사

업인허가를 받아서 합법적 절차대로 이루어진 민자사

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 또 조기 폐쇄의 

경우 사업자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면서 건설사업에 따

라 고용된 노동자와 지역 자영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

상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탄소세

가 부과된다면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

한 부과율 자체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손쉬운 해법

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이 같은 전망 하에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환 부문의 배출량을 약 83~88% 줄이는 시나리오를 제

시하고 있다. 석탄 발전을 신규 7기까지 조기 폐쇄하는 

것을 하나의 경로로 삼고, 신규 석탄발전 7기를 유지하

CCUS의 경우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중 일부는 원료 

재활용을 통해 활용한다. 각각 국제시장 점유율 5%와 

7%를 가정해 각각 2,500만~3,500만 톤CO2eq를 활

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축산 배출량 감축 1안은 식생활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며, 2안 

은 주로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강화 등으로 구성된

다. 또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물과 그린리모델링 확

대, 고효율기기 보급 및 스마트에너지관리 등을 통해 배

출량을 줄인다. 산림과 해양 등의 흡수원은 기본 산림 등

의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 숲과 바다 숲 등 신

규 흡수원을 확충하고, 탈루의 경우 천연가스 사용 감축

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자료로 재구성해 본 우

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확정된 것이 아니

며, 확정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

고 앞으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계에서는 너무 급격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고 LNG 발전과 농수축산 배출량도 좀더 허용하는 대

신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다른 경로다 

(그림 5).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에너지 효율화와 공장 및 산단의 

전환 등을 통해 약 82.9~88.4% 줄이고, 수송 부문은 도

로와 철도는 배출량을 제로화하고 해운과 항공에서 일부 

배출하는 식으로 98.2%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농

축수산 부문에서도 각각 86%, 31~43% 줄인다. 여기서 

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탈루, 수소 생산 등에서 배출되

는 것을 포함해 것은 남는 1억 2,710만~1억 3,490만 톤

CO2eq을 CCUS(8,500~9,500만 톤 CO2eq)와 산림 해

양 등 흡수원(2,410만 톤 CO2eq)으로 제거해, 결과적으

로 2050년 총 배출량은 1,800만~2,580만 톤 CO2eq로 

2018년 7억 2,760만 톤 CO2eq 보다 96.5~97.5% 감축

한다는 것이 목표다.

그림 5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출처: 전기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례, 딜로이트 분석

2030 NDC 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0 NDC와 연계되어  

있다. 앞으로 약 30년 남은 기간 탄소 배출량을 100%가 

량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계산할 때 매년 

3.3% 감축을 이뤄야 하며, 이 경우 2030년까지 약 33%

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미 20년 이상 배출량 감축 노력

을 진행해 온 EU 등 선진국은 2030년까지 50% 내외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간이 우리에 비해 길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보면 매년 2%씩 감축해도 된다.

언론을 통해 일부 드러난 정부의 감축 목표는 복수의 

안으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로 34.3~39.5% 감축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1 앞서 제출한 2017년 대비 

24.4%에 비해 1.5배 이상 대폭 강화된 것이지만, 해외 

기관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4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낮은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평가한 국내외 보고서들은 공

통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목

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공격적인 목표 설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기존 정부의 감축 목표안 자체에 대한 비판을 보

자. 기후행동추적은 발전 부문의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현행 정책만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인 20%에 도달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에너지 효율이 ‘2030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산업 부문의 주요 목표에 포함되

어 있으나 최근 정책은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12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문제점이 제기되

었다. IEA는 올해 제출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통

해 발전 부분을 비롯한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다각적인 에

너지 효율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수송부분의 인프라를 변

화시키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13  

11 매일경제, “’탄소 40%감축’…과속페달 밟는 정부”, 2021.07.01

12 Climate Transparency, “기후 투명성 보고서 2020”, 2020.11

13 IEA(2021), “Korea 2020 Energy Policy Review”, 2021

(단위: 만 톤 CO2 eq)

2018년

총 배출량 72,760 97.5%1,800 2,580 96.5%

전환 26,960 88.4%3,120 4,620 82.9%

산업 26,050 79.6%5,310 5,310 79.6%

수송 9,810 98.2%180 180 98.2%

건물 5,210 86.4%710 710 86.4%

농축수산 2,470 42.5%1,420 1,700 31.2%

폐기물

흡수원

탈루

CCUS

수소

1,710

-4,130

560

n/a

n/a

74.3%

41.6%

69.6%

-

-

440

-2,410

170

-8,500

1,360

440

-2,410

170

-9,500

1,360

74.3%

41.6%

69.6%

-

-

감축률 감축률2050년

1안 2안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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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를 도입할 경우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입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 산업부문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부과와 기업의 자

발적인 감축노력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렇게 에너지 집약도를 줄이는 것이 지속가

능한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도 공헌한다는 점에 대한 산업

계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IEA는 강조했다.14

또한 기존 NDC에 대해 전체적인 경로 분석들은 대부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5월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클

이들은 석탄과 기타 화석 연료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재

생에너지로 전환이 특히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전원 구성 

비중이 작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확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고,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

뤄지면 그린수소에 중점을 둔 수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란 경로를 제시했다. 

올해 카이스트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NDC 목표대로라면 2050년엔 2020년 대비 

60%의 탄소 감축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16 이들은 탄

소중립은 물론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시행 중

인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와 같은 

탄소가격 정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카이스트와 기후솔루션은 단순 비교를 사용하며 탄소중

립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균등한 폭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 

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국내 감축과 국

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분담(fair share)’ 기여를 고려한 

2030년 NDC 전체 목표를 2017년 대비 무려 70~94%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15  먼저 국내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현재의 19%에서 최대 59%까지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그림 6). 통합평가모

델(IAM) 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 상의 배출량 목

표 상위값 401백 만 톤 CO2eq, 하위값 291백 만 톤CO2eq

인데, 이는 2017년 대비로 44~59%의 감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 2030년 배출량은 481백 만 톤 CO2eq이나, 

현재의 NDC는 536백 만 톤 CO2eq여서 궤적과 일치할 수 

없기에 목표치의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시한 단순 감축 경로로 보면 2030년 NDC 감

축 목표는 2017년 대비 32% 감축 수준은 되어야 한다. 카

이스트 등은 NDC를 지속하거나 탄소중립을 추구할 경우 

전력ㆍ산업ㆍ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며, 탄소 흡수 기술 도입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경제규모 상위 10위 국가들의 배

출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선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2030년엔 분석 대상국 중 높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했다(그림 7).17 1인당 탄소배출량은 경제구조와 에너지 소

비 형태를 반영18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에너지 소비 형태

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6

클라이밋애널리틱스의 2030년 최저비용 배출 경로(LULUCF제외)

출처: Climate Analytics, 2020. 

14 Ibid.

15 Climate Analytics, 2020. Transitioning towards a zero-carbon society: science-based emissions reduction pathways for 
 South Ko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16 카이스트, 기후솔루션,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2021.05

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IMF 기준 2020년 세계 10대 경제국 탄소중립ㆍ기후중립 경로 비교”, 2021.05.08, http://climateaction.re.kr/ 
 index.php?mid=news04&document_srl=181943, 2021.05.16 조회

18 한겨례, “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주요국중 1위 될지도”, 2021.05.09

그림 7

주요국 탄소중립 경로와 우리나라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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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에서 공통적인 지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너무나 급격히 감소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나 기관의 탄소

중립 경로와 비교할 경우 주요 로드맵은 기준년도 대비 

2030년에 상당한 양의 탄소를 감축한 뒤 2050년까지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거나 제시

했다(그림 8).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2050

년까지 짧은 기간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였기에 급격히 

탄소를 감축시켜야 하며, 특히 전력과 산업 및 수송 부문

의 급격한 감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9,20

그림 8

그림 9

그림 10

부문별 탄소배출량 목표 비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비교

수용비용 개념

주: EU 섹터별 감축 목표는 기존안 토대로 작성. EU 및 IEA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시나리오
*한국 2030년은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검토안
** 2050년은 정부 합동 시나리오안 목표 감축량에는 탄소흡수 및 LULUCF 포함. 순 탄소 배출량은 탄소흡수량 합산 수치
출처: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uropean Commission(2018), IEA(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포럼(2020), 세계일보, 전기신문, 딜로이트 분석

*2030년 20% 비중은 기존 정부의 ‘RE3020’ 정책 기준
**2050년 비중 목표는 신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신전원 포함
출처: IEA, European Commission, 에너지전환포럼

*국제에너지기구 및 포츠담연구소의 3가지 비용 요소 구분 방법 참조
**계통접속(Connection)비용은 통상 발전소 내부비용으로 분류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수용비용에 포함
출처: 한전경영연구원

에너지 부문에서 급격하게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그림 9). 현재 전체 발전량 중 재

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7.4%인

데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2034년까지 25.8%까지 확

대할 것으로 발표했다.21 이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전력 백업 설비와 계통 보강 등에 2050년까지 

300조원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2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로 인해 수용 비용(그림 10)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한다. 네덜란드 에너지 연구센터의 분

석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력

망 수용 비용이 상승하여 시스템 LCOE(발전원가(LCOE)

와 수용 비용을 합한 비용)를 반영할 경우 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과 태양 · 풍력 등

을 이용하는 신재생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달성 시

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23

19 카이스트, 기후솔루션,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2021.05

20 한겨례, “그린뉴딜 한다더니…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자리걸음’”, 2020.10.05

21 KTV, “2034년 신재생 발전비중 25.8%...주력에너지원 도약”, 2020.12.29

22 서울경제, “2050년까지 신재생 인프라 확충에 300조 소요”, 2020.12.24

23 전기신문, “태양광 늘면서 하루 전력공급 변동폭 15GW 이상 확대 우려”, 2020.11.13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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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보도한 복수의 2030 정부 탄소감축 목표안에 

의하면, 석탄 발전 비중을 2018년 41.9%에서 17.9%~ 

21.2%로 줄이고, LNG도 26.8%에서 19.3~21.7%로 축 

소한다. 원자력 비중은 23.4%에서 20.3~20.4로 완만하

게 줄어든다. 대신 신재생 비중은 6.2%에서 38.4~39.2%

로 대폭 증가한다.24 이는 앞서 정부의 RE3020 목표에 비

해 무려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이다. 급격한 재생에너

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편, 글로벌 탄소중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아

직 확보하지 못한 미래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관

련 분석기관인 우드맥킨지는 저탄소 수소, 이산화탄소포

집 기술, 소형원자력, 배터리 기술 등을 활용하면 2050년 

제시한 2030년 태양광 34GW, 풍격 24GW에 비해 태양

광은 91GW, 풍력은 10GW씩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막대한 토지와 수용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로와 연계해서 볼 때 이

러한 복수의 2030 NDC 상향안에서는 무탄소 신전원이

나 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

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50% 아래로 낮추고 수

송 부문을 100% 전기차로 전환할 것, 그리고 수소 수요를 

1,200만 톤까지 늘릴 것을 권고했다.25

그림 11

그림 122030. NDC 상향에 따른 발전량 믹스 비교

한국 부문별 탄소배출 비중(2017년 기준)

출처: 매일경제, 딜로이트 분석

출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2020.02.05

24 매일경제, op. cit.

25 WoodMackenzie, “South Korea could be more ambitious with renewable target in 9 th Basic Plan: Rising power sector 
 emission could jeopardise net-zero target”, 15 June 2021

26 대한상공회의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 2021.04.18

2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2021.04

28 WoodMackenzie(2021), op. cit.

탈탄소화로 인한 산업부문 부담 가중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은 전력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 부문에 상당한 부담

이 될 전망이다(그림 12).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3).26 

그리고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시킬 경우 전력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27 올해 9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기업 우드

맥킨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4% 확

대할 것이란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38%)할 것으로 보인

다며, 이 때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

는 분석을 제출했다.28

(단위: TWh)

2018년 

재생에너지 6.2% - 38.4% 39.2%

무탄소신전원 0.0% - - -

원전 23.4% - 20.3% 20.4%

연료전지 0.0% - - -

동북아그리드 0.0% - - -

양수ㆍ기타* 1.7% - 0.8% 0.8%

LNG

석탄

26.8%

41.9%

100%Total

-

-

-

19.3%

21.2%

100.0%

21.7%

17.9%

100.0%

비중 비중2030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기타

36%

37%

7%

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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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림 15

그림 14

기업 경쟁력 및 제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철강 및 시멘트 생산의 탄소집약도

한국 산업별 탄소배출 현황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202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출처: 기후투명성 보고서, 2020

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세부 산업별 탄소배출 비중
출처: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정책개발 연구, 2020.11.10

특히 산업별 탄소 배출 상위권인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2017년 기준 산업부문에서 탄소는 259.9백 만 톤 CO2eq가 배출되었는데 이중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가 차

지하는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의 경우엔 철강 생산에 따른 탄소집약도가 높아 탈탄소화 전환이 

해당 산업의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림 15).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으로 인한 수출 감소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39.9%29 에 달하는데, 스탠다드차타드

(SC)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

해 한국 기업의 잠재적 수출손실이 2030년 1,425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30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글

로벌 대기업(MNC)의 89%는 전세계 공급업체를 대상으

로 2025년까지 탄소배출을 평균 30% 감축하라는 목표

를 제시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 업체들의 잠

재적인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31 결국 탄

소중립에 따른 경제 여건의 변화로 산업계는 큰 부담을 받

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30년 NDC 목표를 

2021년 내에 상향 제출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2030년 

NDC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정해야 2030년부터 2050

년까지의 급격한 탄소감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는 동

시에 전력구조와 산업, 수송 등의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해 과감한 투자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

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그린뉴딜은 앞으로 5년간 배

출량을 12.3백 만 톤 CO2eq 정도를 감축하는데 그칠 것

으로 예상된다는 분석32 이 있던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

로 탄소중립에 더욱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29 산업통계분석시스템, https://www.istans.or.kr/co/newCoTab.do?scode=S254, 2021.06.09 조회

30 Standard Chartered, “Carbon Dated: The net-zero supply chain revolution”, 2021.06.08

31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탄소감축 미달 수출기업, 최대 158조 손실 전망”, 2021.06.08

32 Climate Transparency, “대한민국 기후투명성 보고서 – G20의 기후 행동 및 COVID-19 위기 대응 비교”,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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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제안: K-ETS 탄소가격 강화+보완 패키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

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완화 정책의 틀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정책을 활용한 탄소 가격 신호 강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33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1990년 이후 2018년까지 CO2 

배출량이 161%나 증가한 우리나라는 현재 계획 중인 완

화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18년 이후 2030년까지 화석 연

료 CO2 배출량이 오히려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

존 완화 정책을 더 강화하거나 신설하지 않을 경우 2030

년에 CO2 배출국 7위, 1인당 기준으로는 4위에 오르는 

다배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IMF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구

체적인 조치들이 이미 실행되거나 발표되었다면서, 특히 

EU 외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이면서 국내 배출량의 3/4을 

차지하는 배출권거래제(K-ETS)의 실효화 등 탄소가격제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4 다른 나라에 비해 적용 범위가 양

호한 K-ETS는 탄소 가격 결정의 중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의견이다. 현재는 배출총량이 탄소중립 목표

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배출 가격 전망도 불확실한 한계

가 있지만, 이 같은 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IMF는 2025년까지 3단계 이후 K-ETS 4단계에서 

2030 감축 목표와 일치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점

진적으로 배출권 완전 유상할당(경매)으로 이행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장기 탄소중립

을 위한 배출 감축 궤적과 일치시키고, 강한 가격 신호를 

통해 저탄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촉진하며, ETS와 겹

치는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세수는 녹색 산업 혁신,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

금 지원 그리고 관련 노력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에 사용

할 수 있다. 

IMF는 이렇게 ETS가 강화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수

송, 전력, 산업 및 건물 부문에서 ‘피베이트(feebate)’, 즉 

저효율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고효율 제품에는 보

상해주는 보완정책을 제시한다(그림 16).

그림 16

전력설비에 대한 피베이트 도해

출처: IMF(2021)

33 International Monetary Fun(IMF), “FISCAL POLICIES FOR REINFORCING KOREA'S CLIMATE MITIGATION STRATEGY”, IMF 
 Country Report No. 21/65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March 2021

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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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이처럼 IMF는 추가적인 조치가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

적인 방식으로 기존 정책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제약 가능성을 적

절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탄소 가

격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과 사용에 

대한 민간 투자에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패

키지를 제안한다.

IMF는 특히 석탄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탄소 가격에 

대한 배출량 민감도가 G20국가들에 비해 높다면서, 탄소 

가격을 통해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현재 톤당 18달

러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톤당 75달러(8만 3,333원, 환율 

1,111.10원 기준) 이상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석탄 비

중이 낮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훨씬 더 높은 탄소 가격이 

필요할 것인데,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2030년 톤당 135

달러까지 탄소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 G20 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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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2030년에 탄소 가격이 50달러 수준이 될 경우 석탄 가격은 156% 상승할 것이며, 천연가스 가격도 33% 오

르게 되어 소매 전기가격이 약 36%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글로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에너지 가

격 상승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부문별 완화 수단과 취약계층 지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보완 수단을 결합한 포괄

적인 패키지 접근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림 17

그림 18

탄소 가격제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규모 비교

영국ㆍ독일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 감축 약속은 파리협정 혹은 그 이후 제시한 감축 약속 기준. 탄소 가격은 기존 가격에 대한 추가 부과액을 말함
출처: IMF(2021)

영국·독일 사례: 재생에너지+수소경제

영국과 독일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모범적인 국가로 꼽

힌다. 독일은 2020년에 탄소 감축 목표였던 1990년 대비 

40% 감축을 넘어 40.8%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

국은 탄소감축의 기준년도인 1990년 대비 2020년 51% 

감축을 기록했다.35 COVID-19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어

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 현황

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영국은 20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를 추진해왔다.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과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

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자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인 장

기차액거래와 SEG 프로그램, RTFO를 실행하고 있다.36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은 탈석탄 정책과 더불어 환경 규제 

및 탄소세 등의 제약을 통해 점차 축소하고 있다.37

나타낸다.

영국과 독일이 탄소배출 감축에서의 공통점은 먼저 재

생에너지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그림 18). 두 국가는 지속

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여왔으며, 각국이 제

시한 2030 및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탄소중립 시

나리오를 제시한 EU와 IEA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도 2000년부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탄소감축

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 독

일은 재생에너지원법(EEG)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

전 비중을 기존 50%에서 65%로 높이며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기로 발표했다.38 개정안은 2050년 독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확대 및 촉진

하는 것이 목표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

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39

주: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한국의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시나리오의 신재생과 무탄소 신전원 포함
출처: IEA, European Commission,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KOTRA

35 한겨례, “탄소 감축 목표 성큼 다가선 영국ㆍ독일, 비결은?”, 2021.03.23

36 KOTRA, “영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분석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20.12

37 한국에너지공단, “영국, 재생에너지 현황”, 에너지이슈브리핑, 2019.10

38 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재설정한 독일, 에너지전환 더욱 가속화한다”, 2020.09.15

39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2021년 개정 그 미래는?”, 2020.11.05, http://blog.energy.or.kr/?p=2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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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일과 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경제를 추진하는 이유

는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의 수소는 기술적으로 탈탄소

화가 어려운 운송과 건물, 산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소를 바탕으로 발전과 다른 에너

지 소비 분야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

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40

독일은 2020년 6월 국가 수소 전략을 채택하며 정

책적으로 수소경제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수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41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통해 수소

를 생산하여 저장하는 P2G(Power-to-Gas)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42 해왔는데, 국가 수소 전략을 통해 최

종적으로 녹색수소 생산을 통한 P2G로의 저장과 활용

을 목표로 구체화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독일은 전체 

발전량 중 40% 정도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받고 있으

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므

로 P2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영국은 탄소중립을 강하게 추진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에 현재의 기후변화대응법

엔 2030년 이후의 탄소감축 목표가 없는 것은 감축 부

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라며 기본권 침해로 판

결했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CCC)를 통해 지속적

으로 정부에 탄소중립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

고 있으며, CCC의 권고를 바탕으로 2030년 탄소감축

(1990년 대비)을 40%에서 68%로 상향했다. 탄소중

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음에도 두 국가에서는 사

회적으로 보다 엄격한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와 계획 수

립을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영국도 수소경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

년 7월에는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및 수소네트워크 설치를 목적으로 1억 7,000만 파

운드를 투자했으며, 2020년 7월 영국 정부는 중공업 분

야의 탄소절감 및 블루수소 개발에 1억 3,900만 파운

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43 이러한 투자를 통

해 영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 27.5%를 차지하는 운

송분야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여 탄소감축을 이루

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과 영국 양국은 모두 정책적으로 산업부문 중 제

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1990년에 비해 49~51% 감

축하고자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장려44 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엔 철강 산업 지원 계획인 'Steel 

Action Concept'을 발표하며 철강산업이 저탄소 전

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45(그림 

19).  영국의 경우 수소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중공

업과 시멘트, 유리 산업에 1,85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이들 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연료 사

용 방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46

4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 2018.10

41 KOTRA, “독일 수소경제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0.07

42 월간수소경제, “집중탐구, 독일 수소전략”, 2020.11.27

43 KOTRA 해외시장뉴스, “영국 수소 경제 동향 및 전망”, 2020.10.07

44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독일의 탄소중립 성적표는?”, 2021.01.29

45 포스코경영연구원, “독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성장전략’ 지원 정책: ‘Steel Action Concept’”, 2021.04

46 에너지경제연구원, “영국,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사업에 2,800만 파운드 지원 발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0.02.28

47 KBS, “[특파원 리포트] 독일 헌재의 “혁명적 결정”…”미래 세대에 환경 부담 안 줘야””, 2021.05.03

48 한겨례,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는 영국의 탄소중립…한국도 가능할까?”, 2021.04.28

그림 19

독일의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정책

출처: Steel Action Concept, 포스코경영연구원(20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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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 정부는 앞서 유럽연합(EU)과 최근 국제에너지

기구(IEA)의 로드맵을 참고로 삼아 중간 목표와 최종 시

나리오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로드맵은 2050년까지의 

감축을 위해 주요 추진전략을 함께 제시하며, 재생에너

지를 확대하고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EU는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의 확대에 8,000억 유로

를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미국은 2035년까지 청

정에너지 100%로 전환, 일본의 경우 2050년 재생에너

지 발전량 비중 50~60% 전환 등 재생에너지 확대 목

표를 제시했다.49 기술 투자 확대의 경우엔 미국은 청정

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해 10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

할 계획이며,50 EU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유로 투자를 발표51 했다. IEA는 전

기화와 수소 등의 기술에 2030년 이전까지 900억 달

러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52

특히 IEA는 탄소중립으로의 경로에서 수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로 인한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및 운

송과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보고서를 통해 권

고했다.53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이미 수소 경제 

전략을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중요한 경로로 설정하고 

있고 발전 내 수소가 활용되는 연료전지와 무탄소신전

원의 비중이 큰 편이다.54

성된 2030년 NDC 상향 목표치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는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호협약의 당사

국회의(COP26)에 앞서 제출될 예정이다.55

우리나라는 핵심 4대 배출원인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주요 부문에서의 집중적인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 수단 도입이 요구된다.

앞서 전반적인 글로벌 로드맵과 검토 중인 정부 시

나리오, 민간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2030 

NDC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선에서 2017년 대비 최소 

32%에서 최대 40% 감축 수준까지 강화될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한 재생에너

지와 수소를 결합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 가

능성이 열려 있다. 독일과 영국은 높은 재생에너지 발

전 비중을 활용하여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탄소 감축 경로를 추진한다. 우리도 재생에너

하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가장 비중

이 큰 공급원에서 에너지 전환부문과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수요처에서 감축 목표를 

어떤 식으로 높일 수 있느냐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관

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탄소가격제 신호를 강화해 

수요 억제와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투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미 앞서 간 나라들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탄소세 도입 논의를 하고 있

지만, 우리의 경우 IMF의 권고대로 탄소 가격 제도는 

K-ETS를 통한 배출허용총량 감축과 가격 신호 강화라

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위스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

례다. 스위스 법안의 주된 내용은 자동차 연료와 천연가

스, 항공권 등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

였는데, 시민들은 기후 완화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자

신들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너무 강하게 걸 경우 기업

과 시민들의 반감을 높이는, 앞서 지적한 수용성 문제

를 보여준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합리적인 분석에 근

거해 상향되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책 

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유

도하는 것이 탄중위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방식으로 완

지원의 발전량 비중을 높일 때 파워투그리드(P2G), 파

워투엑스(P2X)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 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CCUS 기술의 경제성 달

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경제성

과 사업성을 완전히 검증 받지 않은 소형원자력과 배

터리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스위스 배출규제법안 부결 사례를 감안하면 무엇보

다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

이 중요하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예를 통해 탄소감축 목

표가 높은 국가에서도 더 정교한 감축방안을 사회적으

로 요구하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2030 NDC 목표의 상향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인 권고와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2021.04

50 중소기업연구원,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시사점”,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1년 2월호, 2021.02

51 임팩트온, “줌인 ESG 13: 탄소 감축기술 투자 극과 극… EUㆍ호주는 과감한 투자 대비 국내 인식 부족해”, 2021.01.22

52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05

53 전기신문, “국제에너지 기구 ‘2050 탄소중립 핵심은 수소’”, 2021.05.20

54 관계부처합동,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 01

55 한국경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결정에 국민 대표 500명 참여”,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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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 인터뷰

NDC 상향, 2050과 연계...
전환  산업부문 목표 설정이 핵심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인터뷰어: 김사헌 편집장

2050 탄소중립 로드맵57

Interview

지구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올해 5월 우리나라도 

이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전략

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좀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은 윤순진 탄소중립위

원회(이하 탄중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인터뷰는 탄중위 출범 전인 5월 중

순에 진행되었고, 이후 6월 말까지 두 차례 메일 교환을 통해  일부 질문을 추가하고 답변 수

정 과정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다음은 윤순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탄소중립으로 갈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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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원장님께서 기후환경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

행하셨는데 일찍부터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

경이 있었나요.

제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계기는 먼

저 숙명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환경과 생명을 살

리는 교사모임’의 강의 수강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영감을 받아 숙명여고 최초로 제가 시사환경반이라는 

특별활동반을 만들어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학

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최초의 기후변화협

약이 채택되었던 1992년엔 리우 회의를 다루기도 했

습니다.에너지 부문, 그 중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제 고향이 월성원전 근처였기 때문입

니다. 대학 재학 시절 체르노빌 사고를 접하면서 원전

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개발이 진행될수록 환경과 에

너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88

올림픽을 거치며 한강 오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90년대 초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로 인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도 생활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자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

지 않았고, 첫 아이를 키울 때도 종이기저귀를 전혀 사

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시절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생

각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기후변화에 대

해 작성했습니다. 당시 제 논문을 지도했던 존 번 (John 

Byrne) 교수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존 번 교수님과 한국인 왕영두 교수

님 두 분이 공동 지도교수님이셨는데, 당시 제가 속했던 

환경에너지정책센터에서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교차되는 대표

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

화를 석ㆍ박사 학위논문의 논제로 선택했습니다.

Q.그렇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

엇인지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 일단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에너지 소

비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이란 캠페인은 기업들

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인 선언인데, RE100 참여기업들도 일단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야 달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

력 100%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데 과거에 

100GWh를 사용했던 기업이 이를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70~80GWh로 줄이게 되면 100% 

채워야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양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로 100%를 채우려

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에너

지 밀도가 낮아 설비 설치를 위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필요한 토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물론 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는 다른 용도로 함께 사

용할 수 있어서 화석연료나 원자력 설비에 필요한 토지

Q.탄소중립이란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들

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기후변

화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야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간략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되도록이면 대기 중으로 인위적으로 배

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고, 그래도 여전히 배출

되는 이산화탄소를 여러 방법으로 흡수해서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

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에너지 문제인데, 이는 에너지

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전체 온실기체 배

출량의 2/3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

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인데, 이

를 태우게 되면 화석연료에 있는 탄소와 공기 중의 산

소가 결합하여 열에너지를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에

너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

지 소비 자체를 줄이면서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 교체하는 것, 즉 에너지 관

련 물리적 시설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과 유통, 소비가 사회적인 일정한 체계 속

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현존하는 에너지 체계를 유지

하고 확장해나가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바꿔야 하

고 그러한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만

이 아닌 에너지 기술과 산업, 시장, 고용,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

입니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수단인데, 문제가 계속 달라지거나 심화되기도 하고 새

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

서 정책이 계속 바뀌므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선 지속

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면적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재생에

너지 발전을 위해 사용할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라

도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

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에너

지 서비스(조명, 냉난방, 수송, 전자기기 작동, 통신)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

스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

는게 에너지 효율 개선인데, 효율 개선에 필요한 건 과

학기술의 발전입니다.

다만 효율이 향상된다고 해서 에너지 소비가 효율 개

선 정도만큼 자동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개선되면 단위 소비량당 비용이 낮아져서 오히려 기기

의 사용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

득 규모가 작았을 때보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진 않는

데 이를 가리켜 반등 효과 또는 ‘제본스 역설(Jevons 

paradox)’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절약

입니다. 절약은 에너지 서비스 수준이 다소 떨어져도 

그 정도 불편을 감내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행위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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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5월 탄중위가 출범했습니다. 일각에선 탄중위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 

ee, CCC)를 주로 비교하고 있는데, 탄중위의 법적 근거 

와 관련 법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탄중위의 설립 근거는 현재로서는 ‘2050 탄소중립위

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출범하는 이유는 아직 (가칭) ‘탄소중립

이행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은 현재 국회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관련 기본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출범한 

이유는 탄소중립이 국내 문제이자 국제 문제이기 때

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고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 때까지 131개국

에 이르는데, 이러한 탄소중립 노력은 결국 경제 문제

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

하는 방향으로 세계 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뀌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20년 10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

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후 국내외적으

로 지속해서 이를 천명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체

계로 탄중위가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 제정 이

전에 우선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

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탄중위는 이에 근거하

여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Q.우리나라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 

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하여, 올

해 목표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감축 목표 상향이 

어느 수준으로 가는지, 특히 어떤 부분을 줄여야 하는지 

등의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DC 상향을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겠습니까?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제 중

요한 것은 ‘어떻게 탄소중립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

미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작업반을 

구성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줄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탄중위 출범 후 정부 부처안이라 부를 수 있는 밑

그림을 제출 받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으로는 올해 6월 말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탄중위의 출범이 늦어져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위원회 내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DC, 즉 2030년 탄소감축 목표의 경우 시나리오 검

토작업을 하면서 2050년 감축목표를 연결해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30 NDC 상향을 위해선 

전환부분과 산업부문의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이 중요할 

Q.탄중위가 한국의 탄소중립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

서의 위상을 지니기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는지요.

위원회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권

의 변화에 상관없이 탄중위의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탄중위 권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탄소중립이행

기본법과 같은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상

당히 높으므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여야를 넘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영국은 기후변

화위원회(CCC)에 상당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독

립성을 보장합니다. 지난해 9월 우리 국회가 97.7%란 

높은 찬성률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킨 만큼, 여야가 잘 논의하여 빠른 법제화를 이뤄 내

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탄중위에 이행 평가라든지 부처별 미이행에 

대해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주

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에 

2020년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이행

을 검토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목표(BAU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감축 목표 달

성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부처별 감

축 목표가 부여되었으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

하지 않았고 또 미이행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기 때

문입니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온실가스 배

출원은 에너지 부문이고, 에너지 부문 중 전환부문 배

출 비중이 에너지부문 배출의 45.4%로 가장 높습니

다. 전환부문을 제외한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에서는 산

업부문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배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

다.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산업부

문에서 소비하기에 간접배출까지 포함한다면 산업부

문 배출이 전체 에너지부문 배출의 절반이 넘습니다.

다만 2030 NDC 수립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정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나 

2030년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

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탄중위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

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

자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

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 제

시한 일정을 지키면서도 밀도 높게 사회적 논의와 대

화를 통해 당면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고민이 많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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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중위가 검토 중인 복수의 ‘정

부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존치 여부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잔존배출량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는 건설 중인 석

탄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민

사회에서는 석탄발전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이산화탄

소 배출원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

단하고 이미 건설했다 하더라도 설계수명 이전에 멈춰

야 한다, 2030년엔 모두 퇴출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

회단체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

전소는 이명박 정부의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

해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인허가를 받아서 합법적 절차

대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민자사업을 정부가 함부로 멈

춰 세울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면서 건

설사업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와 지역 자영업자들의 기

대 수익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에는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합

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석탄발전에 대해 탄소세를 

물리게 된다면 사업자가 더 이상 수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이 또한 탄소세 도입과 부과 수준에 대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Q.최근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2050 탄소중립 로

드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시나리오 

작업에서 참조한 보고서는 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시나리오 작업은 작년부터 준비해왔는데, 시나리

오 작업에서는 오랜 기간 작업해왔고 다양한 지식과 노

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EU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많

이 참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EU가 전세계에

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준비

해왔으며, 이미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EU가 설정

한 목표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Q.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당면한 어려움

과 해결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에너지의 상

당 부분을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전과 같은 기저발전의 선택지를 배제하면서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선진국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돌보는 IEA가 발표한 보고

서조차 내연기관 퇴출이라든지 석탄발전 폐쇄 등이 중

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엔 선진국은 

2030년 석탄발전 폐쇄와 2035년 전력생산 탈탄소화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탈탄소화라는게 석탄만

이 아니고 LNG와 석유조차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인데, 

지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탈석탄 내용을 다루면

서 목표연도인 2034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한 석탄발

전소 30기 정도를 닫거나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재 짓고 

있는 규모가 큰 석탄발전소 7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

니다. 과거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규모가 작아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도 1GW 규모의 신규발전소 7

기를 계속 가동한다면 전환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발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자력이나 석

탄발전을 무조건 기저발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

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기저발전으

로 생각했던 이유가 한번 가동 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므로 일정한 발전량을 공급한다는 의미였

습니다.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기저발전 개

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커서 공

급의 변동성(fluctuation)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에너

지 소비에도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같

은 에너지량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 아니

죠. 기상예보 등의 예측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예측이 

정확해질수록 에너지 수요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에 맞춰 공급도 변동성이 있

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

다. 전력계통의 송전용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발전원인 원자력이 계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계통에 들어가지 못하

는 것이죠. 원자력의 문제는 끄고 켜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핵분열 속도를 감속했을 때 원자

로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고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계통 문제 때문에 태양

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대해 출력제한 등을 하고 있

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전원의 출력제

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계통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육지에서 전력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제

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으로 제주도 전력 소비를 충당할 만

큼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정된 송전망 용량과 육지에서 전기를 받아오다 보니 계

통의 에너지 수용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전

력을 끊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원과 기존 기저부하라 불렸던 대규 

모 발전원인 석탄과 원자력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미리 이야기한 분이 로키 마운틴 연구소의 소

장인 에이머리 로빈스(Amory Lovins)인데, 그는 1976 

년 보고서 <에너지 전략 : 가지 않은 길(Energy Strate- 

gy : The Road not Taken)>에서 더 이상 석유와 석탄, 

원자력에 의존하면 안 되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나아가

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은 성

질이 너무나 이질적이라 같이 갈 수 있는 경로가 아니

란 걸 강조한 것이죠. 원자력은 거대한 용량의 에너지

를 계속 일정하게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는 분산적 전원

이며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력계통 분야에 가장 조예가 깊으신 홍익대 전영환 교수

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계통운영인거죠.

이런 계통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원전은 우크라이나

의 체르노빌 사고나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것

처럼 인간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기술입니다. 안

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 

곳도 없는 데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처분 방법도 결정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늘

려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의 발

전단가가 안전 조치 추가로 인해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

서 경제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는 부

담스러운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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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탈탄소 산업전환에 5년

간 13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선 산업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은 국내 문제가 아니기에 기업이 탄소중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외국인 투

자를 받을 때도 탄소감축에 대한 요구를 받으며,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환경분야의 핵심이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또한 RE100같은 경우엔 기업 자신

이 RE100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로 부

품을 수출할 때 협력사로부터 당연히 요청을 받는 상

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전

기 소비량이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

환(에너지) 부문에서 제조 및 건설업에 간접적으로 상

당한 탄소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의 탄

소배출 감축 방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기업

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산업부문

은 에너지 소비만이 아니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가 많으므로 공정의 변화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에서 수소환원철 생산이 주요 화두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과

제가 되었습니다.

Q.기업 등 산업계의 참여에 대해 탄중위에 보고된 바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계 대표들이 탄중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강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벤처기업협

회 등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단

위에서도 현대자동차, SK E&S 등 대기업들과 루트에

너지나 (주)이노마드 등 벤처기업 등의 대표들도 위원

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중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제

한 위원회이므로 산업계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각 부문

과 분야가 어떻게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지를 모색합

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선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가고자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

니다. 일례로 한국철강협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2050

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039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후 자동차에 쓰이는 원자재 조달부터 탄소중립을 하기

로 해서, 철강업체로서는 무탄소 배출 강판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산업계 협의체와의 대화를 통

해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Q.지난 4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협

력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탄중위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

회와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요.

일단  서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중위가 협의

체를 구성하는 데 지역협의체와 산업협의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협의체가 존재합니다. 산업계와 협의체 채

널을 통해 공식적인 대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계만이 아니라 노동계나 농민 단체와도 만

나야 합니다. 분과별로 어떤 협의체를 중점적으로 만

날 것인지 역할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 변화와 우리 모두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

로 서로가 이런 변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를 논의하는 보다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기

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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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소세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나오

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탄소세와 탄소국경세가 도입 

에 관하여 탄중위에선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한다면 탄중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탄중위에서 

다루게 된다면 탄소세는 얼마나 적절할지 어떤 방식으

로 부과할지 등에 대해서는 탄중위의 국민정책단이라

는 기구에서 공론화를 거칠 것 같습니다.

탄소세 등의 조세 정책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목표와 

연동이 되지 않을 순 없겠죠.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경우 

세금의 형태로 받을지 혹은 배출권 구입 요구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EU에서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소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 전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즘 대중강연을 하면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

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제한없이 탄소를 배출했기 때

문인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

기 때문입니다.

탄소세 부과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이 작지 않으므

로 신중하게 접근하되, 우리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

편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정부는 202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안’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전략의 3대 정책방향 중 하

나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하 공정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으로선 준비된 안

(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전환의 의미와 필

요성에 대해선 그래도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일정 정

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걸어가야 하는 길이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

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부터 마련해가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의 변화는 예전과 달리 규모가 크고 문명의 대전

환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기에 더 많

은 업종과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전환 과정에서 도태되거나 탈

락 또는 소외되는 사람이나 지역이 없도록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EU와 독일에서 공정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독일처럼 석탄 비중이 높은 

나라와 먼저 앞서 나가는 국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EU는 국가나 지역이나 산업이나 고용된 인구 등에 지

원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했죠. 우리

도 이런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지

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가칭)탄소중립이행기본법에서 기후변화대응

기금에 대한 규정을 담거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여 필요

한 업종과 노동자,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여야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관련 논

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탄중위 내 공

정전환분과가 설치되어 있어 협의체와의 대화 채널도 

있으므로 위원회도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

니다.

Q.유럽연합(EU)은 2023년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 

획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 예상

되는데요. 탄소가격제란 큰 틀 안에 탄소세와 탄소국경

세, 배출량거래제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탄소에 가격이 부과되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겁니다. 

배출량거래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권리를 할당해서 거

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배출권에 가격

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탄소를 가격화한다는 점에서 탄

소세와 공통적인 면이 있지만 작동하는 방식에선 다릅

니다. 배출량거래제는 정부가 세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거래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탄소세는 정부가 톤당 얼마라

고 정하는 것이므로 운용하는 기제가 다른 겁니다. 탄

소국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갖는 것이므로 잘 운영하면 배출권을 통해 돈

을 벌 수도 있지만 탄소세는 세금이므로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기업들이 발표하는 자리에 가보니 탄소세가 더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

과 달라 놀랐습니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선호하는 이유

는 예측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출권거래

제는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지만, 탄소세

는 톤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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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김사헌 편집장

2050 탄소중립 로드맵71

Interview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하

고 관련 쟁점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국제적 질서는 물론 개별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 연

구개발(R&D)이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부상한 반면, 전주기 탄소 규제나 탄소세(및 탄소국

경조정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도 예상된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탄소중립 전망과 

산업 전환 로드맵, 탄소 저감 핵심 솔루션과 실증 사업, 정책 및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아래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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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소중립 전략에서 에너지자원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름과 같이 크게 산업과 통상, 에너

지 자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실은 이 중 

에너지 자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너

지 수급 대책,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로드맵에 있어 에너

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

리나라에서 7억 2,8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는

데, 이 중에 약 87%인 6억 3,200만 톤이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 사

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파리협정 이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BAU나 혹

은 감축 목표에 비해 되레 더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나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7억 900만 톤에

서 2018년 7억 2,70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 

는 7억 200만 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 

배출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당초 2018년~2020년

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6억 9,000만 톤을 상회한 

것도 사실입니다.1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 특

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과

제입니다.2 하지만 저탄소, 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

을 살려서 온실가스 감축을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석탄발전 추가 감축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Q.우리나라 2030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전망

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50년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므로 중간 경로인 

‘30년 감축목표(NDC) 상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

만 2030년 NDC 목표 상향은 산업 경쟁력과 전력수급 

등 국가 경제 全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2030

년까지 확보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과 솔루션 그리

고 투자 여력과 방법에 의해 판단된 수준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2050년까지 긴 시점을 보고 탄소중립을 계획한다면 

기술이나 과학계, 산업계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시도들

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경우 우리가 탄소중립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부분들

에 대한 경제성의 확보와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

습니다. 예컨데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와 원가절감이나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수단으로의 

활용 등 P2X(Power to X) 관련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Q.탄소중립 경로에서 에너지 전환 비중이 얼마나 되

나요?

에너지는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우

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

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

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

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

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Q.에너지 대전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공급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

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 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여야 합니다. 석탄 발전은 2050년 넷제로

를 목표로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

다. 일례로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의 폐지를 발

표했는데 석탄발전 사업자 스스로가 언제 석탄발전을 

폐지할 것인지 정한 후 정부에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계통 혁신도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

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 단

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 계통의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기

술의 솔루션을 접목해야 하는 부분이 해결과제로 존재

합니다.

산업 혁신도 이뤄야합니다. 기술개발, 세제ㆍ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입니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

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경

쟁 지향적이고 시장중심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솔루

션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연하고 합리적

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시켜

야 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은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

로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

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Q.에너지 전환이 힘을 받도록 전담 차관직 신설과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역할과 필

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작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정부 차원

에서 책임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온실가스 배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혁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에너지 믹스와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우리 기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과 정책적 지원 역시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에

너지 실무조직 확대와 함께 이를 총괄하는 차관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에너지 이슈 관련 국내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리더십 강화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는 한 나라, 한 지

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다른 환경이슈와 달리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

합니다.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하여 많은 국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4월 22일 기후변화 정

상회의가 개최되었고, 5월 말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6월에

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G7 정상회의가 진행됐고, 9

월 중 ASEAN+3/EAS 장관회의, 11월 IEA 각료이사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영국에서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산업과 에너지를 모

두 담당하는 차관 1명이 챙기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움

이 많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에너지 차관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erview

1 2019년 온실가스 배출비중(%) : 발전 35.6, 산업 36.6, 수송 14.2, 가정ㆍ상업 7.2 등

2 제조업 비중(GDP 대비, ‘19) : (韓) 28.4%, (日) 20.3%, (EU) 16.4%, (美) 11.0% 4개 多배출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 (韓) 8.4%, 
 (日) 5.8%, (EU) 5.0%, (美) 3.7%



2021  No.19Deloitte Insights

76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인터뷰2050 탄소중립 로드맵75

Interview

Q.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기

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린뉴딜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며, 

그린에너지가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산업의 확대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

화,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민

간의 참여와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 및 산업육성 등 3

가지 방향으로 그린뉴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Q.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2025년까지 태양광ㆍ풍력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의 핵심기술개

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효율 증가

와 발전단가 감소 등의 잠재성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의 비중이 더 확대될 여력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각 에

너지원에 대한 생산가능 부지와 전력 계통이 허락하는 

여건이 존재할 시 태양광ㆍ풍력 용량은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능형계량기(AMI)의 확대보급을 통해 수요

관리신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공공 ESS을 구축해서 에너지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녹색 보증제도로 녹

색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정착

시켜 그린뉴딜의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Q.탄소세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라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

동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ㆍ부담금ㆍ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탄소 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

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3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

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환

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D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

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비전인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그린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도전적 목표로 에너지 산업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탄소인지예산제도: 정부의 예산 사업이 탄소배출을 얼마나 야기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어느 사업을 통해 얼마나 탄소가 배출이 될지 혹은 

 감축될 지에 관하여 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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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 

록 올해 초부터 재생에너지, 수소 등 10개의 업종별 라 

운드 테이블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

통에너지분야인 발전, 정유, 가스 업종까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주요 에너지 기업들 역시 탄소중립 대응과 신성 

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SK E&S, 

GS에너지 등 9개 기업이 탄소중립 공동 대응을 위해 

에너지 업계 최초로 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Q.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성공

한 사례가 있는지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 소비 효율

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

하여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0년 에너지 기

술개발의 성과로 수소 충전소 핵심부품 중 60%를 국산 

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수소 충전 플랫폼을 실증 및 운 

영함으로써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에 기여한 바 있습

니다. 또한, 40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개

발하여 700억원 규모의 북미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

을 수주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에 태양광 O&M, VPP, 풍력발 

전 지원,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소부장, BEMS 등 6대 

핵심 유망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혁신 조달, 신 

규 시장 제도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 

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이와 연계

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혁신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혁신기업이 약 23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동사업 추진, 생 

산설비 증설 등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고용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으며 어느 국가가 적합한지에 대한 별도의 

용역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정부와 

민간 기업이 모여 ‘민관합동 수소사업 기획단’ 발족을 

통해 어느 국가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어느 시점에 수

소를 들여올지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중입니다.

저장운송은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체방식

의 운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수소 대량 저장, 공급에 필

요한 액상, 액화 운화 운송방식으로 확대하고 액화플랜

트 등 핵심기술 국산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에 대한 사례는 SK가 발표한 투자 계획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

국을 연결하는 수소파이프 라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활용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차 생산능력 확충을 통

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승용차 중심에

서 버스, 트럭 등 상용차 분야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선

박, 열차, 드론, 건설기계까지 전 모빌리티 영역에 수소

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

야에서는 현재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출산업화 하고,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확

대, 수소가스터빈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조속히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가스터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수소터빈을 미래 중요

기술로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증사업을 비롯한 여

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터빈에 대한 실증

을 올해 내로 기획 중이고,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에 대한 일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

터빈 개발에 대해 많은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기술 습

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탄소중립 경로 중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로 수소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그리고 발전, 

수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역할은 모

두 중요하며 어느 한 쪽이 없다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습

니다. 정부는 수소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

도록 균형 있게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Q.글로벌 로드맵을 보면 청정 수소 에너지원 비중은 

1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난 2019년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는 2040년 최종 소비에너지 중 수소가 차지하는 비

중을 5%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산업용 수소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수립 당시보다 현재 전 세

계적으로 수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고려한다

면 2050년에는 수소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2030 NDC를 넘어 2050년까지의 시나

리오를 설정할 때 부문별 감축량이 확정될 것입니다.

Q. 수소산업 육성 전략이 궁금합니다.

수소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ㆍ저장운송ㆍ 

활용”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소생산은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수소경제 초기에는 석유화학 공정 등의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소 수요처 인

근을 중심으로 추출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수소

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

한 친환경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청정수소도 

대량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의 청정수소 도입에 대하여 현재 호주를 비롯

한 일부 국가와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의 도입 논의는 

Q.우리나라 수소 기술의 수준 또는 글로벌 위상은 어

느정도 인가요?

블룸버그는 운송, 에너지, 열, 공정 원료, 수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의 수소경제 현황을 평가하였으

며,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 수소경제 3대 

선두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분야에서 그린 수소의 기반인 수전해 기술, 

그리고 저장 및 운송 분야에서 수소 액화 기술 및 수

소 배관 기술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술 개발의 여지

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전해 기술의 경우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앞서 있다고 보이나 수전해

에 있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챔피언이라 하긴 어렵습니

다. 이에 정부는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와 연계한 3MW 규모의 수전해 R&D 실증을 포함하

여, 다양한 방식과 규모의 수전해 R&D를 지원하고 있

으며, 저장, 유통 분야에서도 액화기술 및 수소배관 분

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수소 대량 저장운송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국산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는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로 
대표되는 수소경제 활용분야에
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산화율도 100%에 근
접하는 등 소재 및 부품 업체의
경쟁력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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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소 경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 않

을까요?

지난 3월 ‘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청

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산유통, 수소연료전지와 다양

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에 2030년까지 약 43조

원을 수소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수소 시대 도래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

의 수소경제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한 것이라 볼 수 있

으며, 기업들은 청정 수소 활용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마련, 대규모 액화 수소 출하에 맞춰 제도마련, 저장•운

송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도마련, 인프라구축 등 원스톱 일괄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소 산

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략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Q.지역 사회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 과제를 이끌어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에는 두 가지 관점

이 존재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전사업

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현재 ‘주민 참

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

고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계획입지제도’를 고안하고 있

습니다. 이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 대해 지

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정부가 지자체

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지역 역량

을 늘리는 지역 에너지 센터를 지원하거나 지역의 에너

지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이 진행 중입니

다. 예컨데, 현재 전남이나 제주도 등에서 지역이 스스

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블루 

전남’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카

본 프리(carbon fre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최근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

여 생산한 수소(“그린수소”)와 수소 추출과정에서 탄소

를 포집한 수소(“블루수소”)를 포괄하는 청정수소에 대

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정수소에 대

한 의무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증제 도입을 통해 민간의 청정수소에 대한 투자를 촉

진함으로써 탄소중립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소발전 시장을 구축하고, 이 

시장에서 청정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

수소 수요도 창출될 전망입니다.

Q.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지요?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

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매년 300억

원 규모의 R&D를 수소전문기업 중심으로 집중지원하

고,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

을 위해 혁신조달로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에 우

대 금융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전문기업” 브

랜드가 금융조달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업

을 건실하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Q.마지막으로 업계에 바라는 점이나 다짐 부탁드립니

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새로운 차세대 기술 개발과 관

련분야 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석유업체인 BP

社는 지난해 2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쉘과 토

탈社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여 장기적으

로 재생에너지 등 신규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P4G 서울 정

상회의 그리고 11월 개최될 UN COP 26 회의 등 탄

소중립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

이전에도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늘 존재했습니다. 

과거 석탄에서 석유시대로의 전환과 현재는 탄소중립 등의 요구로 

인해 석유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는데, 업계 의견 수렴 및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탄소중립과 맞춰 에너지 부문의 상당 부분에 새

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새

로운 시도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에너

지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

습니다. 이런 과제는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책감이 어려운 점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통해 

기회요인을 제공한다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탄소중

립은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보유할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원

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미래가 밝다고 보이며, 우리가 

전통적인 에너지 국가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에 

있어서 선도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고 시장 친화적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에너지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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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동향과 선도 기업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다면
배출된 탄소를 활용하자02 Chapter 02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말 그대로 탄소를 포집(Capture),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격리(Storage/Sequestration)하는 기술로, 포집한 이산환탄소를 ‘자원화’하

는 것을 일컫는다. CCUS는 이미 1972년에 미국의 발베르데 천연가스 발전소(Val Verde 

Natural Gas Power Plant)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약 50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해 최근에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테슬라(Tesla)의 일론 머스크

(Elon Musk) 최고경영자(CEO)는 4년간 탄소 포집 기술 경연대회에서 1기가톤의 탄소 포

집 기술을 개발한 팀에게 1억달러 상당의 기부금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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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CCUS 개발에 이목이 다시 집중되는 이유

는 뭘까?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에서 약속한 대로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C까지 낮추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electrification) 

등이 필수적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야 가능한 것인데, 당장은 불가능하므로 단계적으로 개

편하기 과정에서 CCUS 기술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그림1).

자세히 살펴보면,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철강 

(25%), 시멘트(25%),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30%) 등

이다.2 이들은 우리나라가 모두 보유하면서 선도하고 있

는 산업군이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군을 가지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유럽이나 미국에서 도입 

과정에 있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부담

을 질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탄소세가 도입되며 이에 

대한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에 CCUS 기술에 대한 투

자와 전략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 만약 CCUS 기술로 

탄소 배출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거나 탄소 배출권

(Carbon Credit)을 획득하여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면, 제2의 수입을 창출할 뿐 아니라 기업이 CCUS기술

을 도입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그림 2).
그림 1

그림 2

CCUS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산업군별 탄소 감출 방안 및 목표

출처: IEA, https://www.iea.org/articles/net-zero-by-2050-data-browser

출처: IEA, https://www.iea.org/articles/net-zero-by-2050-data-browser

1 그린피스, 10분만에 읽는 ‘파리기후변화협정’ A to Z, 2021
2 IRENA, A Summary of 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Eliminating CO2 Emissions from Industry and Transport in Line with 
 the 1.5°C Climate Goal,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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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US의 도식

출처: UNECE 웹사이트

3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우리가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 김영사, 2021

4 흡수제 또는 흡착제로는 아민류와 같은 알칼리 흡수액이나 제올라이트가 있다.

5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 웹사이트

6 부피가 너무 커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최적의 선택만이 아니다.

첫 번째는 ‘포집’ 단계이다.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

소, 제철소, 시멘트 또는 정유 공장 같은 대규모 산업 공

정 시설에서 생성된 온갖 불순물 중에 이산화탄소만을 

따로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분산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공정 시설에 ‘흡수제’ 

또는 ‘흡착제’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만을 걸러내는 작

업을 해야 한다. 포집 방안으로는 습식4, 건식 그리고 분

리막 공정 등이 있는데, 습식이 현저하게 상용화단계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집 기술로는 1)연소 후 포집 기술, 2)연소 전 포집 기

술, 3)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연소 후 포집 기

술은 흡수제를 이용하여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

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로 기존 발생원에서 적용하기 

가장 용이하며, 연소 전 포집 기술은 석탄의 가스화 또는 

천연가스의 개질 반응을 통해 합성 가스를 생산한 후 수

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 수

소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이다. 순산소 연소 포

집 기술은 질소 성분을 배제한 순도 95% 이상의 산소

와 재순환된 배기가스를 사용해 미분탄을 연소시켜 이

산화탄소와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기가스를 생성하

는 과정을 일컫는다.5  

두 번째 단계는 ‘압축(포집 후 공정) 및 수송’ 단계이다. 

보통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때 고온의 스팀가열

기로 80에서 100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액화할 수 있다. 

압축 단계에서는 ‘누가 더 적게 열을 사용하는가’가 관건

인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 에너지량이 총 전기 생

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공정 비용(고온수

증기를 누가 더 적게 사용하는지)과 기술의 우수성을 정

한다.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파이프라인6, 트럭, 선박이

나 다른 이동수단으로 심해 지반과 같은 깊은 지하 퇴적

층에 저장된다. 

마지막 단계는 ‘저장’ 또는 ‘사용 및 판매’로 나뉜다. 수송

된 이산화탄소를 필요에 따라 저장하면 ‘탄소포집저장

(CCS)’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탄소포집활용및

판매(CCU)’가 된다. 

CCS 단계는 보통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퇴적층에 

매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지닌 것

을 말한다. 저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지

하에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수송 방법

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얼마나 깊이 그리고 멀리 매립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측정된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이란?

대기 중의 산소나 수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경우 열(적외선 파장)을 복사하여 방출하기 때문에 대

기 온도를 상승시킨다.3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경제활동을 통해 배출한 탄소를 가장 효율

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CCUS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그림 3에서 살

펴보듯이 총 4가지 단계에서의 각각의 기술이 필요하여 각 단계에 투자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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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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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CU는 우선 이산화탄소를 전환(Convert)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그대로 사용(Use)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전환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글로

벌 기술 발전(성숙도) 동향 및 실현 가능성, 잠재성 요인

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망 분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화학적 전환으로, 이산화탄소에 촉매 반응을 일으켜 메

탄올, 요소, 우레탄 등의 화학제품의 원료로 전환하는 기

술이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전환 기술로 광합성률이 굉

장히 높은 미세조류(플랑크톤 등)를 이용하여 이산화탄

소를 화학물질로 전환하여 바이오 자원화를 하는 것이

다. 이들의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물질로 치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에 비해 굉장히 느려 비교

적 효율성이 낮다. 세 번째는 광물학적 전환 방법으로 광

물 탄산화 전환으로 광물질(칼슘염 등)과 반응시켜 건축

자재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그 외에도 고온의 열을 

활용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합성가스로 변환한 후에 

디메틸에테르(DME)와 합성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고,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가스, 에틸렌 등

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술이 존재한다. 현재 CCU의 실

현화를 위해서는 생산 비용 저감, 전환 공정의 효율성 개

선, 설비 확장, 시장 형성 등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남아 

있지만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

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사용(Use)하는 방안으로 가

장 대표적인 것은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퇴적층에 

매립하여 지하의 압력을 높임으로써 원유를 비교적 쉽

게 채굴하는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다.7 기술적으로 보면 흔히 

CCS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석유를 쉽게 채굴

하는 방식이므로 이 자체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로 이산

화탄소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CCU로 분류된다. 또 다

른 방식으로는 비닐하우스 등에 주입하는 농축산업에서 

사용되는 방안과 음료수에 주입하는 방안이 있지만 수

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경제성이 기존의 제품에 

비해 많이 떨어지므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 

CCU의 기술은 수소화 전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

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는 

2015년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8  수소 경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레

이(Grey) 수소, 블루(Blue) 수소, 그린(Green) 수소이

다. 그레이 수소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또는 석유화학 공

정이나 철강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즉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등을 말하며,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CU 기술을 활

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만 걸러낸 것을 일컫는

다.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

하여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말하는데,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방식

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또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블루 

수소 경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대신 화석연료

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산업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

쓰오일 같은 경우는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 가스를 공급하고, 동광화학

은 CCU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해 산업 및 

식품용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다.9 한

국중부발전 또한 보령에 연간 25만톤의 블루 수소를 생

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2조 5,000억원

을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 즈

음에 수소 생산 및 판매까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10

7 원유 회수 증진으로 원유를 채굴할수록 압력이 낮아져 채굴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압력을 높임으로서 
  해결하는 방안이다.

8 딜로이트, 수소 경제의 본격화 시점,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2020

9 S-Oil 웹사이트, 슬기로운 ESG 경영…중소기업 성장 돕고, 온실가스 감축도, 2021.03.18

10 전기신문, “중부발전, 보령에 블루수소 생산기지”, 2021.04.15.

11 조선비즈, “이산화탄소 모아 건축자재로 활용… 정유·화학사가 몰두하는 이 기술” 2021.05.16

12 뉴데일리경제, “"탄소의 자원화"… 정유-석화업계, CCU 상용화 '가속도’”, 2021.05.03

13 카이스트신문, “기후변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새로운 자원이 되다” 2019.09.24

14 해럴드경제, “한난, ‘미세조류 활용 기술’ 상용화” 2021.01.25

CCU를 활용하는 기업들

가장 활발하게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산업군은 에

너지 및 석유화학과 정유 회사들이다. 특히 쉘(Shell), 

셰브론(Chevron), BP, 엑손모빌(Exxon Mobil) 등의 

기업은 지하 퇴적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함으로써 원

유 펌프질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석유회수증진 방안을 

택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감축된 탄소배출량은 단

순히 석유를 더 많이 증산하려는 것이라는 ‘그린 워싱

(Green Washing)’의 질타가 존재하여 아직까지는 온

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투자금과 해당 기술로 상쇄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면 오히려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도입과 탄소 자원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

책 및 제도적 체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탄소 포집과 정제 과

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결합해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메탄올도 상용화한다고 발표했다.11  

롯데케미칼은 CCU설비를 공장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를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거

나 드라이아이스,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으로 만들어 

인근 중소 화학사에 판매하고 있다.12 KC코트렐의 경

우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화동 화력에 연소 후 건식 이

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설치하여 실증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철강산업 또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강 공정은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과환원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탄소자원화에 매우 

적합한 업종이다.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석탄과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제선 공정에서 탄소가 주

로 배출되는데, 독일의 티센크루프(ThyssenKrupp)

는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

(Carbon2Chem)’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

는 ‘수소 도로(Hydrogen Route)’를 시도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스웨덴의 싸브(SSAB)와 유럽 1위 철강사인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적용

한 공장을 이미 신설하였다. 특히 싸브의 경우, 2026년 

에 세계 최초로 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그

린 스틸’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포스코 

는 수소 사업 진출 선언에 이어 산업가스·수소사업부 및 

탄소중립 제철기술 개발 조직인 저탄소 공정연구 그룹

을 신설하였다. 

한편, 미세조류를 활용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가 열병합발전소 배기가스를 활용한 미세조류 광배양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될 경우, 발전소

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를 30% 가량 감축하고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약품, 건강식

품, 화장품, 사료로 이용되는 항산화물질인 아스타잔틴

의 순도 80% 이상 추출도 가능해 보인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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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활발한 활동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캐나다의 카본엔지니어

링(Carbon Engineering)과 미국의 글로벌서모스탯

(Global Thermostat), 그리고 스위스의 클라임웍스

(Climeworks) 등이다. 카본엔지니어링은 흡입기를 

이용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산화포타슘 용액으로 이

산화탄소를 분리한다. 글로벌서모스탯은 다공성 세라

믹 소재를 이용해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아민 기

반 흡착제를 결합시켜 스펀지처럼 이산화탄소를 빨아

들이는데, 이는 자동차의 촉매변환장치에서 아이디어

를 착안했다고 한다.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흡

입기로 공기를 빨아들인 뒤, 흡착제 성분이 들어간 필

터로 이산화탄소만을 포집한다(Direct Air Capture, 

DAC). 이 회사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비닐하우스에 

제공해 작물을 잘 자라도록 돕거나 코카콜라 스위스에 

공급하여 탄산음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클

라임웍스는 카브픽스(Carbfix)와 온파워(On Power) 

등의 기업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최대 규모인 오르카

(Orca) 프로젝트 또한 수행하고 있다. 클라임웍스의 

기술로 걸러낸 순도 높은 이산화탄소를 카브픽스가 2

년 안에 탄산염 광물로 바꾸고 광물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온파워가 지열에너지로 공급하는 삼각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 탄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으로

는 노바셈(Novacem)이 있다. 이 기업은 최근 포틀

랜드 시멘트 1톤을 대체할 때마다 공기 속에서 0.75

톤의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규산염을 사용해 영구히 

붙잡아 고정하는 ‘녹색 시멘트’ 개발에 나섰다. 시멘트 

산업에서의 탄소 저감이 중요한 이유는 원료인 석회

석을 1,500°C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데 연료가 많이 

드는 데다, 원료 속 탄산칼슘을 가열해 생석회로 만드

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란자테

크(LanzaTech)가 있는데 실제로 버진애틀랜틱항공

(Virgin Atlantic)과 협력하여 탄소포집 활용 방법으

로 추출된 지속가능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s, SAF)인 에탄올을 생성하여 2018년에 보잉 

747을 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4

탄소포집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타트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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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ovation의 슈퍼 옥사이드 기반 CO2를 광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전환방법을 통해 산소와 물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공조기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Cambridge Carbon Capture(CCC)는 IP 보호 및 CO2 광물화 기술을 기반으로 산
업용 CO2 포집 및 저장 / 활용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CC의 기술은 현재 탄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업용 연소가스에서 CO2를 제거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및 기타 광물 부산물

의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Avro는 좌초된 천연 가스, 플레어 가스 및 비경제적인 천연 가스를 더 높은 가치의 제
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각 생산 공장은 장기 가스 공급(원료) 
계약으로 확보되고 메탄올 또는 에탄올은 사전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당사의 
초기 제품은 메탄올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스핀 오프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 합성 에
탄올로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고 격리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

램을 개발했습니다. 탄소포집 및 재활용(CCR)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측면에

서 탄소 포집 및 격리의 모든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CO2 저장

의 단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Carbominer는 CO2를 포집하여 이를 저렴하고 기후 친화적인 대안으로 온실 운영

자에게 제공합니다.

C2CNT는 탄소 나노 튜브 제품을 출시하고 탄소 포집 기술을 라이선스 하고 있습니

다. 당사의 공정은 재활용된 이산화탄소로 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 나은 품질의 
탄소 나노 튜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Carbon America는 비용을 저감하고 배치를 빠르게 증가시켜 탄소 포집 및 격리 
(CCS)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쟁 제품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스마트

하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격리하는 다중 전략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Caber Engineering은 탱크 터미널, 철도 적재, 가스 처리 및 탄소 포집 분야의 엔지

니어링 회사이자 업계 리더입니다.

Carbon Clean Solutions는 산업용 CO2 포집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혁신 회사입니

다. 당사의 획기적인 아민촉진완충염(APBS) 기술은 운영 비용과 환경 영향을 크게 줄
여 탄소 포집 및 격리(CCS) 기술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당사는 최대 90%의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발전소 및 산업 설비에 독점 기술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개발한 
탄소 포집 기술은 향상된 에너지 통합 CO2 포집 프로세스와 결합되었고, 재생 가능한 
고급 흡수제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APBS CO2 포집 기술은 새로운 
발전소에 내장되거나 기존 발전소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Calera Corporation은 탄소 격리 영역의 전문업체입니다.  온실 가스와 CO2를 포
집하여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완화시키고 지구 대기의 CO2 수준을 감소시키

는데 기여합니다. 

Carbon Engineering은 대기에서 직접 CO2를 포집하고 이를 깨끗하고 저렴한 운
송 연료로 합성하는 획기적인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회사입니다. 당
사는 스쿼미시(Squamish)의 파일럿 플랜트에서 2015 년부터 대기 중 CO2를 제거

하고 2017 년 12월부터 이를 연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CarbonOrO는 맞춤형 아민 흡수제를 사용하여 가스에서 CO2를 포집합니다. 주
변 조건에서 원시 가스(CO2 포함)는 왼쪽 흡수기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아민 용액은 
가스 흐름과 역류하여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가스에서 CO2를 흡수합니다. 아민 용
액은 가열에 의해 방출되는 탈착기로 CO2를 운반합니다. 전통적인 아민 탈착제는 
120°C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CarbonOrO 탈착기 온도는 70°C까지 낮아 에너지를 
10-25% 절약합니다. 또한 산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응축 증기로 가열을 합니다. 탈착기 가열을 기존 유틸리티와 적절히 통합하면 에너

지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약 할 수 있습니다. 탄소 포집은DAC 방법으로 이루어지

며 원료 가스를 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C-Capture Ltd는 CO2 기반 화학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하

여 가스 흐름에서 CO2 를 제거하기 위한 용매 시스템 설계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

을 개발합니다. 

CleanO2 Carbon Capture Technologies는 난방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주거용 탄소 포집 장치를 배치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확대시

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탄소 제거 기능을 추가 한 CARBiNX라는 상용 탄소 포집 장치

를 개발했습니다. 열 회수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탄소 포집 공정을 사용하여 
귀중한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Climeworks는 상업적인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통해 공기에서 CO2를 포집합니

다. 직접 공기 포집(DAC) 플랜트는 주로 낮은 등급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필
터로 CO2 를 포집합니다. 그런 다음 순수 CO2 가스는 상업 농업, 식음료 산업, 에너

지 부문 및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고객은 탄산 음
료에 필요한 CO2 또는 탄소 중립 탄화수소 연료 및 재료를 생산합니다. 또한 고객이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게 포집된 CO2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기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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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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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Solutions는 효소/미세물로 탄소를 포집하는 선도적인 혁신 업체이며 발전소 
및 기타 대규모 고정 탄소 오염원에 대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소 
후 탄소 포집 방법을 위해 효소, 탄산 탈수 효소 또는 그 유사체의 사용을 다루는 광범

위한 특허 출원 및 출원 중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OPUS12는 CO2를 화학 물질과 연료로 재활용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당사의 기
술은 모든 CO2 배출원에 연결되고 물과 전기를 사용하여 CO2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

한 화학 제품으로 변환합니다. 당사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원

을 창출하는 동시에 배출원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2 Concrete는 탄소 포집 없이 CO2 배출을 건축 자재 및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
습니다.

Pond Technologies는 기존 산업 현장에 배치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을 상용화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독점적인 생장 플랫폼을 사
용하여 밀폐 용기(대형 탱크)에서 빠른 속도로 조류를 재배하여 추가 처리를 위한 대
량의 고품질 조류 바이오 매스를 생성합니다. Pond의 조류는 기능 식품(아스타잔틴)
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당사의 생장 플랫폼은 물 손실이 없고 기존 
산업 현장의 토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모듈식의 확장 가능한 볼트 연결 솔루션입니다.

Compact Carbon Capture의 임무는 CO2 포집 비용을 줄이고 탄소 포집 장비를 
보다 쉽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을 통해 재생 에너지 및 생산 효율성을 통
해 탈탄소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CO2 배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C 기
술은 바이오에너지 CCS를 통해 대기에서 CO2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Equinor와 
Fjell Technology Group 등으로부터 모든 IP와 노하우를 이전 받았습니다.

바이오 숯 혁신 기업인 Ecoera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숯 시스템을 통해 탄소 포집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소규모 도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Skyonic Corporation은 장기 저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체로 변환하는 환
경 기술 회사입니다. 당사는 연소 후 탄소 포집 및 격리 기술인 SkyMine을 제공합니

다. SkyMine 기술은 컨디셔닝된 온도의 연소 가스에서 중금속, 산성 가스 및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고 탄소 배출을 안정적인 중탄산 나트륨으로 저장하여 토지 또는 광산

에 채움으로써 장기 저장하고 배출을 위해 연소 가스를 플랜트 스택에 반환합니다. 당
사는 시설 및 장비의 건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Global Thermostat은 대기 및 기타 공급원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을 개발하고 상용화합니다.

Gravitas Infinitum은 탄소 포집, 바이오 소재, 버려진 플라스틱 및 전기차 분야에서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임팩트 지주회사입니다.

Summit Power Group은 EOR를 위한 탄소 포집 프로젝트, 고효율 천연 가스 화
력 발전 프로젝트, 유틸리티 규모의 PV (태양 광 발전)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및 대규

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청정 에너지 솔루션 업체입니다. 광범위한 연료 및 
화학 시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Summit의 탄소 포집 사업부가 EOR 용 CO2, 비료

용 요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부가가치 산업 제품 생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를 창출했습니다.
HDS International은 첨단 재생 에너지, 폐기물 관리, 조류 바이오 매스 생산, 탄소 
포집 및 격리, 그리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nnovator Energy의 독점적인 CO2 포집 기술로 발전소 배기 가스에서 CO2를 분
리합니다. 당사의 포집 방법은 기존 CO2 포집 프로세스보다 75% 적은 에너지를 필
요로 합니다. 당사의 기밀 CO2 포집 기술인 CO2 Evolution™은 섭씨 28도까지 낮
은 온도의 풍부한 저온 폐열로 완전히 구동되며 기존 CO2 포집 공정보다 운영 비용

이 90% 더 낮습니다.

연구 개발 회사인 Kilimanjaro Energy는 대기 중 CO2 포집을 위한 공기 포집 기술

의 시연, 상용화 및 공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 탄소 포집 시스템인 ACCESS의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Svante는 배출 집약적 산업의 기업에 안전한 저장을 위해 기존 인프라에서 대규모 
배출 CO2를 포집하거나 폐쇄 루프에서 추가 산업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으로 실행 가능한 CCUS 기술을 제공합니다. Svante는 기존 솔루션의 자본 비용의 
절반 미만으로 직접 CO2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산업 규모의 탄소 포집을 실
현합니다. 

LanzaTech는 산업용 배출 가스에서 포집된 탄소를 재활용함으로써 모든 바이오 
매스 자원에서 생성된 합성 가스(예: 도시고형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MSW), 유기산업폐기물, 농업 폐기물) 그리고 개량된 바이오 가스로부터 발생되는 이
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재활용합니다. 당사의 탄소 재활용 기술은 양조장, 제철소 또는 
매립지와 같은 배출원을 개조하는 것과 같지만 설탕과 효모를 사용하여 맥주를 만드

는 대신 박테리아로 오염물을 연료와 화학 물질로 전환합니다.

Syngip은 CCU의 생명 공학 기술회사입니다. 당사는 탄소와 수소를 포집하여 재생 
가능한 생화학 물질과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생성합니다.

Newlight는 공기와 메탄 기반 온실 가스 배출을 결합하여 유성 플라스틱의 성능과 
맞먹는 포집된 탄소로 만든 플라스틱 소재인 AirCarbon™을 생산하는 탄소 포집 기
술을 상용화했습니다. 

ThermoEnergy의 청정 연소 기술인 POXC™ (Pressurized Oxy-Combustion)는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자와 제조업체가 저렴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동
시에 거의 모든 대기 배출을 제거하고 완전한 CO2 포집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
사는 Unity Power Alliance를 통해 POXC™의 상용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Novacem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산화 마그네슘 기반 시멘트 개발 업체로, 시멘

트 산업을 상당한 CO2 배출원에서 CO2 흡수제로 전환시키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UNO Technology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
계적으로 관련된 CO2 포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UNO MK 3 용매 
포집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CCS 포집 프로세스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비용 절감

을 제공합니다. UNO MK 3는 고효율 방식으로 작동하는 침전 탄산 칼륨 세정 용액을 
사용하여 산업용 가스 흐름에서 CO2를 제거하는 폐쇄 루프 흡수 제거 시스템으로 현
재 기술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낮은 비용, 낮은 에너지 사용, 낮은 
환경 수명주기 영향 및 제품 수익 잠재력이 포함됩니다. 

Oakbio는 CCU회사입니다. Oakbio는 유해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바이오 연료

를 생산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수익성이 있는 재생 가능 제품 생산에 중점을 둡니다. 
Oakbio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산업 비즈니스와 협력하여 Oakbio의 핵심 기술

을 기반으로 낮은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으로 탄소 포집 및 활용 바이오 공장을 개발

하는 것입니다.

Wildcat Discovery Technologies는 충전식 및 1차 배터리용 고급 소재 개발에 초
점을 맞춰 에너지 응용 분야를 위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위한 플랫폼 회사입니다. 당
상의 사업에는 가스 저장, 탄소 포집, 열 전기 및 구조 재료를 포함한 다른 응용 분야의 
재료에 대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Wildcat은 자동차, 전자, 의료, 군사 
및 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 재료 공급 업체, 셀 제조업체 및 OEM을 포함하여 
배터리 공급망 전반의 기업 리더들과 파트너십 및 협업 기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명 기업설명국가 국가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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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대형화 효과에 의해 경제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탄소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따

라서 기술 발전으로 CCS는 비용 또는 단가가 점점 내려간다고 하면 언제 접점(crossover)시기가 오느냐

에 따라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림 5).”

CCUS의 순편익 및 효과

CCUS는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용화하

기 매우 어려워진다. 현재까지는 1톤의 이산화탄소

를 처리하는 비용의 범위가 굉장히 큰데, 클라임웍스

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USD600-USD1,000 수준이지만 이를 2024년까지 

USD20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15 앞서 2018

년에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데이비드 키스(David 

Keith)교수가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1톤당 USD94-

23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 기술의 상

용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16 하지만 설치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영국의 하이넷 노스웨스트 잉글랜

드 프로젝트(Hynet North West England Project)

는 매년 1.1메가톤(1MT=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9.2억 파운

드에 달했다고 한다.17 따라서 경제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드는 가운데, CCUS 상용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

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와 연동시키는 방안

을 강구하고 있다.18

15 클라임웍스 웹사이트

16 UK Government, Delivering Clean growth: CCUS Cost Challenge Taskforce report, 2018.

17 Ibid.

18 IEA, Is Carbon Capture too Expensive?, 2021.02.17.

CCUS의 경제성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딜로이트 인 

사이트 팀은 공주대학교 석유지질학을 연구하시는 권이균 

교수와 일문일답을 진행하였다. 

권 교수는 “CCUS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CU와 

CCS를 별도로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CCS의 

경우는, 대형화가 중요합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

다. 예를 들면, 100만톤 CCS의 사업과 400만톤의 CCS 사

업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400만 톤의 경제성이 훨씬 높게 

집계됩니다.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효율을 높이는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CCUS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CU와 CCS를 별도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

공주대학교 권이균 교수

그림 5

CCS의 상용화 지점

1st 게이트웨이
기술적 실현가능성,

비용저감 Threshold등

기술개발/실증 일부 특정산업 적용 광범위한 범위 적용

국가적 지원 확대

-자금 지원

양적 메커니즘 도입
(ETS 등)

탄소가격 상승

탄소가격
CCS 비용

-보조금
-대출 보증

2nd 게이트웨이
추가적 비용절감, 관련 기술/
인프라 발전 및 연계 강화 등

출처: 딜로이트 재작성 IEA(2017)자료 기반

CCS 
상용화 지점

하지만 CCU는 전혀 다른 논리이다. CCS는 매립하고 저장하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의 규모를 최대화시키는 것, 즉 톤당 비용을 저감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면 CCU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

에 초기투자비용보다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 즉 시장을 통해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키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CCU 기술을 통해 (대표적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 일산화탄소, 메탄올 등 30-40개의 생성된 물질은 

시장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 연료나 원료입니다. 이미 수백년동안을 걸치면

서 최적화된 기술로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CCU를 통

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산화탄소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화합물이므로 이를 다시 분해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도 제품별로 많은 

연료와 공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경제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CCU 제품의 경제성을 분석하려면 

비용이 톤당 계산이 되는데, 얼마나 수익이 나는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

용 분석(cost analysis)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 또는 수입원에 대한 예

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탄소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며 탄소

세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세까지 가동되는 방법에 따라 수익률은 매우 달라지겠

CCU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시 
장에서 거래를 해야하 
기 때문에 초기투자비 
용보다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 즉 시장을 통
해 얼만큼의 매출을 일 
으키는지가 관건이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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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탄소 포집부터 수송, 저장 또는 활용하

는데 많은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

성에대한 의문이 컸지만, 최근 스타트업인 클라임웍스

가 이익을 내면서 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산화탄소량을 제거

해주는 구독 서비스 모델이다. 클라임웍스는 소규모의 

확장  가능한 조립식 설비를 운영하여 매달 7유로에서 

21유로 그리고 80유로 등을 내고 가입을 하면 각각 매

년 85kg, 255kg, 1톤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

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과 개인이 매

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 완성차 업체인 아우디(Audi)

는 1,000톤, 미국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Stripe)

는 333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계약을 클라임웍

스와 맺었다. 클라임웍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판매

하는 것만이 아닌 제거해주는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여 

확실하게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수익을 내는 모델까지 개발하여 국내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죠. 따라서 CCU의 경제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

다. 따라서 CCU 기술을 기업들이 상용화하려면 정부는 ‘공공적인 기능’을 지닌

다는 것을 인지하고 CCU 제품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편익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했다. 

물론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서 CCUS의 가격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CCUS는 복잡하고 융복합적

이라 탄소 기술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탄소 포집•수송•활용•저장 단계에서 어느 단계의 기술을 발전시켜 비용을 확

연히 줄이는 것은 사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정해서 기술 투자를 한

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수송 경로 또는 거리에 따라 CCUS의 비용 

구조는 매우 달라진다. 육지(onshore) 사업보다는 연안(offshore)사업 비용

이 훨씬 더 크므로 CCUS의 단계에서 차지하는 수송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반면 수송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경우 포집 단계가 비용 구조에서 높게 차

지 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CCUS 전 공정의 최적화기 필요하며 

특히 사업의 대형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비용을 낮추는데 그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크레딧 메커니즘 창출

과 CDM 체제의 활용등도 매우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

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집 기술은 매우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범

용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CCUS 기술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각 탄소 포집• 수

송•저장 단계에 따라서 기술 수준이 매우 상이합니다. 2019-2020년에 실시한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는 있으나, 굳이 기술의 발전 정도를 비교해보면 선도국 대비 국내 CCUS의 기

술 수준은 80%정도에 도달했고, 기술 격차는 2.5년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여기서 말하는 선도국은 CCS와 CCU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저장 기술은 

대표적으로 노르웨이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와 호주 등 또한 선도하고 있는데, 

CCS를 잘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석유•가스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입니다. CCU 기술은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영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는 인도와 중국도 CCU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즉, 석유•화학쪽

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CCU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지원 정책이 있을까? 권 교수는 “CCUS 기술은 공공적인 기능이 확

실히 존재하니 구매 할당제, 우선 구매제, CAPEX에 대한 지원금, 정부 보조금, 

출자, 출연 및 기금 형성 등을 통한 CCU 제품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편익

을 주는 다양한 방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CCS의 경우는 부지 및 시

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CCU의 경우는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직접 보조금은 힘듭니다. 직접 보조금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시설 보조금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이를 돕고 결정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K-CCUS 추진단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는 CCUS와 관련된 개별법은 

있지만, 독립법이 부재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다부처공동사업인 R&D과제

도 있는데요, 제 5세부 과제가 CCUS 단일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일법을 만들 

때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팀이 존재합니다. 즉, 법률 안에 우리나라 시스템

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CCUS에 대한 이해도다. 아무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

기 시작한 것은 NCD 이후여서 현재로서는 국내법, 해외 진출시 규제를 극복하

는 방안과 경험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가 비교적 부족한 상태이다. 권 교수는 

“기업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CCUS의 비

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이전에 법적 규제 및 환경

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CCUS의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강력한 지원책의 근간이 될 만

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톤당 감축시킬 때마다 USD 

50의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기업들은 300만톤 이상의 사

업을 활발하게 벌이기도 하죠” 라고 말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CCUS 전 공정의 최적

화기 필요하며 특히 사
업의 대형화를 통해 비
용을 낮추는 것이 비용

을 낮추는데 그게 기
여할 것이다. 또한 해
외사업 추진을 위해 양
자간 혹은 다자간 크
레딧 메커니즘 창출과 
CDM 체제의 활용등

도 매우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

구매제, CAPEX에 
대한 지원금, 정부 
보조금, 출자, 출연 및 
기금 형성 등을 통한 
CCU 제품에 대한 경
제적 인센티브와 편익

을 주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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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당장은 탄소세 도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

조)와 관련된 펀드 및 보조금 운용으로 수요 급등의 속도

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K-ETS의 가장 큰 장벽으로는 글로벌 시장 간 연

계 및 거래 가능한 기간의 이월제도이다. 우선 탄소 배출

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장을 일국 내로 국

한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탄소배

출량이 많은 산업군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포집기

술 및 활용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감축한 탄소배출

량으로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

른 국가와 연계하여 시장을 넓힐 수 있다면 배출권거래

제도로 인한 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즉 CCUS 기술을 활

용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배출권의 거래 기간이 연간으로 정해져 있어 해

당 기간 내에 거래를 못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활성화

된다면 탄소 가격에 따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발행시

장(primary market) 뿐 아니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까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CUS와 탄소가격제와의 관계

탄소 가격제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 

ading System, ETS)19 와 탄소세(Carbon Tax)가 있다. 

ETS는 이미 배출된 탄소의 가격을 시장에 의해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탄소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정부가 탄소 

배출 이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하 

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

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분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0 한국도 

K-ETS 시장을 2015년에 도입하여 2021년부터 제3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과 같이 배출 

권 비축 제도 또는 시장 안정화 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 MSR)의 확대 또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까?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탄소 가격이 p*지점

에서 배출량 q*이 시장에서 정해진다면,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해서는 ETS캡 (배출허용총량)을 q*안쪽으로 배치

해야할 것이다. 그런 경우, 공급곡선이 줄어들어 탄소가

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논리만 

적용을 한다면 탄소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포집된 탄소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면 된

다. 즉 감축된 이산화탄소를 톤당 계산하여 이에 대한 배

출권을 획득하여 이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

고, CCUS기술 도입의 상용화 등으로 기업의 배출권 수

요가 줄면 탄소가격은 자동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배출권시장 간 연동이 된다면 해외에서의 사

업활동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국내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 변동성

으로 제 2의 수입이 생기지만, 현 상황에서는 CCUS의 상

용화 및 에너지 전환이 안되어 있으므로 가격의 불안정화

로 인해 기업들은 실제 탄소세를 탄소가격제 보다 선호하

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안되었지만, 탄

소세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교차하는 지점에 적용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그림 7). 다만, 탄소세는 배출할

당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온실 가스 감축 효과가 탄

소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덜 할 수 있으므로,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산업계를 근본적

으로 바꿀 수 없다면 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저장하거

나 활용하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CUS 

기술의 발전과 활성화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안정화

가 되면 배출권 구매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실제 온실 

가스 감축 효과까지 가져오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BAU) 탄소배출

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탄소 가격을 높일 

19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현재 CCS는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CCU는 포함하지 않지만 CCU가 포함되면 조화된 수명주기 평가(harmonized 
 life cycle assessments, LCAs)와 함께 모티터링 프로토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 인센티브 제도는 흔히 청정개발체제(CDM)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 
 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 
 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가 도입됨으로 인해 국가간 탄소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시장에 의한 탄소가격 결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p*

q*
배출량

탄소배출권가격

0

그림 7

배출 총 허용총량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가
격

 불
확

실
성

배출량 불확실성

탄소배출감축량

ETS캡(배출허용총량)

탄소세

한계편익(MB)
한계비용(MC)

탄소배출감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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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해지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에너지 선도자들은 재생에너

지를 공급원으로 하는 그린 수소를 에너지 생태계에 통합해 여러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

속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앞두고 그린 수소의 도입으

로 창출되는 기회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또한 수소경제의 규모를 확대할 지렛대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소경제 인사이트

Eric Vennix 외 10인
Deloitte Global Energy, Resources & Industrials

100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

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
에너지의 미래 시나리오03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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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 수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

소경제를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그린 수소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지렛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야 할 일은 우선 국가 차원의 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민관 통합 그린 수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그린 

수소 도입을 가속화할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 적절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통해 그린 수

소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부

문별로 의무화하거나, 가스망에 수소 10~15% 혼합을 

허용하거나, 전용 수소 파이프라인을 신설하거나, 최종

사용 시장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전해조 생산 및 관련 시스템 생

산을 현지화하는 정책 도입을 가속화해 공급망 리스크

를 완화할 수 있다.

도로 운송 부문의 경우 정부 개입과 민관 파트너십

이 더욱 절실하다.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면 재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시

장이나 정부, 어느 한 쪽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그린 수소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고, 탄소가격제를 도입해 수소로의 전환을 앞당

길 수 있다. 비용을 낮추고 기술 도입의 장벽을 제거하

기 위해 표준 및 안전 프로토콜의 수립과 통일도 시급

하다.

결론적으로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연구개발(R&D) 

및 시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 마련은 정

부 자금지원과 민관 파트너십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

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기술 및 네트워크 혁신과 

비용 감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수소경제의 시기를 앞당

길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믹스, CO2 저감 노력 속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서문

글로벌 탈(脫)탄소

EJ/년

공급원 기준 글로벌 1차 에너지 총규모

글로벌 순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파리협정 실행

CO2 배출량 
(Gt CO2 EQ )

재생에너지

화석원료

2070년 순(純)배출 제로(Net Zero)

2070년 순(純)배출 제로(Net Zero)

BAU

참조: EJ(엑사줄e, 에너지 소비단위) *1EJ=1E18줄
출처: ‘딜로이트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Deloitte Future of Energy Scenarios), ‘셸 스카이 1.5 시나리오’(Shell Sky 1.5 scenario)

1장     수요

INDEX

2장    공급

3장    분배

4장    정책

5장    기업

과제 및 방향

부록1  각국 수소 모멘텀

부록2  미국 로드맵

부록3  유럽 인프라&펀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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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탄소화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는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역학과 사회적 대
응에 달려 있다. 이 같은 두가지 중대한 불확실성이 에너지 미
래의 시나리오를 지배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의 전기화 목표를 향한 10년에 걸친 투자로 태
양광과 풍력은 명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에너지 믹
스에서 전기의 비중이 증대했다.

'딜로이트의 에너지 미래' 시나리오 

에너지 믹스의 전기화

태양광 발전 및 풍력 전기화 비용

400

300

200

100

0
2010년

2010 2020 2030년 이후

2015년 2020년
2025년

이후
2030년

이후

태양광 발전 전기화

   2010~2019년 1조 3,000억 달러 투자

   2010~2030년 비용 88% 감소 예상

LCOE(US$/MWh)

풍력 전기화

   2010~2019년 1조 달러 투자  
   2010~2030년 비용 69% 감소 전망

가스

석탄

에너지원별 총 수요량(EJ/년)

353

82%

18%

403

79%

21%

연료

전기

444

73%

27%

딜로이트는 2020년 ‘에너지 미래’ 시나리오를 발간했다.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도 각각 현실 가능성 높은 다음의 4가지 에너지 시나리오는 리더들의 단기적 결

정과 행동에 도움이 되는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제자리에, 준비, 혁신으로 출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실패함으

로써 민간 산업이 탄소 저감을 위한 혁신 주도자 역할

을 맡게 된다. 각국 정부 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
생에너지 기술의 규모를 키우는 일에 장애물이 산재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기업에 달려 있다.

자급자족, 각자도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무역 장벽이 생기고 지식과 기
술의 이동이 가로막힌다. 각국 정부는 값 싼 안정적 에
너지원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혁신은 현지에서 에너지

원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며, 재생에너지나 탄
화수소 중 현지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기후

변화 대응은 수동적 형태의 각개전투가 돼 글로벌 탄
소 저감보다는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력하게 된다.

하나의 팀, 공동의 꿈

소비자 행위가 선호하는 방향이 건강, 환경, 경제, 사회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성원 전체에 유익한 쪽으로 급
변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 협력 분위기가 촉발되면

서 저탄소 기술의 상업적 성공 사례가 늘고 신속한 탈
탄소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도 강해진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한다.

선제적

수동적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 글로벌 역학

단독 및 지역 경제 개방된 공동 세계 경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에너지 효율성, 가성비, 접근성이 소비자 행동을 주도

하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 재생에너지와 탄화수소가 동
시에 확산된다. 그리고 세계 강국들은 대다수의 자산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단기적 경제성장 우선순위를 공유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첨단 기술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한다.
참조: LCOE=균등화 발전 원가=자산 생애 주기에 걸친 메가와트시당 평균 비용
*1EJ(엑사줄)=1E18줄
출처: 블룸버그NEF, 셸 스카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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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화에는 한계가 있어 수소가 탈탄소 에너지 사용의 
대체 방법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수요 중 약 20~50%는 물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전기화가 불가능하다

파리로 가는 길-탈탄소 대안 우선수위

탈탄소 대안 한계

에너지 감축 및 효율성 개선
에너지 사용 감축

행태적

전기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물리적

지속 가능 연료
에너지 운반체로 녹색분자 사용

경제적

수소

전기화의 물리적 한계

고온에 도달하기 위한 연소성 필요

저장 과정 전반에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필요

모빌리티 부문 응용 시 높은 에너지 밀도 필요

산업 공정에서 공급 원료 필요

바이오 연료

-

탄소 포집   저장
대기 중 CO2 배출 억제

사회적

탄소 배출 상쇄
여타 부문에서 배출 억제

생태적

2050년까지 에너지 전기화 가능성
(2018년 소비량 대비 백분율 기준, EJ; DE, NL, BE)

NortH2(북해 풍력 발전 프로젝트)

참조: ‘파리로 가는 길’(Path to Paris)은 21세기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협약을 뜻한다.
출처: ‘딜로이트 에너지 시스템 모델’ (Eurostat Energy Balances June 2020[DE, NL, BE], OECD, Shell Sky, IEA SDS, Zsiboracs et al., 
Electronics 8, 2019; EEA 등 인용)

전기화 되지 않음

122

높음:
~80%

단열이 허술한 건물은 
전력 히트펌프에 적합성
이 떨어진다.

중앙난방 시스템은 도시 
지역에서 더욱 경제적
이다.

전기화 한계

2018년 에너지 소비 구축 환경 산업 운송

고온 난방은 전기화 실현
이 매우 어렵다.

신 에너지원으로 공정
을 재설계하는 데 비용
이 든다.

킬로그램 및 입방미터당 
에너지 밀도
(운송 및 항공)

개발 시간(항공)

낮음:
~50%

4.8

~1.2

~1.9

~70%

~70%

~1.2

~60%~40%

~60%

~90%
4.3

3.1
전기화 될 수 있음

이미 전기화됨

전기화 될 

가능성 높음

최대 4.3EJ는 
전기화될 

가능성 없음

에너지 수요 중 

20%~50%는

전기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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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가능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이제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산업 화학 공급원료, 제조 가열처리 공정, 전력 시스템, 화물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왜 지금인가?

화석연료 사용 현황과 수소의 잠재력

석유

가스

석탄

산업  공급원료 예시: 비료 제조

예시: 강철 제련 수소

수소

수소 전기화
(틈새 수단으로서의 수소)

수소 전기화
(틈새 수단으로서의 수소)

예시: 증기 터빈

예시: 개인 차량

예시: 트럭 운송

공간 난방 예시: 라디에이터

취사 예시: 가스 스토브

산업 가열처리

전력 생산

모빌리티

구축환경

실현 기술의 등장

각국 정부 추진력 강화

재생에너지 전력이 상업화되며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게 돼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사례가 늘어, 에너지 저

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해조 비용이 태양광 발전 및 풍력 터빈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지역의 경우 전력망 적체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사용 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에

너지 운반의 대체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 초점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부문의 탈탄소화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는 COVID-19 대응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수소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수소 전략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수립된다.

화학 공급원료

가열처리 공정

버퍼링

승객

화물

수소 대체 기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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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치 사슬에 새로운 요소를 창출한다 

오늘날 그린 수소가 부상하는 이유

그린 수소는 에너지 시장을 통합해 재생에너지 시스템 뿐 아니라 에너지 최종수요의 탈탄소화를 가능케 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린 수소는 에너지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수소 생산 개요

수소는 운송과 항공, 중공업(특히 철강 제조)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서 탈탄소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장기 저장고로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수소 경제를 실현하면 국내 에너지원과 공급망을 사용하게 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화석연료에서 생산한다

필요 기술: 
석탄 가스화, 증기메탄개질

(SMR), 자열개질반응(ATR)

CO2 배출

현재 대부분 생산 방식

필요 기술: 
석탄 가스화, SMR, ATR+
탄소포집저장(CCS)

CO2 포집

(SMR과 ATR의 경우 
각각 최대 80% 및 95%)

시범 프로젝트 외에 미국

(발레로社의 텍사스 주 포
트 아서 정제시설)과 캐나

다에서 시설 각각 1개 운
영 중, 영국 1개 시설 계획

필요 기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분해

CO2 배출 제로

대부분 시범 프로젝트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가치사슬과 수소의 역할

참조: e=전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산업공급
원료

가열처리

모빌리티

구축환경

합성 
탄화수소

분산적
전기분해

전기분해 운반 전력 생산

소
비저장

(선택사항)

e

e

e

eH2

H2

H2 H2

H2

H2

CXHX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수소개념



2021  No.19Deloitte Insights

112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2050 탄소중립 로드맵111

수소 공급원과 사용 현황 그린 수소를 활용해 탈탄소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대부분 화석연료로 생산…화학산업과 제조업이 핵심 최종수요 부문

비용 효율이 실현되면 그린 수소를 통해 5개 주요 경제 부문에서 탈탄소화가 가능하다.

부문

기존 수소 공급원료 대체
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탄소 배출 방법으로 생산된 막
대한 양의 수소를 대체할 수 있다.

발전 연료로서 간헐적으로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부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계절성 수요를 맞추는 데 용이하다. 또 배터리 저장보

다 오랜 기간 활용이 가능하다.

군 시설, 공공안전 시설, 외진 곳 등 전력망이 닿지 않는 오프그리드

(off-grid) 지역에 1차 전력 및 냉난방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현대식 가스터빈은 이미 수소와 천연가스를 각각 최대 30% 및 
70% 연소해 가동된다. 설비 개보수를 통해 수소 비율을 100%로 끌어

올려 탄소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보일러보다 높은 품질의 증기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수많은 산업공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전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수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도 그린 수소의 기대되는 주요 활용 부문이다. 장거리 
트럭, 중장비, 승용차, 밴, 미니버스, 열차, 선박, 항공기, 하역기계 등 다
양한 운송 수단에 연료전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효율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가스 공급 시스템의 탈탄소화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그
린 수소를 생산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온수 및 난방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 사용하면 최종 사
용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는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건물 탈
탄소화가 가능해진다.

한겨울 난방 수요가 정점인 시기에 난방 펌프를 대체할 수 있다. 지역난

방방식 등으로 난방연료와 전력 공급을 통합해 건축물 기후 통제가 가
능해진다.

자가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난방과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탈탄소화를 위해 가장 손쉬운 수소 활용 방법은 산업 공정에서 
기존 수소 생산에 사용하던 저탄소 공급원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제조 
과정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시설 개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이다.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가열처리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전기로 가
동하기 힘든 500°C 이상의 고온 및 100~500°C 중온 가열처리 시설

에 유용하다.

전력 생산 및 전력망 재균형

운송

건물

산업공정

응용

현재 수소 응용은 산업과 화학 분야에 집중돼 있다.

암모니아(비료용) 생산 화학물로 응용

산업 공정의 화학 공급원료 및 촉매제로 응용

식품 및 의약품 생산을 위한 가수소 물질로 응용

석유화학 및 정유 공정에서 응용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00만 미터톤(MMT)의 수소가 생산되고, 이 가운데 60%가 전용 수소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다.

이 중 99%는 화석연료가 공급원이며, 전기분해로 얻는 비율은 1%뿐이다.

출처: 미 에너지부 ‘수소 전략, 저탄소 경제를 가능케 하다’
(Hydrogen Strategy, Enabling a low carbon economy), 2020년 7월

공급원별 미국 수소(H2) 생산 

천연가스 SMR 석탄 가스화 전기분해

천연가스 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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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탄화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는 경쟁력이 강한 산업 
공급원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기존 자산
으로 인해 도입 확산이 늦어지고 있다.

산업 가열처리 공정에서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는 소비
재 제조사들의 수소 도입 전망이 높다.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및 수소의 역할

수소 도입

수소 도입

실현기술

실현기술

하위분류

하위분류

산업 공급원료

기존 수요

산업 
가열처리 공정 

B2C

산업 공급원료

새로운 수요
산업 

가열처리 공정 

B2B

수소 응용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수소는 탄화수소를 직접 대체

하기보다 변환 탄화수소(천연

가스를 대신하는 그레이 탄화

수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원료로서 더욱 경쟁력이 

강하다.

소비재 제조사는 그린 이미지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 

엄 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수소 전환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은 총 운영비용에

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기술 장벽이 낮다. 예를 들어 버

너와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손 

쉽게 수소 용도로 전환할 수 있 

다.

수소는 탄화수소를 직접 대체

하기보다 변환 탄화수소(예: 석 

탄 대신 코크스)를 대체할 수 있 

기 때문에 공급원료로서 더욱 

경쟁력이 강하다.

기술 장벽이 낮다. 예를 들어 버

너와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손 

쉽게 수소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버너는 천연가스 기반 수소 

물질로 최대 100% 구동 되도

록 전용할 수 있어, 수소 공급

이 제한적일 경우 생산 중단 리

스크를 피할 수 있다.

그레이 탄화수소를 만드는 시

설(수소 추출설비)은 이미 구축 

돼 있는 데다 감가 상각된 상태 

라 그레이 수소의 한계비용이 

적다.

최종 수요자에 도달하는 거리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사용을 위

한 프리미엄을 획득하기가 어

렵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기업 

들은 실패할 경우 브랜드가 직 

접 타격을 받는 만큼 이익과 리 

스크 사이 균형을 신중하게 맞

춰야 한다.

수소를 생산하고 응용하려면 

새 시설이 필요하다.

최종 수요자에 도달하는 거리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사용을 위 

한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어렵 

다.

B2B 고객들은 재생에너지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없

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감수해

야 한다.

B2C 기업들에 비해 총 운영비

용에서 에너지 비용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비

용 문제가 수소 전환을 억제할 

수 있다.

노르웨이 야라社의 비료 공장과 

네덜란드 남서부 젤란드에 위 

치한 루크오일-토탈 정유시설에 

서는 1GW 규모의 전해조가 소 

형모듈원자로(SMR)로부터 얻

는 그레이 수소를 대체하고 있

다.

유니레버社는 영국 포트 선라이 

트 공장에서 홈케어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보

일러에 수소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 에사르오일(Essar Oil)社 

가 전용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하는 블루 수소 사용

스웨덴의 국유 광산기업 LKAB

와 다국적 전력회사 바텐팔

(Vattenfall), 철광석 기업 싸브

(SSAB)가 하이브리트(Hybrit)

라는 합작사를 설립해 직접환원

제철에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 

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드맥(Nedmag)社 

는 천연가스/수소 혼합을 최대 

100% 처리 가능한 하이브리드 

버너를 개발 중이다.

다양한 혼합 방식을 활용하면 

공급 락인(lock-in) 문제가 완화

되고 그린 수소로의 전환이 수 

월해진다.

장벽

장벽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 사례

산업 가열처리 공정에서 수소의 잠재력

제 1장ㅣ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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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기업들은 마케팅과 영업 비용 대비 최소한의 비용 증
대만으로도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로의 전환이 가능해 소비자
들 사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전력시스템에서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위한 저장 
매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력 직접 사용에 비해 ▲완
충 ▲차익실현 ▲대체 운반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더욱 유
용하게 쓰일 수 있다.

소비재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전력 생산에 있어 수소의 잠재력

참조: 천연가스 100%로 화석연료를 1기가줄(GJ: 소비단위)당 5달러에, 수소를 1GJ당 35달러에 사용할 경우
출처: 2019년 기업 연간 보고, 2019년 기업 환경 성과 지표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극히 적어 화석연료에서 수
소로의 전환이 총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화석연료

마케팅 비용에너지 비용 기타 영업 비용 영업이익률

수소 화석연료 수소

0

500

1,000

1,500

2,000

2,500
톤당 매출 최대

US $1,950

15% 13%

17% 16%

69%

14%

69%

14%

64% 64%

21% 21%

톤당 매출 최대
US $3,250

3,000

3,500

US$/톤

0% 2% 0% 1%
탱크 저장

막대한 자본적 지출(CAPEX)이 필요한 배터리 저장

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장소 제약이 없다.

지하 저장

자본지출이 적게 필요해 계절별 저장이 가능하다.
장소 제약이 있으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 터빈으로 발전소 사용 극대화

연료 전지

장점

완충: 저장 매개를 통해 전력 생산 및 소비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춘다.
차익실현: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에너지를 생산 및 저장하고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한다.
운반: 전력망 혼잡을 막고 기존 가스망을 수소 운반에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생산

전력 생산

전력 공급초과

전기분해 저장 대체방식



2021  No.19Deloitte Insights

118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2050 탄소중립 로드맵117

수소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차량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를 개
선해 모빌리티 부문 탈탄소화를 가능케 한다.

오늘날 특수장비의 실현 가능성 높은 대체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는 미래 운송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모빌리티 측면의 수소 잠재력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수소 잠재력

도로 화물은 글로벌 CO2 배출량의 9%를 차지한다.

중형트럭(HDT)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BEV)를 도입하

면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비효율적

이므로, 수소 연료전지차(FCEV)가 가장 가능성 높은 해

결책이다.

다만 도로 화물 탈탄소화에 대한 지속적 조사 결과, 전기

차가 중형트럭의 일부 듀티 사이클(duty cycle)에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향후 5년 간 대규모로 도입된다면 수소는 이 

부문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선박은 글로벌 CO2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수소가 ‘미래 연료’의 강력한 후보이

지만 암모니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린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사용해 생산되더라도 연

료로 사용되려면 수소와 다른 인프라가 필요하다.

참조: 총 주행거리를 위한 충전시간
출처: 운송 & 환경(Transport & Environment) 2020년 ‘수소 트럭과 배터리 전기 트럭 비교’(Comparison of hydrogen and battery 
electric trucks), 각 社 웹사이트

수소 도입

실현기술하위분류

트럭 및 버스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

특수장비

상업용 차량의 주행거리(800km→1,200km) 및 충전

속도(60분→15분) 개선으로 비용 우위

재충전 네트워크 신설 필요

킬로미터당 전기차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

배터리 전기차보다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개선돼 

편의성 증대

단, 일상적 사용에는 큰 차이 없음

재충전 네트워크 신설 필요

전기차보다 킬로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높음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보다 글로벌 선박에 

더욱 적합

연료전지 또는 내연기관에 사용 가능

화석연료 대체 연료 및 기술에 대한 산업 

도입이 부진함. 암모니아와의 경쟁도 예상

전기 열차 트랙에 따른 고비용이 필요치 않음.

사용빈도가 낮은 장거리 노선에 적합

(예: 농촌 운행 및 광산 열차)

전기열차보다 킬로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높음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보다 뛰어남

이륙 시 터빈에서 연소, 파워 크루즈 비행 시 

연료전지 사용 모두 가능

상용화 전 추진 기술과 항공기 동체 설계에 

대한 지속적 R&D 투자 필요

배터리보다 충전속도가 빨라 비용 우위 있음. 

(예, 24시간 가동 창고의 지게차)

온사이트(on-site) 사용 시 재충전 인프라가 

거의 필요치 않음

전기보다 킬로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높음

장벽

트럭 및 버스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

특수장비

"운송업체들은 적은 운영 변화만으로도 
수소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터리 전기차 사
용을 도로 화물 듀티 사이클의 80%로 끌
어올릴 수 있다.”

- 글로벌 트럭 OEC 업체 부사장

“암모니아는 선박에 훌륭한 선택지이며 
우리는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선박 기술 공급업체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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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환경에서 수소는 가스망에 혼합돼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방식이 더욱 매력적이다.

수소를 2030년까지 구축환경에 광범위하게 도입할 가능성
은 제한적이지만 시범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축환경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

기존 사용

건축물 부문에서 수소는 이미 저비율 혼합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소 혼합 비율이 5~10%만 돼도 수소 

생산이 급증해 가성비가 개선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이 마련되면 30% 이상의 혼합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가스망 일부 부품 개선

기존 규제 재편

가스망이 완전히 수소용으로 개조되거나 새 수소 인프라가 마련될 경우

수소 보일러로 탄소제로가 가능해진다.

수소 열병합 시스템 및 연료전지가 난방연료 및 전력을 제공해 

오프그리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단기적 사용

장기적 사용

구축환경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

영국 리즈(Leeds)

사례 설명

기존 가스망을 100% 수소 운반용

으로 개조

연 평균 총수요=5.9테라와트시

(TwH)

연간 블루 수소 생산 능력 15만톤

영국 주요 도시의 천연가스 공급을 

100% 수소로 순차적 전환

2035년까지 370만 곳 가정과 사

업장, 2050년까지 1,570만 곳 수

소로 전환

신규 및 기존 주거지역의 기존 가스 

인프라를 100% 그린 수소로 전환

구축환경의 수소 성장 및 응용을 위

해서는 지역 그린수소 유용성이 전

제조건

100개 신축 주택과 400개 기존 주

택을 수소로 전환

주거지역의 기존 가스망을 100% 수

소로 전환

낡고 거리가 떨어진 주택들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 100% 전기 난방

펌프가 활용 가능한 대체방법이 될 

수 없음.

인근 풍력 터빈에 연결해 그린 수

소 생산

기존 주택 600채를 수소로 전환하

고 2050년까지 도시 전체의 탄소

중립 달성

네덜란드 호게벤

(Hoogeveen)

네덜란드 스타드 안 헤트 하링빌렛

(Stad aan het Haringvliet)

연료전지

전력

난방

수소 50%
가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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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문은 산업 가열처리 공정
과 더불어 소비자로부터 프리미엄 획득이 가능한 소비재 기
업들의 도로 운송이 될 것이다.

천연가스 증기 개질로 그레이 수소를, CO2 포집•저장으로 
블루 수소를, 재생에너지 전기분해로 그린 수소를 만든다.

제 2장ㅣ공급

수요 부문별 수소 잠재력
수소 생산 방법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현재 생산되는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얻는 그레이 수소

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레이 수소는 탄소 배출량이 많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생산 방식이 같지만 탄소 포

집·저장이 이뤄진다.

생산 능력을 조절할 수 있어 저장이 필요치 않다.

그린 수소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린 수소는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다.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따른 생산 변동성과 지속적 수요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장 능력이 필요하다.

전기분해 기술 간 격차가 크다. 성숙기에 돌입한 알칼리 

수전해 기술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최상의 방법이며, 새

로 개발된 고분자전해질(PEM) 기술은 간헐적 공급에 유 

리하다.

2030년

산업 공급원료

기존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화석연료와 직접 경쟁하기보다 (더 비싼) 그레이 수소와 
경쟁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다.
한계비용이 낮은 기존 그레이 수소 자산 때문에 도입 속
도가 느리고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어렵다.

화석연료와 직접 경쟁하기보다 (더 비싼) 변환 탄화수소

와 경쟁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다.
신 기술과 자산이 필요해 장벽이 높고 프리미엄을 획득

하기 어렵다.

소비재 기업들은 그린 에너지 사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증가를 상
쇄할 수 있다.

기술 장벽이 낮아 잠재력이 높다.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어렵고 총 비용 중 에너지 비중이 
높아 도입 속도가 느리다.

재생에너지 전력 초과 공급분을 피크용량으로 사용하

도록 저장하는 ‘유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 역할

이 가능하다.
케이블 대신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경우의 비용우위가 전
환에 따른 손실을 능가할 경우 운반 부문에서 틈새 역할

이 가능하다.

전기차보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이 빨라 비용우

위에 따른 잠재력이 높다.
본격 도입을 위해 재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통상 개인 자
동차 사용자들은 장거리 주행이나 빠른 충전시간이 필요

치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 낮다.

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연료와 기술 도입이 
불완전하다.
수소는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강점이 있으나 암모니아와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 열차는 수소차보다 전기차로 운행하는 것이 비
용이 낮다.
열차 전기화를 위한 인프라 비용이 극도로 높은 장거리 
저운행 노선의 경우 틈새 잠재력이 있다.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항공기의 경우 바이

오 연료 및 합성 탄화수소가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잠재

력이 낮다.

전기 장비에 비해 장거리 운행 및 빠른 충천이 가능해 비
용우위에 따른 잠재력이 높다.
온사이트(on-site) 용도에 국한되므로 재충전 인프라가 
거의 필요치 않다.

단열 처리가 부실한 도시 중심 구축 건물의 경우 전기화

뿐 아니라 지역난방 또는 바이오매스 대체방식이 불가능

해 틈새 잠재력이 있다.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신규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중간

높음

B2C

트럭 및 버스

B2B

낮음 중간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

특수장비

산업 가열처리 공정

모빌리티

전력 생산

구축환경

2050년 수소 잠재력 전망

메탄

증기개질

그레이 수소

이산화탄소

수성가스
전환반응

물

메탄

물

증기개질

블루 수소

탄소 포집/
저장

이산화
탄소

수성가스
전환 반응

태양광

풍력 전기 전해조

그린 수소

산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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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 및 전기분해 비용이 감소하고 탄소세로 인
해 화석연료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린 수소는 비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린 수소 생산 과정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최대 가격 변수인 재생에너지 전력 비용이 계속 감소할 경우

기술 발전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 수준의 생산 규모 증대 등으로 주요 고정비용인 전기분해 비용이 

감소할 경우

탄소세로 인해 탄소제로 그린 수소의 경쟁력이 화석연료보다 강해질 경우

대규모 중앙집중적 전력분해를 통해 최종수요 시장에 공급할 수요의 과반수 규모를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전기 전해조

그린 수소

산소물

1

2

3

성숙 단계의 기술에 기반한 블루 수소는 그린 수소 비용이 아
직 절감되지 않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다.

블루 수소 생산 과정

블루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최대 가격변수인 천연가스가 싼 값에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 경우

주요 고정비용인 증기 개질이 기존 및 성숙 단계 기술로서 전기분해에 비해 비용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탄소 포집·저장·활용의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예: 고갈된 가스전에서 사용되거나 메탄올에 재

사용되는 경우)

블루 수소는 그린 수소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 기업들에 저탄소 수소를 제공

함으로써 수소로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참조: 메탄은 석탄이나 정제연료가스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탄화수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메탄

증기 개질 수성가스
전환반응

블루 수소

탄소 포집/
저장

이산화탄소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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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수소 비용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
로는 블루 수소보다 여전히 높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화석연
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로 인해 수소 시스템 효율성이 떨어
지지만, 시스템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화에 비해 우위에 있다.

수소 생산 비용 전망

수소 변환 효율성 및 시스템 비용

전력→수소→전력/난방 전환은 전력을 직접 사용할 때와 비교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효율성이 25~50%에 그친다.

수소는 전기화보다 시스템 비용이 적기 때문에 낮은 시스템 효율성을 상쇄할 수 있다.

- 수소는 전기화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최종사용의 탈탄소화를 가능케 한다.

- 수소 파이프라인 운반은 전력 케이블 운반보다 에너지 유닛 당 비용이 8~15배 적다.

- 수소는 에너지 저장이 가능해 간헐적 재생에너지 전력의 100% 통합이 가능하다.

추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려면 비용은 화석연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수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비용 범위 전망

출처: 블룸버그NEF ‘수소경제 전망’(Hydrogen economy outlook), 2020년

1.5 10.6

1.0 7.1

0.5 3.5

0.0 0.0

2.0 14.1

2.5 17.7

3.0 21.2

3.5 24.7

4.0 28.3

4.5 31.8

5.0 35.3

2020

$2.5~4.6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천연가스

2030 2050

US$/kg
(2019년 기준)

US$/GJ
(2019년 기준)

$1.4~2.9

$0.7~1.7

$1.4~2.9
$1.2~2.8 $1.5~3.0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수소 변환 
효율성 60~80%

e

e ℃

H2

수소→전력 변환 
효율성 40~60%

시스템 효율성 25~50% 시스템 효율성 60~80%

개별 맞춤형 수소→
난방 전환 효율성

전기분해

연료전지

최종사용

연소

최종사용

참조: e=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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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수소는 입방미터당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운반하는 것은 화석연료 운반보다 더 많은 비용
이 든다. 

다만 수소 운반 대체방식은 화석연료와 유사하다. 적은 규모
는 트럭으로, 대규모는 파이프라인으로, 대륙 간 운반 등 장거
리는 선박으로 운반한다.

제 3장ㅣ분배

수소 에너지 밀도 및 운반

거리 및 규모별 가장 효율적인 수소 운반 대체방식

입방미터당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천연가스의 3분의 1 수준)은 동일한 트럭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규모가 더 적다는 의미. 이에 따라 다음의 장치가 필요하다.

- 추가 압축 또는 냉각 장치 → 추가 비용

- 추가 트럭 운행 → 추가 비용

킬로그램 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운반 무게가 낮다는 의미

유속이 높다(천연가스의 3배)는 것은 다음의 의미다.

- 파이프라인 운반 고려 시 낮은 에너지 밀도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 화석연료와 비교해 수소의 경우 파이프라인 운반이 트럭 운반보다 유리한 비용우위를 보일 수 있다.

참조: 3,000psi 압력 기준
출처: 2019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 ‘그레이 셀 에너지 - 수소 시장’(Grey Cells energy - Hydrogen Markets), ‘셸 수소’(Shell 
Hydrogen) 연구, 2018년

출처: 블룸버그NEF ‘수소경제 전망’,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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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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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배전망운영자 
(DSO)들의 구축 
환경 수소 분배 
계획

예: 일부 산업 
기업들은 소규
모 수소를 재충
전소 및 시범 프
로젝트 장소에 
운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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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분산형 전기분해 시스템이라는 획기적 가능성을 제시
해, 운반 인프라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수소 생산은 불안정한 간헐적 재생에너지 생산 패턴을 따르
기 때문에, 저장 기술과 역량은 공급과 수요를 안정화시켜 수
소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한다.분산형 전기분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

수소 저장 시작과 반출

분산형 전해조 시스템이 트럭 운반보다 비용 효율적인 경우

값 싼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분산돼 있을 때(전력망 또는 전용 태양광 전력 또는 풍력)

전해조를 십분 활용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하기에는 적은 규모일 때

중앙 전해조와의 거리가 멀어 운반이 필요치 않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날 때

예: 재충전소에 설치된 컨테이너 크기 전해조

규모(톤/1일)

수
소

량
(톤

/1
일

)

운반거리(km)

1,000

10

1

0
1

현지 도시 도시 간 대륙 간
10,0001,00010010

수소 수요, 특히 산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린 수소 생산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대규모 수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저장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 변화에 대한 운반 목적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소 전환을 달성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저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조: 수소 생산 패턴은 풍력에 의한 유럽 전력 생산을 따른다. 차트 테이터는 예시용일 뿐이다.
출처: 윈드유럽(WindEurope), 국제에너지기구(IEA), 모니터 딜로이트(Monitor Deloitte) 분석

운반 파이프라인

분배 파이프라인 선박

트럭

분산형 전기분해 시스템이 
더욱 비용 효율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장 시작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

저장량
(측정 전)

수요

저장 반출
(수요량이 생산량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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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수소 비용을 결정함으로써 재생에
너지 전력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 또는 선
박을 통한 수입으로 귀결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에서 얻은 수소와 폐기물 스트림(waste 
stream, 폐기물 처리 전 과정) 또는 대기에서 직접 얻은 
CO2로 합성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하면, 수요자가 새로운 수
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장기적 수소 비용

US$/kgH2

합성 탄화수소 연료 생산 과정

출처: IEA, ‘수소의 미래’(The Future of Hydrogen)

출처: O. Kraan ‘에너지 전환 등장에 대하여’(On the Emergence of the Energy Transition), 2019년 Joule 발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그린 수소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포르투갈에서 생산된 그린 수
소를 네덜란드와 내륙지역으로 운반
하기 위한 전략적 수출입 가치망을 구
축한다는 의향을 상호 확인했다.”
- 네덜란드 정부

일본으로 통하는 호주의 ‘수소 
로드’(hydrogen road)로 탄
소배출을 줄인다.

“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
한 컨소시엄으로 세계 최초 탄
소제로 에너지 공급망 중 한 곳
에서 갈탄 기반 수소를 생산한
다.”
- 파이낸셜 리뷰

북아프리카-유럽 수소 선언문

“유럽과 북아프리카 간 공동 
수소 전략은 2050년까지 재
생에너지 전력 50%와 그린 
수소 50%에 기반한 유럽 에
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
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수소,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다리’

전기
4.7GJ

전기분해 H2
2.8GJ

H2
4.9GJ

CO2
270kg, 2.5GJ

합성

배럴당 200 달러

합성 탄화수소 연료
5.5GJ

CO2

활성화
CO2

472kg
직접공기포집

(DAC)

전기
9.6GJ

물 공급
대기중 CO2

합성 탄화수소 연료는 사용자가 수소 
기술 대체방식을 도입하거나 인프라
(예: 충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
도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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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에너지 및 산업 정책과 더불어 수소 생태계를 개발하
는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수소 비용이 한층 감소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 수소 전략 외에도 수소 및 에너지 시
스템 통합 전략으로 새로운 청정 투자 어젠다를 수립할 전망
이다.

제 4장ㅣ정책

세계 각국의 수소 정책 목표 EU 수소 전략

유럽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확대

산업, 운송, 건축물 부문을 통틀어 활용 가능한 공급원료 또는 연료, 에너지 운반체, 저장 물질로

서의 수소에 초점

COVID-19 경제위기 극복 계획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는 경제 성장과 회복탄력성

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합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로 수

소를 강조했다.

현재~2024년

6GW 전해조(재생에너지 수소) 설치

재생에너지 수소 최대 100만 톤 생산

2025~2030년

EU의 통합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

전해조: 재생에너지 40GW 규모

재생에너지 수소 최대 1,000만 톤 생산

2030~2050년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문 전반에서 대규모

로 재생에너지 수소 도입

현재~2030년: 

전해조에 240억~420억 유로 투자

필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80~120Gw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

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전해조에 직

접 연결하려면 2,200억~3,400억 유

로 필요

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개조: 기

존 시설의 절반 개조에 최대 110억 

유로 투자

운송 및 인프라에 650억 유로 투자

현재~2050년: EU 내 생산시설 투자 

규모가 1,800억~4,700억 유로에 달

할 것으로 전망

수소 소비 및 수소 기반 연료의 최종사

용 부문 적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 필요

새로운 선도시장의 점진적 창출: 산업 

응용 및 모빌리티

산업: 1) 정유소의 그레이 수소 사용

을 축소 및 대체(암모니아 생산 및 새

로운 형태의 메탄올 생산) 2) 탄소제

로 제철 공정

모빌리티: 1) 전기화가 적합치 않은 

도시 버스나 상업용 차량 집단(예: 택

시), 철도망 특별 구간 등 캡티브 유저

(Captive user) 부문 2) 중형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열차, 내륙 수로 및 단거

리 해상 선박, 항공, 해양 부문

범위

규모 확대 투자 전망 수요 창출

공급, 수요, 기술 모두 추진

에너지 수입국

탈탄소화와 에너지 독립을 목표

그린 에너지, 기술 지원금, 수요 장려

화학 및 파이프라인 인프라 이용

공급 추진

에너지 수출국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 창출을 목표

태양광 및 풍력에서 그린 수소를 얻어 비료 공급원료로 사용

경제 현대화 계획 ‘비전 2030’의 일환

공급 추진

에너지 수출국

對일본 수출용 블루 수소에 초점

수요 추진

에너지 수입국

운송 부문 혁신을 목표

모빌리티와 전력 생산에 초점

기술 추진

에너지 수입국

가장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기술(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2030년까지 수소연료차 100만대를 목표

R&D 지원금 및 인센티브 활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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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기업들은 수소가 약속하는 미래를 꿈꾸며 시범 프로젝
트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산업 공급원료로서의 수소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규모 수소 공급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다.제 5장ㅣ기업

수소 시범 프로젝트

수소

출처: 각 社 웹사이트, 암모니아인더스트리닷컴(amoniaundustry.com)

철강
→공급원료

철강
→공급원료

철강
→가열처리

화학
→공급원료

화학
→공급원료

마그네슘
→가열처리

합작벤처 하이브리트(HYBRITT)
수소를 공급원료로 사용해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기술로 철강  생산

LKAB는 바이오연료로 철강 가열처리, 바
텐팔은 수소 생산을 위한 그린 에너지 공급

2024년까지 시범 프로젝트 단계별 진행, 
2025년 시설 준공

수소를 공급원료로 사용한 직접환원제

출 기술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社, 
기존 용광로에 수소를 투입하는 실험 진행

독일 RWE社, 수소 공급 예정

2022년 용광로의 전면 용도 전환 계획

스웨덴 오바코(Ovaco) 공장에서 도입 전 
철강 가열처리에 수소 사용 시범 프로젝트 
진행

연소 연료로 LPG를 수소로 교체 

할도 톱소,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신 기
술 고온수전해(SOEC) 개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SOEC를 활용하면 
암모니아 공급원료인 수소와 질소 생산 
가능

SOEC는 현재 첨단 시설과 비슷한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 미래 암모니아 공장을 가능

케 하는 기술

2025년 SOEC 시범공장 설립, 2030년 상
업적 활용 계획

할도 톱소(Haldor Topsoe), 악스포(Ax- 
po),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등 
과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

수소를 폐기 CO2와 혼합해 이메탄올

(eMethanol)을 생산, 연료 또는 공급원

료로 사용

2023년 가동 시작 계획

다양한 비율(0~100% 수소)의 천연가

스-수소 혼합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소 가
열처리 방식 개발

다양한 혼합 비율 처리가 가능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그린 수소로의 전환

이 수월해짐.
2020년 네덜란드 네드맥(Nedmag)社 
시설에서 실험 계획

NortH2(북해 풍력 전기화 프로젝트) 
- 그린 수소

에너지 공급, 운송망, 항구 운영 업체들 간 컨소시엄
해상 풍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운반, 저장, 공급
까지 통합된 공급망 구축이 목표
2030년까지 3~4GW 생산능력을 갖춰 네덜란드 
및 북서유럽(NWE) 산업 사용자들에게 제공 목표
수소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개조해 마련될 네덜
란드 수소망으로 운반돼 소금동굴(salt cavern)에 
저장
최종투자의사결정(FID) 이전 단계

에너지 공급, 사용자, 운송망, 항구 운영 업체들 간 
컨소시엄
험버 산업 단지를 2040년까지 영국 최초 탄소제로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
수소 혼합 방식의 트리톤(Triton) 가스 발전소에서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社의 첫 수소 생산 시
설에 대한 수요 발생
지역 파이프라인을 통해 철강 및 화학 부문에 산업 
가열처리 공급원료로 공급 확대가 궁극적 목표
최종투자의사결정(FID) 이전 단계

영국 넷 제로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Zero Carbon Humber, ZCH) - 블루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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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컨소시엄과 
생태계를 통한 협력이 필수다.

시작점이 극도로 불투명한 수소 경제는 난폭한 사이클에 직
면해 있다.

수소도 다른 인프라 및 기술 발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
술이나 R&D에 대한 체계적 투자를 근간으로 돌파구가 마련
될 수 있다.

기업 및 지역별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탄소 저감을 둘러싼 불확실성

다른 기술 및 인프라 개발과 유사점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첫 공공 인터넷 연결

1990년대 초 다이얼 접속(dial-up) 방식으로 월드와

이드웹(WWW)에 접속 가능

다이얼 접속은 전화선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연결망을 
구축, 전화와 인터넷 동시 사용 불가

상업용 광대역 도입

1990년대 말 케이블과 디지털 가입, 위성, FFTX가 다
이얼 접속 대신 표준 기술로 정착

개방된 인프라 표준으로 신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 지원이 R&D 시동을 거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 기금 지원으로 위성 첫 응용

1964년 美항공우주국(NASA)이 470w 규모 태양광 발
전으로 구동되는 님버스(Nimbus) 기상 위성 발사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에 막대한 
정부 투자 뿐 아니라 전력 및 석유 회사들의 투자도 이
뤄짐.
기술 개발이 이뤄지자 태양광 발전 응용 증가

1980년 美 델라웨어대학이 첫 필름 태양전지 개발

(주택에 적용 시 에너지 효율성 10% 초과)
1990년대와 2000년대 관련 연구 폭발적 증가, 응용 가
능성 대폭 확대

생산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어떤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될 것인가? 내가 투자하

는 기술이 표준이 되지 못

한다면?

연료 공급 인프라가 해당 지역

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다

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각 지방 정부, 주 정부, 국

가, 국제기구들이 각기 다

른 규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이 추진하는 Top 10 수소 전기분해 프로젝트

아시아 재생에너지 에너지 허브
Asian Renewable Energy Hub

NortH2 수소 전해조
NortH2 Hydrogen Electrolyzer

실버 프로그
Silver Frog

머친슨 재생에너지
Murchinson Renewable

베이징 징넝 내몽골
Beijing Jingneng Inner Mongolia

그린 수소 프로젝트 네옴
Neom

퍼시픽 태양광 수소 
Pacific Solar Hydrogen

H2 허브 글래드스톤
H2 Hub Gladstone

범 코펜하겐 지역
Greater Copenhagen Area

제럴드턴 수소 프로젝트
Geraldton Hydrogen Project

지역별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출처: 미국 에너지부

출처: Rystad Energy RenewableCube(2020년), IEEFA 추산, 각 기업 자체 데이터

메가와트(MW)

CWP 리뉴어블스 CWP Renewables

인터콘티넨탈 에너지 InterContinental Energy

베이징 징넝 전력 Beijing Jingneng

하이드로젠 리뉴어블스 AU Hydrogen Renewables AU

가스유니 Gasunie

오스트롬 하이드로젠 Austrom Hydrogen

셸 Shell

흐로닝언 항구 Port of Groningen

H2U

베스타스 Vestas

ACWA 파워 ACWA Power

네옴 NEOM

에어 프로덕츠 Air Products

하이드로제닉스 Hydrogenics  

메이어 버거 Meyer Burger

유럽 에너지 European Energy

에코솔리퍼 Ecosolifer

BP

라이트소스 Lightsource

오르스테드 Orsted

DSV 파날피나 DSV Panalpina

SAS

머스크 Maersk

DFDS

인터넷 태양광 발전

중동 3개

북미
7개

유럽
16개

아시아
15개

호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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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전략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주요 장애물

지금까지 수소 시장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
략적 베팅에 나서고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배움을 멈추
지 않고 선제적으로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한 수소시장에서 창출되는 기회는 부
문별로 다르다.

수소 경제에 동참할 기업들의 다음 과제는?

주요 장애물

지금까지 경험으로 얻은 교훈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스마

트하게 투자하라.

전략과 베팅에 일관성을 유

지하라.

빨리 실패하면, 빨리 배운다.

생태계를 구축하면 이해 당사

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이

해할 수 있다.

파트너십을 맺으면 비영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

하면 실제 프로젝트의 장애

물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 수 있다.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기 

술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라.

우호적 시장 규정을 확보하라.

보조금이 어디로 투입되는

지 파악하라.

기존 핵심 생산 능력이 수소 
분자 처리에 적합하다.
대규모 자산 프로젝트(해상 
풍력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험을 수소 프로젝트에 응
용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 정
유 시설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수소를 산업 공급원료 및 가
열처리 원료로 사용함으로

써 화학 생산 공정에서 탄소

를 저감할 수 있다

철강 기업

전력, 유틸리티 기업

석유, 가스 기업

천연가스 
운반 시스템 운영기업

산업 B&C 기업

전력 생산 과정에서 차익실

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
대하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유틸리티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고객과 접촉하고 시
나리오 연구를 통해 시장 수요 역학을 분석하라.
그린 제철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술 및 보건·안전·보안·환경(HSSE) 요
건을 모두 충족하라.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수소-전력 기회를 분석하라.
구축환경과 산업의 수소 응용 가능성을 파악하라.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수소-전력 기회를 분석하라.
모빌리티와 산업의 수소 응용 가능성을 파악하라.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라.

고객 및 수소 공급업체들과 접촉해 수요와 공급 동향을 파악하라.
선제적으로 규제당국과 교류해 수소 시장에서 유리한 역할을 확보하라.

수소 공급업체 및 관련 기술 공급업체들과 접촉해 수소 전환 가능성을 파악하라.
전기, 바이오매스, 수소 등 기술 옵션의 장단점을 분석하라.

수소 트럭을 통해 탄소 저감

이 가능하다.
전해조 등 수소 생산에 사
용되는 원재료 부문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수소 생산·저장·분배 등에 
사용되는 자산 부문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예: 수전해, 버너, 연
료전지)
온사이트(on-site) 디젤 발
전기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 운영이 가능해진다.

저탄소 수소 응용 기술이 여타 기
술 및 에너지원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 및 정책 지원이 필
요하다.

현재 유럽과 중동을 비

롯한 전 세계 관련 규제

와 표준이 유아기에 불과

해 수소 응용 확대 및 새

로운 사용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다.

2035년이 되면 수소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디젤보다 높

은 비용 효율성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2050년까지도 천연가스

가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남아 수
소를 앞설 전망이다. 유럽과 중동

에는 값 싼 전력이 풍부해 수소가 
기존 에너지와 직접 경쟁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복잡한 생태계를 규모와 
시간 측면에서 동시 발생

의 형태로 정리하려면 투
자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과 중동은 통합

된 수소 전략이 미흡하다.

부문별로 다른 기회

기업들의 다음 과제

전략적 베팅에 나서라

석유, 가스, 화학

기업유형

생태계를 구축하라

전력, 유틸리티

다음과제

배움을 멈추지 말라

광산, 금속

규정을 만들어라

공산품,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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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방향 부록1-각국 수소 모멘텀
그린 수소의 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수소경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음 단계

리더십과 거버넌스 구축

수소 인프라 지원에 초점

새로운 수소 시장 개발

R&D 자금 지원 및 
인력 개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리더십으로 구성된 지역별 그린 수소 태스크포

스를 설치해 그린 수소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
시장과 정책 수립 및 기술 혁신과 응용,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해 
전 세계 최고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수소 사용의 표준을 통일해 수소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최
소화한다.

민간 투자와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으로 생태계를 개선해 
초기 수소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규모가 커진 수소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수소 운송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재료와 최종사용자 문제 등을 검토한다.
수소 인프라 승인 및 안전 프로토콜을 통일 및 간소화하면 기술 도입

을 위한 비용과 장벽이 줄어든다.

탄소배출 인증 및 추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그린 수소 도입 시 탄소

배출 관련 이익에 대한 크로스 섹터 어카운팅이 가능해진다.
수소 현황 파악을 위해 에너지 부문 규제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전력 시스템에 수소를 포함시키려면 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가 수소의 전력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메커니즘을 구축해 
유연성과 에너지 저장 등 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자금 지원 및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개발, 시범사업, 도입

을 지원해 혁신을 장려하고 비용을 절감하라.
기술 전문가들과 운영자들이 미국 내 수소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인력 개발을 지원한다.

영국은 가스 수입을 줄임과 동시에 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

지 수소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9년 150억 달러를 투자해 2030년대 초에는 4GW의 해상 풍력으로 재

생에너지 동력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이넷(HyNet)은 영국 최첨단 수소 및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프로젝트로, 이

를 통해 수소를 가스망에 편입시켜 2024년까지 가정과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현대화 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수소에 대규모로 투자하

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신도시 ‘네옴’(Neom)에 세계 최대 그

린 수소 프로젝트 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4GW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막대한 양의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일일 650톤의 그린 수소가 생산돼 암모니아 형태로 전 세계 최종 수요

자에게 전달된 후 다시 수소로 전환된다.

2020년 5월 국가수소전략(EN-H2)이 승인됐다.

2030년까지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약 70억 유로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2023년까지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서남부 항구 시네스(Sines)에서 시행하

는 1GW 규모의 타당성 연구가 EN-H2에 포함된다.

운송과 산업 부문 탈탄소를 추진한다.

최근 포르투갈의 두 번째 태양광 입찰에서 역대 최저가인 메가와트시(MWh)당 13.12 

달러가 낙찰됐다.

지난 2020년 9월 프랑스 정부는 82억 달러 규모의 ‘국가수소전략’을 시작했다. 이는 

2030년까지 6.5GW 규모의 수소 설비 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2018년 시작된 수소 계획의 기존 프로그램을 수소 도입 지원 목적으

로 확장한 것이다.

전략의 우선사안은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기분해 방식으로 탄

소제로 연료를 생산해 산업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2019년 11월 ‘국가수소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수소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57개 합작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호주 정부는 수소 동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3억 달러 규모의 수소 투

자 펀드(Advancing Hydrogen Fund)를 시작했다.

호주와 일본은 세계 최초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

주 빅토리아주(州)에서 수소 에너지 공급망(Hydrogen Energy Supply Chain) 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다.

출처: ‘IRENA hydrogen: a renewable energy perspective, Green hydrogen guidebook and Roadmap to a US hydrogen 
economy’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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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북미 최초로 국가 수소 전략을 준비 중이다.

캐나다는 가스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국인 만큼, 수도 오타와에서 블루와 그린 수소

를 병행 도입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캐나다 대형 유틸리티 기업은 2020년 7월 캐나다 남서부 앨버타주(州)의 사스카추완 항구

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수소 혼합 프로젝트(수소 비중 최대 5%)를 위해 280만 달러의 지원

금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7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수소 생산 비용을 2030

년까지 킬로그램당 3달러, 2050년까지 2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소 제조 거점인 후쿠시마 수소에너지 연구필드(FH2R)를 지원함으로써 수소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2월 말 태양광 동력의 10MW 규모 수소 생산 시

설이 완공됐다.

또 2021년까지 연료전지+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철도차량을 개

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경까지 P2G(power-to-gas) 시스템을 상용화하려는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더불어 그린 수소를 운송 부문 탈탄소화의 미래로 보고 있다. 이를 위

해 연료전지 차량 생산량을 2020년까지 5,000대, 2030년까지 100만대로 늘린다는 목표

를 세웠다.

베이징시(市) 등 다수의 지방정부가 수소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며, 우한과 다퉁 등 일부 시 정

부는 수소 산업 개발을 통해 수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수소에너지연맹은 탄소 포집·저장(CCS)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장기적 구상을 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40년까지 62만대의 수

소 및 연료전지 차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연료전지 자동차와 더불어 전력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고정형 연료전지 부문에서 

리더십 위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 전력 생산량을 15GW(수출용 7GW 포함)로 늘리고, 2040

년까지 2.1GW 규모로 건물용 고정형 연료전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 2022년까지 3개 수소 동력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을 수립해 그린 수소 관련 뉴 비즈니스 및 연구 투자에 82억 달러의 예

산을 집행하고 국제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추가 2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5GW 규모의 전해조 시설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간 

14TWh(테라와트시)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독일 가스망 운영사들은 2030년까지 전국에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1,200km 길이의 수소

망을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 중 세계 최대 규모다.

부록2-미국 로드맵

미국은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이 없고, 민간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시기별 주요단계

미국 수소 로드맵은 2019년 다양한 분야의 20여개 기업 및 단체 소속 경영자와 기술 산업 전문가들이 연합해 수립했다.

석유 및 가스, 전력, 자동차, 연료전지, 수소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과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 전력연구소(EPRI)가 학문

적 지식과 기술적 정보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분석과 리뷰를 각각 제공했다.

미국 로드맵은 시기별로 ▲2020~2022년 ▲2023~2025년 ▲2026~2030년 ▲2030년 이후 등 주요 4단계로 구성됐다.

미국은 연방국 특성 상 지역별로 정책과 인프라 수요, 지역사회 관심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주 및 지방 정부는 수소 인프라 개

발을 위해 개별적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2022년

첫 2~3년 동안 타당한 기술 중립 탈탄소 목표를 더 많은 주(州)와 연방 차원으로 확대 수립한다. 이는 세부 정책과 규제 행

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수소 지게차 등 성숙 단계 응용 및 예비 전력 솔루션 등 손익 평형에 근접한 응용의 규모를 확대한다.

더욱 광범위한 수소 도입에 준비하는 단계로 가스망으로의 혼합 등 여타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3~2025년

재생에너지, 신재생천연가스(RNG)를 활용한 개량 가스, 탄소 포집·저장(CCS)을 통한 수전해 방식의 최초 대규모 수소 생

산 시설을 만든다.

초기 시장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의 방향은 직접 지원으로부터 메커니즘 기반의 시장 규모 확대로 전환된다.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져 새로운 응용이 가능해진다. 건물 난방의 경우 조기도입 주(州)들은 적은 비중의 수소

를 가스망에 편입시켜 적합한 규모의 수소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중대형 연료전지 전기 트럭과 새로운 수소연료 경차 모델이 시장에 출시된다.

2026~2030년

운송과 예비 전력 등 조기도입 부문 및 지역을 넘어 다각화가 이뤄짐과 동시에 미국 전역의 인프라 규모가 확대되는 단계다. 

첫 수소 파이프라인이 마련되면 계절별 ‘그리드 퍼밍’(grid firming,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에너

지원을 파이프라인에 공급) 및 저장이 가능해져 비용이 한층 절감된다.

운송 부문에서는 미국 전역에 대형 트럭용 ‘고속’(high-throughput) 수소 충전소 인프라 네트워크가 형성돼 중대형 트럭 

운송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석유화학 생산이 저탄소 수소로 전환돼 대규모 수소 생산을 통해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

2031년 이후

모든 지역과 산업군에 수소가 도입되는 시기로, 화석연료 대체재와 비용 등가가 실현되면서 응용이 최고조에 달해 투자와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 시설은 CCS 시설로 개조된다.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대폭 줄고 광범위한 건물 탈탄소화도 달성된다.

출처: Greencar 위원회 ‘New Road Map to a US Hydrogen Economy’, 2020. 03. 22

출처: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Roadmap to a US hydrogen economy’, 2019. 12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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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유럽 인프라&펀딩 동향

출처: 딜로이트 ‘The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2020. 07

유럽청정수소연맹의 원대한 목표

유럽청정수소연맹(ECHA): 공공 기관, 산업, 시민사회 간 협업으로 투자 목표와 실질적 프로젝트 계획

을 수립한다.

수소 생산의 시기별 단계

2020~2024년: 

유럽연합(EU) 내에 6GW 이상의 그린 수소 전기분해 시설 마련 및 그린 수소 최대 100만톤 생산 목표

2025~2030년: 

2030년까지 40GW 이상의 그린 수소 전기분해 시설 마련 및 그린 수소 최대 1000만톤 생산 목표

2030~2050년: 

그린 수소 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해 대규모 도입 가능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이 적용된 수소 생산 시설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가 된다. 단, 바이오메탄 유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인프라 계획

수소 운송 인프라는 제한적 형태가 될 것이다. 수요 발생 지역 혹은 인근 생산시설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일부 지역

의 경우 천연가스망으로 혼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거리 및 백본 운송 인프라 계획은 시작될 것이다.

과도기에는 수소를 천연가스 네트워크에 제한적 비중으로 혼합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에서 분산 형태로 그린 수

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특정 형태의 저탄소 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CCS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강화된 2030 기후변화 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포집 기능을 갖춘 기존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 시설을 개

조해 온실가스 및 여타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해야 한다.

수소 인프라는 비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상대적인 에너지 운송 가격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수소 운송기업을 

다른 에너지 운송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탈탄소 가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EN-E) 개정과 ‘역내 가스시장 법’ 재검토

가 전망된다.

투자

2050년까지 유럽 내 그린 수소 누적 투자액은 최대 4,7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는 탈탄소화를 대폭 가속화하는 노력과 프로젝트를 촉진해 핵심 경제부문에서 수소 투

자를 주도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 확대

적절한 지원으로 자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럽은행연합회(EEAG)가 2021년 관련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 포집이 적용된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경우, ‘유럽연합(EU) 메탄 전략’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천연가

스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스트림 메탄 배출을 완화할 조치를 제시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GHG)에 기반한 공통의 저탄소 상하한 및 표준을 도입해 수소 생산 시설 

설치를 촉진한다. 상하한 및 표준은 기존의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각 산업 선도자들이 구축한 기존 그린수소 인증(CerfiHy) 방식을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에 맞추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TS 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수

소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면서 탄소 누출에 노출된 부문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

다. 전 세계 기후 정책 간 격차가 지속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무

역기구(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제안하고 수소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수소에 대한 포괄적 용어 정의와 범유럽 기준을 도입. 이는 EU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에서 명시한 ETS 감시·보고·검증·규정을 기반으로 수립될 가능

성이 있음.

시장가 차액보조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와 관련 가능하면 범EU 차원의 시범 계획 수

립. 특히 저탄소 및 원형 강철 및 화학 생산 지원을 위한 계획에 주력.

그린 수소 최저 비율 또는 쿼터제, 특정 최종사용 부문 파생 제도 등 범EU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연구

연구를 통해 상당수 교차 부문에 대한 정책 마련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 등에 대한표준을 개선 및 화

합하고 사회적 영향 및 노동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소 기술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돼야 한다.

‘클린 수소 파트너십’(Clean Hydrogen Partnership)은 그린 수소의 생산·운반·분배·저장과 더불어 특별 목적

의 연료전지 최종사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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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가

격제(Carbon Pricing)’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간

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대기오염과 기온 상승, 이상 기후 등에 따른 의료 

비용, 재산 손실, 농작물 피해 등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다. 탄소가격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외

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제도이다. 1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01 Chapter 03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2050 탄소중립 로드맵149 150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1  Ian Parry, "Putting a Price on Pollution: Carbon-pricing strategies could hold the key to meeting the 
 world’s climate stabilization goals," IMF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9, VOL. 56,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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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도는 

64개이며, 이로 인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

에 탄소 가격이 부과되고 있다(그림1).2 2015년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2/3가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3  앞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이하 탄소국경세), 크레딧 메

커니즘(Carbon Crediting Mechanisms) 등 다양한 형

태가 있다.4 본고에서는 널리 도입 중이거나 논의 중인 탄소

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 

세계 도입 현황과 이것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탄소세

Carbon Tax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

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

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

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

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5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탄소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아직 많은 국가가 이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탄소

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이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에서 최대 2℃로 제한하는 것인데,7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을 대폭 높

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앙헬 구리아 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탄소에 노골적인 가격을 매

겨야 한다(Put a big fat price on carbon)”고 발언한 

바 있다.8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

서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균 탄소세가 1톤(tCO2eq)당 US$75가 되어야 한

다고 제언했다.9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평균 탄소 배출 

가격이 1톤당 2달러인 점을 고려하면10 이는 상당히 파격

적인 제안이다. 
그림 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비중

출처: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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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June 7, 2021

3  UNFCCC, “About carbon pricing,” accessed June 7, 2021

4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5 Ian Parry, op. cit.

6 Ibid.

7 UNFCCC, “The Paris Agreement,” accessed June 10, 2021

8 The Guardian, “'Put a big fat price on carbon': OECD chief bows out with climate rally cry,“ February 17, 2021

9 Ian Parry, op. cit.

10 Ibid.



2021  No.19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153 154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3.2

멕
시

코

핀
란

드

IMF가 제안한 대로 탄소세를 1톤당 75달러로 설정할 

경우, 국내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탄소세만 약 6조원 넘

게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의 한국에서는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이 

다수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11 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

른 국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

하려는 각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탄소세가 국가 경제

에 불러올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

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이 공동으로 약속

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탄소세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하

는 상황에 놓여있다. 

탄소세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2021년 

4월 기준 총 27개국이 있고(스웨덴, 일본 등) 국가 내 지

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8개 지역(미국 하와이, 스

페인 카탈로니아 등)이 있는데,12 지역마다 1톤 당 탄소

세율의 편차가 크다(그림 2). 예를 들어 스웨덴(137.2달

러), 리히텐슈타인(101.5달러), 스위스(101.5달러)에서

는 1톤당 100달러가 넘는 반면, 폴란드(0.1달러), 우크라

이나(0.4달러), 에스토니아(2.3달러), 일본(2.6달러) 등 

지에서는 5달러도 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림 2

국가별 1톤(tCO2eq)당 탄소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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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2020. 04
편집자 주: 탄소세율을 두 종류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연료 종류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세율 부과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각자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3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가격을 설정

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이다. 기업들이 잘 활용하면 배출량

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줄이고자 하는 목표량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불확실

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할당배출권(KAU) 

가격이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

월 23일에 1톤당 4만 900원까지 폭등했는데, 2020년 4

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올해 4월 중순에는 1만 4,300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14

이렇게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배출권 시장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무상 할당량 비율, 경

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달

리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기

업들이 각자 탄소세 절세를 위해 알아서 배출량을 줄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

려운 면이 있다. 

그림 3

탄소 배출권 거래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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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세 부과하면 추가 세금 부담만 연 7.3~36.3조원에 달해," 2020.04.01

12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June 7, 2021

1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mplementing Effective Emissions Trading Systems: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July 2020

14  이투데이, 거래소 “탄소 배출권 가격 안정화추세…시장활성화 추진 중,”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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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분야에서도 역시 유럽연합(EU)이 선도

하고 있다. EU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참

고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1-3기를 거쳐 현재 4기에 들어섰다. 1기와 2기

에 EU의 배출 총량은 회원국들이 각자 제출하여 승인 받

은 배출 총량을 단순히 합한 것에 불과했다.16 그러나 이

러한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3기부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단일한 배출허용총량을 일괄적

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EU의 ETS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

성이 보장된 단순 연합에서 벗어나 EU 차원의 배출허용

총량과 조화된 할당 규칙이 적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진

화하고 있다.17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배출허용총량을 점진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재 ETS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로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뉴질랜드, 스위스 등)가 있

으며,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일본 도쿄, 미국 캘

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19곳이 있다.18 2015년 초에 도

입된 우리나라 ETS(Korea ETS, K-ETS)는 동아시아 최

초의 국가 의무 ETS로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

로 분류되는데, 앞선 EU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021년 4월 기준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16달

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톤당 50달러에 육박

하는 EU의 배출권 가격의 1/3이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

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

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올해 전

국으로 확대한다. 

그림 4

할당배출권 지표물 가격 추이15

출처: KRX, 2020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그림 5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 가격(2021년 4월)

출처: World Bank, 2021. 04
편집자 주: 배출권 가격은 다소 변동적인 수치로, 한시적인 가격으로 봐야 함. EU ETS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포함. 
국가 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9개국 중 중국과 멕시코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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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거래소(KRX), “2020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2021.03.17 

16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2020.07.16

17 Ibid.

18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June 7, 2021



2021  No.19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157 158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Adjustment Tax

수출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소국경조정

세(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

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매기는 국경세이다. 탄소국경세가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은 EU의 정책 때문이

다. EU의 행정부인 EC가 지난 2019년 12월 6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골자

로 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확대와 탄소국경세 도입이다.19

EU의 탄소국경세가 정확히 어떤 형태일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올해 법안이 마련된 후 2023년부터 본격적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U는 이를 위해 지난해 EU 안팎

의 전문가, 기업, 비정부기구(NGO),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당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해왔으며, 현재 책정 방식, 적용 대상,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20

탄소국경세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이기도 하지만, EU 

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 규제’의 성격이 강

하다.2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을 역내에서 시행하게 

되면 저탄소 생산 방식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의 가

격이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기후 대응 관련 국제 규범을 지키

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공정

한 시장 경쟁 환경을 형성하고 EU 국가 산업의 비용 부담

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각 국가 혹은 지역마다 탄소 감축 목표가 상이하

고 서로 다른 탄소가격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기업들이 비교적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하여 과세를 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

(Carbon Leak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탄소 배출이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탄소세

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탄소국경세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 규제가 안정기에 들어서는 나

라일수록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배출량

을 줄이고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미국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라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보

를 보였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보복(retailiation)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파리기후협

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친화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4월 세계 기후정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국제 사회에서 탄소 중립 리더

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하여 미국으로 수출

하는 국가 또한 탄소 배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지형에 지대

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석 연료 사용률

이 가장 높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미중 무역 분쟁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2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는 EU는 세계무역

기구(WTO) 등 국제통상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탄소 함량

을 반영하는 탄소국경세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탄소국경세가 개발도상국에 또다른 무역 장벽이 되어 국

제 무역 질서를 저해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

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년에 걸쳐 서서히 탄

소 중립으로 나아감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

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나, EU와 미국이 최근 예고한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발도상

국 입장에서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

소국경세는 역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기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면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

아 또한 EU의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

으며 WTO 협정에도 저촉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탄소국경세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1조(최혜국 대우), 3조(내국민 대우)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20조(건강 및 생명 보호 목적 등 일반

적 예외)의 정당화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23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조

에는 해당 협약으로 인해 불균형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

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24  

EU의 탄소국경세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EU는 WTO의 관련 규범과 판례를 통해 합

치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상품협정(Environm-

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을 통해 탄소국경

세 도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25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탄소가격제와 지원 정

책 운영 여부 등 각국 정부의 기후 대응 수준과 친환경 제

품 생산 및 친환경 공정 도입 등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6 즉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잘 대비되어 있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7

CARBON
TAX

19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March 4, 2020 

20  European Commission, “EU Green Deal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ccessed June 11

21 이정선 외,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KOTRA, 2021.04.07

22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March 2021

23  이정선, op. cit.

24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1992

25 이정선, op. cit.

26 Ibid.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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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

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

나다, 스위스 등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주요국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출처: 뉴스 매체 및 World Bank 자료 정리

그림 7

글로벌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현황

* 출처: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 참고:
- 큰 원은 국가 내 지역 간 탄소가격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나타냄. 작은 원은 도시 차원의 탄소 가격제도를 의미함 
- 탄소가격제 이니셔티브는 입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공식 시작일이 있는 경우 “시행 예정”으로 간주됨. 탄소가격제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탄소가격제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공식적인 정부 출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검토 중”
으로 간주됨

지역

EU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부분 도입

ㆍ2023년 도입 예고

시행 중
ㆍ2005년에 전 세계 최초 도입하여 올해 4기 시행 중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부분 도입

ㆍ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발표예정

ㆍ하와이 주에서만 시행 중

ㆍ여러 지역에서 8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중

탄소국경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검토 중
ㆍ도입 검토 중

ㆍ미중 무역분쟁에 또다른 카드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시행 중 ㆍ2012년 탄소세 일종인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해 석유,  
LPG, LNG 등에 탄소 1톤 당 3달러 가량 부과 

시행 중

ㆍ특히 난방용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수의 2/3를 국
민과 기업에 돌려주는 탄소배당을 시행하여 탄소세에 대한 국민

의 공감대 큰 편. 결과적으로 1990-2018년 사이 난방 연료 사용 
28.1% 감소

시행 중 ㆍ지방 정부 별로 탄소세 도입 중(14~28달러/tCO2eq)

부분 도입
ㆍ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

ㆍ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전국 단
위로 도입할 계획

부분 도입 ㆍ여러 지역에서 9개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시행 중
ㆍ1999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ㆍ현재 EU와 연계하여 시행 

부분 도입
ㆍ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ㆍ올해 상반기에 국가 단위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중

ㆍEU 기후 변화 정책의 중심점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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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캐나다의 탄소가격 제도

특히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11위인 캐나다는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야심찬 목표 하에 탄

소세를 시행하면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는 지원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어, 배출량이 많은 다른 

국가가 벤치마크할만한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28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

의 1/3로, 2040년까지 2/3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

의 중심에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시행하

는 탄소가격 시스템,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 있

다. 캐나다에서는 주(province)나 준주(territory)가 각 

자의 상황에 맞는 탄소가격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데, 이 백스톱은 벤치마크에 부합하는 탄소가격 시스

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관할 지역에 적용되고, 또한 벤

치마크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

식으로 적용되기도 한다.29  

캐나다의 탄소 가격은 2022년까지 1톤당 CAN$50

까지 오르고 2030년까지 CAN$170로 수직 상승할 예

정인데, 이렇게 탄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계에 부담이 가게 되며 저소득층에게 그 부담은 특히 

더 크기 마련이다.30  캐나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도에서 오는 수입을 세금 환급이나 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는 난방용 

연료 관련 ‘탄소배당’과 유사하다. 스위스는 난방용 연료

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수의 2/3를 국민과 기

업에 돌려주는 탄소배당을 시행하고 있어 탄소세에 대

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편이다. 

또다른 쟁점은 바로 탄소세가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

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인

데,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생산 단위당 배출량

을 줄여야 하나 남은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

는 없다.31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탄소세를 시행할 시 

이렇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캐나다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탄소누출과 탄소가격 부담에 노출된 한국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돌이

킬 수 없으며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주력 산업은 철강과 석유화

학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인 데다, 국내 총 발전량 중 석

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40.4%에 달할 정

도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32 또한 한국은 탄소국

경세 도입을 비롯하여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과 EU, 그리고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무

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무역을 중심

으로 성장한 한국은 탄소 중립 규제가 강한 국가로부터 

오는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탄소가격

제 도입은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12

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한다는 내용의 NDC

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산정 방식만 달라졌을 

뿐 2015년에 기 제출한 목표 배출량(5억 3,600만 톤)

에서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 파리기후협약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 NDC를 상향 

조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를 주요 감

축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

업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지는 부담이 점진적

으로 가중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인증실

적(KOC) 등 3가지 종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배출권거

래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기(2015년~2017년)와 2기

(2018년~2020년)에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안착하는 데 

집중했던 반면, 3기(2021년~2025년)부터는 점차 본격 

적인 감축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현재 할당 방식에는 유

상할당(경매) 방식과 무상할당(과거활동자료 기반할당, 

과거배출량 기반할당) 방식이 있는데, 1기에 배출권은 

전부 무상으로 할당되었으나 2기에는 이중 3%를 유상

으로 할당하였고 올해 시작한 3기부터는 유상 할당 비

율이 10%로 높아졌다. 

그림 8

국내 배출권 거래제 1기~3기 주요 목표 및 할당 방식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처 기후 변화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보고서 발췌, 2021.03.

주요목표 ㆍ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ㆍ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ㆍ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방식 ㆍ전량 무상할당 ㆍ유당할당 개시(3%) ㆍ유상할당 비율 확대(10%)

제1기(2015~2017) 제2기(2018~2020) 제3기(2021~2025)

캐나다는 탄소세를 현실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정
책 또한 시행하고있어, 배출

량이 많은 다른 국가가 벤치

마크할만한 좋은 모델로 평

가받고 있다

28 IMF, Four Charts on Canada’s Carbon Pollution Pricing System

29  Technical paper: federal carbon pricing backstop, Government of Canada website, 

 https://www.canada.ca/en/services/environment/weather/climatechange/technical-paper-federal-carbon- 
 pricing-backstop.html

30 IMF, “Four Charts on Canada’s Carbon Pollution Pricing System,” March 18, 2021

31 Ibid. 32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accessed June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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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9

년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 성과를 분석한 “2019년 배출

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업체수가 2018년 586개에서 610개로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최초로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3 2019년의 총 거래 대금(1조 831억 

원)이 2015년(624억 원)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하고, 평

균 거래가격이 2배 이상 늘어나며(2015년 11,013원 → 

2019년 28,445), 총 거래량이 6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

타나(2015년 5.7백 만 톤 → 2019년 38.0백 만 톤) 배출

권 거래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동향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현재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분석에 따

르면 탄소세율을 1톤 당 각각 10달러, 30달러, 50달러

를 부과할 시 상위 100대 배출 기업은 각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의 10.8%, 32.3%, 53.8%를 탄소세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34 이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 기업

을 제외하게 되면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의 비중은 각각 

39.0%, 117.0%, 195.0%로 늘어나게 되어 영업 이익

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가중된다.35 전경련

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 

중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의 절반이 50

개에 달할 수 있다.36 만약 IMF에서 제안한 대로 1톤당 

75달러에 상응하는 8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특

히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몇 배를 탄소세

로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그림 10).

그림 10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대 기업 탄소세액 예상치 (8만원 적용 시나리오)

출처: 딜로이트 분석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 배출량 통계
**Dart
참고: 발전 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는 리스트에서 제외

(KRW)

2015

5,000 2,000

10,000 4,000

15,000 6,000

20,000 8,000

25,000 10,000

30,000 12,000

거래가격 거래대금

(억 원)

2016

총 거래대금 평균 거래가격

2017 2018 2019

624 2,041

5,503

10,475 10,831

11,013

17,068

20,951
22,120

28,445

순위

1 포스코 80,597,292 6,447,783,360,000 167%

4 쌍용C&E 10,793,398 863,471,840,000 147%

7 GS 칼텍스 8,047,295 643,783,600,000 73%

2 현대제철 30,146,622 2,411,729,760,000 728%

5 S-Oil 9,603,008 768,240,640,000 183%

8 SK 에너지 7,257,441 580,595,280,000 155%

3 삼성전자 11,143,405 891,472,400,000 3%

6 LG 화학 8,530,821 682,465,680,000 83%

9 삼표시멘트 7,084,567 566,765,360,000 1179%

10 현대오일뱅크 6,981,253 558,500,240,000 107%

법인명
2019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탄소세액

(8만원 적용시)
2019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 비중

3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1.02

34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2021.04.01

35 Ibid.

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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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탄소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막

중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NDC 상향

과 탄소가격제의 확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

고 있다. 기후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

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더이상 피할 수 없

으니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국내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궁극

적으로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세를 마주하게 될 가능

성이 다분하다. 그린피스(Greenpeace)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주요 수출국인 EU, 

미국, 중국과의 교역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23년에는 6,100억 원이며, 2030

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37  

이러한 기업의 예상 부담 금액은 이제부터라도 국내 

탄소 절감 정책과 노력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각종 연료세를 부과하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

제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높

은 상황에, 탄소세를 시행한다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캐나다, 스위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정책 

또한 탄탄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세계 최

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던 핀란드는 소득세와 기업의 사

회보장비를 줄여 탄소세 도입 부담을 완화했다. 1991

년에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삭감하는 동

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

식으로 탄소세를 안착시켰다. 이들 국가처럼 다른 방

면의 세금을 감세하거나 감면하는 방안 외에도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기업들이 탄소 저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의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

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가치 사슬(Value 

Chain)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 투자와 가치 사

슬 혁신의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비롯한 배

출 감축 규제가 앞으로 더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극명

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투자는 가까운 미래

에 절세,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

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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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린피스&EY,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 3개국을 중심으로,”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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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 인터뷰

탄소가격제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인터뷰어: 임소현 매니저, 권은진 컨설턴트

Q.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분야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

니다. 

저는 원래 한국은행에서 재직하면서 금융산업 분야에

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

는 경제학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환경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금융분야와 환경 분

야가 합쳐진 분야가 배출권거래제라 이 분야에서 일하

게 되었습니다. 

Q.탄소세와 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다

른 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탄소세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

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

입할 수 없으니까요. 

유럽에서 탄소국경세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냐면, EU

가 현재 그린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

서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주로 저렴한 

해외 수입품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탄소세

와 배출권거래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 역내

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

니 그린딜의 효과가 유출됩니다. 이렇게 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국경세를 도입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해외 상품이 EU 역내로 들어올 

경우 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가하겠다’라

고 하는 것이 탄소국경세입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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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소국경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보

시나요?

탄소국경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배출권거래제도 

있고 탄소세도 도입되어 있는데요. EU에 수출하려는 업

체에 배출권을 사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세 같은 경우에는 각국마다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세율로 탄소세를 매겨야 할 것이냐는 이슈가 생깁

니다. 아마 배출권거래제를 기준으로 탄소국경세를 도

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인데 배출권처럼 가격 변동성(fluctuation)이 있는 

제도를 가지고 도입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슈

가 발생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지

는 차차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가 보편화되면 고려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우리나라 제품에는 부가가치세

가 붙는데요,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기

업에 다시 환급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

외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탄소세도 이와 유사할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

품들이 해외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소비된다면 수출국

의 배출권을 사야하기 때문에 탄소가격이 이중으로 부

과되지 않도록 국내에서는 환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Q.그러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가 좀더 보편화된

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될까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강도가 세고 기업들의 부담이 

클수록 탄소국경세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됩니

다. 이는 물론 향후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준

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

가스의 80%가 배출권거래제로 커버되고 있습니다. 우

리 기업들은 이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도 벌써부터 ‘중국산과 게임이 되지 않는

다’거나, ‘공장을 탄소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탄소국경세를 도

입하게 된다면 적어도 내수시장은 보호가 되죠. 탄소국

경세는 모든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도

입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니까요. 

Q.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또한 무상할당률이 높아도 감축량이 크면 탄소국경세에

서는 이러한 감축 부담이 고려될 것입니다.

Q.업계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이른바 ‘탄소누출’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테

스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누

출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탄소누출이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어떻게 이를 계측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측이 어렵습니다. 탄소누출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해

외 직접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물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역이나 직

구(직접 구매)가 이뤄지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저렴

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

니다. 수출 국가에서 탄소 가격을 부과하지 않거나 혹은 

인건비가 낮아서 상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 수도 있

Q.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

제와 협정에 얼마만큼의 합치성이 있나요? EU와 미국

은 탄소 감축에 대한 대비가 다른 국가보다 잘 되어 있

는데, 탄소국경세가 단순한 무역 장벽으로 변질될 가능

성은 없나요?

EU는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게 하겠다, 역

내 생산 업체들이 이중으로 수혜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로 인

해 EU 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탄소국

경세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무역 장벽

을 쌓는 도구가 아닙니다. 취지 자체는 WTO에 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할 거예요. 

Q.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EU는 이러한 

이슈를 무마할 만한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즘 워낙 기후변화 이슈가 대세이다 보니 보호 무역 이슈

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보호 무역 이슈를 회피한다기

보다는 이를 넘어서는 이슈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도 철강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나라보다 다른 개도국의 상황에서는 수출에 대한 피해

가 더 심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야말로 탄소국경세

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탄소국경세를 먼저 도입하지는 않겠지

만, 유럽이나 미국이 먼저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 혹은 제품의 품질이 더 좋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이유가 꼭 탄소 누

출 때문이라고 특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직구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

는 시뮬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로 조사하는 방

법인데요, 데이터로는 탄소누출을 발라낼 수가 없습니

다.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

면 탄소 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나오죠. 모델 자체가 그렇

게 셋업이 되어있으니까요. 경제학적으로 탄소 누출을 

계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탄소 누출이 일어날 경우 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 도상

국이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어 

이런 나라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원자재 값이 상

승하게 되어 오히려 본래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가 힘들

어지지 않을까요? 

자국 산업에는 최종재도 있고 중간재도 있는데요. 최종

재 산업에서는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러나 중간재 산업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습

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이 되겠죠. 

소비자들도 사실상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탄소 누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만 부담하고 있

는 상황인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에

게도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전가된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부담을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래야 소비자들도 ‘내가 소비한 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

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을 줄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적게 소비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력도 차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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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말씀을 들으니 한국의 경우는 배출권거래제가 잘 확립

되어 가고 있어 탄소국경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죠. 탄소국경세

를 간단하게 말하면 유럽에서는 탄소가격이 톤당 40유로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유로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면 차익인 20유로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환급이 된다고 하면 해

외로 나갔을 때 40유로를 물게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

리나라 탄소 가격이 더 높아서 50유로가 된다면 탄소국경

세를 추가로 매길 명분이 없죠. 그래서 상대적인 탄소 규

제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하게 될지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각국의 배출권 할당 방식이 무상 할당 방식이냐 유

상 할당 방식이냐, 또 벤치마킹 방식이나 과거 배출량 기

반(Grandfathering) 방식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

니다. 복잡한 문제죠. 

Q.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세와 탄

소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세수입을 어떤 방향으

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인세를 절감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목적세라는게 어떤 

목적으로 거뒀으면 그 목적을 위해 써야 하는 게 있지 않

습니까? 환경 단체에서는 탄소에 관련된 곳, 녹색성장 분

야에 쓰는 것을 원하겠지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태양광 패널을 구매한다고 해봅시다. 국내산 

패널과 중국산 패널이 품질은 비슷한데 중국산 패널이 훨

씬 저렴합니다. 그러면 굳이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선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

리나라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직 요원한 얘

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해외 수입 제품에 비해 우

리나라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올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Q.앞으로 국가 간의 ETS를 통해 어떻게 탄소 누출을 어떻

게 줄일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간 ETS를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ETS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

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출권 할당은 현재 각 국가의 주권

에 달려 있는데요, 연계를 하게 되면 국가의 재량성이 떨

어질 수 있어요. 일례로 스위스 ETS와 EU ETS가 연계되

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어

서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 시

장을 개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

게 될 겁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연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Q.그동안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

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

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했고 

2020년 감축 목표 또한 달성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BAU(Business as usual), 즉 규제가 없을 경우의 탄소 

배출량 곡선을 추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 몇 퍼센

트 감축할지 결정하여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요(그림 1). 

즉 증가 추세인 BAU에 대비하여 퍼센티지로 감축 목표

를 세웠기 때문에 실제 감축 목표 경로는 줄어드는 게 아

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팽창하고 있는 수준인데 절대량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량을 보는게 아니라 

경로를 봐야합니다.

Q.탄소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가 업계에서는 중요하다

고 하지만 ETS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려면 탄소가

격의 변동성이 커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의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흔히 업계를 할당 업체라고 얘기하는데요, 할당 업체들

은 감축을 해야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배출

권 가격이 저렴한 쪽을 선호하죠. ETS 시장이 활성화된

다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거래의 활성화

는 선물 시장의 활성화를 말합니다. 선물은 큰 변동성

(volatility)이 특징인데요, 거래 가격이 변동적이려면 정

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상품을 상

장시키려면 변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배출권은 변동성

이 그만큼 크지 않거든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현재

로서는 배출권의 변동성이 지양되는 상황인데요, 그러

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배출권은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

로 매매되는 상품이 아니고 현물 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유럽에서는 상황이 어떤가요? 

유럽의 파생상품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거래되더라도, 

파생상품 자체가 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자율적 시장하

에서도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주도의 

인위적 안정화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요. 

Q.그러면 우리나라도 가격 안정화가 되지 않는 방향으

로 가야 될까요? 

정부당국에서는 같은 안정화라 하더라도 기업의 원성을 

사는 높은 가격수준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

각하는 안정화는 완전히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개입 없

이 가격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Q.일관된 가격의 안정화가 아닌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의미의 안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시장에서 정부가 손을 놓아야 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렵

습니다. 시장 가격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계가 반발을 하게 되고 규제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는 거죠. 

Q.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탄소세, 탄소국경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및 대처 방

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언젠가는 도입될 것입니다. 배

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커

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배출권거래제 밖의 영역

에서 더 많이 배출됐거든요. 혹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

어요. 비할당 부분에서 감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

실 이 감축량은 배출권, 즉 배출을 할 권리를 사서 커버한 

것이죠. 사실상 배출을 했지만 배출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책임을 면피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감축 목

표가 실패한 것인데, 결국 비할당 영역에 있어서 규제 공

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감축 목표가 많이 할당되어

야 하는 영역은 수송과 소규모 건물 영역입니다. 규제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건물에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적용

하기에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소세가 도입될 겁니다. 

탄소국경세는 EU에서 자국 산업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선

진국들이 도입하면 같이 도입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언젠가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출량

시간

BAU 배출량

실제 배출량

감축 목표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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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세02 Chapter 03

Michael Wolf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의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올해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

했으며1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감축 목표를 두 배 강화했다.2 파리협정에 가입한 

196개국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3 다수의 국가가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배출량

을 줄이고 이동 수단을 전동화하며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다.4 그 결과 철강 및 알루미

늄 생산과 같은 에너지집약적 산업은 배출 감축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배출량이 많은 석탄

과 석유 수요가 둔화돼 글로벌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탄소 배출로 인해 생

산 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다. 각국이 파리협정의 목표에 근접함에 따라 전 세계 무역 흐름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상품 무역이 기후 변화 대응으로 인해 변하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

해 EU가 예고한 탄소국경세의 효과와 이에 대응하는 단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173 174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세

1 NPR, “U.S. officially rejoins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February 19, 2021.

2 Lili Pike, “China aims to be carbon neutral by 2060. Its new 5-year plan won’t cut it,” Vox, March 5, 2021.

3 United Nations, “What is the Paris Agreement?,” accessed March 30, 2021.

4 OECD, Climate change mitig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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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준비중인 EU

파리협정 가입국은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 

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s)를 수립한다. 그 결과 각국은 각 

기 다른 단계에 있다. 경제 강국들 중에서는 EU가 가장 

많은 진척을 이뤘으며 현재 배출권거래제(ETS, Emi- 

ssions-Trad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5 전 세계

적으로 감축 시스템 발전 양상이 불균형적인 상태여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의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배출량이 증가해 상쇄효과가 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후 정책이 적용되는 지

역의 생산업체들이 느슨한 기준을 가진 지역 생산업체

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이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이유이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EU는 수

입품에 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탄소 가격

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U의 탄소국경세가 국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살펴보기에 앞서 어떻게 탄소국경조정이 이뤄지는

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에 내재돼 있는 탄소 가격과 역

내에서 생산된 탄소 가격이 등가를 이루도록 설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운영 측면에서 커다

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 EU는 수출국에서 해당 상품에 부과되

는 탄소가격을 알아야 한다. 둘째, EU는 해

당 상품을 생산할 때 배출된 탄소량을 알아

야 한다. 

두 번째 이슈는 역외 생산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특히 더 어려운 과제이다. 탄소 가격

이 낮은 국가에 위치하며 생산 공정에서 탄

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 기업들이 가장 높은 

세율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탄소 가격이 

더 높은 국가에 위치하며 생산 공정에서 탄

소 배출량이 적은 수출 기업들은 적어도 일

정 비율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다.6 

에너지집약적 상품에 탄소국경세가 적용된다면 이러

한 수입품에 대한 EU 소비자들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

다. 세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이를 통해 수입이 감소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에너지

집약적 수출국 통화 대비 유로 가치가 절상할 것이다. 

EU는 거대 경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EU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에너지집약적 상품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며, 

수출 업체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

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탄소국경세나 유사한 정책이 도

입되지 않은 비(非)EU 국가에서 이러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EU 수입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다.7  

이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는 EU 외 국가들이 탄소국

경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달려있다.

EU 탄소국경세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국가 및 상품

비록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으나 탄소국경세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산업은 철강과 

시멘트, 전력, 그 다음으로는 알루미늄과 비료가 될 것으

로 보인다.8  이러한 에너지집약적 상품의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다(그림 1).  중국과 터키

도 2019년 기준 에너지집약적상품의 EU 수출이 각각 

50억 유로를 넘었다.9  이들 국가는 탄소가격제도를 완전

히 도입하지 않은 만큼, 높은 탄소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인도 또한 대EU 수출 규모가 막대

하지만, 이 중 유일하게 국가 단위 탄소 가격을 설정한 우

크라이나조차도 EU 수준에 비하면 1.2%에 불과하다.10 

설상가상으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은 

EU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11 탄소국경세가 실행 

되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또한 상대적으로 대EU 수출 

규모가 크다.12 그러나 노르웨이는 EU 배출권거래제도

에 속해 있고, 스위스는 EU보다 탄소 가격이 높으며, 

2020년 11월 기준 영국의 탄소 최저 가격은 EU보다 약

간 낮은 수준에 그쳤다.13 이는 탄소국경세로 인해 노르

웨이와 스위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영국은 미미한 

영향만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1

탄소 가격제 비도입 국가는 탄소국경세에 따른 가파른 비용 증대에 직면할 전망

비료 및 알루미늄
EU 에너지집약적 수입(10억 유로),2019

철강, 전력, 시멘트
10

8

6

4

2

0

*탄소 가격제가 없는 국가  
출처: EU 집행위원회 ‘EU 무역 통계(영국 제외)’(2021년 3월 18일 기준)에 기반해 자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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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ropean Commissi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accessed March 30, 2021. 
6 Kerstine Appunn, “Emission reduction panacea or recipe for trade war? The EU’s carbon border tax debate,” Clean Energy  
 Wire, November 30, 2020. 
7 European Parliament, Four briefings on trade-related aspects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pril 2020.

8 Kate Abnett, “EU eying carbon border fees plan for steel, cement and power: senior official,” Reuters, October 13, 2020.

9 Author calculations based on European Commission, “EU trade statistics (excluding United Kingdom),” accessed March 30, 2021.

10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March 30, 2021.

11 Lauri Holappa, “A general vision for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from the steel industry,” Metals 10, no. 9 (2020).

12 Author calculations based on European Commission, “EU trade statistics (excluding United Kingdom).”

13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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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 또한 경제 규모에 비해 EU 탄소세에 많

이 노출되어 있다.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는 상위 10

대 에너지집약적 상품 수출국은 아니지만, EU 수출 규

모가 각각 10억 유로를 넘었다. 모잠비크, 세르비아, 

벨라루스가 EU에 수출한 에너지집약적 상품 또한 각

각 10억 유로에 육박했다.14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상

품의 대EU 수출이 국민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국경세에 우려를 표명하기

도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배출 감축에 필요한 대규

모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해당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

기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취약한 입장이다. 이에 따

라 EU는 최빈국은 탄소국경세를 면제해줄 수도 있으

며,15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에서 발생한 세입을 

개발도상국에 돌려줘 배출 감축 기술에 투자하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 러시아는 특히 수출길이 

상당 부분 막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탄소국경세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서 해당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

다.17 상당수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세는 WTO 규정에 

부합하겠지만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U가 결국 탄소국경세를 철회하거나 보복 조치

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EU는 WTO 

분쟁 조정 시스템을 벗어난 영역에서 보복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미 취약한 규칙을 기반으

로 하는 무역 시스템이 한층 약화될 수 있다. 터키, 러

시아, 기타 동유럽 국가들과 EU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국경세를 강행할 경우 유럽뿐 아

니라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정책은 탄

소국경세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

송시스템을 전동화하고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EU 정책 또한 국제 무역과 지정학적 상황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전동화로 인한 EU의 석유 및 석탄 

수요 감소는 불가피한데, 러시아는 2019년까지만 해

도 EU의 최대 석유 및 석탄 수출국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로 석유 및 석탄 수출 감소분을 일부 상

쇄할 수 있으나 천연 가스 수출량은 석유 수출의 1/3

이 채 되지 않는다. 호주와 미국 또한 주요 석탄 수출

국이며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미국, 이라크는 주요 석

유 수출국이다.19

전 세계 국가의 대응

EU의 기후 정책이 원칙적으로는 다자적이지만 실제로

는 일방적이다.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탄소국

경세가 시행된 후 무역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정책과 탄소 가격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EU 수출은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19년 한 

해에만 EU는 320억 유로 이상의 철과 강철, 160억 유로 

이상의 알루미늄을 수출했다. 미국, 터키, 중국이 EU산 상

품의 최대 수입국이다.20 이러한 국가들은 탄소 가격 이니

셔티브를 실행할 때까지 EU 외 국가의 저렴하고 탄소 배

출량이 많은 대안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해당 국가들

이 EU가 탄소국경세를 줄이거나 없애도록 하기 위해 EU

의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이 약화되기

는 했으나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 강화

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중 탄소국경제도 포함돼 있었

다.21 이러한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면 EU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EU는 이미 미국에 70억 달러가 넘

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을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 

외 미국에 이러한 상품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브라

질, 멕시코, 러시아가 있다. 만약 이들 국가가 기후 이니셔

티브에서 계속 뒤처진다면 EU와 캐나다가 미국에서 시

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하지만 미

국 기후대사는 최근 EU에 탄소국경세 보류를 촉구했으

며, 이러한 정책이 국제 관계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그는 이러한 정책은 다

른 국가들이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

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22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함

에 따라 글로벌 석유 및 석탄 소비는 한층 감소하기 시작

해 탄소누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대미 석유 수출국  

1위는 캐나다이며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뒤를 

잇는다.23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도 주요 대

미 석유 수출국이다.24 그러나 탄소가격제가 확산되면 석

유 수출은 불균형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

어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은 탄소 배출량이 많

아, 석유 수입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함에 따라 가

장 먼저 기피할 국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

아의 석유 생산은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25 수요

가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석탄 소비가 감소하면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불균형

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석탄 수출

에서 총합 75% 이상을 차지한다.26 이들 중 상당수가 석

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석탄 의존을 탈피해 경제 

다각화를 이룰 수 없다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석유 및 석탄 수출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다른 

부문은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각국이 배출 감축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저탄소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14 Author calculations based on European Commission, “EU trade statistics (excluding United Kingdom).”

15 European Parliament, Trade related aspects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 legal assessment, April 2020.

16 Appunn, “Emission reduction panacea or recipe for trade war? The EU’s carbon border tax debate.”

17 Climate Action Tracker, “Country summary: Russian Federation,” accessed March 30, 2021.

18 Appunn, “Emission reduction panacea or recipe for trade war? The EU’s carbon border tax debate.”

19 European Commission, “EU trade statistics (excluding United Kingdom).”

20 Ibid.

21 Joebidem.com, “Climate: 10 million clean energy jobs,” accessed March 30, 2021.

22 Leslie Hook, “John Kerry warns EU against carbon border tax,” Financial Times, March 12, 2021.

23 US Energy Information Association, “Oil imports and exports,” accessed March 30, 2021.

24 Daniel Workman, “Crude oil exports by country,” accessed March 30, 2021.

25 OSTI.gov, “Global carbon intensity of crude oil production,” accessed March 30, 2021.

26 Workman, “Crude oil exports by country.”



2021  No.19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179 180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세 180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세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배출을 제한하고 재

생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에너지 저장 용량을 늘리는 그린 

테크놀로지(green technologies)도 수요가 증가할 것

이다. EU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이다. EU의 높은 환경 기준으로 역내 기업들은 

그린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기 때

문에 EU는 ‘선점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의 이

점을 가지게 되었다. 

EU가 제안한 탄소국경세는 기후 관련 정책이 단시간 

내에 어떻게 무역 정책으로 변모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유

럽과 전 세계가 배출량을 줄임에 따라 에너지집약적 상품 

수출국들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장기적으로는 급격

한 수요 둔화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국 산업의 배

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최첨단 그린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킨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해 EU

를 뒤따르고 파리협정에 충실히 실행할 때 가능한 이야기

이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재가입은 이러한 미래가 보

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줬으며, 친환경 미래로의 진전은 선

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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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미래,
시스템 사고로 주도하자
기후변화에 대한
'시스템 복합체계'접근법03 Chapter 03

Scott L. Corwin, Derek M. Pankr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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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로드맵181 182저탄소 미래, 시스템 사고로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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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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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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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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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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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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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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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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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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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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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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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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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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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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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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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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세계로 부록: 저탄소 시스템 개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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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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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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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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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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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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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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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시스템

저탄소 산업 및 제조업 시스템

그림 5

그림 6

모빌리티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기가톤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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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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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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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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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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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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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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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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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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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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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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Institute,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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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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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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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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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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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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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서비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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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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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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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데다 COVID-19 확산-

진정-재확산의 변동성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점차 보건 안전에 대해 안심하며 경제·사

회 활동을 늘려 나가고 있다. 특히 여행과 외식 등 소비가 억눌렸던 부문에서 재량지출이 

폭발할 조짐이 보여 소비시장 및 경제 회복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 18개국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딜로이트 소비자 설문조사

(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를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 동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딜로이트는 4주마다 전 세계 18개 주요국에서 각각 1,000여 명

의 18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소비자 불안지수, 지출 의

향 등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0~26일 실시됐으며 표준오차는 

±3%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페이지에서 일자별, 국가별, 연령집단별로 열람할 수 있다.

딜로이트 컨수머 트래커
전 세계 소비자들, 
불안 떨치고 지출 늘린다01 Chapter 04

Deloitte Consumer Industr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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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비자 불안감, 전세계적으로 완화 추세

소비자 불안감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완화

되는 추세지만, COVID-19 확산세가 아직 가파른 인도

(+45%)와 남아프리카공화국(+11%), 칠레(+3%) 등에

서는 5월 말 현재 여전히 심화한 수준을 보였다(그림1).

COVID-19가 여전히 소비자 불안감의 최대 요인이지

만 한국과 미국, 남아공, 호주, 멕시코 등에서는 재정적 

압박도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타 불안 요소로

는 개인사 및 가정사, 고용 불안정, 팬데믹 외 건강 문제, 

사회 혼란 등이 꼽혔다.

5월 말 조사 시점의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지수는 마

이너스 11%로, 주요국 중에서 불안감이 낮은 편에 속했

다. 불안 요소 중 COVID-19와 재정적 스트레스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고용 불안정이 3위, 기타 건강 문제가 4

위, 개인사 및 가정사가 5위를 차지했다(그림2).

그림 1

그림 2

글로벌 소비자 불안지수

글로벌 및 한국ㆍ미국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

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5월 26일
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소비재산업 센터(Consumer Industry Center)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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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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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요인

재정적 스트레스

COVID-19

개인사 및 가정사

고용 불안정

기타 건강문제

사회적 혼란

정치 불확실성

기후 이벤트

자녀 등교

글로벌 평균

2위(47%)

1위(53%)

3위(37%)

4위(35%)

5위(28%)

6위(22%)

7위(21%)

8위(16%)

9위(13%)

한국

1위(59%)

1위(59%)

5위

3위(36%)

4위

6위

7위

8위

9위

미국

1위(48%)

3위(41%)

2위(43%)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지난주보다 더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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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세계 인구의 70% 백신 접종 예상 보건안전에 대한 소비자 안심 수준, 점차 개선

전 세계 응답자 중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19%로 지난달의 12%에서 상승했다. 또한 향후 6개월 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거나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71%에 달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여부를 결

정하지 못한 비율 또한 19%로 낮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가 줄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심 수준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여전

히 세계 곳곳에 COVID-19 핫스팟이 남아있지만, 소비

자들은 이제 재확산의 변동성에 익숙해진 상태다.

지역별로 유럽과 미국은 경제·사회 활동 재개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

역은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인도,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재확산 와중에도 이전 조사 시기와 

비교해 여러 활동 부문이 개선되고 있다(그림3).

한국의 경우 소비활동 별로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이 

▲매장 방문(29%로 상승) ▲사무실 복귀(36%로 상승) 

▲대면 서비스 이용(22%로 상승)의 경우 상승한 반면, 

▲호텔 숙박(24%로 하락) ▲식당과 주점 외식(14%로 

하락) ▲항공기 탑승(18%로 하락) ▲대면 이벤트 참석

(8%로 하락)의 경우 하락했다(그림4).

그림 3

그림 4

보건안전에 대한 소비자 안심 수준, 점차 개선

글로벌 및 한국·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사회 활동 안심 수준
다음 항목의 활동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동의 및 강력 동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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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2021 딜로이트 글로벌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존스홉킨스 온라인 패널(18개
국에서 각각 소비자 1,000명 이상 대상 조사, 표준오차 ±3%)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 ▼ 이전 설문조사 대비 변동 추이

매장방문

글로벌 평균 59% 55% 51% 44% 44% 34% 29%

사무실 복귀 대면 서비스 이용 호텔 숙박
식당 및

주점 외식 항공기 탑승 대면 이벤트 참석

한국 29% 36% 22% 24% 14% 18% 8%

미국 73% 62% 65% 58% 61% 4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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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재량지출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뚜렷한 개선 양상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현재의 팬데믹 경험과 맞물려 급변할 수 있다

지난 한 달 간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자 재량지출 

의향이 높아졌다. 특히 여행 및 외식 부문 지출 의향이 늘

어 소비 수요의 재활성화 및 전반적 경제회복에 대한 강

력한 신호를 보냈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 의향은 4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을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은 팬데믹으로 생성된 

습관과 행동을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집콕’ 관련 소비 행위는 계속 증가할 가능

성이 높은 반면, 새로운 사람 및 그룹과의 만남과 관련

된 소비 행위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배송) ▲직접 요리 ▲

신선식품 구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모바일) 등의 ‘

집콕’ 소비 활동은 팬데믹 이전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 반면, ▲항공기 탑승 ▲체육시설 이용 ▲대

면 이벤트 참석 ▲호텔 및 모텔 숙박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등의 대면 활동은 오히려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됐다(그림7).

보였고, 아시아 국가들은 혼재 양상을 보였다(그림5). 

한국의 경우 5월 들어 재량지출 의향이 전월 대비 소

폭 낮아졌다. 항목별로 ▲식료품 ▲생필품 ▲가정용 인

터넷 및 휴대폰에는 지출 의향이 높게 유지된 반면 ▲여

행 ▲가구 ▲가전기기 등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그림6).

하지만 현재의 역동적 환경에서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인식은 소비자들의 현재 경험과 맞물려 급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다. 사실 그러한 급

격한 변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 공공 및 사회 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한 달 간 긍정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

다. 특히 미국은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신규 확진자가 줄

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이미 팬데믹 이후의 삶

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강력한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공공 및 사회활동 참여율이 결

국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불과 한 달 전

과 비교해 급격한 인식 변화를 보였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

향후 4주 간 평균 지출 의향 순지수

향후 4주 간 평균 지출 의향 순지수

한국·미국 소비자들의 팬데믹 이후 활동 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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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소비자 산업 센터(Consumer Industry Center)

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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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확산되는 소비자 낙관론 

재량소비 의향 강화…
억눌렸던 수요 폭발 신호

소비자 최대 우려 사안은 이제 팬데믹이 아닌 재정 압박

미국 백신 접종률이 52%로 중간점을 돌파하며 7월 10%가 추가되면 전

문가들이 설명하는 집단면역 수준인 60~90%에 근접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지속되겠지만, 안전 위험

성이 가장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안심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대면 이벤트에 참석하는 행위가 안전하다고 여

겨진다는 미국 소비자 비율이 한달 새 35%에서 42%로 뛰었다.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외식 등 팬데믹으로 누리지 못

했던 소비 행위에 대한 열망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레저 여행, 외식, 주류 등 재량소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미국 소비자 비율은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을 4월 초 이후 계속 앞질렀다.

팬데믹을 둘러싼 우려가 한풀 꺾이자 그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소비자들의 최대 우려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들 중 불안의 원인으로 팬데믹을 꼽은 비율은 41%에 그쳤다. 이는 올해 초의 

70%에서 크게 내려간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재정적 압박을 불안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41%에서 48%로 올랐다.

재정적 압박은 주로 젊은층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장년층에게까지 이러한 압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트렌드 데이터를 살펴보면, 5월 들어 18~34세 인구집단과 35~54세 집단 간 차기 지급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교차했다(그림8).

또한 미국 소비자 10명 중 4명만이 미래에 대비한 저축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가장 시급한 재정 우려
차기 지급결제를 우려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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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2021 딜로이트 글로벌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온라인 패널 1000명, 표준오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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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고착된 또 다른 추세는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것

이다. 보건 안전 우려가 더 이상 소비 추세를 주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전보다 편리함을 추구하

는 경향이 강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미만 소비자 집단은 5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재정 우려가 더욱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2.7

배) 편리함을 위해 더욱 많은 비용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1.6배)은 더욱 높았다(그림10).

그림 10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젊은층이 늘었다

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그림 9

BOPIS 도입을 확산시키는 요소(글로벌)

새로 생성된 소비 행동이 장기적 추세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에서 한 주 한 주 멀어질수록 소비자들은 이후의 

삶을 보다 명확히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팬데믹으

로 생성된 소비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

호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스트리

밍, 음식 배달 등 행위는 앞으로도 2019년에 비해 소비자

들의 삶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 각기 다른 소비 추세가 지난 한 달 

간 형성됐다. 하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

이 높은 소비행위들로 구성됐고 다른 하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하게 될 소비행위들로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오프라인 상점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BOPIS(Buy Online, Pick up In Store)가 더

욱 값 싸고 더욱 빠른 소비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팬데믹 

이후에도 장기적 추세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그림9).

출처: 딜로이트 소비자 동향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216딜로이트 소비자 현황 추적(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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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50 유통기업 통계
2019 회계연도

US$194억 4.4%

11.1

4.3%

64.8%

US$40억

22.2%

Top 250개사의 평균 규모
(유통 매출)

전년대비 누적 
유통 매출 증가율

Top 250 기업이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평균 국가 수

누적 자산 
수익률

Top 250 유통기업 중 해외 
사업체를 보유한 비율

Top 250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한 
최소 유통 매출

Top 250개사의 총 유통 매출 중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딜로이트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1. 재무 실적 및 운영 분석은 2020년 6월 30일 종료된 회
계연도 기준. 기업 연차 보고서, 슈퍼마켓 뉴스, 포브스 아메리카 최대 민간 기업(America's Largest Private Companies) 리스트, 기타 공
공 자료 등 참고

TOP

250

5.0%
2014 - 2019 회계연도

유통업 매출 연평균 성장률 
(CAGR)

US$4.85조
Top 250개사의 

총 유통 매출

3.1%
누적 순이익률

Top 10 유통기업
월마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로 선두를 달리고 있음

월마트 
Walmart Inc.

기업

미국

국가

1

TOP 250
순위

$524.0

FY2019 유통매출
(USD 10억)

-

순위변화

아마존 
Amazon.com, Inc.

미국2 $158.4 +1

코스트코 
Costco Wholesale Corporation

미국3 $152.7 -1

슈바르츠 그룹 
Schwarz Group

독일4 $126.1 -

크로거 
The Kroger Co.

미국5 $121.5 -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Walgreens Boots Alliance, Inc.

미국6 $116.0 -

홈데포
The Home Depot

미국7 $110.2 -

알디 
Aldi Einkauf GmbH & Co. oHG and Aldi International Services GmbH & Co. oHG

독일8 $106.3* -

CVS 헬스 
CVS Health Corporation

미국9 $86.6 -

테스코 
Tesco PLC

주요 하이라이트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Top 10에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 진입한 기

업은 부재

아마존은 2015 회계연도에 10위로 진입한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글로벌 유통업계 

2위로 오름 

Top 10 유통 기업은 2019 회계연도에 평균 13개국에 유통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Top 250 기업이 

평균 11.1개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보다 국제적으로 활동 중

2019 회계연도에 유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옴니채널 전략을 채택, 특히 e-커머스에 중점을 두는 흐

름이 주류를 이룸

Top 10 기업은 전체 Top 250 유통 매출의 32.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지난해 32.2%), 업계 매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

영국10 $81.3

*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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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석
Top 250 매출 중 지역별 및 상위 국가별 비중

북아메리카

47.1%

미국 45.2%

남아메리카

1.9%

아시아 태평양

16.2%

중국/홍콩 
4.7%

일본 6.7%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

 4.8%

아프리카/중동

1.4%
유럽

33.4%

프랑스 6.3%

독일 10.1%

영국 4.9%

기타 유럽국가
12.0%

가장 빠르게 성장한 Top 10 유통기업
FY2014-FY2019 연평균 성장률(CAGR)

주요 하이라이트

쿠팡 
Coupang Corp.

기업

189 한국

Top 250
순위

국가

1

성장률
순위

$5.7*

FY2019 유통매출
(USD 10억)

연평균
성장률

102.6%

릴라이언스 리테일
Reliance Retail Limited

53 인도2 $20.4 55.1%

웨이페어 
Wayfair Inc.

117 미국3 $9.1 47.2%

모바일 월드
Mobile World Investment Corporation, MWG

235 베트남4 $4.4 45.3%

징둥닷컴
JD.com, Inc

13 중국5 $73.9 36.3%

A101
A101 Yeni Mağazacılık A.S

244 터키6 $4.1* 35.0%

JD 스포츠패션
JD Sports Fashion Plc

141 영국7 $7.6* 33.1%

브이아이피숍 홀딩스
Vipshop Holdings Limited

83 중국8 $12.7 28.1%

액션
Action Nederland BV

187 네덜란드9 $5.7 27.7%

잘란도
Zalando SE

149 독일10 $7.3 24.0%

올해 처음 Top 250에 진입한 쿠팡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Top 50’ 리스트에서 릴라이언스 리테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

가장 빠르게 성장한 Top 50 기업의 2014-2019 회계연도 총 연평균 성장률은 19.1%로, Top 250 전체 기업(5.0%)

보다 현저히 높음

e-커머스에 사업 집중, 신속하고 유기적인 성장, 인수합병 활동, 탄탄한 고객층을 구축하는 유통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

력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힘

이중 84%가 2018 회계연도에도 같은 리스트에 포함되었음

※ 총 평균 성장률: 2014-2019 회계연도 평균 성장률 * 추정치
※ 매출은 도매 및 소매 매출 포함

2050 탄소중립 로드맵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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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50에 새로 진입한 기업
쿠팡, 호텔신라 등 12개 유통기업이 Top 250에 진입 혹은 재진입

주요 하이라이트

에실로룩소티카
EssilorLuxottica SA

기업

157 이탈리아

국가 주요업태

의류/신발 전문

FY2019
유통 매출증가율

8.0%

센트럴 리테일 코퍼레이션
Central Retail Corporation Public Company Limited

176 태국 백화점 8.2%

쿠팡
Coupang Corp.

189 한국 무점포 62.1%

라오펑샹
Lao Feng Xiang Co., Ltd.老凤祥股份有限公司

198 중국 기타 전문 9.8%

하버 프레이트 툴스
Harbor Freight Tools USA, Inc.

210 미국 기타 전문 25.0%

호텔신라
Hotel Shilla Co.,Ltd

233 한국 기타 전문 22.8%

모바일 월드
Mobile World Investment Corporation, MWG

235 베트남 전자제품 전문 18.1%

HTM 그룹
HTM-Group

236 프랑스 전자제품 전문 11.4%

탑스포츠 인터내셔널 홀딩스
Topsports International Holdings Ltd

242 중국 기타 전문 0.7%

이랜드월드
E.Land World Co., Ltd.

치유안 리엔 
Chyuan Lien Enterprise Co Ltd / PX Mart Co., Ltd.

야오코
Yaoko Co., Ltd.

243

247

249

한국

대만

일본

의류/신발 전문

슈퍼마켓

슈퍼마켓

-6.3%

5.0%

5.9%

새로 진입한 기업 중 9곳은 아시아 태평양에 본사를 둠 

(센트럴 리테일 코퍼레이션, 쿠팡, 라오펑샹, 호텔신라, 모바일 월드, 탑스포츠, 이랜드월드, 치유안 리엔, 야오코) 

3개 기업(에실로룩소티카, 센트럴 리테일 코퍼레이션, 탑스포츠)은 인수합병/분할로 Top 250에 새로 진입

한국과 베트남에 본사를 둔 3개 기업(쿠팡, 신라호텔, 모바일 월드)은 유기적인 성장으로 Top 250에 처음으로 진입

성숙한 시장의 특정 분야 전문 기업들 또한 성장 기회 발견

Top 250
순위

Top 250에 진입한 국내 기업
국내 기업 8개사가 Top 250에 진입

주요 하이라이트

이마트
E-MART Inc.

기업

62 한국

국가

$15.2

FY2019 유통매출
(USD 10억)

연평균
성장률

7.7%

롯데쇼핑
Lotte Shopping Co., Ltd.

65 한국 $15.1 -8.1%

GS리테일
GS Retail Co., Ltd.

150 한국 $7.1 11.5%

홈플러스
Homeplus Stores Co., Ltd.

178 한국 $6.2 N/A

쿠팡
Coupang Corp.

189 한국 $5.7* 102.6%

신세계
Shinsegae Inc.

203 한국 $5.3 21.8%

호텔신라
Hotel Shilla Co.,Ltd

233 한국 $4.5 N/A

이랜드월드
E.Land World Co., Ltd.

243 한국 $4.2 -3.7%

NEW

NEW

NEW

지난해 Top 250에는 국내 5개 기업(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신세계)이 포함되었으며, 올해는 쿠팡, 

호텔신라, 이랜드월드 3개 기업이 신규 진입하여 총 8개 국내 기업이 Top 250에 포함됨

쿠팡이 올해 처음으로 세계 189위로 진입했으며 Top 250개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1위를 차지(5개

년 총 연평균 성장률 102.6%). 쿠팡의 2019 회계연도 매출 성장은 전국적으로 야간 배송 및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한 배송 서비스 확대에서 기인 

신세계와 GS리테일은 작년에도 이름을 올렸던 기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Top 50 리스트에서 각각 14위

(21.8%), 50위(11.5%)를 차지함

보고서 전문확인(영문):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Consumer-Business/gx-global-power-
retailing-2021.pdf 

※ 총 평균 성장률: 2014-2019 회계연도 평균 성장률 * 추정치
※ 매출은 도매 및 소매 매출 포함

Top 250
순위

정동섭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유통소비재 부문 리더

dongjeong@deloitte.com

Contact



2021  No.19

226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 세대 서베이

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세대 서베이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03 Chapter 04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2050 탄소중립 로드맵225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이하 ‘MZ세대’)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란 세

대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 

및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었

다. 이러한 힘이 이들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 행동을 형성하고 있다.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무기 삼아 세계를 연결하고 화합하고 창조적 파괴에 나서는 디지

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의 움직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투(MeToo)부

터 #흑인생명도소중하다(BlackLivesMatter)까지, 기후변화 시위부터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까지, 친환경 제품 수요를 이끄는 운동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물

결까지, 이들 세대는 사회와 기업에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제한 조치로 이들 세대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졌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과 열망은 멈추지 않았다. ‘2021 딜로이트 글로벌 밀

레니얼 서베이’를 통해 팬데믹과 극심한 기후 이벤트, 격앙된 사회정치적 분위기 등이 

이들 세대의 변화를 향한 열망에 오히려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6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 세대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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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

서베이 방법론

서베이 방법론 및
핵심내용

팬데믹 직전 및 2020년 4월에 실시한 두 차례 서베이

에 기반한 지난해 보고서1에서는 MZ세대의 회복탄력성

이 강조됐다. 팬데믹 충격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문을 갑

자기 흔들어 놓는 와중에도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와 재택근무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면과 앞으로 펼쳐질 

기회에 대해 낙관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자신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지속적 공포와 더불어 

세계 곳곳의 사회적 혼란 등을 겪으며 집에 갇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낙관론은 급격히 마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는 올해 서베이에서도 회복

탄력성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들

은 여느 세대보다 큰 목소리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철폐

를 요구하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보를 보

이는 기업과 고용주를 배척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일반론일 뿐이다. 어떤 집단도 구성원 모두가 

절대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 하지만 MZ세대는 전반적으 

로 다른 세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며 현

상유지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변화를 만드는 

개인의 힘을 믿는다. 기업과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바

라면서도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조차도 정부의 개입

보다 개인의 책임감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MZ

세대의 이러한 세계관은 팬데믹부터 사회 정의까지 모든 

측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소비자와 유권자, 근로

자로서 이들 세대의 힘이 기업과 정부 등 각종 조직에 실

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서베이는 팬데믹의 영향을 주로 다뤘다. 팬

데믹이 이들 세대의 행동, 스트레스 수준, 각종 이슈에 대

한 의견 등에 미치는 영향부터 사회에서 기업이 맡은 역

할에 대한 만족도와 환경, 사회 정의, 차별 등에 대한 인식

에 초래한 변화까지 현 시점의 MZ세대의 모습을 담았다.

올해 서베이는 북미 · 남미 · 서유럽 · 동유럽 · 중동 · 아

프리카 · 아시아태평양 등 45개국의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과 Z세대 8,273명 등 총 2만 2,928명을 대상으

로 실시됐다. 서베이는 2021년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

지 온라인 질의 및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한 서베이를 처음으로 

동일한 수의 국가에서 실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서베이에서는 20개국에서만 Z세대 서베이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Z세대의 경우 전년비 비교 수치에 25개

국 추가 사실이 반영됐음을 명시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3년 1월~1994년 12월 출생, Z세

대는 1995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세대를 의미한다.

서베이 응답자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됐다. 대

기업 고위 경영자부터 긱(gig) 경제 참여자, 무료 봉사자 

또는 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Z세대 중에는 학위를 마친 

응답자도 있었지만 아직 재학 중인 경우부터 직업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경우, 아직 중등학교 재학 중인 응

답자 중 고등교육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가 모

두 포함됐다.

한국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 300명, Z세대 202명을 포

함해 총 502명이 올해 서베이에 참여했다. 서베이에 참여

한 한국 MZ세대 표본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전체 응답자 502명

밀레니얼 세대 300명, Z세대 202명

밀레니얼 세대 프로파일

성별

성별

고용형태

고용형태

직급

직급

조직규모

조직규모

자녀유무

자녀유무

교육수준

교육수준

1 Deloitte Global, 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20 , 25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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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건강과 고용, 환경이 최대 우려 사안

올해 서베이에서 최대 우려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건강과 고

용 상태이지만, MZ세대는 이에 못지 않게 기후변화와 환경에

도 우려를 표했다. MZ세대 10명 중 4명이 환경 파괴 측면에

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제 회복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

이번 서베이가 실시되는 동안 COVID-19 백신이 세상에 나오면서 제한 조치가 종식되고 각종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MZ세대는 개인 및 사회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MZ세대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지구, 더 공정한 시스템, 더 사려 깊은 인류 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은 걸음이 큰 걸음으로 확장되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 이겨내기

팬데믹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 및 분열, 심각한 기후 이벤트 등으로 점철된 1년을 거쳐 2021

년 1월 실시된 이번 서베이에서 MZ세대는 좌절감과 함께 변화를 향한 조급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저에는 이들 세대가 지난 10년 간 겪은 좌절과 도전에도 지켜 온 낙관론이 살아 남

아 있다는 점도 방증됐다.

올해 보고서는 2020년 한 해가 MZ세대의 일상생활, 정신건강, 집단적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정신건강

스트레스

기업의 사회적 영향

부와 소득의 불평등

제도화된 인종차별

지만 대다수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의지를 

통해 더욱 나은 포스트-팬데믹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환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가 25%를 넘었다.

팬데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특히 일터에서의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약 

1/3(밀레니얼 세대 31%, Z세대 35%)이 팬데믹에 의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일터를 떠난 적이 있

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 중에서도 근무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버텼다고 답한 비율이 40%

에 달했다. 또 고용주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약 

40%를 기록했다.

스트레스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자

가 밀레니얼 세대는 약 41%, Z세대는 약 46%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이들 세대의 재정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 개인적 재정 상황에 우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

는다는 응답이 각 세대의 2/3에 달했다. 또 밀레니얼 세대는 가족의 전반적 안위를, Z세대는 고용 및 

일자리 전망 불확실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MZ세대 비율은 지난 수년 간 꾸준히 하락해 50%

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의 의지에 대한 인식은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업

이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답한 비율이 올해 들어 소폭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MZ세대가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기업 리더들의 담론이 진지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행동은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부의 규모와 소득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안감을 드러냈다. 사회에서 부와 소득

이 불균형 분배되고 있다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는 법률과 정부의 직접 개입이 

이러한 격차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Z세대의 60%, 밀레니얼 세대의 56%는 사회 전반에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매우’ 또는 ‘상당히’ 만연

하다고 답했다. 또 개인적 배경 때문에 ‘항상’ 또는 ‘자주’ 차별받는다는 응답자도 20%에 달했다. 응답

자의 절반 이상은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구세대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30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 세대 서베이



2021  No.19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231 232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 세대 서베이

1장ㅣ팬데믹이 MZ세대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밀레니얼 세대의 75%, Z세대의 69%가 정부의 공공 보

건 가이드라인을 매우 또는 상당히 철저히 따랐다고 답했

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규정을 더욱 잘 지켜, 밀레니얼 

세대는 5%포인트, Z세대는 8%포인트의 성별 차이가 났

다. 전체 응답자의 약 70%는 의료계가 인정하는 백신이 

상용화되면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3는 매장 방문, 대중교통 이용, 붐비는 장소 

방문 등을 피했다고 답했고, 3/4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를 착용했다고 답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 여성이 82%로 제일 높았고 Z세대 남성이 68%로 가

장 낮아 세대별, 성별 격차를 보였다.

두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규정을 더욱 잘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60%, Z세대의 56%

가 팬데믹 초기부터 서베이 당시까지 가이드라인을 엄격

히 지켰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도 잘 지키

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5%에 그

쳤고 Z세대는 이보다도 낮았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주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는 비율은 전체 응

답자의 28%를 기록했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COVID-19 방역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인식을 보였다

방역수칙 준수 관련 한국과 글로벌 비교 데이터 

팬데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해 온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얼마나 엄격히 준수했는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매우‘ 또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켰다고 답한 

한국 밀레니얼 세대 비율

*중국제외

정부의 방역수칙을 ‘매우‘ 또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켰다고 답한 

한국 Z세대 비율

글로벌

74%

글로벌

69%

VS

VS

COVID-19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팬데믹 초기와 현재 비교(백분율 기준)

질문 50A. COVID-19 방역수칙과 가이드라인이 처음 도입됐을 때와 비교해 현재 이를 얼마나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질문 50B. 팬데믹 초기와 비교해 자국 내 다른 사람들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MZ세대는 2020년 한 해 공공 보건 가이드라인을 개인이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상당수 응답자가 주변 사람보다 팬데믹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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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과대중교통등사람많은곳

방문및이용자제

방역수칙을지키지않는사람에게

불만제기

방역수칙을지키지않아다른

사람들로부터불만이제기됨

지나치게엄격한제한조치에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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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빛나는 희망

지난 수 개월 간 대부분 일상생활이 무너졌지만 일부 

MZ세대는 개인 및 커리어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

으로 모색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1/4, Z세대의 1/3은 운

동을 더 자주 하고, 더욱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으며, 집

안을 더 깔끔하게 유지하고, 필요치 않은 물건을 정리했

으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테크놀로지의 도

움을 받아) 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했다고 답했다. 또 팬

데믹 기간 동안 소비 기회가 줄어 오히려 재정 상황이 개

선됐다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일부는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학습과 능력 향상에 쏟

았다. 밀레니얼 세대의 25%, Z세대의 27%는 개인 시

간을 활용해 새로운 업무 능력을 갖췄다고 답했다. 특히 

이 비율은 고위직(32%) 및 리더십(37%) 위치인 밀레니

밀레니얼 세대의 25%, Z세대의 27%가 

개인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업무 능력을 학습했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를 넘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연민이 더 강해졌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손을 내밀었다고 답했다.

얼 세대에서 높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팬

데믹의 영향은 결속력이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팬데믹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고, 지역사회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연민이 더 강해졌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손을 내밀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

자의 1/3 이상이 더욱 이타적 세상이 도래해 약자에게 

더욱 관대하고, 국제 협력이 더욱 강해지며, 기후변화 대

응 능력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들

은 기업들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

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14%를 밑도

는 수준에 그쳤다.

0% 100%

0% 100%
25%

27%

한국 MZ세대는 글로벌 MZ세대에 비해 팬데믹을 덜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봤다. 특히 Z세대가 국

제사회 결속력 강화 및 긍정적 행동 변화 등 평가에 인색해, 팬데믹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 비율이 

대체로 절반을 밑돌았다.

한국과 글로벌 데이터 비교

다음의 진술에 '강력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

팬데믹이 종식되면 다음의 사안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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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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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4%
44% 44% 41%

6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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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팬데믹을계기로새로운

이슈에관심을기울이게

돼지역사회내다른

구성원에대한연민이

강해졌다

팬데믹대응의일환으로

지역사회에긍정적영향을

주기위한행동에나섰다

팬데믹이나자신의삶을

개선하기위한긍정적

행동을하게하는동기가

됐다

팬데믹으로글로벌공동체

의식이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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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대한연민

기업의사회적책임의식

국가간협력

자국정부의우선순위

환경과기후변화에대한개인의의지와행동

미래팬데믹에대한사회의대응능력

일반인이인식하는건강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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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개 준비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MZ세대는 전례 없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팬데믹으로 상실했던 자유를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을 

드러냈다. 이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팬데

믹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나설 것이

라고 밝혀, 경제회복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제한 조치가 철회되면 팬데믹 이

전보다 더욱 자주 가족과 친구를 만날 것이라 답했다. 이

는 ‘외출’을 비롯해 이들 세대가 가치를 두는 경험에 대

한 수요가 강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응답자

의 44%는 팬데믹 이전보다 외식뿐 아니라 콘서트와 극

장 등 ‘집 밖’ 엔터테인먼트를 더 자주 즐길 것이라고 답

했다. 여행 회복 신호도 나왔다. 응답자의 2/3는 제한 조

치가 없어지면 개인 또는 출장 여행을 팬데믹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두 세대 응답자 모두 제한 조치가 풀리면 사무실 근무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상당수가 사무실 복귀

를 환영했지만,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2 사무

실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25%, Z세대의 22%가 팬데믹 이전보다 사무실 

근무 시간을 ‘조금’ 또는 ‘많이’ 줄이고 싶다고 답한 가운

데,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변화된 근로 환경이 지속돼 이

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으로 근로자의 적응력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

선순위가 바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능력을 습

득하는 의지와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MZ세대들은 조

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 자질로 유연성과 적응력

을 압도적 비율로 꼽았다. 글로벌 최고경험책임자(CXO)

들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2021 딜로이트 글로

벌 리질리언스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

장 중요한 3가지 인력 자질 중 하나로 ‘유연성 및 적응력’

을 꼽았다. 이는 ‘직위 및 직종에 맞는 전문성과 능숙도’나 

‘조직에 부합하는 가치’보다도 순위가 높았다.3

MZ세대는 대부분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의 

유연성/적응력

창의력

기술 전문성

채용 이유에 걸 맞는 전문성과 능숙도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밀레니얼 세대

Z세대호기심 및 성장 의지

조직에 부합하는 가치

다재다능

현 상황에 대한 도전의식

안전과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만족했다. 

서베이 응답자 60% 이상은 고용주가 유연 근무 및 휴가/

병가 정책 등으로 직원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연한 일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거

주지 선택도 영향을 받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

(5%) 또는 영구적(4%)으로 도시를 떠나 살겠다는 비율

이 응답자의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서베이에서 향후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대도시를 떠나겠다는 응답자 비

율이 56%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

만,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주시할 필요

가 있는 흥미로운 트렌드로 볼 수 있다.

MZ세대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직원 자질로 유연성/적응력을 꼽았다

질문 24. 2020년 한 해 이벤트와 미래 계획을 고려할 때, 조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직원의 자질 및 태도는?

응답자: 재직 중인 밀레니얼 세대 1만2,532명, Z세대 4,137명 

응답자의 44%는 팬데믹 이전보다 외식을 더 자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25%, Z세대의 22%는 사무실 근무

시간을 ‘조금’ 또는 ‘많이’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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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ve Hatfield,Hatfield,“If we rebuild, will they come back?” Forbes, 9 March 2021.

3 Deloitte Global, 2021 Deloitte Global Resilience Report , 10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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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글로벌 MZ세대와도 다른 우선순위를 보였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 격차도 나타났다. 

‘유연성 및 적응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은 것은 글로벌 결과와 동일했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다

재다능’과 ‘전문성’ 등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Z세대는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우선시했다.

또 한국 MZ세대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했다’는 비율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현저

히 낮았다. 

2장ㅣ팬데믹이 MZ세대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지난 2020년 팬데믹 직전 실시된 서베이 결과에서 우

려스러운 부분은 Z세대의 48%, 밀레니얼 세대의 44%가 ‘

항상 또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팬데믹이 시작된 후인 4월 서베이

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각 그룹에서 8%포인트씩 낮아

졌다. 이는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삶이 더욱 단순해졌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

간이 많아지고, 응답자의 과반수인 재직 중인 MZ세대

는 저축이 늘었다. 또 출퇴근이나 군중 속에서 시달리

는 일 등 스트레스를 주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사라진 

것도 한 몫 했다.

다만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한 조치 생활양식’

에 따른 안도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수준은 다시 높아

졌다. 2021년 1월 실시한 서베이에서 ‘항상 또는 대부

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비율은 Z세대의 46%, 밀

레니얼 세대의 41%로 다시 올랐다.

스트레스 수준은 미국·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

질·필리핀 등 COVID-19 확산세가 가팔랐던 국가에서 

특히 높았던 반면, 한국·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 등 팬

데믹이 상대적으로 잘 통제된 국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낮아지기도 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실업이

나 집안일 증가 등에 불균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다.4 MZ세대 여성 중 약 절반이 ‘항상 또는 대부분 스트

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47% 46% 45%

40%
37% 37%

53%
50%

54%

42%

37%
39%

질문 13. 얼마나 자주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가?  

응답자: 팬데믹 직전 서베이 - 밀레니얼 세대 남녀 각각 6,857명, Z세대 남녀 각각 2,355명 / 팬데믹 초기 서베이 - 밀레

니얼 세대 남녀 각각 2,750명, Z세대 남녀 각각 1,800명 / 2021년 1월 서베이 - 밀레니얼 세대 남녀 각각 7,327명, Z세

대 남녀 각각 4,136명

조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자질*

지난 2년간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

12%

21%

19%

21%

15%

34%

20%

40%

14%

47%

14%

14%

17%

18%

19%

21%

24%

27%

30%

45%

비판적사고

호기심및성장의지

창의력

현상황에대한도전의식

기술전문성

공감능력

조직에부합하는가치

채용이유에걸맞는전문성

다재다능

유연성/적응력

한국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22%

23%

글로벌

44%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49%

VS

VS

팬데믹 기간 내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유지됐고, 특히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항상 또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율(백분율 기준)

4 Deloitte Global, Women Work: A global outlook , 19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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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원인

밀레니얼 세대가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은 

공동 1위는 가족의 안위와 장기적 재정적 미래(각각 46%)

다. Z세대도 같은 원인에 대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이

보다 일자리 및 커리어 전망(50%)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팬데믹으로 MZ세대의 개인 재정 상황 우려가 높아졌

다. 전체 응답자의 2/3가 전반적 재정 상황에 대해 ‘자주 걱

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낀다’에 ‘동의하는 편’이거나 ‘강력 

동의’했다. 팬데믹으로 재정 목표를 수정해야 했다는 응답

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여성이 느끼는 스트

레스가 더 높았다. 개인 재정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 여성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반면 Z세대 남성이 가장 낮았다.

향후 12개월 간 개인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비

율은 밀레니얼 세대의 36%, Z세대의 40%에 그쳤다. 재

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율은 각각 약 20%를 기록

했다. 불확실성도 심화됐다.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

르겠다는 Z세대 비율이 13%로 2019년 서베이 때의 5%

에서 크게 올랐다.

질문 14. 열거된 요인 중 어떤 항목이 가장 큰 불안감 및 스트레스 원인인가?

응답자: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한 밀레니얼 세대 1만 3,416명, Z세대 7,557명 전원

주요 스트레스 원인
다음의 요인이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백분율 기준)

28%

35%

38%

50%

43%

48%

47%

28%

33%

38%

41%

43%

46%

46%
가족의 안위

개인의 장기적 재정 미래

팬데믹 종식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일자리 및 커리어 전망

시급한 개인 재정 문제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 및 정치 분위기

밀레니얼 세대 Z세대

한국 MZ세대는 스트레스 수준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기본적 건강 및 안위에 대한 스트레스

가 낮았다.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은 글로벌 데이터와 동일했다. 

'항상 또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고 답한 비율

다음의 요인이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

39% 37%
30% 27% 23%

41% 46%
39%

46%
33%

43% 46%
35%

22% 27%

50% 48%
38%

47%
35%

일자리및커리어전망 개인의장기적재정미래 시급한개인재정문제 가족의안위 신체및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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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밀레니얼세대

31%

24%
38%

여성으로밝힌비율
남성으로밝힌비율

글로벌밀레니얼세대

41%

37%
45%

여성으로밝힌비율
남성으로밝힌비율

한국 Z세대
25%

23% 27%
여성으로밝힌비율
남성으로밝힌비율

글로벌 Z세대
46%

39%
54%

여성으로밝힌비율
남성으로밝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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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ㅣ지난 1년 간 MZ세대의 정치·경제·사회 전망 변화

지난 2018년에만 해도 자국 경제 상황이 향후 1년 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 MZ세대 비율이 악화될 것이라

는 비율보다 20%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2021년 서베이

에서는 비관론이 낙관론을 15%포인트 앞섰다. 3년 만에 

약 35%포인트가 역전된 것이다.

2021년 서베이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43%, Z세대의 

41%는 향후 1년 간 자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이는 1년 전보다약 10%포인트씩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베이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2월에 유럽에서 

첫 COVID-19 백신이 승인을 받았는데도 비관론이 여전

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이들 세대가 사회 활동 전반

이 정상화되더라도 경제회복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

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비관론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 중 40%는 사회 및 정치 상황이 악화될 것이

라 예상했는데, 이는 서베이 집계가 시작된 후 역대 최고치

다. 정치·사회 비관론 비율은 전년비 4~5%포인트 올라 경

제 비관론보다는 완만히 상승했지만, 역대 가장 가파른 상

승폭을 보였다.

2018 2019 2020 2021

24%

27% 29%
30%

33%

38%
36%

43%

41%

34%
35%

30%

37%

35%

40%

질문 2.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1년 간 자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개선 또는 악화 또는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응답자: 2018년 서베이 – 밀레니얼 세대 1만455명, Z세대 1,844명 / 2019년 서베이 – 밀레니얼 세대 1만 3,416명, 

Z세대 3,009명 / 2020년 서베이 – 밀레니얼 세대 1만3,715명, Z세대 4,711명 / 2020년 팬데믹 초기 추가 서베이 – 밀

레니얼 세대 5,501명, Z세대 3,601명 / 2021년 서베이 – 밀레니얼 세대 1만4,655명, Z세대 8,273명

정신건강과 일자리

전체 응답자의 약 1/3(밀레니얼 세대 31%, Z세대 35%)

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쉰 적이 있다

고 답했다. 나머지 2/3 중에서도 40%는 항상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일을 계속 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정신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대했다.5 본 서베이에

서 밀레니얼 세대 기업 리더들은 전반적 건강과 정신건강

에 명백히 초점을 맞추며, 비(非)재정 부문 비즈니스 우선

사안으로 ▲일과 삶의 균형(27%) ▲직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지원(16%) ▲직원의 개인 발전 지원(13%) ▲직원의 

자아 찾기 지원(13%)을 꼽았다.

그럼에도 상당수 MZ세대는 고용주의 노력이 미흡하다

고 판단했다. 응답자의 40%는 ‘내 고용주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게 위해 행동을 취했다’는 진

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고용주들의 이 같은 무관심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해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논의한 비율은 밀

레니얼 세대의 38%, Z세대의 35%에 그쳤다. 또 이러한 

무관심은 스트레스로 인해 휴식이 필요할 때에도 관리자

에게 선뜻 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신건

강 문제로 휴가를 쓴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다른 

휴가 사유를 보고해, 사실대로 정신건강 문제를 고지하며 

휴가를 낸 비율보다 조금 높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솔직히 

얘기한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응답자의 40%는 
‘내 고용주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 MZ세대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훨씬 높은 반면, 정신건

강을 위한 고용주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팬데믹 시작 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해 
고용주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

현 고용주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 다음 진술에 
‘강력 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재직 중인 응답자 중 팬데믹으로 더 큰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설문

참조: 한국 Z세대는 표본집단 규모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어 설문 제외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재직 중인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설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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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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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용주는팬데믹시기나의정신건강을지원하기위한행동에

나섰다

내고용주는팬데믹이후직원의신체및정신건강을지원하기

위해적극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정책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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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치·사회 비관론 확산
경제 및 정치·사회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백분율 기준)

비관론이 낙관을 이기다

5 Charlotte Huff,Huff,“Employers are increasing support for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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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밀레니얼 세

대는 47%로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2017년에는 

76%를 기록한 바 있다. Z세대도 기업이 사회의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음이 반영됐다.

‘기업이 사회 전체보다 기업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다’는 데 동의한 밀레니얼 세대는 약 70%를 기록

했다. 이는 2019년 77%에서 2020년 73%로 떨어진 

데 이어 70%로 계속 하락한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외에 다른 목표가 없다’는 데 동의한 밀레니얼 세대 또한 

62%로 2020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질문 11. 일반 기업 전체를 생각할 때 다음의 진술이 기업의 현재 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 또는 동의하지 않는가?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한국 MZ세대의 정치·경제·사회 전망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평균보다 부정적으로 나타

났다. 향후 1년 간 상황 악화를 점친 비율은 글로벌 MZ세대보다 대체로 높았던 반면 개선을 예상

한 비율은 대체로 낮았다.

다만 지난 2년 간과 비교해서는 낙관론이 강해졌다. 세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 비율은 올해 

들어 한국 밀레니얼 세대 22%, Z세대 21%로 크게 뛰었다. 정치·사회 개선 전망 비율도 밀레니얼 세대 18%, Z세대 

13%로 소폭 올랐다. 이는 글로벌 평균이 각각 22% 및 24%로 내려간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밀레니얼 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향후 1년 간 자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가?

향후 1년 간 자국 정치사회의 전반적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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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익 추구 외에 다른 목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조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진술에 동의한 비율(백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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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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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베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밀레니얼 세대가 점차 인식

하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

향에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지만 기업 리더들의 의도에 대

해서는 서서히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수년 간 직원 충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전반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직

원 충성도 간 상관관계는 2020년 전에는 명확했다. 기업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충성도도 낮아졌다. 하지만 팬데믹

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2020년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은 저점을 찍었지만 직원 충성도는 크게 개선됐다. 다만 팬

데믹 기간 동안 현 직장에 충성하게 된 데에는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팬

데믹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직원 충성도가 어떻게 변

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질문 8. 선택이 가능하다면 새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현 직장에 머무를 것인가?

참조: Z세대 서베이 데이터 집계는 2018년부터 시작

팬데믹으로 발생한 개인적 우려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개인적 우려는 지난해 팬데믹 

직전 및 초기 서베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헬스케어 및 질병 예방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실업 등

이 여전히 톱3 자리를 지켰다. 다만 나머지 17개 항목 대

비 이들 3개 항목을 택한 응답자 비율에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헬스케어 항목 비율은 21%로 환경 우려보다 뒤

처졌고 ▲실업 ▲소득 불균형 및 부의 분배 ▲범죄 및 신변

안전 등 항목을 겨우 앞섰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헬

스케어 비율이 30%로 뛰어 지난해 4월 추가 서베이에서 

1위에 올랐다. 올해에도 헬스케어는 밀레니얼 세대의 최

고 우려 사안으로 꼽혔으나 비율은 28%로 떨어져, 실업

(27%)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Z세대도 톱3 우려는 밀

레니얼 세대와 동일했으나,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비율이 

헬스케어보다 높다는 차이를 보였다.

두 세대 간 차이는 나머지 항목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

났다. 톱3 외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순

서대로 ▲경제성장 ▲범죄 및 신변안전 ▲소득 및 부의 불

균형 등으로 집계된 반면, Z세대의 경우 ▲교육 ▲범죄 및 

신변안전 ▲성범죄 ▲기업 및 정치 부패 등으로 집계됐다.

Z세대가 교육을 우려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서베이에 

응한 Z세대의 65%(밀레니얼 세대는 15%)가 아직 재학 

중이었는데, 대부분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과정을 진행하

는 데 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성범죄가 높은 순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성범죄를 톱3 중 하나로 꼽은 Z

세대 비율은 17%로, 밀레니얼 세대의 9%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젊은 세대가 예방 시스템이 취약한 환경에 놓이는 경

우가 많고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으

로 해석되지만, 다른 이유가 여러모로 작용할 수도 있다.

MZ세대의 기업에 대한 인식 관련 한국과 글로벌 데이터 비교 

기업이 사회에 매우 또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

다음 기업의 행동에 '강력 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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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보다 이익 추구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익 추구 외에 다른 목표가 전혀 없다

직원 충성도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초 서베이에서 정점을 찍었다
향후 2년 간 현 직장을 떠나겠다고 답한 비율(백분율 기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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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려, 높은 우선순위 차지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는 2020년 서베이(28%, 2위와 

6%포인트 차이)에서 단연 밀레니얼 세대의 최대 우려 

사안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추가 서베이에서 1%포

인트 상승하기는 했지만 2위로 밀렸다. 올해 서베이에서

는 실업 우려가 급증하면서 환경 문제가 다시 3위로 밀

렸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위, 일

자리가 더욱 개인적이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에서도 이들 세대가 환경 문제를 계속 우려했다는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팬데믹 직전 서베이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 환경 문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기후변화

에 따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에

는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44% (밀레니얼 세대 44%, Z

세대 43%)로 떨어졌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팬데믹 

제한 조치 기간 긍정적 환경 신호가 나타나자 낙관론이 

확산된 것이다. 반면 기후변화를 되돌리고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기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이라고 우려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했다. 기업 리더들

이 팬데믹으로 발생한 여러 시급한 문제와 기업 성장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헬스케어 및 질병 예방이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우려 사안으로 떠올랐다. 
Z세대의 경우 환경 문제가 여전히 주요 우려 사안으로 남았지만, 헬스케어 및 질병 예방
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MZ세대는 환경보호가 기업 리더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MZ세대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백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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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0%는 팬데믹 종식 이후 기업이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후순위에 둘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의 경우 밀레니얼과 Z 세대 모두 헬스케어 및 질병 예방과 경제성장이 톱3 우려 사안에 들었다. 

특히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외 항목 중 밀레니얼 세대는 환

경 문제에 더 주력했고 Z세대는 실업 문제를 더 우선시했다. 

뒤를 이어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는 소득 불균형 문제를 우선시한 비율이 24%에 달했고, ▲실업 ▲범죄 및 신변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의 

순서대로 중요도를 보였다. Z세대의 경우 ▲범죄 및 신변안전 ▲교육, 기술, 훈련 ▲성범죄 ▲소득 불균형이 20%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MZ세대의가장큰우려세가지: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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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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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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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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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경제성장

MZ세대의 가장 큰 우려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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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A. 가장 우려하는 세 가지 사안은?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2021년

2021년

Z세대

밀레니얼 세대

2020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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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5B.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을 지목하는가?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 질문 44. ‘배경에 상관없이 원한다면 누구든 높은 수준의 부

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진술에 동의한 밀레니얼 세대 2,849명, Z세대 1,311명 / ‘배경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부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벽과 장애물이 있다’는 진술에 동의한 밀레니얼 세대 3,337명, Z세대 1,7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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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

고위 경영진 임금

기업과 부유층의 탐욕과 사리사욕

고등 교육 접근성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회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예: 인종, 성별)

개인의 동기 및 열심히 일할 의지 부족

소득 하위층의 IT 및 기술 접근성

건강 및 영양 수준

전체 응답 비율

'누구든 원한다면 높은 수준의 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

‘배경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부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벽이 있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

기업과 부유층에 우호적인 
법률·규제·정책

Z세대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 장벽이 있음을 인정한다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비율(백분율 기준)
부의 불평등 우려

소득 그리고/또는 부의 불평등은 밀레니얼 세대가 오랫

동안 우려해 온 이슈이며, 계속 근소한 차이로 개인적 우

려 사안 톱3를 뒤쫓았다. 2014년과 지난해 서베이에서

는 4위를 기록했고, 올해 서베이에서도 5명 중 1명이 부

의 불평등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꼽아 공동 4위를 기록했

다. 올해 서베이에서 부와 소득이 사회 전반에 불평등 분

배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밀레니얼 세대의 69%, Z세대의 

66%에 달했다. 특히 남미(84%)와 중유럽 · 동유럽(80%) 

밀레니얼 세대가 이 문제를 더욱 극심하다고 진단했다.

부의 불평등이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

답은 거의 절반으로 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약 25%는 자

국에서 배경에 따라 각종 장벽과 장애물이 생겨 고소득과 

일정 수준의 부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

다고 답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의 19%, Z세대의 16%

는 자국에서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높은 수준

의 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1/3 이상(전체 밀레니

얼 세대 응답자의 22%)이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개

인의 동기 부족이나 열심히 일할 의지 부족을 꼽았다. 하

지만 태생적 장벽을 일축하는 응답자들조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음을 인

정했다. 예를 들어, 이들 응답자의 30%(전체 밀레니얼 세

대 응답자의 35%)는 기업 및 부유층의 전반적 탐욕과 사

리사욕을 한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또 26%(전체 밀레니

얼 응답자의 31%)는 법률과 규제, 정책이 기업과 부유층

에 우호적인 시스템을 존속시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답

했다. 관련 이슈에 대해 Z세대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MZ세대 2/3는 
부와 소득이 불평등 분배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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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느끼는 차별

다양성, 동등한 기회, 차별 등은 MZ세대의 개인적 우려

에서 중간 순위에 머물렀다. 이들 사안을 톱3 우려로 꼽은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 11%, Z세대 16%에 그쳤다. 하지만 

과거 서베이에서도 나타났듯이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았다

고 해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MZ세대는 차별이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요 원

인은 큰 조직 내 제도화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다. Z세대

의 60%, 밀레니얼 세대의 56%는 사회 전반에 제도화된 인

종차별이 매우 또는 상당히 퍼져 있다고 답했다. 또 Z세대

의 절반 이상,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가량이 언론과 정치 시

스템, 경찰에도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고 답했다.

정부에 의해 차별을 받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차별의 

타깃이 됐다는 응답자는 각각 25%가량 기록했다. 기업에

서(밀레니얼 세대 22%), 직장에서(Z세대 23%), 교육기

관에서(Z세대 23%)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도 비슷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차별의 이유로는 인종 및 민족이 꼽

혔으나,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 및 정신 장애, 성적 성향, 

성 정체성, 성별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됐다. 소수민족이

라 밝힌 응답자 중 밀레니얼 세대 36%, Z세대 39%는 

직장에서 항상 또는 자주 차별받는다고 답했다. 동성애

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10명 중 3명이 차

별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 여성의 13%, Z세대 여성의 22%가 차

별과 기회 불평등을 톱3 개인적 우려로 꼽았다. 특히 Z

세대 여성의 비율이 밀레니얼 남성(9%) 및 Z세대 남성

(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들은 11개 체제(조직, 기관, 분야 등) 중 소수집

단에 대한 일상적 불공정성과 편견에 의한 차별이 가장 적

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본인의 직장을 꼽았다. 재직 중

인 응답자의 2/3가 본인의 회사가 다양하고 수용적인 업

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

고 답한 비율이 밀레니얼 세대 34%, Z세대 38%에 달해,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임직원이 공정하고 존경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직원 모두 더욱 노력

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의 개인적 배경 때문에 항상 
또는 자주 차별받는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는 고위 경영진이 받는 임금 및 상여금과 
근로자 평균 임금 간 큰 격차를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시스템 문제, 탐욕과 사리사욕 등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도 약 절반에 달했다.

한국 MZ세대도 소득 불평등에 대해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다만 그 원인으로 기

업과 부유층에 우호적인 법률·규제·정책을 꼽은 비율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자국에서 부가 '그다지 공평하지 않게' 또는 '전혀 공평하지 않게' 분배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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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경영진임금과근로자평균임금간격차

기업과부유층에우호적인법률·규제·정책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차별은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20% 이상은 본인의 특정 배
경 때문에 항상 또는 자주 차별
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기업과 부유층에 우호적인 법률ㆍ규제ㆍ정책

고위 경영진 임금과 근로자 평균 임금 간 격차

기업과 부유층의 탐욕과 사리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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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경 때문에 항상 또는 자주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

다음 체제에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매우 또는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답한 비율

MZ세대 심리지수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9년부터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

로 여러 부문에 대한 낙관/비관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심리지수를 집계했고, Z세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지수는 아래 5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집계한다:

경제: 경제 전반 상황이 향후 1년 간 개선, 악화, 유지 

중 어느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치·사회: 정치·사회 전반 상황이 향후 1년 간 개선, 

악화, 유지 중 어느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개인 재정: 개인 재정 상황이 향후 1년 간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환경: 지구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낙관하는가 비관하는가?

기업: 기업이 해당 지역의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수는 0(완전 비관)부터 100(완전 낙관)까지로 산정되

며*, 기간별 동향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단별 비교가 가능

한 방식으로 집계된다.

2021년 지수는 낙관론이 2년 연속 약화됐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팬데믹 직전 집계된 밀레니얼 세대의 심리지수는 전

년비 2포인트 하락한 37, Z세대는 39를 각각 기록했다. 수 

개월 간 전례 없는 사회 및 경제 붕괴를 겪은 후 집계된 올해 

지수는 두 세대 모두 3포인트씩 추가로 떨어졌다. 특히 봉쇄

조치와 변이 바이러스, 공공보건 위기가 극심했던 지역에서 

지수가 더욱 큰 폭 하락했다.

MZ세대의 차별에 대한 인식 관련 한국과 글로벌 데이터 비교 

23% 23% 23% 21% 17%22% 23% 20% 25% 19%22% 31% 29% 23% 18%21% 26% 23% 24% 22%

기업전반 소셜미디어 직장** 자국정부*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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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 언론 정치시스템* 경찰 직장**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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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제에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
자국 내 다음 체제에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매우 또는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답한 비율(백분율 기준)

38%

42%

41%

48%

45%

47%

49%

51%

52%

55%

34%

38%

40%

44%

44%

45%

46%

48%

49%

49%

56%
60%

질문 35. 다음의 체제에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얼마나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즉, 소수집단에 대한 일상적 불공평

과 편견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중 재직 중인 응답자

사회 전반

기업 전반

사회 전반

경찰

자국 정부*

소셜미디어

언론

직장**

일상생활

직장**

정치 시스템*

언론

정치 시스템

경찰

사법제도 및 법체제

기업 전반

종교기관

교육제도

프로스포츠(선수, 감독, 협회 등)

예술(영화, TV, 극장, 미술)

본인의 극장

밀레니얼 세대 Z세대

* 중국 제외 

**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재직 중인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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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ㅣ행동하게 하는 힘
이전 서베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MZ세대는 적

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세대는 소비자로서 가치를 두는 곳에 지갑을 열었

고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각종 정치·사회 문제 등에 보이는 

입장과 태도에 기반해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시작하기도 했다. 올해 서베이에서 팬데믹 위기 대응 방식

을 보고 해당 기업의 소비자가 됐다고 답한 비율과 해당 기

업에 대한 소비를 중단했거나 줄였다는 비율이 각각 1/3

가량을 차지했다.

MZ세대는 직업 및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신념

을 중시했다. 밀레니얼 세대 44%, Z세대 49%는 지난 2년 

간 개인 신념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약 15%는 팬데믹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와 

포부 등을 고려해 기존 직장을 관두거나 새로운 직업을 선

택했다고 답했다.

정치 참여도 활발했다. 약 30%는 지난 24개월 간 정

치 이벤트나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참석했고, 약 

25%는 공직자에 접촉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으며,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걸린 국가, 지역, 지방 선거 활동

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답한 비율도 25%를 넘었다. 

또 밀레니얼 세대의 26%, Z세대의 약 33%는 지난 24개

월 간 시위나 행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MZ세대가 환경과 불평등, 차별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안에 대해 정계 및 재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각 사안이 ‘티핑 포인트’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으며 책임

을 져야 할 기관의 행동을 이끌어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

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52. 지난 2년 간 열거된 행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복수응답)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MZ세대는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년 간 다음의 행동에 나섰다고 답한 비율

24%

26%

33%

30%

31%

36%

40%

40%

40%

49%

52%

21%

25%

26%

26%

28%

33%

34%

35%

40%

44%

55%자선단체에 기부

개인 신념에 따라 직업과 직장 선택

뉴스 보도에 대해 온라인 코멘트 게재

지역사회ㆍ자선ㆍ비영리 단체에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환경ㆍ인권ㆍ정치ㆍ사회 문제에 대해 소셜미디어 콘텐츠 게재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청회 또는 정치 이벤트 참석

시위ㆍ집회ㆍ행진 참여

국가ㆍ지역ㆍ지방 선거 캠페인에서 적극적 역할

선출직 공직자에게 의견 제시

신문, 발행물, TV,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기고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Z세대 심리지수 하위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항목은 기업 영향력과 환경이다

24%

27%21%

15%

13% 24%

47%

21%

15%

13%

Z

* 지수는 5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한 각각의 긍정적 전망을 총합 후, 최고 500포인트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했다

(예:  총합 40은 0.4로 환산). 각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낙관론이 동일하다면 총합 수치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 낙관

론이 더 높은 항목은 총합 수치에 더 높은 비율로 적용된다.

한국 MZ세대의 심리지수는 전년비 상승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밀레니얼 세대

의 심리지수는 30, Z세대는 33으로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으나, 모두 전년비 3포인트씩 하락한 글

로벌 평균 34와 36을 밑도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Z세대 남성(34)이 가장 높았고 밀레니얼 남성(27)이 가장 낮았다. 글로벌 평균은 Z세대 남성

(40)이 가장 높았고, MZ세대 여성(31)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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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완전비관

50
중간 –진전을이루고있다

100
완전낙관

남성으로밝힌
비율:

27

밀레니얼 세대 :

여성으로밝힌
비율:

32

남성으로밝힌
비율:

34

Z세대 :

30

33

*중국은 글로벌지수에서 제외.

여성으로밝힌
비율:

32

한국밀레니얼
세대:

_______

↑ +5 pts.

한국 Z세대:

_______

↑ +2 pts.

남성으로밝힌
비율:

38

여성으로밝힌
비율:

31

남성으로밝힌
비율:

40

34

36

여성으로밝힌
비율:

31

글로벌밀레니얼
세대:

_______

↓ -3 pts.

글로벌 Z세대:

_______

↓ -3 pts.

© 2021.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18

경제상황 정치사회상황 개인재정상황 환경 사회전반에기업이미치는영향

0
완전비관

50
중간 –진전을이루고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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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위한 법제화 지지

부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은 많지 않다. 환경을 위해 퇴비 사용을 늘리거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과 달리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개인은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MZ세대는 평

등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서베이 응답자 중 25%는 인구 전반의 문맹률을 낮추고 

산술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젊은 세대

에 멘토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또 이보다 많은 응답자가 

자선단체나 학교에 책과 IT 기기, 기타 교육 자료를 기부했

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

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자선단체나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응답자 20%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에 불매운

동을 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이러한 행

위는 소수민족과 성소수자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5%포인

트). 이들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스템 장벽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당수 MZ세대가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

부 개입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응답

자 1/3가량은 이를 위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택했

다. 즉,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을 펼치는 정치인에 표

를 던진 것이다. 응답자의 60%는 고위 경영자 임금과 근

로자 평균 임금 간 격차를 줄이고 최저생활임금 지급이 가

능하도록 법을 마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

다.7 저소득층 직업 훈련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 답한 응답자도 같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모든 성인에게 매월 최저생활소

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라고 답

했다. MZ세대가 논란의 대상인 기본소득8을 반드시 지지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잠재적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풀

이된다. 이는 구세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인식이다.

응답자 1/3가량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을 펼치는 정치인에 
표를 던졌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과 글로벌 데이터 비교 

환경 파괴 측면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제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나타난 변화로 인해 
기후변화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 강해졌다

다음 환경 관련 진술에 '강력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 이라고 답한 비율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한 개인의 행동 의지가 팬데믹 이후 더욱 강해질 것이라 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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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앞장 서는 MZ세대

팬데믹은 몇 가지 긍정적 결과도 가져왔다. 그 중 하

나는 필요하다면 개인과 조직, 기관이 얼마든지 신속하

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한 조치로 인해 이산화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6 환경

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줄이면 실제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셈이다.

MZ세대의 2/3 이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환

경 변화(대기 및 수질 오염 감소)로 인해 기후 변화를 역

전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 강해졌다’는 진술에 동의했

다. 또 약 40%는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한 개인의 행

동 의지가 팬데믹 이후 더욱 강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팬데믹으로 미래에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의 행동이 개

선될 것이라는 응답도 약 40%에 달했다.

지난해 서베이에서 MZ세대는 재활용과 대중교통 이

용 증대부터 식습관 및 의류 구매 습관 변화까지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

다. 당시 약 60%는 자녀계획에도 환경 문제를 고려하

겠다고 답했다.

올해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28%는 친환경 제품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를 늘렸고, 같은 비

율의 응답자가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 대한 소비를 줄이

거나 중단했다고 답했다. 

팬데믹으로 환경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는 신호가 나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환경 변화로 인해 낙관론이 강해졌다’는 진술에 ‘강력 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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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6 Jeff Tollefson,Tollefson,“COVID curbed carbon emissions in 2020 but not by much,”Nature, January 15, 2021; Pier 
 s Forster,Forster,“COVID 19 paused climate emissions but they’re rising again,” BBC Future, 15 March 2021.

7 Eric Ravenscraft ,,“What a ‘living wage’ actually means,” New York Times, 5 June 2019

8 Eileen Guo,Guo,“Universal basic income is here it just looks different from what you expected MIT Technology Revie 
 w 7 May 2021 Carrie Arnold, Pandemic speeds largest test yet of universal basic income,” Nature, 10 July 2020



2021  No.19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259 260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 세대 서베이

질문 36A.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대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는? (최대 3개 항목 선택)

질문 36B.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체는? (최대 3개 항목 선택)

응답자: 밀레니얼 세대 1만 4,655명, Z세대 8,273명 전원

차별에 직접 맞선다

지난 한 해 각종 사건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스포트라이

트를 받았다. 서베이 응답자 55%는 ‘사회가 티핑 포인트

에 있으며 앞으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진술

에 동의했다.

MZ세대는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차별 문제에 있어

서도 정부와 기관이 변화를 가속화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응답자 절반은 제도화된 인종차별과 관련해 가장 큰 변

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개인이라고 답했지만, 5명 중 

3명은 권력 상층부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따른 톱다운 방

식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만 현

재로서는 기관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해 누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과 활동가들이 교육 시스

템과 사법체제, 정부를 앞섰다.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와 현재 가장 큰 
노력을 펼치고 있는 주체가 상이하다.

MZ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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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 현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체

교육 시스템

정부/정치인

사법제도/법체제

기업/기업 리더

종교단체

행동주의 단체 및 운동

자선단체/비정부 기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한국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선적 방법으로 꼽은 것은 임금 격차 축소(46%)였

던 반면 Z세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57%)을 꼽았다. 이어 밀레니얼 세대는 최상위 부유층 세

금 인상(45%)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Z세대는 임금 격차 축소(49%)를 우선시했다.

한국 MZ세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비율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았다. 그나

마 밀레니얼 세대의 유권자로서의 행동(21%)과 MZ세대의 기업 불매운동 비율(19% 및 18%)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국 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한 비율

자국 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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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23% 23% 23% 21% 17%22% 23% 20% 25% 19%22% 31% 29% 23% 18%21% 26% 23% 24% 22%

기업전반 소셜미디어 직장** 자국정부* 일상생활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23% 23% 23% 21% 17%22% 23% 20% 25% 19%22% 31% 29% 23% 18%21% 26% 23% 24% 22%

기업전반 소셜미디어 직장** 자국정부* 일상생활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23% 23% 23% 21% 17%22% 23% 20% 25% 19%22% 31% 29% 23% 18%21% 26% 23% 24% 22%

기업전반 소셜미디어 직장** 자국정부* 일상생활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23% 23% 23% 21% 17%22% 23% 20% 25% 19%22% 31% 29% 23% 18%21% 26% 23% 24% 22%

기업전반 소셜미디어 직장** 자국정부* 일상생활
한국밀레니얼세대 글로벌밀레니얼세대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27%

17%

29%

12%

18%

15%

27%

19%

31%

11%

19%

21%

저소득층의 기회증대를

위해활동하는자선단체에

교육자료기부

세금을제대로내지않는

기업에불매운동을 하거나

여타방식으로항의표시

소득불평등을줄이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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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정치인 지지, 

그렇지않은정치인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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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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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최대 3개 항목 선택

*최대 3개 항목 선택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노력을 펼치고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주변사람들의인식을바꾸기위해
노력하고있다고답한한국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29% 

한국 Z세대
vs. 글로벌 33%

19%

25%

다양성과수용성에대해스스로
공부하고있다고답한한국밀레니얼
세대

vs. 글로벌24% 9%

18% 한국 Z세대
vs. 글로벌 28%

15

기업의특정입장이나행동떄문에
해당기업에대해불매운동을한적이
있다고답한한국밀레니얼세대

Vs. 글로벌15%

한국 Z세대
vs. 글로벌 14%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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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인종차별 담론에서 기업의 역할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경시되고 있다.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

어 MZ세대가 보는 기업의 잠재력은 개인이나 교육 시스

템, 정부의 절반에 그쳤다. 또 현재 기울이는 노력에 있어

서도 기업과 기업 리더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MZ세대 상당수는 인종차별을 세대 간 문제로도 인식하

고 있다. 응답자의 약 60%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는 데 동의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밀레니얼 세대 53%, 

Z세대 55%)은 구세대가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답했다.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과 노력도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MZ세대는 인종과 차별 문제에 대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응답자의 약 

1/3은 인종 문제에 있어 열띤 논쟁을 벌여 왔으며 다른 이

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진

보 정치인에 투표하고 차별과 관련해 본인의 가치를 공유

하지 않은 기업이나 브랜드를 보이콧했다는 응답자도 적

지 않았다. 차별을 문제로 인식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 13%, 

Z세대 12%에 그쳤다.

MZ세대는 직장에서 차별에 직면했을 때 목소리를 냈

다. 재직 중에 다른 이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응

답자 중 차별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는 비율

은 25%를 넘었다. 인재부나 선임 매니저에게 문제를 제기

하거나 익명 또는 기밀 채널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비율은 

각각 20% 이상을 기록했다.

한국 MZ세대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글로벌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차별 해소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다만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적극적으

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과 관련해 다음의 진술에 '강력 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 이라고 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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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PR,“Enough already: How the pandemic is breaking women,” 29 September 2020. 18 February 2021.

10 Sean Collins,Collins,“Why the COVID-19 economy is particularly devastating to millennials, in 14 charts,” Vox, 5 May 2020; 
 Aimee Picchi ,,“Facing a double whammy, millennials rack up credit card debt during the pandemic,” USA Today, 27 January 
 2021.

결론

생애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MZ세대의 비관론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과 평등, 

환경,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들의 답변에서는 이들이 보기

에 사회를 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대로부터 횃불을 이어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일어나기 만을 기다

리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직접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역전하고 소득 불평등

을 해소하고 인종차별 및 편견과 맞서 싸우려면 개인의 노

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MZ세대는 

정부와 교육 시스템, 기업 등 거대 조직이 서로 협력해 더

욱 방대한 규모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실시된 밀레니얼 서베이를 살펴보면 한 가

지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기를 원하

는 기업은 이익 추구라는 목표를 넘어 자신과 가치를 공유

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는 점이다. 기업 리더들은 젊은 세대

의 이러한 열망을 반영해 MZ세대가 추구하는 미래를 만

드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MZ세대는 우리의 

지구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나와 우리 가족

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인에 대한 연민이 넘쳐 흐르고, 

어디에서나 평등이 실현되는 미래를 원한다. 기업이 필요

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그 과정에 구성원이 동참하게 해야 하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 리더들이 올해 서베이에서 주시해야 할 핵심 내용

팬데믹은 여성에게 더욱 극심한 영향을 줬다. 남성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정 내 부
담도 늘었고, 재정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평등과 차별에 대한 우려도 더 높
다.9 기업은 팬데믹 시기에 여성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연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
장에서 여성만이 겪는 문제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 요인을 완전히 제거한 시스템과 절차를 도입하고, 특정 역할에 필요한 인
력의 경험과 자질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성보다 호기심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 
어질리티(Agility)나 불확실성 대응 능력, 적대적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중요시 할 
수 있다.

과거 서베이와 여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MZ세대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다른 세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됐다.10 사회 전반과 조직 내 소득 및 부의 격차

를 무시하는 리더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배척하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
아야 한다.

기업 리더들이 지금 당장은 피해 복구와 회복탄력성, 직원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자원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

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능력이 뛰어난 젊은 인재를 확보 및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직장에서 정신건강 관련 대화가 자연스럽고 거리낌없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 건강과 만족도가 개선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1   여성 근로자가 받는 영향을 헤아려라

2   다양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채용과 유지 방법을 재검토하라

3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정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라

4   환경 우려는 MZ세대의 우선순위에서 잠시 밀렸을 뿐이다

5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과 자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스트레스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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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

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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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길은 나고 죽는 것들의 영원한 인생 테마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추억이자 환상인 동시에 기대와 공포의 대상이기

도 하지요. 길은 언제나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종착점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종착점은 또 다른 

행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반도체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전략적 지침을 ‘로드맵(Roadmap)’이라고 부른 이후, 

이것은 관련 해법들을 적용한 목표 달성 전략과 계획이란 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우리 모두의 집, 지구라는 행성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고, 가능한 경로들

(Pathways)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경로가 거의 끊길 듯이 좁아 힘든 여정이 예상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목

적지로 가기 위한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가설이라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

기였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지자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했고, IPCC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근거가 되는 제5차 평가보고서(AR5)에서 관측

된 기후변화의 원인과 미래 위험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제6차 평가보고서(AR6)를 작성하는 기간인데, 

2018년에 나온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대표농도경로

(RCP)’ 시나리오들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인사이트 19호에서 다룬 탄소중립 로드맵의 과학적 근간이 되는 것

입니다. AR6는 2022년에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2023년에 각국 탄소중립 이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호를 제작하면서 놀랐던 것은 우리 귀에 익숙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들이 실

은 다가서기 힘든 까다로운 과학 용어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와 대응은 매일 갱신되는 정보와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즉시 낡은 것이 되어 버릴 정도로 빠른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감

축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로드맵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야할 길에 대해 고민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라는 시구

에 공감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과 절박한 세계가 가야할 길에 대해 몇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여기까지 온 것이다

-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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