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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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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만물은 균형에 의하여 유지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하여 과

도기적 과정을 거치는데 새로운 균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멸하게 된

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한다.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자연은 급격히 파괴되고 있으며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는 제6차 대멸종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하

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땅속에 묻혔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캐어내서 무한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현

재 전세계 연간 탄소배출량 510억톤(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인용, 다만 

2020년 IEA통계에 의하면 315억톤임) 중 미국, 일본, 한국 등 G20 국가들과 중국이 

전체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산업의 모든 방면에서 탄소가 배출되며 산업화가 진

행될수록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00톤의 탄소가 배출되면 54톤은 식물 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게 되며, 

46톤은 대기 중에 축적되어 200년간 대기에 체류한다. 대기 중에 체류하는 탄소는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태양 빛을 지구로 다시 되돌리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발

생하게 되고 지구의 기온을 높이게 된다. 작년 여름에 중부 유럽, 특히 독일과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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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 호주와 미국의 대산불, 그리고 올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들은 전례가 드문 규모인데,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U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7월 한 달 동안, 전 

지구적 산불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3억 4300만 톤이며, 이는 2018년도 

한국의 탄소배출량 7억 2700만 톤의 거의 5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린란드에

서도 2021년 여름에 한 달 동안 85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고, 이는 지구 해수면 상

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

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1월 평균기온이 영하 45.9°C로, 1892년 2

월에 영하 69.8°C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곳이 작년 여름 영

상 48°C까지 올라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파국 시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앞으로 혹서와 혹한, 그리고 초대형 태풍과 폭우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빈발할 것

이다.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 ization for Migration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상

기후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의 숫자가 2,640만 명이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50년까지 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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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진작에 포착하였다. 1968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의 

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성된 로마클럽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지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100

년 안에 생태계의 붕괴를 예측하는 어두운 경고를 내놓았다.

그리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7

년 유엔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우리들

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유엔 내에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미래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리오+20 회의)1를 거쳐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SDGs’ 결의와 파리기후협약의 체결에 결정적

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7년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부임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탄생하게 되

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 인류는 산업화 시대 이후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되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낮출 것을 권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이산

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의 과제는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순제로net zero, 즉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제조에 31%의 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전기 생산에 

27%, 동식물 사육에 19%, 비행기 등 이동수단에 16%, 냉난방 등에 7%의 탄소가 배

출된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하여 1.8톤의 탄소가 배출되

며 매년 50억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1톤의 시멘트 생산에 1톤의 탄소가 배출되

며 매년 40억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10억 마리의 소에서 20억 톤의 탄소가, 전 세계

의 비료생산에 13억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처럼 탄소배출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경제활동을 축소하면 

된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탄

소배출도 크게 줄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21년 7월 제54차 총회에서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다. 또한 1.5도에 도달하는 데는 

유엔과  

기후위기 대응

1
필자는 리오+20회의 협의 과정에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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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

변화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탄소감축을 위한 전 세계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하였다. 

우선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섭씨 1.5도 이하로 지구 온도를 억제하는데 노력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석탄 사용을 금세기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퇴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

는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한 규정집rule book을 합의하였다. 또한 참가 회원국 90%가 

탄소중립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105개국이 자발적으로 메탄 가스배출을 2030년까

지 2020 대비 3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메탄가스는 주로 농축산물 및 폐기물 등

에서 배출되며 지구대기에 약 10년 체류하면서 전체 지구온난화의 30%를 차지한다. 

또한 112개국이 산림파괴 중단을 약속하였으며 미.중간에는 존 케리 기후특사와 시

젠화 기후대표 사이에 협력약속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의하면 현재까지 발표된 국별감축목표

NDC에 의하면 섭씨 1.5도 억제는 불가능하며 섭씨 2.4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섭씨 1.5도 억제를 위하여 2030년

까지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58%, 스위스 50%, 미국 49%, 유럽 

46%, 일본 42%, 캐나다 41% 감축을 약속하였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

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약속은 하지만 안 

지키려는 나라들이 하나씩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

저하게 모니터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 역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탄소 중립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생활방식, 즉 탄소배출을 의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

하던 생활방식에서 탈피해야 가능하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만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G20 국가들 모두 탄소중립에 관한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 산업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국민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

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2050’을 선포했고, 2021

년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면

서 확대하여 출범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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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위의 계획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위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에 석탄발전을 

폐기하고 LNG발전을 유지하는 A안과 LNG발전도 폐기하는 완전 탄소중립을 목표

로 하는 B안을 제시했다. A안은 LNG 발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탄소중립

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LNG 발전을 유지하더라도 탄소중립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두가지 안을 잘 비교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로드맵의 문제점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29%에서 6% 

또는 7%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60% 또는 70%로 늘리기로 

되어 있다. 과연 재생에너지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방안이 한국적 현실적으로 가

능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A안과 B안 모두 탄소흡수원의 확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기술들이 불완전하

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활용 가능할 때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기 1kwh 생산에 석탄은 991g, 석유는 782g, 가스

는 549g, 태양은 57g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에 원자력은 10g에 불과하다.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의 실현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협력하자고 합의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 수급과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권장하고 있다. 빌 게이츠와 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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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은 공동으로 안전한 원전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4세대 원전인 소듐냉각

고속로SFR 기술을 적용한 345MW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도 소형모듈원자SMR 분야에서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협

력하여 60MW급 SMR 1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SK 그룹도 빌 게

이츠와 합작하여 안전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NDC 목표 달성 추진

탄소중립 2050 목표달성의 중간단계로서 2030년까지 각 국가들은 탄소감축 목표

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5% 이상의 감축을 법적 의무화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이 

법제화가 된 것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10월 18일 

목표치를 40%로 결정했다. 

이미 EU를 비롯하여 서구유럽 및 미국 등은 이미 45% 이상의 목표를 국제사회

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목표가 아쉽지만, 쉽지도 않은 만큼 주어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이 하

기 어려운 재원 동원을 통하여 탄소 저장기술을 비롯하여 고난도의 탄소제거 기술들

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엔은 기후환경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

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2006년 유엔은 책임투자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 자원, 폐기물, 오염문제들에 대하

여, 사회적 측면에서 인권, 아동 노동, 노동조건, 고용관계 문제를, 지배구조 측면에서 

뇌물.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개념으로 정착되어 전 세계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

는 원칙이 되었다.

  ESG는 세계적 대세

ESG는 기업들의 활동에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ESG 개념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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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구기온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기후 위기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기업들은 환

경보호를 위한 노력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그리고 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

Governance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해야 하며 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

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인류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ESG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세계적

인 투자기관들이 개별기업들의 ESG 지수를 투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업 

신용도, 금융투자, 정부조달, 세금 감면, 우선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어떻

게 계량화할 것인가인데, MSCI(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날)의 ESG 지표가 많

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의 국민연금도 2015년 ESG 지표를 마련하여 투자 대상기업

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도출

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본다.

국제 금융부문에서도 투자회사들이 각 개별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시행하도록 투

자와 연계하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석탄발전소 투자에 반대하면서 올 1월에 투자금 전부를 회수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글로벌 금융기관의 ESG 운용자산 규모는 전

체 운용자산 140조 달러의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투자금액의 거

의 전부가 ESG 투자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

업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 국내외를 망라해 ESG 평가 

분야 기관이 600여개, 평가요소가 374개나 될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데, 겉으로 흉

내만 내는 소위 Green-washing, ESG-washing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대응

우리 기업들도 이제 탄소중립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의 실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기업 자체의 생존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미래,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와 같이 탄소집약도가 높

은 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하기로 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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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애플, 구글 등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녹

색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생산하겠다고 하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의 SK,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철강 메이커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 자동차 판매금지를 선언하였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8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행

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발 맞추어 현대자동차는 2030까지 전기차 생산을 30%

까지 상승시키고, 2035까지 내연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환경 아포칼립스eco apocalypse

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협상할 수 없으며, 자연의 경고 메시지를 엄중하

게 받아들이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 

스웨덴의 청년 기후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왜 나의 미래를 지금 세대가 결정

하는가?”라고 하면서 미래세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논의에 

미래세대와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월 9일 충청북도 음성

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과 환

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자연Great Nature’이 공동으로 미래의 환경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새로 출범하였다. 

앞으로 이 운동이 국제적으로도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가 기후환경운동의 리더

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운동은 국가정책의 변화, 민간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맺음말

그림 1. 미래의 환경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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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 중 완화

Mitigation와 관련한 제3 실무그룹의 정책당국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ummary for Policy-

makers: SPM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약 4년 동안 IPCC 제3 실무그룹에서 기후투자와 

금융 관련 챕터의 총괄주저자로 활동을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인류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한 활동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1.5도 또는 2도 이내로 지구의 온

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수단과 그 효과에 

관하여 정책당국자들에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과 기업들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왔다. 이번에 발표된 SPM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기후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으나 빠른시간 내에 전 세계의 온실

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없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1.5도나 2도 이내로 지구 온도의 상

정태용

(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현) IPCC 6차종합보고서 제3 실무그룹 총괄주저자

(현) K-정책플랫폼 원장

미국 럿트거스대학 경제학 박사

기후변화와  
기업의 대응

들어가며

기후변화 완화부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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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1년 영

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인 온실가

스 감축 계획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만으로는 지구 온도상승을 2도 이내

에서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번 보고서의 중요 메시지 중 하나이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약 59Gt(기가톤)에 이르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및 산업 활

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의 3분의 2가량인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탄가스의 배출도 많이 증가하여 18%에 이르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5도 이내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

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이 2025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2030년까지

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줄어들어야 하며, 메탄가스도 34%는 줄어야 한다. 2

도 이내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역시 2025년으로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7% 정도 줄

어들어야만 한다. ([그림 2] 참조)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여겨지는 1.5

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금융, 

기술 등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동 보고

서의 주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그림 1.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Global net anthropogenic emissions have continued to rise across all major groups of greenhouse gases.

출처:	IPCC,	WG3,	SMP	그림	1,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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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정책, 비용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들은 전 분야에서 고루 발전한다.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수단들은 탄소톤으로 

환산해서 톤당 미국 달러 100달러 이하로 비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서 2030년에 감축해야 하는 잠재량의 절반 이상은 탄소 톤당 20달러 이하로 목표 달

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전기차 배터리 등 새로운 기술의 단

가가 빠른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 등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기술

의 경우에는 가격이 20년 사이에 80% 정도 감소하였다. 기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

용의 감소는 앞으로 우리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

고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문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시스

템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그림 2.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Project global GHG emissions NDCs announced prior to COP26 would make it likely that warming will exceed 1.5℃ and also make it harder 
after 2030 to limit warming to below 2℃

출처:	IPCC,	WG3,	SMP	그림	4,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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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많이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전력화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부문

에서 에너지 효율의 향상이 필요하다. 아직은 미래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수소나 지

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등의 대체 연료의 개발도 에너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 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이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 공정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효율적 사용,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물의 최

소화와 같은 정책과 활동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 부문에 초점을 맞

춰서 산업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철강, 건축자재, 화학물질 등 소위 기초 소재에 

해당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저탄소 및 제로 온실가스 생산 프로세스, 시범

사업에서 상용화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저탄소로의 전환이 

산업 부문, 특히 기초 소재 생산에서 가까이 와 있다는 평가이다. 생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전 과정인 생산, 수요 관리, 효율적 운반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의 전력생산, 수소에너지 생산에서의 탄소포집기술 

등 감축 수단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 시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투자

와 금융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투자 및 금융의 역할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실제

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투자는 2019년 2020년 두 해 평균으로 650

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규모가 더 많은 상태이고 투자 소요액과 실

제 투자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 2030년도까지 1.5도나 2도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후금융의 수준보다 3배에서 6배 정도의 투자가 필

요하다. 현재 전 세계에는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분야 쪽

에 금융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장애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으

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 관련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

자자들은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중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인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후금융이 자국에 대한 편향적 투

자를 하고 있으며 기후 위험Climate risk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각국의 제

도적 역량의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후금융의 방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규제와 같은 정책 수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후정책만으로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책 패키지와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패키지가 

연계되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

와 사회 간의 조정과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 기술과 혁신에 관련된 논의는 결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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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금융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기후정책을 방해하는 제약 요건을 제거하고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일부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빠르게 비용 효

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많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대부분 개도국에서 저탄소 기술의 적용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

빈국 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과 산업이 향후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국한해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찾는 것은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한

국은 국내에서 탄소배출 한 톤 줄이기 위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소위 

한계감축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노력이 기업

의 추가적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기

술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글

로벌 공공재인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이번 IPCC 보고서에서 논의된 것처럼 개도국이나 최빈국에서는 기

후 기술의 적용이나 개발이 상당히 더디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

런 국가들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나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그 나라에 적용하

고 그 결과물을 한국의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행히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열풍처럼 불고 있는 ESG 활동이 자발적인 기업

의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친화적 활동과 노

력, 사회적 기여, 기업 지배구조 등이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겠다는 자발적인 선언과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방향으로 한국 기업들이 기

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의 이러한 노력과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기후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기업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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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해서는 대전환Major Transitions 필요

•화석연료 사용 감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활용 필요

•저탄소 혹은 제로 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력화Electrification과 향상된 에너지 효율

•수소 및 지속가능 바이오 연료 등 대체 연료

Check 1•에너지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수요 감소 및 저탄소 기술 도입 필요

•가장 큰 잠재력은 전기차Electric Vehicle 도입

•전기 기차, 트럭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

•대체 연료(저배출 수소 및 바이오 연료) ⇨ 항공 및 해운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 부문의 탈 탄소화Decarbonization

Check 2•수송

•넷제로 달성이 어려운 분야

•재료의 효율적 사용,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최소화에 대한 정책 및 활동practice 부족

• 철, 건설자재, 화학물질 등 기초 재료basic materials의 저탄소 및 제로 온실가스 생산 

프로세스는 파일럿에서 상용화에 가까운 단계에 있음

•밸류체인 전반(생산, 수요관리, 효율...)에 대한 감축 노력 필요

•저탄소 전력,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등 감축 수단 활용 필요 

Check 3•산업

•넷제로 달성의 필수 부문이나 여전히 연구, 초기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실증 필요

•제거하기 어려운 배출hard-to-eliminate 배출에 대한 균형 필요

• CDR의 부정적 영향(생물 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따른 실행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고려

• 생물학적biological 접근법: 재조김, 토양 탄소 격리 등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강화

• 1.5도/2도 제한 경로에서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직접 대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DACCS 활용

Check 4•이산화탄소 제거CDR

IPCC 6차 
보고서 (완화)가
각 부문에 
주는 시사점

기후변화와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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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사

점을 안겼다. 현재 6차 평가보고서The Sixth Assessment Report: AR6 주기(2016년~2022년)에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도 상당

한 영향을 받았다. 2021년 8월 6일은 2주 간 진행된 IPCC AR6 제1실무그룹WGI 보

고서 승인 마지막 날이었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보고서 저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

이 돌았다. IPCC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고서 승인 과정이었으며, 초

반에 많은 저자들과 정부 대표단들이 온라인 개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WGI 공

동 의장 중 한명인 발레리 마송-델모트Valérie Masson-Delmotte가 망치를 두드리며 보고

서 승인을 선언했을 때 저자들의 큰 환호가 스크린 밖으로 생생히 전달되었다. 하지

만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저자들은 그 순간 가슴 한편에 큰 바위가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WGI 6차보고서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IPCC, 2021가 전

달하는 메세지의 무게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는 이미 1.1℃

에 달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전 세계 모든 지역

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20년 이내

에 1.5℃ 지구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큰 규모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

소중립에 도달한 후 네거티브 배출로 가야함을 보였다. 위기의 지구에 대한 매우 무

아직 열려 있는  

기회의 창

이준이

(현)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부교수

(현)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프로젝트 리더

(현)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계절내~수십년 예측 실무그룹(WGSIP) 공동위원장

(현) IPCC 6차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핵심저자

(전) IPCC 6차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보고서 총괄주저자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학박사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본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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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진단이었으나, 저자들은 또한 긍정의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후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 

이다. 

IPCC는 1988년에 설립된 후 1990년 1차 평가보고서First Assessment Report: FAR를 공개

한 이래로 지난 30여년 동안 주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평가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IPCC AR6 주기는 2016년에 시작되었고, 이미 세 편의 특별보고서와 세 실

무그룹 보고서가 모두 승인되고 공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올

해 후반부 혹은 2023년 전반부 예상), AR6 주기는 마무리된다(그림 1).

1.5℃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IPCC, 2018)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승

인되면서 AR6의 시작을 알렸다. 이 특별보고서는 1.5℃ 혹은 2℃ 지구온난화 제한

을 위한 탄소중립 경로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2℃와 비교해 1.5℃로 제한할 때 상당한 

온난화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또는 ‘넷 제로 이산화탄소  

배출net zero CO2 emission’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인위적으로 흡수

되는 양 사이의 평형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탄소중립에 이르러야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가 인위적으로 증가하지 않게 되며, 그 이후 음의 배출로 가야 온도 상

IPCC 6차 평가보고서  

주기의 주요 이정표

그림 1. IPCC 6차 평가보고서 주기(2016~2022) 주요 이정표 및 관련 유엔기후변화협약 스케줄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COP26
영국

제3실무그룹  
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

COP27
이집트

2019.8. 2021.11 2022.4. 2023.
전 지구 이행  

점검

2018.10.

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

2019.9. 2021.8. 2022.3. 2022.11.

종합보고서

2022. 후반부 혹은 

2023. 전반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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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을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상승 경향을 꺾을 수 있게 된다. 1.5℃ 특별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인위적 이산화

탄소 순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 경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하며, 2℃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최소 20%를 감축하고, 2075년 경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구온난화를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경로는 2021년 8월

에 승인된 WGI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으며, 1.5℃ 및 2℃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

여탄소수지Remaining Carbon Budget가 갱신되었다. AR6 WGI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뒤

에 좀더 자세히 소개될 것이다. WGI 보고서는 2021년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

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주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특

히 글라스고 기후협약1은 IPCC AR6 WGI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인간 활

동이 현재 1.1℃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에 따른 기후변화

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경적을 울리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외 보고서

의 핵심 메세지들이 인정되었다.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IPCC, 2022a)는 2022년 3월에 승인되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매우 빠르게 닫히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적

응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2년 4

월에 승인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IPCC, 2022b)는 현재 우리의 배출 경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단기 목표 달성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최근 

기후 행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단기 및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지들

이 존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적응을 위한 선택지와 완화를 위한 선택지들은 

2030년 17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도 시너

지를 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WGII와 WGIII 보고서는 2022년 11월에 이집트에서 

개최될 COP27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후반부 혹은 내년 전반부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보고서는 2023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 지구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에 주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AR6 WGI 보고서에는 65개 국가에서 234명의 주저자들이 선정되어 참여했으며, 약 

14,000여편의 출판물들이 평가에 이용되었다. 보고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5,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마무

리된 IPCC 5차평가보고서 이후 과학적 진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중 중요한 

WGI 보고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메시지들

1
https://unfccc.int/sites/default/

files/resource/cop26_auv_2f_cover_

deci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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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을 정책결정자 및 비 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이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ummary for Policymakers: SPM이다. 여기에서는 AR6 WGI SPM2에

서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 중 일부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화 이후 인간활동으로 지구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11-2020)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1850-1900년 평균 대비 약 1.1도 상승

했다. 이에 따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전

례 없던 변화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최소 지난 2000년 기간 중 전례 없던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소 지난 2백만 년 중 가장 높으며, 해수

면 상승은 최소 지난 3000년 기간 중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둘째, 인간 활동이 현재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폭염, 폭우,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든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1950년 이래 극한 

고온의 빈도 및 강도의 증가, 1970년 이래 해양 온난화 및 해양 산성과, 1979년 이래 

북극 해빙의 40% 감소 등의 주요 원인이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가 선택할 사회경제적 경로에 상관없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1.5℃ 지

구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앞으로 매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

구온난화를 가중시킬 것이며, 배출량을 줄일 수록 1.5℃ 지구온난화에 도달하는 시

기를 늦출 수 있다. 만약 현재의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줄이지 못한다면 2050

년 경 2℃ 지구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활동에 의해 1850년부터 2019

년까지 약 2380GtCO2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도는 산업화 이전 약 280ppm에서 410ppm으로 약 47% 증가하였다. 1.5℃ 지구

온난화까지 잔여탄소수지는 약 500GtCO2(평균값)이며, 2℃ 지구온난화까지는 약 

1350GtCO2(평균값)로 산정되었다. 즉, 우리가 두 온도 목표까지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온난화가 추가로 진행될 때 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후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전 지구 평균으로 볼 때 산업화 이전에는 1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규

모의 폭염이 현재 1.1℃ 온난화 상황에서는 3.5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1.5℃와 2℃, 지구온난화에 도달하면 각각 2.4년과 1.8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게 될 것

이며, 4℃ 지구온난화에서는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신속하며,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를 1.5℃혹은 2℃ 아래로 제한하는 목표들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2
https://www.ipcc.ch/report/ar6/

wg1/downloads/report/IPCC_AR6_

WGI_SP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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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로 줄이고,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한 후 네거티브 배출로 가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특히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한다면 일부 기후 변화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그림 2. 다섯 가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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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경로

앞으로 사회경제 발전 경로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된다.   출처:	IPCC	WGI	6차	보고서

우리의 미래 배출에 따라  

지구온도 상승 폭이 결정될 것이다.  

최저배출시나리오 

(very low emissions scenario)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른 

후 네거티브 배출로 가는 경로이다. 

2030년 중반 경 1.5℃ 지구온난화에 

도달하겠지만 그 후 약간의 

오버슈트(overshoot)를 나타낸 후 

탄소중립 이후 온도 상승이 다소 

하강해 2100년까지 1.5℃아래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영향: 자연 변동성

짧은 시간 규모 (약 10년~20년 정도)에서는 자연 변동성이 인위적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경향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 

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출처:	IPCC	WGI	6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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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양 온도, 빙상 녹음,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시스

템 변화 중 일부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2050년 탄소중립 경로로 간다고 해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앞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가파른 경제발전의 큰 수혜자이면서,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다. 더불어 미래 후속 세대에 과중 될 기후

위기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즉, 앞으로 현 세대와 후속 세대가 경험할 기후는 현재 우

리의 결정에 달렸으며, AR6 WGI 보고서는 이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그 이전해와 비교해 약 

5~7% 정도 탄소배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2020년의 경우 우리가 의도치 않았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회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에 따라 2020년 배출

량은 2019년 배출량에 비해 약 5.2% 감소되었다(그림 3). 하지만 그와 같은 배출 감

소는 이전 글로벌 경제위기때 나타난 단기 하강처럼 바로 반등하였다. 국제에너지기

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21년도 배출량은 2020년과 비교해 6% 증가해 

1970년 이래 가장 큰 연배출량을 나타냈다. 최근 대부분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정

책으로 전향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고조감이 더욱 커지고 있고, 2022년에도 배출

량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인간활동에 의한 기

후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회의 창은 아직 열려 있으나 IPCC 7차평가보고서는 그 기

회의 창이 닫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현재 선택이  

미래 기후를 결정

그림 3. 1970년 이래  

전 지구 CO2 배출량

출처:	Quere	et	al.,	2021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3억톤으로 

평가(2020년 대비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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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가파른 경제발전의 큰 수혜자이면서,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다. 

더불어 미래 후속 세대에 과중될 기후 위기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미래 현 세대와 후속 세대가 경험할 기후는  

현재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  IPCC, 2018: Summary for Policymakers. In: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Masson-Delmotte, V., P. Zhai, H.-O. Pörtner, D. Roberts, J. Skea, P.R. Shukla, 

A. Pirani, W. Moufouma-Okia, C. Péan, R. Pidcw k, S. Connors, J.B.R. Matthews, Y. Chen, X. Zhou, M.I. Gomis, E. 

Lonnoy, T. Maycock, M. Tignor, and T. Waterfield (eds.)].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32 pp.

•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asson-Delmotte, V., P. Zhai, A. Pirani, S.L. Connors, C. Péan, S. Berger, N. Caud, Y. Chen, L. Goldfarb, M.I. 

Gomis, M. Huang, K. Leitzell, E. Lonnoy, J.B.R. Matthews, T.K. Maycock, T. Waterfield, O. Yelekçi, R. Yu, and 

B. Zhou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pp. 3−32, 

doi:10.1017/9781009157896.001.

•  IPCC, 2022a: Summary for Policymakers [H.-O. Pörtner, D.C. Roberts, E.S. Poloczanska, K. Mintenbeck, M. 

Tignor,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eds.)]. In: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O. Pörtner, D.C. Roberts, M. Tignor, E.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B. Ram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Press.

•  IPCC, 2022b: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R. 

Shukla, J. Skea, R. Slade, A. Al Khourdajie, R. van Diemen, D. McCollum, M. Pathak, S. Some, P. Vyas, R. Fradera, 

M. Belkacemi, A. Hasija, G. Lisboa, S. Luz, J. Malley,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doi: 10.1017/9781009157926.001

•  Quere, C. L. et al., 2021: Fossil CO2 emissions in the post-COVID-19 era. Nature Climate Change, 11: 197-199.

Vol.14   Summer 2022   25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본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



주지하다시피,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전 인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 선포되면서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대안체제로 지

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개도국의 사회

개발에만 국한되었던 MDGs에 비해 SDGs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후환경, 불평등, 

거버넌스와 법치 등 모든 국정이슈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모든 유엔 회원

국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확장되었다. SDGs는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

표target를 설정하고 방대한 범위의 발전이슈들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핵심 모토

로 야심차게 출발하였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SDGs를 자

국 국내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이행할 계획을 담은 ‘자발적국별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4~5년마다 제출하도록 유엔고위급정치포럼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이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VNR을 이미 제출, 그리고 현재 2차 VNR 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의 대표성과는 

SDGs의 달성과 이를 위한 VNR의 이행점검으로 수렴될 것이다. 

유엔의 SDGs 가운데 동일 이슈영역에 해당하는 목표의 수가 가장 많은 의제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이다. SDGs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인 의제들을 총망

라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목표 하나하나가 명시하는 이슈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UN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협정,  

통합적 접근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센터장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 멤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기후변화 국가자발적기여NDC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합적 접근의 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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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가자발적기여(NDC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합적 접근의 전략화

기후환경 이슈에 해당하는 목표는 무려 13번(기후변화대응), 14번(해양생태계), 15번

(육상생태계) 등 3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SDGs의 모든 영역과 목표에 공

통분모로 연결되는 이른바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로 많은 유엔기관과 개별 회

원국들이 기후변화를 상정하고 있다. SDGs가 2015년에 채택되기 3년 전인 2012년 

Rio+20 회의를 통해 SDGs의 골격이 잡혔고, SDGs가 채택된 이후인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21

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부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

과했었던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

는 보편적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

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2020년부터 

모든 회원국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2020년 이후 5년 주기로 ‘국가자발적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제출을 통해 이행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NDCs는 파리기후변화협정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하여 자체

적으로 설정한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

후행동 이행점검을 의미하며, SDGs의 VNR과 같이 기후환경 분야에서 COP21의 

NDCs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SDGs에서 강조되는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은 최종적으로 회원국이 제출

하는 NDCs의 이행약속을 분석함으로써, 유엔이 2030년까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

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고 있는 이행점검의 두 축이 VNR과 NDCs라 한다

면, 이를 이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적 접근은 기존에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특정 섹터를 선택해

서 그 섹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섹터와 연계된 관

련 섹터들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목적을 갖

고 있다. 복수의 섹터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접근법은 SDGs 자체가 상이

한 목표들 간에 서로 복잡다단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기후변화가 범분야이슈로 다양한 목표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는 SDGs의 특징도 통합적 접근이 적절한 해법으로 동원되는데 한 몫 하였다. 통

합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유엔에서 강조되어 온 ‘인도주의-개발-평

화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연계nexus가 있는데, HDP 연계전략은 분쟁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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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을 위한 복합적인 목표로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중

장기적인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고 최종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게 된다. 

앞으로 2030년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30의제와 파리협정을 통합하

는 총체적 접근법을 이행기제로 주류화할 것이다. 따라서, 2030의제와 파리협정 간

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SDG-NDC 상호연계성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이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SDG 목표들을 종합적으로 이행하는 통합적 접근이 한국 사회와 민간부문에서도 적

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뉴욕에서 서명 및 11월에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모든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부터 5년 단

위로 NDCs 형태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와 선진국 그룹 간의 많은 논쟁을 거쳐 선진국이 선

도적 역할을 하고 개도국은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파리협

정의 경우, 기후행동과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 국가의 상이한 

역량과 준비단계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NDC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평가하는 지구적 상황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할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COP21의 파리협정 발효 이후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

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2016년에 개최

된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는 파리협정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기획하고 2018년

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였으며,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국제탄소시장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개최되어 마침내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고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

이 합의되는 등 신기후체제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은 각 국이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고하는 

NDCs 시스템이고, NDCs가 SDGs 전체 이해과정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포

괄적인 함의가 있다. 한국은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포함한 INDC를 우선적으로 제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국회의 비준

을 얻어 INDC를 유엔의 공식 NDC로 등록하였다.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

기후변화  

국가자발적기여 

(N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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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가자발적기여(NDC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합적 접근의 전략화

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6년 12월에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

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정립하였고, 2018년 7월에 기본로드

맵을 한 차례 수정하였으며, 2019년 10월 기후변화 전반에 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

기 위하여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2020년 12월 2030

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포함한 2030 NDC 수정안을 유엔에 제출

하였으며, 2021년 10월 COP26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8년 대

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이를 동년 12월 유엔에 제출하

였다.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자발적 기여가 거시적인 맥락인 SDGs와 어떻게 중첩되고 연계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NDCs의 총체적인 영향력이 제

한적으로 사용되거나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30의제와 파리협정의 상호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한 

SDG-NDC 넥서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풍부하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기후변화 국가자발적공약NDC 연계 이행에 대한 연구” 협

동연구총서가 SDG-NDC 넥서스 연구로 중요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NDC와 유

엔의 IAEG-SDGs가 사용하는 글로벌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NDC는 14개의 개

별 SDG와 잠재적으로 연계성을 보이고 있

는데, 특히 SDG3(건강·웰빙), SDG7(에너

지), SDG9(산업·혁신·인프라) 등과 긍정적

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DG7(에너지)의 경우 다른 목

표에 비해 NDC와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에너지 분야의 정책과 연계되어 상호 정합성이 

높게 기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반대로, 한국 NDC가 SDG8(고용·성장)과는 

SDGs와 NDCs의  

상관관계

출처:	https://www.s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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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orrespond to each 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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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상충관계를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DG12(소비·생산)도 NDC와 잠재적 상충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SDG8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생산활동과 고용을 통한 

소비활동의 증가는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에너지와 산업·혁신·인프라 및 건강·웰빙과 긍정적으로 

조응하는 정책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반면, 경제성장·고용과 생산·소비 영역에 있

어서는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2050 탄소중립 목

표 달성안이 보완 및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DG-NDC 넥서스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재

수립함으로써 단편적으로 기후변화 섹터에 국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보다 

연계되는 섹터들과 동시에 입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로드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NDC의 방향성은 통합적 접근에 의거하여 경제정

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맞물려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입안되고 이행

되는 총체적인 맥락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SDG-NDC 넥서스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적 맥락에서의 통합적 접근의 전략화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전략적 특징으로 수렴된다. 첫째,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기획단계에서 이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섹터

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전체적인holistic 접근으로 전략화되어야 한다. 둘

째, NDC의 이행은 보다 투명한 정보의 공유와 책임 있는 운영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연계된 섹터에서 활동하는 다중이해당사

자multi-stakeholder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식공유를 통해 연계된 섹터들 간의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확장scaling-up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DC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에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제도적으

로 권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글로벌 수준에서 해결해야할 정치, 경제, 사회의 수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특정 경제주체나 나라가 해결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전개될 수도 없다. 그런만큼 한국의 정체, 경제, 사회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

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통합적 접근의 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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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 :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

로 홍수, 폭염, 산불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는 파리협약에 따

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수행하고 있다. 

기업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 압력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환경

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없이는 기업과 시장 역시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

벌 투자자들은 투자 원칙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제 ESG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

수인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규제 강화

에 대응하고 있으며,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은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발간된 U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위협

을 통제하기 위해 2100년까지 예상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보다 높은 1.5℃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

은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주요 투자가 그룹과 고객사들도 탄

기후변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 :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중심으로
손예령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연구조교수

국제학 박사

글로벌 철강 메이커,  

포스코의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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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중심으로

소중립 이행을 선언하고 투자기업과 협력업체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포스코 역

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0년 12월 아시아 철강사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의 지침에 따라 「기후행동보고서」

도 발간했다. 그리고 2021년 ‘2050 탄소중립 기본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Green 철강기술 자문단’을 출범시키며 구체적인 실현 

기반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글로벌 탈탄소화 추세에 발맞추어 저탄소 혁신 

공정기술 개발과 친환경 연·원료 확보에 힘쓰고, 그린철강 생산 체제로의 단계적 전

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1

  수소환원제철, 그린 철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5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수소 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석탄을 이용한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수소환원제철POS-HyREX’이라는 새로운 생산기법 개발에 착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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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로로 대체하여 공정 내 탄소배출을 원천적

으로 제거하는 공법을 말한다.2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석탄 대신 고농도의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철을 얻어

내기 때문에, 철광석에 있는 산소가 수소와 반응하여 물이 되고 순수한 철만 남는다. 

1
POSCO(2021); 

POSCO(2022.03.29.)

2
POSCO(2021.10.13.)

그림 1. 고로공법과 

수소환원제철공법을  

비교해놓은 모형 

출처:	포스코(2021.09.06.)

(위) 기존 고로공법

(아래) 수소환원제철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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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공법이 상용화될 경우 제철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3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포스코그룹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

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

우, 2022년 5월 비금융권 기업 중 최초로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4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장 인근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

토 염호 인근의 동식물 현황 및 보호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관련 정

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TNF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나가고

자 한다.5

포스코의 경우, 철강공장에서 발생되는 제철부산물을 가치있게 활용함은 물론, 

해양환경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트리톤Triton을 이용한 

‘바다숲’을 조성하였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철강슬래그(제철 부산물)로 만든 트리톤 

어초로 갯녹음(바다 사막화 현상) 피해가 심각한 바다에 설치하여 해조류가 풍부한 

바다숲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바다숲을 통해 조성된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1헥

타르당 연간 10~20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양생태계가 흡수

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Blue Carbon’ 이라고 한다.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트리톤 바다숲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블루카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포스코 내 다이버 전문 봉

사단인 ‘클린오션봉사단’은 각종 해양쓰레기와 불가사리 등을 수거하며 수중정화 및 

그림 2. 해조류와 어장이 형성된 

트리톤 바다숲

출처:	포스코(2020.10.15.)

3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2021.11)

4
TNFD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재무정보 공개 기준 수립을 

위하여,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자연기금(WWF) 등의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5
POSCO(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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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복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6 

포스코건설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물다양성 보존

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Bees Needs(비즈니즈)’ 도시양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꿀

벌은 꽃가루를 옮겨 수정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유

익한 곤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꿀벌이 감소할 경우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과도한 살충제, 해충 등으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7 

이에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위한 꿀벌집, 야생

벌집, 밀월식물화단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도시양봉 꿀벌정원을 ‘국립과천과학관’

과 ‘송도 센트럴파크’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꿀벌 정원을 활용해 미래

세대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인 ‘달콤한 꽃비마을’을 운영하여, 생태계에서의 꿀벌의 

중요성과 벌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론 및 체험 교

육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꿀벌의 멸종 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생

태감수성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Happy 벌’s Day’8 어린이 꿀벌 축제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해 쉽게 배우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

려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9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년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체) 멤버로 가입한 이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보호활동을 펼쳤으며,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팜사업 환경사회정책

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 금지 정책)’를 

선언하며 친환경 경영에 더욱 초점을 맞춰왔다.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팜농장 관

련 친환경 국제인증인 ‘RSPO 인증’을 획득하여, 팜사업 전 단계에서 환경보호 및 지

역사회 의무 등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 

그림 3. ‘Happy 벌’s Day’

출처	:	포스코건설

6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2020); 

포스코(2020.11.18.); 

포스코(2020.06.02.)

7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70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사라져서 양봉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8
이번 행사에서는 양봉 전문가와 함께 

벌통에 있는 꿀벌을 관찰하거나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등의 ‘미래세대 꿀벌 체험 

교육’, 재활용품을 이용해 꿀벌모형을 

만들어 보는 ‘업사이클링BEE 만들기’, 

밀랍을 활용한 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NGO 푸른아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버블POP 환경 

매직쇼’, 폐자재를 활용한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9
포스코건설(22.04.06.)

Vol.14   Summer 2022   35



기준에 상응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속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SPO 인증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하며 선순환의 가치 창출해나갈 계획이다.10

  Green STS개발 및 인증으로 고객 ESG전략 지원11

포스코 중국 자회사인 포스코장가항불수강유한공사(이하 PZSS)12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경영과 2060 탄소중립에 나서는 중국정부의 상황에 발맞추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PZSS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수용하여 스크랩scrap을 90% 

사용한 Green STS를 개발하였다. Green STS는 경쟁사 제품 대비 톤당 탄소배출량

은 70% 감축, 에너지 소비량은 50%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러한 친

환경성을 인증받아 2021년 2월 영국 인터텍Intertek이 주관하는 ‘Green Leaf’를 중

국 STS 최초로 획득했고, 미국의 RCSRecycled Claim Standard 인증(2021년 7월 획득)과 

UL2809 인증(2021년 12월 획득)을 철강업계 최초로 획득하였다. 

또한, PZSS는 고객들이 Green STS의 친환경성을 한번에 알 수 있도록 인증 로

고와 Scrap 비율을 제품 라벨, 사양서 등에 표기하며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그림 4. 인도네이사 파푸아 주 

PT.BIA 팜농장 전경

출처:	포스코인터내셔널(2021.10.05.)

10
포스코인터내셔널(2021.10.05.)

11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2022.04.)

12
포스코장가항불수강유한공사는 

1997년 포스코와 강소사강그룹이 

합작 설립한 STS 전문회사이다. 

36    기업시민리서치

CCR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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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A MORE Beautiful 

Promise13

결과, ESG에 동참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문의와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RE100 등 환경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스마트기기 제조사

도 Green STS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Green STS는 기업시민 차원에서 1차 고객사

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동반성장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ESG를 선

도하는 기업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 PZSS는 Green STS의 판매를 2022년 7,500톤, 

2023년에는 2만톤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1993년 환

경무한책임주의를 선언하며 ‘친환경 경영’을 시작했다. 2008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

영 전략과 체계를 수립한 이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폭넓은 ESG 활동

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21년 글로벌 RE100에 가입하는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 고객과 사회, 

대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새롭게 개정한 정관에 담았다.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경영활동은 인류와 대자연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부터 시작

되며,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2021년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인 ‘2030 어 모어 뷰티풀 프로미스2030 A MORE Beautiful Promise’를 발표했다. 이는 ‘고

객 및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달성

할 5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대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사업장

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폐기물 매립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시민으로서 아모

레퍼시픽 제품과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

하여 국내외 전 생산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국내 물

그림 5. Green STS 개발 및 인증

13
아모레퍼시픽(2021a; 2021b; 

2021.06.02.; 2021.06.29.; 

2021.11.30.) 참고.

출처	: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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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 사업장 내 태양

광 발전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2021년 3월에

는 국내 최초로 SK E&S와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등 재생에

너지 사용 전환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에 대해서는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의 순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할 경우 100%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거나 퇴비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아모레퍼

시픽은 이미 2021년 기준 약 415톤의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했다. 2020년 10

그림 6.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출처:	아모레퍼시픽(2021a).

고객·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

1.		신제품	100%에	환경	또는	사회	

친화적	속성을	구현하고	고객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영위에	

기여하는	브랜드	활동을	전개한다.

3.		글로벌	생산	사업장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폐기물	매립	제로를	

달성한다.	

2.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내외에	

확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로운	성장을	구현한다.

4.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팜유	사용량의	90%	이상을	RSPO	

인증	팜유로	대체한다.

•	전	과정	평가를	통한	모든	신제품의	

환경	발자국	저감	

•그린	케미스트리	기술	혁신

•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	

전개

•	국내외	전	생산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사용

•	국내	물류	차량	100%의	친환경차	전환

•	매립	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

•	다양성·포용성이	높은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전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양성·포용성	기반의	뷰티	제품	개발	

및	캠페인	전개	

•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계층	대상		

경제	역량	강화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천	억원	투자

•	플라스틱	포장재	30%에	재활용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	리필	제품	및	서비스	확장

•	생물자원	보전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	

도입

•	NGO	및	협력사	파트너십을	통한	팜유	

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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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중심으로

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 리필스테이션 운영에 이어, 리필스테이션 2호점을 오픈하

는 등 재사용 및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제품 원료가 될 수 있는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해 100억 원을 투

자하고, 2023년까지 팜유의 90% 이상을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RSPO 인

증 팜유’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팜유 관리는 뷰티업계가 풀어야 하는 중

요 이슈 중 하나이다. 아모레퍼시픽은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

자연기금)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팜유 사용 및 핵심 활동을 평가하는 ‘팜유 바이어 

스코어카드 2021’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

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물자원 보존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도입하고 

NGO 및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팜유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 및 사회와의 동행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첫 번째 목표는 제품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2030년까지 모든 신제품에 지속가능속성을 한 가지 이

상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천연 유래 원료를 사용하는 등 ‘환

경친화적’이거나, 장애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등 ‘사회친화적’ 속성을 구현한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불어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소비를 제안하는 브랜드 활동을 확

그림 8. 전과정평가를 통한  

제품 환경발자국 측정 및 저감

출처: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그림 7.  

(좌)  국내 뷰티업계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

(우)  SK E&S와의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

출처:	아모레퍼시픽	홈페이 출처:	전기신문

탄소발자국	측정	및		

저감	인증	제품

물	발자국	측정	및		

저감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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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다 사용한 공병을  

물 세척 후 해당 매장에 

가져갑니다. 매장에서  

반납시 유리와 플라스틱을 

꼭 분리해 주세요.

STEP 3

공병을 재질별로 

나누어 재활용 

업체로 운반합니다.

STEP 2

수거된 화장품 

용기는 배송차에 

실어 물류센터로 

배송합니다.

STEP 4

파쇄, 세척 후 화장품 

공병 및 매장 집기, 

화분, 의자 등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대 전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내외에 확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의 조화로운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아모레퍼

시픽 다양성&포용성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인식 향상을 위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사이클, 화장품 폐공병에 새 생명을14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9년부터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그린

사이클’을 진행해왔으며, 2021년까지 전국 아모레퍼시픽그룹 매

장에서 수거한 화장품 공병만 해도 2,354톤에 달한다. 이니스프

리는 지난 2021년 NEW ‘공병 프리퀀시’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다 쓴 공병을 반납하면 기존의 뷰티포인트 

적립은 물론, 추가로 ‘공병 프리퀀시’ 스티커를 적립해주었다. 이렇게 수거된 화장품 

공병은 리사이클링recycling하거나 창의적 예술작품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하는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그린사이클 활동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제품, 매장 인테리어(예, 매장용 바닥재

와 집기용 상판) 등 일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업계 최초로 ‘플라

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테라조 기법’15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했다. 첫 

번째 벤치는 2020년 천리포수목원에 설치했으며, 이후 삼표그룹 등과 협업해 만든 

14
아모레퍼시픽(2021.03.18.).

15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 반납한 

화장품 공병 분쇄품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섞은 방식을 말한다

그림 9. 아모레퍼시픽 공병 수거 

프로세스

출처: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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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벤치 8개를 서울시 종로구청에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 벤

치를 추가로 기증해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시민으로서 자원재활용의 의미를 고객

에게 전달해온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은 업계가 ESG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의 창의적인 재활용 방법을 

모색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공감, ESG 경영의 핵심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ESG 경영을 추진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사

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소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소명을 ESG 관점으로 해석하면, ‘고객과 사회, 대자연

과의 공감을 토대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ESG

경영은 기업 소명 달성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매우 유용한 나침반이자 도구라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ESG 경영의 핵심을 ‘공감’이라 보았다. 모든 전략과 실행안은 기

업 생태계를 둘러싼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속한 글로벌 커뮤니티 및 대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그들이 가진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공감의 저변을 넓혀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객의 일상에 아주 밀접하

게 닿아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지속가

능한 비즈니스의 모습이다.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ESG 경영을 실천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고객과 사회, 자연과의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더 

아리따운 세상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구생태계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기업들 역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을 경영활동의 중

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브라우어의 말처럼, 환

경이 오염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시장이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기업간 경쟁은 위기

를 기회로 누가 먼저 만드는가가 결정할 것이다. 

나가며

그림 10. 업사이클링 벤치

출처: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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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Carroll School of Management

BC CCCTHE

CITIZEN

VIRTUAL MARCH 15-17, 2022
BOSTON, MA APRIL 24-26, 2022



	 	COVID-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대규모	컨퍼런스가	다시	

개최되는	붐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컨퍼런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전문	연구·교육기관인	보스턴컬리지	기업시민센터(BCCCC)도	

국제	기업시민	컨퍼런스(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2022를	보스턴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400여명의	기업시민관련	전문가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학습한	자리에	

함께	가보자	

국제 기업시민 컨퍼런스ICCC는 기업시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시민에 대

한 최대규모 논의의 장이다. 美 명문사학 중 하나인 보스턴 칼리지의 기업시민연구

BCCCC RESEARCH

김용근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부소장  

인문사회학부 겸임교수

보스턴컬리지 기업시민센터BCCCC 주관 

『국제 기업시민 컨퍼런스 2022』  

리뷰

출처:	BCCCC	홈페이지

그림 1. 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2022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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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ow Chemical의 비즈니스 임팩트 펀드 그림 3. DTE Energy의 조경사 육성프로그램

센터BCCCC가 주관하여 매년 기업시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하는데, 올해는 

COVID-19 확산이 다소 안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보스턴

에서 3일간(4.24~26) 진행되었다. ‘Better, Bolder, Brighter’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미국 내외 기업시민 관련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하여 Sustainability, 

ESG, Net-Zero, Volunteering, 조직문화, 리더십 등 기업시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에 대한 사례발표와 주제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컨퍼런스 첫날에는 기업시민 관점에서 혁신적인 기업 대

상 시상도 이루어졌다. 작년 말부터 지원한 후보 기업들 중 전문가 패널심사를 통

해 4개 영역별 수상 기업이 발표되었는데, Dow Chemical, DTE Energy, FedEx, 

Popular가 각 영역별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Corporate 

Citizenship Innovation Awards는 기업시민 관점에서 앞선 생각과 실천을 하고 있

는 기업을 ① Social-Impact Changemaker ② Transformative Partnership ③ 

Eco-Innovator ④ Innovation Amplifier 4개 영역별로 시상하고 있다. 

먼저 Social-Impact Changemaker는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만

들어낸 기업에게 주는 상으로, Dow Chemical이 선정되었다. Dow Chemical이 

2016년 설립한 Dow’s Business Impact Fund가 브라질, 인도, 가나 등 전세계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엑셀러레이터로 인

정받는 것이 선정 배경이었다.

Transformative Partnership은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로 DTE 

Energy가 선정되었다. DTE Energy는 디트로이트시 정부와 함께 본인들의 전기공

급 업무와 관련 있는 Tree Trim Academy(조경사 육성프로그램)를 통해 지역 내 안

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 공급망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출처:	Dow	Chemical	홈페이지 출처:	DTE	홈페이지

본사  미국 미시간 미들랜드

CEO 짐 피터링

대표  하워드 웅거라이더

창립자  허버트 헨리 도우

창립 1897년

본사  미국 미시간 디트로이트

CEO 제리 노르시아

직원 수  10,300 (2021년)

창립  19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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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다.

Eco-Innovator는 Net-zero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평가하여 FedEx를 선정하였

다. FedEx와 Third Derivative는 함께 기후솔루션을 위한 연구, 투자자, 기업, 혁신

가를 연계하는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CISION	PR	news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Innovation Amplifier 수상자는 혁신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한 

푸에르토리코에 기반을 둔 금융기업 Popular가 선정되었다. Popular는 “Think and 

Do Tank”로서 새로운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Seed Fund 운영 등

을 해왔고, 헌신적인 스탭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주목받 

았다.

출처:	POPULAR	홈페이지

컨퍼런스는 사례 공유 및 대담 형태의 메인 세션General Session, 5개 세부주제에 

대한 분과별 세션Breakout Session으로 구성되었고, 기업, 기관, 학생 등이 함께 토론하

본사  미국 테네시 멤피스

CEO 프레데릭 W. 스미스

대표  라즈 수브라마니암

창립자  프레데릭 W. 스미스

창립 1971년

본사  미국

창립 1961년

모회사 포퓰러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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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2 Corporate 

Citizenship Innovation Awards 

수상자

* (좌측부터) 캐서린스미스 BCCCC센터장과 후원사 Weil, 수상기업 Dow Chemical, DTE Energy, FedEx, Popular

고 네트워킹하며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메인 후원사인 Weil 로

펌이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 등 아이비리그의 로스쿨과 함께 진행한 ‘Weil Legal 

Innovator’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General Session으로 시작하였다. 이날 세션에는 

직접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비영리기구NGO와 함께 사회가 직면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다루는데 참여한 하버드 

로스쿨 관계자 및 학생은 본인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히 

털어놓아 청중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출처:	Weil	홈페이지

	

Breakout Session은 ① Lead and Learn Case Studies ② Community Invest-

ment & Social Impact ③ Strategy & Organizational Change ④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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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ommunications & Reporting 5가지 영역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

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영역 구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의 경우 ESG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환경, 공시, ESG 평가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나, 컨퍼런스에서

는 기업시민이라는 큰 화두 아래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 공시, ESG 

평가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조직문화로 내재화하여 직원들의 몰입을 유도할 것인

지, 조직 내 다양한 세대들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러한 과

정에서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등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Closing Keynote 연사로는 우주 비행사 Ron Garan이 나섰는데, 과거 

현역시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그 어떤 별보다도 아름다웠다고 설명하였다. 그 

아름다운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구호에 수많은 청중들이 

환호와 박수로 맞았다. 국내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우주 비행사이기도 하지만, 우

주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미국의 우주산업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 

그림 5. 2022 국제 기업시민 컨퍼런스 구성 및 세부 주제들

 Weil 로펌과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로스쿨이	함께	한 ‘Weil Legal Innovator (WLI)’	
소개

General Session

 DOW CHEMIAL (Social-Impact Changemaker), FedEx (Eco-Innovator),  
DTE ENERGY (Transformative Partnership), POPULAR (Innovation Amplifier) 
수상

Innovation  
Awards

Day 1
Weil 하버드 로스쿨 발표

Liberty Mutual 보험사, Bank of America, Altria, PNC Bank	사례	소개General Session

1 	  Lead and Learn Case Studies: EY, Takeda, MASSACHUSETTS	등의	기업시민	
참여	유도	사례	등

2 	  	Community Investment & Social Impact: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새로운	
기업의	공헌활동	트랜드	등

3 	   Strategy & Organization Change:	조직	내	다양한	세대의	사회적	관심,	
기업시민	전략	Refresh	등

4 	   Sustainability: 공급망과	ESG	기회,	Net-zero	추친방안,	Scope 1~3	다음인	
Scope 4	논의	등

5 	  	Communications & Reporting:	ESG	리포팅의	미래,	이해관계자	관리,	
기업시민	알리기	등

Breakout  
Session

Day 2

Liber Mutuak PNC Bank 발표

	우주비행사	Ron Garan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소중함에	대해	강연	’23년	
글로벌	기업시민	컨퍼런스(ICCC),를	후훤하는	Target社부회장의	클로징

Closing Keynote

WELLS FARGO의	‘비영리분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소개General SessionDay 3
우주비행사 Ron & Target 부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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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왜 미국인들이 엔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 

었다.

ICCC는 매년 메인 스폰서 기업이 후원하는 곳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23년 컨퍼

런스는 Target社 후원할 예정이며 본사가 있는 Minneapolis(미네소타주)에서 4월말

(4.30~5.2)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위상 향상으로 아시

아 기업 사례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BCCCC에서는 ’23년에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SG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알

려지고 인정받게 된다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Pop과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가 전 세

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Management 측면에서도 ESG 이슈 대응과 사

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업시민들이 소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6. 컨퍼런스 진행 및  

연사들의 한국 기업 사례에 대한 

관심

출처         •  BCCCC 홈페이지(https://ccc.bc.edu/content/ccc/international-corporate-citizenship-conference.html)

•  CISION PR news 홈페이지(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third-derivative-launches-innovation-

ecosystem-to-accelerate-climate-solutions-301181350.html)

•  Dow Chemical 홈페이지(https://corporate.dow.com/en-us/about/partnerships/citizenship/sustainable-solutions.

html)

•  DTE 홈페이지(https://empoweringmichigan.com/tree-trim-academy/)

•  POPULAR 홈페이지(https://newsroom.popular.com/Spanish/comunicados/comunicados-details/2018/

Emprendimiento-es-la-base-del-plan-para-Echar-Palante-asevera-alianza-multisectorial/default.aspx)

•  Weil 홈페이지(https://www.weil.com/weil-legal-innovators)

* Stanford大에서 Case화한 

  ‘POSCO: Corporate Citizenshi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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