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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세대가 겪게 되는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7년’으로 기록되었고, 2021년 지구 평균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09℃가 올랐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높이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1990년대 초반보다 10.22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미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내에서, 특히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는데, 2022년에 발표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AR6)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만으로는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보고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은 감축목표를 더욱 상향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2050년까지는 84%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2  

1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2022), C테크 레이스, p20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2022년 4월 5일(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3      WRI, 4 Charts Expla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untries and Sectors (Accessed: November 9, 2022)

이 같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기조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에너지 부문이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의 

자료에 따르면,3 2019년 기준 에너지 부문이 글로벌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으로 75.6%(37.6기가CO2 환산톤)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열과 전기생산이 31.8%, 수송이 17%, 제조 및 

건설이 12.7%의 비중을 가진다. 에너지 외 부문은 농업이 11.6%, 산업공정이 6.1%, 폐기물 3.3%,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및 임업(LULUCF)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실현은 에너지 부문에 달려있어

청정 에너지전환과 새로운 성장 기회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3

각국이 점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2019년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이 전세계를 강타하며 각국의 경제·사회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이 대표적이다. 동 정책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으로서, 에너지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주어 청정에너지분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럽은 

구체적으로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녹색 예산·조달 시스템 구축, 공정전환 지역에서의 국가보조금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4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며, 미국도 국제적 기후변화대응에 동참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며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 

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분야별로 보면 ▲발전 ▲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외에도 막대한 자금을 에너지·기후·환경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5  

이처럼 해외 주요 지역/국가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4      KDI 경제정보센터, ‘EU의 신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검색일: 2022년 11월 9일)
5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주요 내용’ (검색일: 2022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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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6  2022년 세계 에너지부문 투자액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에너지 부문 모든 분야가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투자를 상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력부문과 에너지 최종소비 및 효율부문이 이를 견인하고 있었다.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하면, 2022년 투자액은 1.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급격한 투자액의 증가인데,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약 5년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액 증가율은 2%

가 약간 넘는 정도였으나, 2020년 이후로 투자액 증가율이 12%를 넘어서며, 점차 다가오는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여 한다는 높은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감소했던 전력부문 투자는 2021년에 7% 증가하였으며, 2022년 

에도 6% 확대되어 약 9,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최종에너지소비 전 부문에서 전기화

(electrification)가 확대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이루어진 전력 

부문에서의 투자 증가세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배터리 기반의 전기저장장치(Battery Storage, 또는 Electricity 

Storage System(ESS)) 등의 분야에서 주도되었다.7  

청정에너지분야 투자 가파르게 증가

6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7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제22-19호 

2017~2022년 기간 세계 청정 에너지분야 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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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4,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력부분 

투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 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신규 태양광 최종투자의사결정(FID)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해 2020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풍력은 2020년 최대 보급 기록을 갱신한 후 2021년에도 20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도입·가동되었으며, 해상풍력은 2021년에 역대 가장 많은 신규 설비가 보급되었다.8  

반면 2015년과 비교하여 2021년 신규 가스 및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FID는 약 60%가 감소하였다. 특히 석탄 

발전소는 이러한 FID 감소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FID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2022

년 투자는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전과 수력발전 모두에서 3년 만에 신규 FID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중국, 유럽, 파키스탄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의 기존 

원전 정비와 현대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증가하였다.

8    Ibid

2011~2022년 기간 분야별 세계 발전부문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전력저장설비 전력망 원자력 화석연료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중국 제외 신흥개발도상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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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를 대비하여 산유국 국영석유기업과 주요 석유메이저들은 석유·가스에서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비용 및 열악한 채굴조건의 매장지 개발사업을 크게 축소시켜왔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에너지 제재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방의 에너지 기업과 투자자들은 러시아 내 기존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신규 투자결정도 

중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도래하면서 미국 및 유럽국가 정부들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상류부문 

투자 증대 및 증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국영석유기업과 석유메이저들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투자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유가로 얻은 사내유보금을 석유가스 신규 상류부문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9 즉, 

탄소중립 및 높은 원자재 가격·고임금 상황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의 투자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생산량과 신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사업(예: 셰일가스 증산, LNG수출 등)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파이프라인 수출에 

기반하며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개발비용을 수반하는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향후 탈탄소 시대에 도래로 인해, 미래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요 메이저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 다각화, 기존 자산의 좌초자산화 회피 및 매각을 통한 

현금자산 확보, 생산비용 절감, LNG사업 집중 등을 추진하고 있다.10   

주요 석유가스기업의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 준비

2011~2022년 기간 세계 연료공급부문 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제22-17호 
10    Ibid

저탄소 연료 석탄 천연가스 석유

단위: 10억 달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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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유럽의 주요 석유가스 기업들은 

석유·가스 자원 이외의 잠재적 가치사슬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전력서비스, 바이오에너지, 저탄소 수소, CCUS 및 기타 CO2 제거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적 접근방식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어, 북미의 석유가스 기업들은 유럽의 

석유가스 기업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로 그들 예산의 일부를 대체에너지기술에 투자하였고, 기존의 석유가스사업의 

강점과 연결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CCUS, 그리고 저탄소 수소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다.11

IEA가 선별한 석유가스 기업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약 1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금액이었다. 다만 이 정도 투자 규모는 석유가스기업이 전체 상류부문투자에 

지출하는 금액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5%가 넘을 전망이다. 

2015~2022년 기간 글로벌 석유가스기업의 청정에너지기술 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11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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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석유가스기업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이들의 전체 청정에너지기술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에너지 수요시장,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야(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에 집중을 한 결과로 인식된다. 또한 IEA의 분석대상이 된 석유가스기업의 2021년 

전체 M&A중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약 10%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M&A를 통해서 석유가스기업들이 전력공급, EV충전소, 태양광 및 풍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거래도 이미 체결되고 있다. 

석유가스기업의 청정에너지기술 M&A 추세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전력공급 기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청정에너지기술투자가 전체 M&A에서 차지한 비율

단위: 10억 달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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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E시나리오 상 지역/국가별 원자력 발전용량 전망

출처: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2022년 2월 발생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고자 하는 일부 국가들에게서 

원자력 발전에 비중확대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논리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22년 7월 유럽의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20년 6월 녹색분류체계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2021년 2월 분류체계 초안이 확정되었을 때는 비록 상기의 에너지가 완전하게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해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달리긴 하였다.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202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는 것과 더불어 2050

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 원전은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12  

그리고 IEA도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부문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력분야 탈탄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13 2021년 IEA가 발표한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 by 2050 Scenario, 

NZE)에서는 2022년 기준 약 413GW인 원자력 발전의 용량을 2050년까지 812GW로 제시하였다.14 이는 

신규원전 건설이 기존 원전 가동중단에 비하여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전력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점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이들 지역에서 원전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NZE 시나리오에서 향후 30년간 신흥개발도상국의 

2020년 기준 원전발전용량 120GW가 2050년에는 약 90%가 성장한 480GW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이 유럽연합과 미국지역을 넘어서 단일 지역으로는 2050년 전체 원자력 발전용량 3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할을 재조명 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

12    조선비즈(2022.07.06), ‘유럽의회,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키로’ 
13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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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E시나리오 상 지역/국가별 연간 평균 원자력발전 분야 투자전망

출처: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또한 원자력발전 투자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IEA는 2026~2035년 사이에 연간 평균 1,000억 달러가 투자 

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10년대의 연간 평균 투자액인 3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지역별로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투자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선 원전발전 용량에서 선진국이 차지 

하는 비율 대비 선진국의 원전 투자증가는 원전건설에 필요한 높은 건설비용과 기존원전의 가동연장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가진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사업운영, 건설, 기술, 정치 및 규제, 그리고 시장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원전건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었으며, 

실제로 가동하기까지의 평균 7년이 걸려 건설기간이 굉장히 길다. 이에 더하여 건설허가, 부지선정 등의 과정은 

총 건설사업기간을 수년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비용측면에서도 초기에 예상되었던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원전건설사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간을 단축시키고, 건설비용을 줄이는 접근방식 측면에서 소형 모듈 원자료(SMR)로 

알려진 차세대 원자로가 원자력발전의 새로운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며 공장제작, 현장조립이 가능한 소형 원전이다. 규모가 작다는 특성 덕분에 전력망과 무관한 

분산형 전원,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15 물론 여전히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언제 

대규모로 상업화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MR은 미국, 캐나다, 영국, 

15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C테크 레이스,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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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지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미 프로토타입(고온가스로, 부유식 원자로)

의 상업 운전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및 원자력 관련 조항 포함) 제정 및 정부의 

적극적인 SMR 투자(美 에너지부 차세대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4세대 원전의 프로토타입인 HTR-PM(고온로) 2기가 전력망에 연결되었으며(’21), 3개 이상의 성(省)

에서 추가 HTR-PM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35MWe급의 부유형 원자력 발전소(Akademik 

Lomonsov)가 상업 가동을 실시하였으며(’20),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육상 SMR의 건설이 승인된 바가 있다.16 

다만 아직까지 SMR 기술은 낮은 기술의 성숙도로 인해 건설 지연(중국 HTR-PM: 9년, 러시아 부유식 SMR: 

12년)과 비용 초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SMR의 

비용은 MWh당 $45~$110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체 설비(재생에너지 등)에 비해 높은 비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SMR관련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개발경험을 고려할 때 IEA에서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SMR이 점차 신규 원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하였다.17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관련 투자 동향을 살펴 

보았다. 에너지 분야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부분이 크게 감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여전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존 사업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부정적인 비용으로 인식될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또한 그렇게 때문에 이를 먼저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에서 실펴본 것처럼 청정에너지분야의 투자액 성장률이 2020년 이후로 12%를 넘어서며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석유화학 주요기업들도 미래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 

기존 자산의 좌초자산화 회피 및 매각을 통한 현금자산 확보, 생산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정치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외면을 받았던 

원자력 발전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에 필요시 되는 자원으로 역할을 재평가 받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경쟁을 시작 

하였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자본이 관련분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비단 기존의 에너지분야 

기업들에게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탄소중립시대로의 전환을 새로운 시장기회로 바라보고 비에너지분야의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하고 있다. 한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투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청정기술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있다.18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2021년 약 322억 달러를 조달하였는데, 이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2016년 이후로 약 5배나 증가한 

수치다.19

시사점

1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2022.08.19)
17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18    매일경제신문사, C테크 레이스, p72
19    Dealroom.co, Climate tech investment trends – five years on since the Paris Agreement (Accessed: November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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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기후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커다란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기후기술 VC 투자금액

출처: Dealroom.co, Climate tech investment trends – five years on since the Paris Agreement

$0~100만(Pre-seed) $100~400만(Seed) $400~1,600만(Series A) $1,600~4,400만(Series B)

$4,400~1억1,100만(Series C) $1억 1,100만~2억 7,500만 $2억 7,500만 이상

단위: 10억 달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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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전환과 새로운 성장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