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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기업시민을 포스코의 경영이념으로 선언한 2018년만 하더라도 기업시민이 어떤 의미인지, 왜 기업시민에 관심을 가져

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경

영 급부상 등 문명사적 대변화의 시대를 몸소 겪으면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이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

할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업시민의 철학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발간을 시작한 기업시민 리서치는 기업시민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

여를 해왔습니다. 기업시민의 필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공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업시민 리서치를 통해 기업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고, 2021년부터는 기업시민에 대한 글로벌 연구기관인 

BCCCC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와 협업하여 세계적 연구 트렌드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제공하여 사

회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기업 구성원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시민을 업무와 일상

에 접목하여 기업시민을 문화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게 될 이슈들에 대해서도 혜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언한 포스코는 먼저 기업시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의 

지향점과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시민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실천가이드로 CCMS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를 만들어 임직원이 기업시민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업시민을 모든 

업무 분야에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기업시민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 전문메이커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아 ‘Green Tomorrow, With 

POSCO’라는 비전 슬로건을 공표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해 ‘Green & Mobility’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생산 시 탄소발생이 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포럼도 개최하여 글

로벌 철강사들과 공동 개발 및 세계 철강산업 전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부서에서는 기업시민을 

실천하여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Best Practice화하여 공유하는 등 기업시민을 우리의 Credo로 만들어 가고 있

습니다.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언한지 4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

게 됩니다. 이제는 기업시민을 통해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포스코의 이 길에 많은 기업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업시민이 미래경영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가 기업시민 리서치의 발간 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해 기업시민 경영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전도사로

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업시민 리서치,  
3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포스코 회장 최정우

Vol.12   Winter 2021   3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창출과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시민으로서 

활동하는데 기반이 되는 학술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본 「기업시민 리서치」지는 기업시민연구소의 연구, 제반 활동,  

그리고 해외 연구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과 관련 기관에 기업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돕고자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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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바야흐로 기후위기시대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다양

한 피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단지 가난한 국가들에서만이 아니다. 올해 여름 독

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을 강타한 집중 호우와 홍수로 1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몇 년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전기공급이 끊겼으며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폭우로 사망·실

종자가 278명에 7,373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0월 

폭우로 가옥 20만 3000채가 무너졌고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2406억 위안(약 44조 

37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서유럽이나 중국의 지난 여름 폭우는 천 년 

빈도의 폭우로 알려졌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진행 중인 오늘의 문제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

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누구도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기에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분

명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나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은 광범위한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진 하나의 국제규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저감분과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환경·에너지 정책학 박사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할 길 
: 도전과 기회

탄소중립:  

생존을 위한  

시대적 화두이자  

국제 사회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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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0년이 다되어가는 1992년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예상하고 브라

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였

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에 모

든 국가의 참여에 대한 합의를 마련했음에도 UNFCCC는 느슨한 수준의 합의로 이

후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97년에 채택되고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부속서 I 국가들로 불리는 선진국들에게

만 의무 감축 목표를 부여했고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개도국의 참여  없이 세계 배출

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늦추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훨씬 아래로well below, 더 나아가 1.5℃를 넘지 않게 노력하기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

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온도 목표를 달성해가기로 했다. 이후 2018년 10월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로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세계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Net-zero

을 달성해야 하는데, 특히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줄이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할 길: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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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2019년 9월에 국제연합UN이 개최한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 이후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져 2021년 10월 현재 14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제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화두이자 누구나 

지켜야 할 국제사회 규범이 되었다. 

스웨덴과 독일(2045년), 아이슬란드와 오스트리아(2040년), 핀란드(2035), 우루과

이(2030) 등 2050년보다 더 빠른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도 있고 중국(2060년), 

인도(2070년) 등 더 늦은 목표연도를 선언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2050년을 탄소 중립 목표연도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예전에 

제출했던 2030년 국가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로

는  달성이 어렵기에 다수의 국가들이 2030년 NDC 목표 상향에 나섰다. 지난 4월 

22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에서 주요국들은 2030 NDC 상

향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기존 2025년까지 26~28% 감축을 50~52% 감축으로, 

일본은 26% 감축에서 46% 감축으로 높였다. 영국은 2030년까지 68% 감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5년까지 78% 감축을 약속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상

향된 2030 NDC를 연내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5월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 선언문을 통해 COP-26에서 상향된 2030 NDC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UNFCCC는 9월 17일에 지난 7월 30일까지 제출된 164개국 2030 NDC를 분석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84개국이 새로 또는 강화된 NDC를 제시했지

만 2030년 배출량은 IPCC의 권고치인 2010년 대비 45% 감축에 전혀 미치지 않은, 

16.3% 증가로 예상되었다. 현재 2030 NDC대로라면 1.5℃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

을 제한해야 하는 탄소 예산의 89%(약 445억 톤)를 2030년 이전에 소진할 전망이

다. 지난 10월 31일에서 11월 13일 사이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기후변

화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된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한다해도 2050년까지 2.7℃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많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

정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후 12월 7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 추진

을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 거버넌스 기구인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이하 탄중위)”가 출범하였다. 당시까지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2050 탄소중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NDC  

상향 목표 발표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국제사회의 2030  

NDC 상향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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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었다. 탄중위는 탄소중

립정책의 관제탑control tower이자 참여와 소통 중심의 사회적 대화의 소통창구이다. 지

난 8월 31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

였는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탄소 중립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탄

중위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18명의 장관과 77명의 민간위원, 국무총리와 민간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중위 내에는 8개의 분과위원회와 총괄기획위원회

가 있으며 전문적 검토한 필요한 쟁점이나 주제가 있을 경우 탄중위 위원과 외부 전

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탄중위는 출범 후 10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가장 핵심적인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와 함께 시나리오 작업반과 NDC 

작업반을 구성해서 정부가 마련한 각각의 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분과회의

와 총괄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8월 초에는 세 가지 안으로 구성된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해당사자 단체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성한 협의체와의 간담회와 일반시민 대표

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

부와의 협의를 통해 애초 정부가 제시한 2030 NDC 초안을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서도 협의체 간담회와 온라인 대중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관심 있는 단체와 기관, 일반 시민들까지도 탄중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입장문에 담긴 다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안

을 구성하였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체회의을 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를 심의·의결하였고 정부는 11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탄중

위 심의 원안을 최종 국가 목표로 확정하였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란 서로 다른 전제와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 중립의 미

래 사회상을 그려본 것이다. 시나리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의 심화, 기후인

식의 변화, 국제 여론 흐름과 국제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탄소중립기

본법에도 5년에 한 번씩 재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는 두 가지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론 수렴 결과 석탄발전은 적어도 

2050년 이전에는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석탄화력발전을 포함하고 

있었던 초안의 제1안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남은 두 초안을 보다 강화해서 국내에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초안의 경우 3안만 국내 순배출량이 0으로 1, 2

안의 경우 국내 잔여 배출량인 25.4백만 톤과 18.7백만 톤은 국제협력을 통해 상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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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식이었다. 

최종 시나리오인 A안과 B안은 크게 전환부문과 수송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B

안에서는 유연성 전원으로 LNG 이용이 5.0% 가량 남아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이 A안과 B안에서 각각 70.8%와 60.9%를 차지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비중이 각각 97%와 85%로 B안에서는 탄소중립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포함

되어 있다. 수소의 경우 A안은 그린수소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데 비해 B안은 일

부 추출수소와 부생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단순히 흡수와 배출을 동일

하게 만듦으로써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래도 발생하는 배출은 우선 자연기반 흡수원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그럼에도 남

는 잔여량은 탄소포집이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를 통해 흡수 제거함으로써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 시나리오 A, 

B안의 경우 시나리오 초안의 2안과 3안에 비해 CCUS 처리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

직도 해소되지 않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되도록 배출을 줄이고 

자연기반 흡수를 늘리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2030년 NDC의 경우,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상향 전 

표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좌)과 최종안(우)

국가 2018년

2050년 배출량 

(단위: 백만톤 CO2eq)

1안 2안 3안

총 배출량 727.6 Net-Zero

국내 순배출량  686.3 25.4 18.7 0.0

감축률(%) - 96.5% 97.4% 100%

전환 269.6 46.2 31.2 0.0

산업 260.5 53.1 53.1 53.1

수송 98.1 11.2(-9.4) 11.2(-9.4) 2.8

건물 52.1 7.1 7.1 6.2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탈루 등 5.6 1.2 1.2 0.7

흡수원 -41.3 -24.1 -24.1 -24.7

CCUS - -95.0 -85.0 -57.9

수소 - 13.6 13.6 0.0

구분 부문 ’18년

2050년 배출량 

(단위: 백만톤 CO2eq)

A안 B안

국내 순배출량 686.3 0

분야 별  

배출

전환 269.6 0 20.7

수송 98.1 2.8 9.2

수소 - 0 9

탈루 5.6 0.5 1.3

산업 260.5 51.1

건물 52.1 6.2

농축수산 24.7 15.4

폐기물 17.1 4.4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5.3

CCUS - -55.1 -84.6

직접 공기포집 -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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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2030 NDC 상향 목표의 내용과 부문별 감축률

727.6

2018

536.1 
(△ 26.3%)

현  
NDC

436.6 
(△ 40.0%)

NDC  
상향안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구분 부문

기준연도 

(’18년)

현NDC 
(’18년 대비 감축률)

NDC 상행안 

(’18년 대비 감축률)

배출량 727.6 
(총 배출량)

536.1 
(△ 191.5, △ 26.3%)

436.6 
(△ 291.0, △ 40.0%)

배출

전환 269.6 192.7 (△ 28.5%) 149.9 (△ 44.4%)

산업 260.5 243.8 (△ 6.4%) 222.6 (△ 14.5%)

건물 52.1 41.9 (△ 19.5%) 35.0 (△ 32.8%)

수송 98.1 70.6 (△ 28.1%) 61.0 (△ 37.8%)

농축수산 24.7 19.4 (△ 21.6%) 18.0 (△ 27.1%)

폐기물 17.1 11.0 (△ 35.6%) 9.1 (△ 1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현재의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26.6% 감축하는 것이었으나 40%로 대폭 상향

되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규정과 함께, 선진국이자 

현재나 역사적인 배출량이 많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성과 이

행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내 감축에 주력해서 35.4% 이상 국내에서 

감축하되 국제협력을 통해 나머지를 줄일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국제협력의 경우에

도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주요국들의 2030 NDC 상향 목표는 기준년도의 차이

가 있지만 모두 기준년도 대비 40%를 넘었으며 배출 정점년도로부터도 40%를 넘었

다. 국가마다 배출 정점이 다르기에 우리나라의 기존년도인 2018년 배출량과 2030 

NDC 수준을 비교해보면, 대개 30%대 후반이거나 40% 이상이다. 시민사회에서 따

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IPCC 제안(2010년 대비 평균 45% 이상 감축)을 만족시킨 국

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기체 누적배

출량으로 세계 11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7위 국가이지만 다른 주

요 선진국들에 비해 산업화가 뒤늦게 진행되었고 UNFCCC 상 부속서 I 국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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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서 1990년부터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았던 탓에 1990년 이후 배출량이 

149%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상태다. 2018년이 배출 정점으로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남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40%라는 NDC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를 연기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우리에게 닥칠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보다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가 전체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이지만 부문별 감축목표는 같지 않다. 폐

기물 부문과 전환부문은 각각 46.8%와 44.4%로 평균 이상의 감축이 필요한 반면 

산업부문은 14.5%로 가장 낮다. 산업부문의 경우 연료만이 아니라 원료를 전환해야 

하고 공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기술개발이나 시설 교체에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고용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허용한 것이다. 산업부문은 기술과 설비, 연·원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점진

적 감축이 아니라 계단식 감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국내 목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모두 추구하는 목표인만큼 전환에 뒤쳐질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산업

이 맞이하게 될 피해와 고통은 상당할 것이다. 

표 2. 주요국의 2030 NDC 상향 목표 비교

국가 2030 NDC 정점 → 2030 2010 → 2030 2018 → 2030 정점 → 2050 제조업 비중

EU 1990 대비 55% 55% 47.0% 39.8% 60년 14.8%

영국 1990 대비 68% 68% 58.5% 45.2% 60년 8.8%

미국 2005년 대비 50~52% 51% 48.1% 45.8% 43년 11.3%

캐나다 2005년 대비 40~45% 43% 39.2% 42.5% 43년 10.4%

일본 2013년 대비 46% 46% 41.6% 38.6% 37년 20.7%

한국 2018년 대비 40% 40% 33.5% 40.0% 32년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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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 중립은 이제 담론이나 선언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실질적인 목표가 되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나 부

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미 있다고 평가 받는 부분은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확인하였고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아니라 단계

적 감축phase down으로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

탄unabated coal 발전”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을 단계

적으로 줄여간다는 데 대해 국제 합의가 이루어져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는 점이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0%가 석탄에서 비롯되기에 앞으로도 석탄 소

비 감축은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COP-26이 열리기 전 국제사회의 2030 감축 목표가 모두 달성된다 하더라도 지

구 가열화는 2.7℃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COP-26에서 새로운 목표가 더해

지면서 기온 상승이 2.4℃로 낮춰질 것으로 보이나 이 수준 또한 여전히 재난에 가

깝다. 인도가 207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기에 21세기 말 온도 상승은 1.8℃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나 이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국가들에겐 가혹한 영향을 줄 수 있

다. 1.5℃에 맞출 수 있는 NDC를 내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기에 희망의 불씨

가 꺼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2018년 대비 

2030년 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 205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남북한 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30% 메탄 감축 등을 

발표했다. 한국의 2030 NDC는 IPCC가 요구하는 지구 평균 감축 목표에 미치지 않

았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단체들의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COP-26 연설에서 과감한 기후대응에 나선 국가 사례에 한국을 넣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는 한국 행보를 환영하며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후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기후위험은 크게 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따른 생명이나 재산의 손실과 손상이

라는 물리적 위험이다.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위험이다. 우리의 경제질서는 탄소문명에 기초

해 있는데 이미 세계 경제질서는 탄소중립을 향해 탈탄소 전환과정에 있다. EU가 도

입을 천명한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나 

미국 등이 시행하겠다는 탄소국경부담금carbon charge 등은 탄소 배출이 높고 수출의

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다.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인 RE100 선언은 그런 기업들에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지켜야 할 ‘자발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남긴 것과  

탄소중립의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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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 자체의 위험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위험 모두 

우리가 풀어야 할 도전적인 과제로 

탄소중립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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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면서도 비자발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2021년 11월 현재 총 342개 기업이 가입

하였는데 국내 기업도 지난해 SK그룹이 최초로 가입한 이후 올해에는 아모레 퍼시

픽,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아연 등 13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상태다. 블랙록 등 세

계적인 투자사들은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룰 구성하여 투자기업들에 대해 단

기적인 재무적 가치가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

영을 요구하며 탄소 배출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과 업

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더 크게는 세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의 경우 철강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만약에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

적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보다 많은 투자를 확

보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전환 실패에 따른 고용 위험을 해소하게 된다.

인류는, 좁게는 대한민국은, 지금 생존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까지 아무런 비용 부담 없

이 온실가스를 무분별하게 배출해온 결과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전환을 위한 투자이며 그러한 투자가 없을 때 발생할 피해 비용에 견주어 

결코 무겁지 않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은 우리 인류에게 있다. 개인간 집단간 국

가간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의 책임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자연적 변동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라면 문제 해결의 열쇠 

또한 인류가 쥐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회경제활동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제 더 이상 지구가 보내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청구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이미 제시했지만 이제껏 

외면되거나 무시되었다. 이제는 그러한 비용 청구에 답해야만 한다. 문제가 되는 사

회경제활동을 줄이고 변화시켜가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답하는 길

은 결코 쉽지도 순탄하지도 않을 것이다. 산업과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포함해서 지

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 기반 생산과 소비를 모두 바꿔야 하고 지금 우리 삶이 기반

하고 있는 탄소문명을 지탱해온 법과 정책, 제도를 바꿔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의

식과 삶의 방식 모두 탈탄소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 자체의 위험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위험 모두 우리가 

풀어야 할 도전적인 과제로 탄소중립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어

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할 길: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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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엔트로피entropy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엔트로피를 낮추거나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일work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열역학적 측

면에서의 일work은 열heat과 함께 에너지 전달 방식의 하나인데, 열이나 일의 형태로 

공급된 에너지 중 유용한 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부분이 엔트로피에 해당한

다. 전기에너지라는 일을 펌프에 공급해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일을 하는 경우, 펌프 

내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하여 공급한 전기에너지가 물을 퍼 올리는데 모두 사용되

지 못하고, 일부가 열heat로 변환되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이때 마찰이 클 수록 

엔트로피 변화량은 증가하며, 이론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일 (전기에너

지)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열역학 제2법칙은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열은 차가운 물질에서 뜨거운 물질로 이동할 수 없다’는 열

전달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40도 물과 20도 물을 접촉시

킨 경우, 40도의 물은 열을 잃고 20도의 물은 열을 얻어 결국 30도의 물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40도의 물이 열을 얻어 50도가 되고 20

도의 물은 열을 잃어 10도의 물이 되는 현상은, 에너지보존의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

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의 온도가 평형 온도인 30

전상민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

이산화탄소연구소장(2020-현재)

교무처장(2017-2019), 입학학생처장(2015-2017)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재료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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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엔트로피

도가 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지

만, 50도와 10도가 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열역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간단하게 표

현할 수 있는 열역학 제1법칙과 달리, 열역

학 제2법칙을 단순명료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열기관이 작동하려면 고온의 열원뿐만 

아니라 저온의 열원에서도 열교환이 필요하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

스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등 다양한 형태로 정의된다.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와 연

관시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먼저 엔트로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통계열역학에서는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사회·경제

적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통계열역학에서는 과학자의 시점에서 수많은 분자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관찰하기 때문

에 시스템의 상태를 무질서도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시스템은 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찰의 대상이자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무질서

도와 함께 자유도를 고려해야 한다. 엔트로피를 단순히 무질서도로 해석하게 되면, 무질

서도를 낮추기 위하여 규제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엔트로피를 적용하는 경우, 통계열역학 관점의 엔트로피 보다는 전

통열역학 관점의 엔트로피가 보다 편리하다. 전통열역학에서는 열이나 일의 형태로 공급

된 에너지 중 유용한 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부분을 엔트로피로 정의한다. 따라

서, 경제적 엔트로피는 노동·토지·자본의 형태로 공급한 생산요소 중 유용한 생산으로 전

환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혹은 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회

적 엔트로피는 사회적 마찰과 갈등으로 인한 손실 혹은 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흔히 경험하고 있

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이 켜진 건물 안은 시원하며, 건물 안이 따뜻하더라도 냉장

고 안에는 얼음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에어컨과 냉장고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제한된 고립계is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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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의 프로세스만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건물과 냉장고는 고립계isolated system가 아니라 에너지 출입이 허용된 닫힌

계closed system이기 때문에, 에어컨과 냉장고에 일 (전기에너지)이라는 비용을 치르면 

내부의 온도와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물론 건물과 냉장고 내부의 엔트로피

를 낮추더라도 외부의 엔트로피는 그 이상 증가하여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에어컨과 냉장고가 없는 우리의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에어컨과 냉장고 

작동에 필수적인 전기와 냉매는 폭염, 혹한,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전기 

자체는 깨끗한 에너지이지만,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소기와 염소기가 탄소에 결합된 염화불화탄소CFC, 흔히 프레온으로 알려진 냉매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면 염소 원자를 방

출하여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한다. 오존층 파괴문제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5년 미국의 기상위성인 님버스Nimbus 7호가 촬영한 오존층에 커

다란 구멍 (오존홀)이 뚫린 남극대륙의 사진이었다 (그림 1). 

엄청난 크기의 오존홀 사진과 함께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백내장, 유전자 변이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

는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오존

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규제에 관한 기후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에 채택되

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2060년에는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회

복되리라는 예측도 있지만, 염화불화탄소를 대체하는 물질로 개발된 수소화불화탄

소HFC의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1000배를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구

그림 1. 사상 최대 크기였던 

2006년 9월 24일의  

남극대륙 오존홀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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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엔트로피

온난화지수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같은 무게의 어

떤 물질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수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평

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약을 2015년 채택하

였고, 이후 각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

립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이 많은 산업과 에너지원의 재편이 필수다. 그러나 어떤 속도와 방법으로 추진하는

지에 따라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 (경제적 엔트로피)과 사회적 마찰과 혼란으로 

인한 비용 (사회적 엔트로피)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수

적이다. 

엔트로피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총배출량 대

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종전보다 14% 상향

된 수준으로 사회적·경제적 엔트로피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지수적

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고려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는 좀 더 낮추어도 좋았다. 여러가지 이유로 목표를 낮추기 어려웠다면 안

전한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했다. 마침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5개국이 탄

소저감에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선언한 참이었다. 

남극대륙의 오존홀 사진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자 오존이 유익한 물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존은 반응성이 강하여 눈과 호흡기 등 인체에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반면 오존층은 대류가 거의 없는 성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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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과 에너지원의 재편이 필수다. 

그러나 어떤 속도와 방법으로 추진하는 지에 따라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과 사회적 마찰과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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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엔트로피

존재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동일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인류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도 탄소중립 측면의 유용성과 안전 측면의 위험성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무

작정 배제하기 보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과 기후위기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나 탄소국경세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탄소

중립에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군軍에서도 탄소중립을 고려한 무기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혹한 환경 하

에서도 적군에게 피해를 강제하여 전쟁억지력을 발휘하도록 개발해야 하는 무기체

계에 탄소중립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도 결국 1960년대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과도한 

대책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적절한 인구수를 고려할 때 당시의 높

은 출산율이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될수록 출산율이 감

소한다는 점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수명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

고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과도한 

정책은 당시의 미래인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든다면 2100년

도 대한민국의 인구는 1600만 명 정도로, 구한말 당시 인구인 1500만명 수준이 된

다. 누구도 원하는 방향의 결말은 아니겠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탄소중립은 넉넉히 달

성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엔트로피와 탄소중립의 차이는 무엇일까? 엔트로피와 같은 열역학적 

함수는 경로와 상관 없이 처음과 마지막 상태에 의해서만 변화량이 결정되는 상태

함수state function 이지만,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적 함수는 과정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는 경로함수path function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해양전문가 

중 한 분은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도 달성하는 대안으로, 대류가 거의 없는 성층

권과 같이 안정한 동해의 심해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회적·경제적 엔트로

피 증가를 억제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을 배제하고, 한 가지 

경로만을 고집하며 과속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면 안타깝다.  

상태함수와 경로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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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사회 구축을 위한 전기

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 과정을 포함한 산업 자체

는 과연 친환경적인지, 전기차 배터리는 친환경 제품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원

료들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폐배

터리 폐기물 처리도 새로운 환경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친환경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

한 대책 마련에 많은 기업들이 힘쓰고 있다. 

국내 대형 배터리사들은 선제적으로 배터리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

고 ESG 경영 관점에서 공급사와 함께 탄소 배출 절감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자체

를 친환경화 하는 방향으로 국제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까지 RE1001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협력사를 포함한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

겠다고 밝혔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전력 사용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내외 전사업장

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도 함께 RE100 달성에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극재 및 음극재 등 주요 소재 협력사를 대상으로 RE100 전

친환경 전기차의 배터리도  
친환경일까?

국내 배터리사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성 확보 정책

포스코케미칼 기업시민사무국  

1
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

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

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

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

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

에서 발족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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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히 협력사의 

RE100 달성 동참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협력사 대상 ‘RE100 온라인 설명회’

를 열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들이 재생에너지 전

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터

리 생산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30조원 투자로 탄소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를 친환

경 그린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및 배터리/소재 분야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한 전기차 확산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SK on 및 분리막SK IE Technology 사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공정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2035년 기준 약 13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

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 전환, 저탄소 배출 원

료 도입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추진하여 사업 자체를 친환경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정책, 투자 계획, 탄소배출 목표 등은 ‘Net Zero 

Special Report’에 상세히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발간하는 ESG 

보고서와는 달리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분야 별 계획, 목표 등

을 상세히 담았고, 자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넘어 사업 포트폴

리오 혁신 계획, 밸류 체인 내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강력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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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내화물/생석회/화성 사업을 주력으로 

운영했으나, 미래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친환경산업의 일환인 전기차 및 에너지소

재사업에 진출하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

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에는 에너지소재사업 매출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점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

련하고 있다. 

표 1. 포스코케미칼 사업부 별 

탄소중립 추진 정책
구분 환경 이슈 및 대응 방향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대응책

전사

환경 경영 정책 수립:  

안전환경센터 및  

사업부별 환경 부서

ESG 관리 및 평가 대응: 

기업시민사무국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 수립:  

공정배출/열/전력부분으로 구분하여 대책 마련 및 배출권 관리

• 분야별 환경 정책 수립 및 관리: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 전사 인증 추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환경데이터 및 사내 정책 공개

• 임직원 참여 캠페인 운영: 임직원 텀블러 사용, 친환경 공용차 

도입, 환경정화활동 등

내화물
내화물 사용 후 폐기 시  

환경문제 및 비용 발생 대응

• 친환경 연료 전환 및 폐열회수

• 폐내화물을 내화물 제조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

• 재사용처 발굴: 폐내화물 ⇨ 시멘트 중간소재/폐카본블럭 ⇨ 

생석회 제조용 연료(무연탄 대체제)

라임 

화성

당사 탄소 배출의 80%이상 

차지하여 탄소배출  

절감 기술 개발 필요

• CCUS 기술 개발 및 도입

• 패각을 활용한 생석회 생산 기술 개발로 지역사회 환경고충 

해결에 기여

• 생석회 공정 중 CO2함유 폐가스를 일부 알카리폐수 

중화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기술 개발

에너지  

소재

사업 자체가 친환경 

분야이며, 자동차/

배터리사의 탄소중립 실천 

요구 대응

• 재생에서지 사용 확대: 음극재2공장 태양광 패널 등(고객사의 

공급사 RE100추진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중)

• 포스코 그룹 리싸이클 비즈니스 참여 및 배터리 재생업체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 등
출처	:	포스코케미칼

출처	:	포스코케미칼	2019~2020	

기업시민보고서

■	에너지소재		

■	내화물  
■	케미칼

(단위:	%)그림 1. 포스코케미칼 사업부 별 

매출액 추이

친환경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도  

친환경으로 추진하는  

포스코케미칼

5,223(37.7%)

13,836 14,838 15,662

8,613(62.33%)

2,190(14.8%)

5,003(33.9%)

7,615(51.3%)

5.333(34.1%)

4,528(28.9%)

5.801(37.0%)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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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의 국내 사업장에서는 연간 24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에너지소재사

업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만톤 수준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급

변하는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며 사업부 별 특성에 따른 정

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저탄소 관리체계를 강

화하고 있다.

먼저 전기차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에너지소재사업부”에서

는 사업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친환경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사업 

전반에서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성로와 같은 주

요 설비를 개선하여 열손실을 줄이고, 생산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고객사인 배터리사들의 잇따른 RE100 선언에 발맞추

어 세종 음극재2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광양 양극재공장에

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발전사업자와 직

접 전력 구매거래를 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 중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 확

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나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음극재공장의 흑연 부산

물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인증을 취득했다. 아울러 탄소 배

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화물, 생석회, 화성 분야”에서는 폐내화물을 재활용하여 

원료로 사용하거나 패각을 활용한 생석회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자원 재활용 방

안을 발굴하여 탄소 배출 절감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 임직원” 역시 기업시민 경영이념 하에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사업장 인근 환경 정화 활동, 텀블러 사용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보존과 지역사

그림 2. 폐내화물 자원 재활용량 그림 3. 패각을 활용한 생석회 생산 기술 개발

출처	:	포스코케미칼 출처	:	포스코케미칼

패각을 가공한 원료(좌), 생석회 제조 설비(우)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포스코케미칼 세종 음극재2공장 전경

출처	:	포스코케미칼

2020 2021 2022

17.2
(전망)14.8

10.9

(천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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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포

스코케미칼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에

너지 챔피언’ 인증을 획득하며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로서의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업계의 노력은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탄소중립 실천의 시발점이며, 친환경 사회 구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

수적이다. 배터리 소재의 탄소중립 실천이 전기차 산업 벨류 체인 전체의 탄소중립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소재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됐지만, 국내에서만 2020년 약 4700개, 

2025년 1만3000개, 2030년 8만개까지 그 발생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사업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성능이 초기 상태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 수명이 

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 상태는 전기차용으로 부적합 하더라도 니켈, 코발트, 리

튬 등의 금속성분을 추출하여 배터리 생산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원재료인 양극재를 제조하는데 재투입하고 자동

차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 2차 사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자원순환체계

그림 4. 포스코케미칼 탄소중립 

추진 로드맵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폐내화물 재활용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석회석 대체 원료 개발, 
친환경 원료 및 CCUS 기술 도입

2021 2030 2040 2050

출처	:	포스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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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정유/화학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

정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폐배터리 내 리튬을 자동차용 배터리에 다시 사용 가능한 

형태인 수산화 리튬으로 회수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배터리 소재업계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신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리싸이클링 전구체 원

료 사용 기술 개발 등 국내 소재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배터리 재생 관련 연구를 지

속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그룹은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폐

배터리에서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 화유 코발트와 합작해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전남 율촌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블랙 파우더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에서는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블랙 파우더에

서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추출하게 된다. 포스코 그룹은 전기차 성장과 함께 폐배터

리 재활용 산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

해 친환경, 친사회적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NE리서치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수요 역시 2020년 197GWh에서 

2030년 4028GWh까지 20배 이상 늘어나고 배터리 생산을 위한 광물 채굴 및 가공, 

소재 생산 등의 공급망의 수요나 폐배터리 활용 사업의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러한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전기차 생산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진정한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전기

차 상용화 시대를 구현하려면 전기차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인 탄소

출처	: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율촌산업단지 포스코HY클린메탈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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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이다. 

특히 2020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GBAGlobal Battery Alliance 2가 배터리 업계 ESG 

정보 공개의 투명성 도모하고 친환경을 위한 전기차 상용화 과정 중 배터리 생산 분

야 또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Battery Passport’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배터리 친환경성 확

보를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 부처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

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인프라 구축, 탄소배출권 거래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

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국내 기업 주도로 리딩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동의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겨 빨리 달

성하기는 것보다 보다 내실 있는 정책과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진정한 탄소중

립’을 실천하며 친환경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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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2030년 RE100, 2050년 탄소중립 달성" (’21.08.01 헤럴드경제)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RE100’ 전환 지원 (’21.09.03 조선비즈)

• SK이노, 탄소중립 세부계획 첫 공개…"배터리 2035년 전 넷제로" (’21.07. 20 디지털타임즈)

• 친환경 전기차의 딜레마..."배터리 생산·폐기 과정서 환경오염 유발" (21.03.04 뉴스퀘스트)

• 포스코HY클린메탈, 광양 리사이클 공장 '첫 삽' (’21.09.30 노컷뉴스)

• RE100 참여 독려에 산업계 "PPA 공동구매 가능해야" (’21.10.13 이데일리)

• "배터리 '소재·광물' 가치사슬 갖춰야…생산 과정도 '친환경' 필요" (’21.10.13 이데일리)

2
배터리, 원료, 화학, 자동차, 에너지, 

NGO 등 70개 기관으로 구성된  

배터리 업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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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1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400년 중 가장 높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2 그리고 2021년 5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대기 관측소에

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1958년 이산화탄소량을 관측한 이래 최대치인 

419.13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3 이는 산업화 시기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자, 

400만 년 전 지구온난화 시기와 비슷한 규모라 볼 수 있다.4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기

후변화협약은 구체적인 이행방식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제3차 당사국 총회COP3가 열

린 일본 교토에서 UN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법을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1997년)’를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줄이지 

않으면 세계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파리협정(2015년)’이 새

롭게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협약

이라면,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모두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포스코,  
글로벌 그린철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 
: 2021 수소환원제철 국제 포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
Muller, Richard A.(2008)

3
NOAA ESRL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홈페이지.

4
김재중(2021.06.08.).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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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이다. 또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

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5 지구온도 상승

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

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6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

하면서,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탄소중

립이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온실가스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Sequestration,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0Zero’로 만드는 개념”이다.7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부른다.

기후학자들과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점점 더 심각한 경고와 함께 지속가능

한 미래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탄소배출을 많이 한 교역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

경세’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가치소비’나 ‘미닝아웃MeaningOut’8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소비자의 3분의 1이 제품을 구매

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선택하기 때문이다.9 이에, 기업들은 친환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는 기업들

7
박지식(2021), p.35.

8
미닝아웃(MeaningOut)이란, ‘커밍아

웃(ComingOut)’과 ‘신념(Meaning)’

이 합쳐진 말로, 소비행위를 통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

9
손광표·황원경(2021), p.18.

5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하기 어

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구 상승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

간안보,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감소.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표 1.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비교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적용  

기간

• 1992년 채택

• 매년 당사국총회 개최 

(2021년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당사국총회 

(COP26) 개최)

• 1997년 채택

• 2005년 발효 

• 1차 : 2008~2012년 시행

• 2차 : 2013~2017년 시행

• 2015년 채택

• 2016년 발효

• 2021년 시행 ~ 종료시점(종료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목표

•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1차 : 5.2%

 - 2차 : 18%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 

(나아가 1.5℃까지 억제할 것을 목표)

•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이 되는 것을 목표

특징

•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

• 선진국에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모든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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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경영 및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밝히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펼치고 있다.10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POSCO의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어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기업시민으로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수소 사

업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2050년까지 500만 톤(t)의 수소 생산 체계

를 구축하고, 수소 사업을 통해 매출 30조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그린

수소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활용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소재 중 하나인 ‘철강’의 탈탄소화는 필연적인 과제

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

트너십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11 이에, 포스코는 2021년 2

월 환경부의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가입하여 환경부 사업에 협력

표 2. 탄소경제와 수소경제 비교
구분 탄소경제 수소경제

에너지  

패러다임

탄소자원(석유, 석탄, 가스 등) 중심 탈탄소화 수소 중심

수입 의존(99%) 국내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기여

에너지 

공급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소규모 투자로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수급

입지적 제약이 크고 주민 수용성이 낮음 입지적 제약이 적고 주민 수용성이 높음

경쟁 양상 자원개발 및 에너지 확보 경쟁 기술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경쟁

환경성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CO2, NOx, SOx 부산물 = (H2O)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1).	

10
Andrew Winston(2020.01.23.)

11
POSCO(2020).

자료	:	포스코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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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현대차, SK,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

립 연구조합’도 추진 중이다. 또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기업 6개 사

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시켜 ‘2050 탄소중립 공동 선

언문’에 서명했다.12 

특히, 지난 10월에는 ‘수소환원제철 국제 포럼Hydrogen Iron & Steel Making Forum 2021’을 

개최하여, 전 세계 철강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교류의 장

을 마련하였다. 수소환원제철 국제 포럼은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하여, 산업통상부 장

관, 탄소중립실행위원장(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에드윈 바손Edwin Basson 세계철강

협회 사무총장, 각국 철강협회,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등 해외 철강사 CTO, 그 외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공급사 등 유관 업계와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 전 세

계 48개국 1,200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기술 포럼이었다. 또한, 이번 

포럼은 포스코가 ESG 흐름에 맞춰 전 세계 철강사들에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아

젠다를 제시하고, 그린철강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시도였다

고 볼 수 있다.13

철강은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의 산업발전과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리고 ‘철’은 소재 대비 단위당 CO2 배출량이 적고 재활용률이 높

은 최고의 소재이다. 철 1톤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CO2는 2.3톤 수준으로 알루미늄, 

탄소섬유, 마그네슘 등 다른 소재와 비교했을 때 CO2 배출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철의 재활용률은 85%로 자원의 선순환 역시 매우 활발하며, LCA(Life Cycle 

Assessment, 전 생애주기 평가) 관점에서도 인정받는 친환경 소재이다. 그러나 철강

업의 탄소배출 총량은 큰 편이다. 그 이유는 철이 탁월한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데다 

수소환원제철로  

그리는  

Green Tomorrow

12
포스코(2021.09.13.)

13
포스코(2021.10.13.)

자료	:	WorldAutoSteel(2018),	Steel	Solutions	For	Future	Automotive	Applications.

7.2배

9.6배

20배

자료	:	노무라종합연구소

40%

36%

25%

철강

85%

마그네슘

알루미늄

플라스틱

일반 자동차강판 마그네슘탄소섬유알루미늄

그림 1. 1t 생산 시  

‘CO2 배출량’(좌)

재활용률(우)

16.5t
22t

46t
2.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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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 활용도가 워낙 높아 생산량이 절

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1709년 에이브러햄 다비 1세Abraham Darby가 ‘코크스 제철법’을 개발한 뒤 인류는 

고로를 통해 철을 생산해왔다. 석탄과 철광석을 각각 코크스와 소결광으로 가공하여 

고로에서 용선을 만들어 내는 생산방식은 매우 효율적이나, 필연적으로 탄소를 배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석탄을 이용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

나 친환경적인 ‘수소환원제철POS-HyREX’이라는 새로운 생산기법 개발에 착수하며, 친

그림 2. 고로, 파이넥스,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교

수소환원 
제철

HyREX

철광석
용강

유동환원로

Fe2O3+3H2    	2Fe+3H2O

DRI 외부전력
(신재생)

수소

전기로

파이넥스

FINEX

철광석

석탄

용강
후공정 

(연주, 압연)

후공정 
(연주, 압연)

부생가스발전

유동환원로

Fe2O3+3CO 	2Fe+3CO22 (75%)
   Fe2O3+3H2    	2Fe+3H2O   (25%)

전로

용선

DRI

CO
H2

산소공장

외부전력

고로조업 철광석

석탄

용선 용강

고로

Fe2O3+3CO 	2Fe+3CO22

후공정 
(연주, 압연)

부생가스발전 외부전력

전로

부생가스

(CO)

소결 공장

코크스 공장

자료:	포스코(2021.02.01.).

용융로

부생가스

(CO, H2)

Coal 	C+CO+H2

2C+O 	2CO

포스코, 글로벌 그린철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 2021 수소환원제철 국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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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래를 위한 선도적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생산방식은 포스코의 

독자적인 제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활용한 것으로, ‘고로’가 아닌 유동로에 

석탄 대신 수소가스를 투입 환원하여 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고, 석탄 용융로는 전기

로로 대체하여 공정 내 탄소배출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을 말한다.14 

수소환원제철은 석탄을 이용한 기존의 방식과 같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철을 제조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은 철을 생산할 뿐만 아니

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발생시킨다. 반면,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석탄 대신 고농도의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철을 얻어내기 때문에, 철광석에 있는 산소가 수소와 반

응하여 물이 되고 순수한 철만 남는다. 이에, 수소환원제철 공법이 상용화될 경우 제

철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야 지속가능하다. 포스코는 기후변화에 대

한 대응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재의 이슈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보았다. 

이에, 포스코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시민 기반의 ESG 경영을 가속

화하고, 제품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한, 앞으로 수소환원제철소를 구현하여 ‘글로벌 그린철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걸

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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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은 기업이나 조직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

역 공동체에 대한 사회·문화·환경적 책임 그리고, 주주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재

정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의 수많은 영리 기업들은 지난 1세기 동

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더욱더 즐

겁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왔으며, 이러한 기여에 합당한 수익을 누려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발전시켜온 것은 아니었다. 밝은 면을 어둡게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

에서 여러가지 사회·환경적 부작용들이 발생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

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훼손 문제라든가, 사회적 불평등내지는 격차에서 비롯

된 대인간 그리고 집단간 갈등 문제는 그동안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들의 외면 속에

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세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할 만큼 치명적인 요소가 되었다.

서구 사회의 선도 기업들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주요 기업

들도 기업시민의식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비전을 수정하고 실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이다. 결단을 내리면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일

사천리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고, 앞서가던 사람과 조직들을 기어이 따라잡고 결국

직원에 의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실천

기업시민의식의  

도래

김안드레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장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한국인사조직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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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의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실천

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기업과 구성원들의 모습을 여러 산업에서 수 

없이 많이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시민의식의 고도화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기업들이 전세계 다른 기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보

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선두에서 기업시민의식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는 포스코의 4개 계열사들의 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한 정량적 연구결과와 함께 4개 계열사들이 도전적으로 운영해온 다양한 정성적 사

례들을 소개하겠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정착

을 위해 걸어왔던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여정과 같은 길을 걷

게 될 수많은 다른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겠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생전에 “전략은 조직문화의 아침 식사 거리 밖에 되지 않는

다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라는 말을 남겼다. 아무리 전략이 훌륭해도, 그것을 실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적합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문화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

착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한 개인이 자신에게 익숙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고치는 것도 힘든데, 과거 수십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으

로부터 학습되고 공유되어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저항과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된다.

2019년에 기업시민 헌장을 선포한 이후, 새

로운 경영이념과 핵심 가치들을 기존의 조

직문화에 반영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1년 6월 한 달간 포스코엠텍, 

포스코SPS, 엔투비, 포스코휴먼

스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계열

사의 많은 직책자(그룹장, 팀장)들

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직원의 

관점에서 자신과 동료가 실제로 변화관

리 활동에 어떻게 동참해왔고 그로 인해 어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내재화를 위한  

포스코 직원들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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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결과들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직원 414명의 

응답 자료만을 다층 경로 분석multilevel path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를 표1에 요약하였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변화 이후 긍정적인 미래의 상태를 개발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소통하여 변화의 명분과 방향을 설정하는 비전수립 과정envisioning process

은 조직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감정적, 태도적, 행동적 반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도 이미 기업시민이 필수

적인 경영이념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직원

들은 이러한 조직변화가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조직변화에 필요한 중요한 스킬, 능력, 자원을 갖고 있는 핵심 구성원들을 파악하

여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시키는 참여 과

정participating process은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고, 변화에 대한 저항 행

동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변화가 경영진의 강요나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직원들이 자신을 변화주도자

change agent로 인식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저항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직의 새로운 시스템(구조, 프로세스, 업무, 관계 등)을 설계하여 무엇이 언제 어

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디자인 과정designing process은 

복잡하고 미묘한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되면 조직변화를 지원하는 행동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부

정적인 감정이나 냉소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이는 저항하는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표 1. 직원들의 변화 과정 활동과 

주요 결과

비전수립 과정 × × ×

참여 과정 부정적(-) × 저항 행동(-)

디자인 과정
긍정적(+)

부정적(+)
냉소(+)

행동 지원(+)

저항 행동(+)

강화 과정
긍정적(+)

부정적(-)

몰입(+)

냉소(-)
창의적 지원(+)

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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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가 지향하는 새로운 행동과 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

화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변화를 안정화시키는 강화 과정reinforcing process

과 관련된 결과도 역시 복잡하지만 눈여겨 볼만하다. 조직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이나 몰입하는 태도가 나타나면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디자인 

과정이 단순히 변화를 지원하는 행동을 유발했다면, 강화 과정은 직원들이 변화를 

창의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강화 과정 속

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저항

하는 행동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설문응답 자료의 정량적인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각 계열사의 직원들이 전담

부서와 협력하여 도전적으로 추진해 온 여러 모범 사례들을 참여, 디자인, 강화 과정

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참여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통과 직책자들의 리더십 개발에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철강포장사업 전문기업인 포스코엠텍에서는 전직원을 기업시

민 경영이념 실천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간주하고, 기업시민 추진 활동을 공유하는 

Monthly Report를 발행하고, 기업시민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지원채널

인 WITH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실·부서 단위로 기업시민 실천을 지원하는 기업시민 

커뮤니케이션도 운영 중이다. 철강가공 전문기업인 포스코SPS에서는 소통의 매개체

인 직책자가 지켜야할 8가지 덕목을 정하여 이를 통해 팔팔하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88리더십 캠페인을 전개 중이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

는 경영에 대해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은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직

책자들을 위한 밀레니얼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이러한 참여 과정 활성화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저항과 같은 안좋은 결과를 

줄이는데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 창출을 위해 조직을 재설계 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

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사무지원, 클리닝, IT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포스코휴먼스는 전체 인력 구조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50%까지 높여왔으며 장애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와 업

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Care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사례는 삼성,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의해 벤치마킹 되었다.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강화 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을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실천을 보여주는  

포스코의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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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듯, 조사대상 계열사들 모두에서 강화 과정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구매·공급의 혁신 파트

너 역할을 수행하는 엔투비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탄소 저감 캠페인의 일환으

로 건강 계단을 설치하여 탄소 저감과 직원의 건강 향상을 강화 중이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탄소 저감 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 점검표를 작성

하고 실천 우수 직원들을 포상하는 RCReduce CO2 Day를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엔

투비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위한 개인 필수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개인별로 실

천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게 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별 실천 지

수를 연말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이 밖에 포스코엠텍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기업

시민 실천왕을 분기별로 선정 중이고, 포스코SPS와 포스코휴먼스는 기업시민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우수한 그룹들을 시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스코엠텍, 포스코SPS, 엔투비, 포스코휴먼스의 전담부서 및 임직원들이 

지난 몇 년간 함께 생각과 힘을 모아 추진해온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내재화 과정과 

주요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지면에서 모두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리

고 공동체와의 상생 측면에서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참여, 디자인, 강화 과정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모두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업시민의식

Create  
a sense of  
urgency

Leading 
Change

Build a large, 
powerful  
coalition

Develop  
a vision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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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직원들의 설문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

는 안되고, 직원들을 관여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며,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 

새로운 구조와 업무 방식을 설계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한 직원

들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4가지 과정이 모두 활성

화될 때, 포스코가 ESG에 두루 기여하는 진정한 기업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포

스코 구성원들도 개인적으로 기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4가지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강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강화 과정이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감정적, 태도적,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크고, 특히 직원들의 창의적인 변화 지원 행동을 유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까지 직원들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반드시 필

요하다. 조직변화의 대가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인 존 코터John Kotter가 그

의 저서 “Leading Change”에서 개념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변화가 어느정도 진

행됐을 때 나타난 단기적인 승리나 개선에 주목하고 이러한 작은 승리에 기여한 직원

들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추가적으로 더 큰 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주

장을 염두에 두고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

공하고 보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이

번 조직변화를 임직원 모두와 우리 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순항시켜야 할 것이다. 

Communicate  
the vision

Remove  
obstacles

Generate  
short-term  

wins

Build on  
wins

Embed  
changes into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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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혼종시대이다.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1

섹터인 국가,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조직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조직과 비영리조직 등 전통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기치에 서 있는 3섹터

는 물론, 2섹터인 기업들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나 위기를 문제Problems보다는 필요Needs

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혁신이 중요해지면서, 그 사회혁신을 달성하는 

‘적극적 시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으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복지혼종시대에 국가-시장-시민사회 

간 새로운 연결과 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신공공관리,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이 극부상하기 시작했다(조상미, 

2020).

무엇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서 ‘기업시민성Corporate Citizenship’으로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2019년 8월, 아마존, 애플, GM 등 미국 주요 CEO 약 

200명 가량이 참석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주주와 고객은 물론 임직원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새로

기업시민성:  
조직문화의 자산인가?

복지혼종,  

기업시민성의  

시대 대두-  

포스코의 선도적 역할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처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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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목적’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The New York Times, 2019), 일각에서는 

이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가치 이론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철학

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WSJ, 2019). 결국, 기존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발

전한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기업시민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시혜적 차원에서 비용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재는 사회와 

기업의 가치를 동반 성장시키는 투자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와 맞물려 당장의 생존에서 지속성장 추구로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ESG 경영

이 모든 기업들에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 경영의 뿌리가 되는 ‘기업시민성’은 기

업의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책임’을 경영

방식 전반에 적용하는,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기업시민성’을 주창하며, 사회책임경영의 역

할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영이념에도 기업시민성을 반영하였고 기

업시민실을 창설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가 ‘기업시민성’을 경

영이념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행해 온 지 3년이 흘렀다. 포스코는 2018년 

기업시민을 주창하였으며, 이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며 기

업시민에 대한 개념과 지향점을 알리고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내

재화를 이끌었다. 또한, 2020년에는 기업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안내해주기 

위한 지도로서 CCMS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를 제정하였으며, 모든 임직

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도록 회사의 주요 업무 영역을 BBusiness, Ssociety, PPeople 

관점에서 13개 모듈로 구분하고 모듈별 미션, 사례, 배경, 지침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

를 통해 포스코는 기업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공생의 가치

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가능하게 한 포스코의 기업문화는 어떠한가? 또한 앞으로 이를 

더욱 내재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문화는 어떠한 모습일까? 

본 연구는 포스코 그룹의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 달성을 위한 기업시민성의 

문화화 구축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2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업시민성의 세부 영역인 경제적 시민성, 법적 시민성, 윤리적 시민성, 자선적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규명된 ‘조직문화’를 토

대로 형성된 ‘기업시민성’이 조직행동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포스코의 기업시민성:  

조직문화의 자산인가? 
: 포스코 인재창조원,  

O&M, 포스웰, SNNC  

총 4개 기업 500여명의  

임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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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의 연구대상 기업은 포스코 인재창조원, 포스코 O&M, 포스웰, SNNC 총 

4개의 기업으로, 연구대상 범주는 2021년 기준 전체 임직원이었다. 포스코 인재창조

원 153명, 포스코 O&M 974명, 포스웰 470명, SNNC 288명 총 1,885명 중, 최종적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인재창조원 52명, 포스코 O&M 251명, 포스웰 52명, 

SNNC 86명으로 총 500명이었다. 

  주요개념

기업시민성  사회적 요구를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업에 의한 일련의 활

동 기업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갖추는 적극적 시민으로서

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경제적 시민성: 기업의 기본책임으로 사회의 경제주체로서 생산성, 수익성, 소비자욕구 

충족의 책무를 갖는 것을 의미

 • 법적 시민성: 법적 요건의 틀 내에서 경제적 사명을 완수하여야 함.

 •  윤리적 시민성: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켜지

그림 1.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확보

기업시민성의 문화화를 통한 사회적 공익성과 기업발전 동시 구현

조직성과  

경로검증

연구 
흐름

조직문화와  

기업시민성  

관계규명

기업시민성(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기업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규명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확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달성

조직문화
기업 

시민성

조직몰입

조직 
시민행동

조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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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되는 올바른 행동과 활동을 의미함.

 •  자선적 시민성: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기대를 반영함. 

조직문화

 •  시장지향문화market oriented culture: 고객을 전략 및 운영의 중심에 두는 시장지향성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로 고객지향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지향성(고객지향)에

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욕구를 이

해하고자 하는 기업의 고객 지향성customer orientation이고, 둘째는 고객 가치 창출 및 시

장 변화 대응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내 기능부서 간 긴밀한 업무조정 

능력interfunctional coordination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이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

한 외부환경의 위협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competitor orientation이다.

 •  관계지향문화Humanistic culture: 인간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문화이다. 흔히 

관계지향 문화의 조직은 가족에 비유될 수 있는데, 조직의 리더나 대표자를 부모로 여기

고 가족의 화목과 충성심, 배려가 강조되듯이 조직 내에 인간적 배려와 팀워크, 상호협력, 

참여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가 강하게 형성될 경우 조직은 구성원들의 높은 사기와 

적극적인 참여, 몰입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경쟁지향문화Competitive culture: 조직 내에서 경쟁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

하는 것으로 성과지향적 문화라고도 한다. 조직 내 경쟁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조

직 구성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이러한 높은 경쟁이 높은 조직성과로 이어진다

는 믿음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  협업지향문화Collaborative culture: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존중과 

권한 부여를 중요시여겨, 개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조직학습을 이끄는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협업지향문화에서 팀 구성원은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다른 관점을 제공하거나, 해

결해야 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여 건설적인 협업과 합의를 이끌도록 한다. 

  주요 연구결과

어떤 조직문화가 조직의 기업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고객지향문화와 협업지향문화의 중요성 대두

Vol.12   Winter 2021   45

기업시민성: 조직문화의 자산인가?



조직문화 중 ‘고객지향문화’와 ‘협업지향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고객지향문화와 협업지

향문화는 경제적 시민성을 제외한 세 영역의 시민성- 자선적 시민성, 법적 시민성, 윤리적 시

민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중 ‘외부환경지향문화’만이 경제적 시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경쟁

지향문화’는 기업시민성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경쟁지향문화가 강

한 조직은 기업 시민성 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시민성은 임직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자선적 시민성과 윤리적 시민성 --->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

 경제적 시민성과 법적 시민성---> 조직몰입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

기업시민성 중 ‘자선적 시민성’과 ‘윤리적 시민성’은 임직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자선적 사업 및 

협력사업을 장려하는 자선적 시민성은 임직원의 이타성과 일반적 규범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이 사내외 고객 및 다른 사업 파트너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

래 및 소통을 장려하는 윤리적 시민성은 임직원의 이타성과 일반적 규범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기업시민성 중 ‘경제적 시민성’과 ‘법적 시민성’은 임직원의 ‘조직몰입도’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면밀히 살피고, 장기적 전략 하

에 운영하는 경제적 시민성은 임직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기업이 

조직구성원을 위한 복지 및 고용 관련 법을 준수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보상 및 승진에 공정

성을 갖추는 법적 시민성도 임직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 기업시민성 – 임직원의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도 – 조직성과에 이르는 

경로는 어떠한가?

:  고객지향문화 & 협업지향문화 ---> 자선적·윤리적·법적 기업 시민성--> 조직 시민행동---> 

조직성과

:  외부환경지향문화 --> 경제적 기업 시민성---> 조직몰입도--> 조직성과

 ‘고객지향문화’ 및 ‘협업지향문화’를 갖춘 조직은 ‘자선적·윤리적·법적 기업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이러한 조직은 임직원의 ‘조직 시민행동’을 높였으며, 조직 시민행동

은 조직몰입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조직성과를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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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지향문화’를 갖춘 조직은 ‘경제적 기업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것

이 임직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여 조직성과를 향상 시켰다.

‘포스코의 기업시민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스코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고객을 지향하고 협업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는 포스코의 조직문화가 뿌리가 되고 오랜 기간 내재화되어, ‘기업시민성’을 실

제로 실행해 올 수 있었고, 이러한 조직문화와 기업시민성이 임직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성과’를 이끌어 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

문화가 포스코의 ESG 경영에도 자연스럽게 시나브로 영향을 미치리라 믿으며, 앞으

로 포스코가 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이 더욱 기대된다. 

맺으며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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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기업시민성 조직성과조직태도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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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시민성이 발현되는 조직문화를 탐색함으로 ‘기업시민성의 문화화’

를 위한 모델의 초석을 마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시민성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시민 실천의 주체인 임

직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과 임직원의 시민적 자질

과 역량의 유기적 관계를 심도있게 탐색함으로써 기업공동체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

참하는 가치창출 기업전략으로서의 ‘기업시민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혼종시대에 

시민으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조직구성원, 고객, 지

역사회, 정부,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기업시민성,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검증하고 제시한 연구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기업시민성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고히하고 치열하게 수행해 

온 포스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 연구가 국내 기업시

민성 연구의 초석과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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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는	

2015년	UN	파리기후협정에서	채택됐다.	TCFD는	주요	20개국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주도로	창설된	협의체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다른	재무위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기업이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TCFD는 전통적인 재무보고뿐 아니라 기후평등이나 사회평등과 같은 비재무적 보

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민사회 주도의 표준과 재무공시 등 수 많은 노력의 역사와 

다년간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사회 주도의 표준에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

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국제

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등이 포함된다 (표 1 참조). 이 같은 표준은 인

권과 기후변화, 포용과 다양성 등 지금까지 비재무적이라고 여겨졌던 분야를 재무보

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비재무적 영역은 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위

험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손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엄밀히 말해 이 같은 단체들은 비즈니스의 ESG 측면을 비재무적 항목으로 분류

하기보다는 기업에 추가적 재무위험이 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주주

들에게 공시되어야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있어 가장 중

요하게 여겨질까? CSR이 사업에 득이 되려면 사업과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관련 있

는 ESG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ESG 이슈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시장에서의 성과도 높다.1 이를 위해 기업은 종종 중대성 평가과정

TCFD 도입을 위한  
가이드

BCCCC RESEARCH

1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2020). Th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Citi-

zenship. Retrieved from https://ccc.

bc.edu/content/ccc/digital-knowl-

edge-products/making-busi-

ness-case-corporate-citizenship.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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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에게 연관되고 ‘중요한’ 이슈를 파

악한다. 재무회계적 측면에서 보면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정정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

의 판단이나 결정이 바뀌거나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재무공시 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2 반면 기업시민적 관점에서 중대성이란 기업의 ESG 영향이나 위험과 관련

된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는 더 넓은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

의 결정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정의된다.

표 1. CRD (Corporate Reporting 

Dialogue)의 ESG 보고표준
표준 목적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6대 기업자본(사회, 자연, 인적, 제조, 지적, 재무자본)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창출 방법에 대해 조직이 

재무자본 제공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기업과 정부에서 공시한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모든 

조직이 환경 발자국을 측정, 관리,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기후공개표준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자연자본과 재무자본에 대한 기업 보고를 촉진, 일치시켜 

조직이 투자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되며 비교 가능한 

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FASB)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을 따르는 공기업과 사기업, 

비영리단체를 위한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을 정립함.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재무회계의 표준으로 인정함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규모, 산업,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게 재무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주요 ESG 정보 보고기준을 제공함.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정을 통해 개발됨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무공시요건이 다른 자본시장에 공통된 재무언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계기준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6000

사회적 책임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조직을 위한 

국제참조도구로서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정을 통해 개발됨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연례보고와 SEC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산업별 ESG 기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

기후위기는 재무위기의 한 형태이며 분산 가능한 위험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FSB)가 설립한 공시기준

베터 얼라인먼트 프로젝트 Better Alignment 

Project (BAP)

IIRC가 소집한 협력 이니셔티브로 기업시민 보고표준 간 

일치를 위한 기술적 매핑을 지원함

2
SEC Staff Accounting Bulletin 99.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

sion. https://www.sec.gov/interps/

account/sab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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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재무성과 측면과 ESG 사항을 통합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데이터와 정

보를 공개한다. 공시체계와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기업공시 담당자들조차 혼란스러

울 정도다. TCFD 역시 처음에는 이 혼란에 한 몫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IRC

는 ‘베터 얼라인먼트 프로젝트’Better Alignment Project (BAP)를 소집해 TCFD 권고안과 기

존에 사용하던 표준에 모두 맞는 공시방법과 공시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BAP를 통해 시행된 기술적 매핑 결과 보고표준들 간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 

TCFD 50개의 매트릭스 중 80%는 CDP, GRI, SASAB 지표로 상당히 커버되며, 이

중 70%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TCFD를 적용하기 위한 진입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TCFD 지표 중 15개는 특정 산업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어떤 표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는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조차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회사 자원

을 책임감 있게 활용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면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 고객과 직원의 영입과 유

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에 대해 총체적 접근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ESG 팩터 관리가 고객의 투자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고객과 직원, 주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들을 포용하고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ESG 표준을 통해 ESG 투자의 영향력

을 정량화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수년 간 야심 찬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6

년에는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끊

임없이 모색해왔다. 십 년이 지난 2016년에는 2025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이

라는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5년까지 물사용량 10% 감축, 재활용율 80% 달성

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그 결과 2019년 12월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은 31% 감축했고, 물사용량은 

21% 줄였으며, 재활용율은 72%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2020년 말까지 모든 직접배출량(Scope 

1)과 간접배출량(Scope 2)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절대기준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위기와 기회에 관련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TCFD와 SASB 공시기준을 따르고 있다. 론 오헨

리Ron O’Hanley 스테이트 스트리트 CEO는 “TCFD와 SASB는 우리의 대응을 구조화하고 이해관계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며 “이 표준들은 주주와 대출기관, 보험사와 투자

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 주도로 투자자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

TCFD	도입을	통해		
더	큰	기업시민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스테이트 스트리트  
State Street 

3
Corporate Reporting Dialogue. 

(2019, September). Driving Align-

ment in Climate-related Reporting: 

Year One of the Better Alignment 

Project. https://corporatere-

portingdialogue.com/climatere-

port2019/ [Copyright© September 

2019 by the Integrated Reporting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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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회사에 가장 잘 맞는지 평가해 공시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지표와 TCFD와 일치 여부를 자세히 비교해 기업공시 담당자들이 공시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TCFD 기반 보고는 빠르게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 1,100개의 대기업은 

이미 어떤 형태든 TCFD 권고 공시의 일부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 세계 증

권거래소에 상장된 4만 3,000여 개의 기업 수와 전 세계에서 설립된 수억 개의 기업 

수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4 그러나 이 수치는 곧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0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최대 투자자 네트워크가 투자기업에게 TCFD 권고안을 준

수하는지, 투자 시 기후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

이다.5   번역: 윤소진

에 특히 투자업계에서 많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TCFD와 SASB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 지속가능한 장기 사업모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금융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기후관련 위험의 영향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눠 공시한다. 첫째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다. 이 같은 복잡한 평가를 위해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분석가, 고객에게 데이터와 분석 역량

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기업에게 지배구조 과정, 온실가스 목표, 내부 탄소가격제, 시나리오 기반 

위기와 기회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주요 기후위기의 빈도와 정도를 포함해 자사 기업 활동의 물리적, 재무적 영

향력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에서 평가되는 잠재적 위험에는 건물과 운영

에 미치는 잠재적 손실과 피해뿐 아니라, 기술과 운영 인프라에 미치는 손실이나 피해, 심각한 기

상이변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업무와 운영, 기술적 영향이 포함된다. 

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참여시킨다. 공급업

체 선정 과정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회사 전체 공급망의 환경 영향을 낮춘다. 직원

들이 회사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직원 네트워크’Environment 

Sustainability Employee Network를 만들어 직원들이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

속가능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최고의 투자성과를 내려

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야심 찬 환경 목표를 수립해 ESG 경영의 선두를 달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TCFD와 다른 지속가능성 보고표준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기회

에 대한 복잡한 평가를 통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database. (2019) Listed domestic 

companies, total. World Bank. Re-

trieved from https://data.world-

bank.org/indicator/CM.MKT.LDOM.

NO?most_recent_year_desc=false

5
The Investor Agenda. (2019, Sep-

tember), Progress Report. https://

theinvestoragenda.org/wp-con-

tent/up-loads/2019/09/IA-Annu-

al-Report-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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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기업시민 프로그램도 직원, 고객, 지

역사회가 직면한 환경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 불평등, 팬데

믹 등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그들의 핵심사업 역

량을 이용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가 가진 전략을 발전시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핵심사업을 발굴한 페덱스FedEx와 트레인 테크놀로지Trane 

Technologies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페덱스는	사람과	가능성을	재치있고	책임감있게	연결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대응이	미래세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021년 3월, 페덱스는 ‘2040년까지 

글로벌 탄소중립’ 활동을 달성하

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자동

차의 전기화, 지속가능한 에

너지로 전환, 그리고 탄소중

립 등에 2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였다. 이 투자금액에

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자연

탄소포집센터에서 항공기들

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

키는 연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페덱스는 회사의 모든 PUD(Pick-

발전하는 전략과  
새로운 기회

BCCCC RESEARCH

페덱스,  

2040 탄소중립 선언

ZEV로	전환한		

페덱스의	PUD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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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전략과 새로운 기회

Up & Delivery, 택배 픽업 및 배송) 차량을 단계적 조달 방식을 통해 2040년까지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

어,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2025년까지 글로벌 PUD 차량의 50%를 전기차량으로 구

입하고,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이다.      

페덱스는 포괄적 항공연료 보존 프로그램인 ‘퓨얼센스Fuel Sense’를 통해 비행기

운행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다. 퓨얼센스는 ‘항공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함께 

2012년 이후 총 14억 3천만 갤런의 제트연료를 절약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350만 미터 톤 이상 감축하였다. 그리고 항공함대 현대화 프로그램 덕분에 퇴출된 

항공기가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는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미국 및 유럽 페덱스 익스프레스 건물에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또는 BR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esment Method, 영국의 친환경건축

물 인증제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장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덱스에서는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이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는 회사의 철학이자, 페덱스의 탄소중립의 길을 열어주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실질

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은 회사에 성공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혁

신을 가져다주었고, 향후 위험에 대비하여 페덱스가 새로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를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	위의	사회적	이슈는	2020년	State of Corporate Citizenship에서	경영진들이	그들의	분야(본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적	이슈를	의미한다.

표 1. 경영진이 그들의 분야 

(본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적 이슈

에너지 및 유틸리티 금융 서비스 헬스 케어분야

사회적 이슈 환경 지속가능성 합리적 가격의 주택 비감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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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회사가	한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산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후 혁신 기업인 ‘트레인 테크놀로지(이하 TT)’의 전략적 브랜드인 ‘트레인Trane’과 

‘써모 킹Thermo King’은 건물, 가정, 운송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기후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다. ‘트레인’의 경우, 상업 및 주거 공간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써모 킹’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하

여 냉장식품, 의약품, 그 외 상하기 쉬운 식품들을 전세계로 옮기기 위한(냉장 운송) 

기후 조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TT는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공기조화 기술) 업계에

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검증한 최초의 기업이자, 이를 두 번이나 검증한 전 세

계 47개 기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TT는 2030년까지 1기가톤(10억 미터톤)의 탄소배

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가톤 챌린지The Gigaton Challenge’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청정 

기술을 혁신하고, 시스템 수준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전 세계의 식량 손실 방지 

및 차세대 냉매로 전환에 힘쓰고 있다.

한편, TT는 기업시민 전략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소외계층 학생

들에게 친환경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과학, 기

술, 공학, 수학) 분야와 관련된 진로로 진학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STEM 분야에 대한 학력 격차가 심한 편인데, 여성과 유색인종의 경우 더욱 심하다. 

이에, TT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인재는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람있고, 보수가 좋은 직업

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세상이 더 평등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TT는 2030년

까지 1억 달러와 50만 명의 직원 봉사시간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건강한 교실 환경 

지원과 환경 경력을 위한 기술 구축도 포함된다. 

TT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고객, 공급자의 필요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건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수

년간 실내 지속가능성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안팎의 업계 전문가와 기술을 

결집하여 CHES(Center for Healthy and Efficient Spaces, 건강하고 효율적인 공

간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백신을 전세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회사 

제품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혁신하여 초저온도 냉장운송과 저장법을 개발하였다. 

 번역: 손예령

트레인 테크놀로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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