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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완전하게 파고든 기후위기 시대.

지구 온난화  ‘코드 레드’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매거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우리는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매거진의 흐름과 세부 내용, 디자인을 기획했습니다.

모든 기획의 뿌리는 ‘독자가 이 매거진을 통해 

‘인지-이해와 공감-실천’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

 첫 호의 주제는 ‘탄소중립X기후변화’입니다.

KIER 김종남 원장 인터뷰,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의 칼럼,

KIER 정책연구실의 에너지기술 및 정책 칼럼 등 각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왜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해야 하는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KIER 정책연구실의 첫 매거진, 

<Below 1.5℃>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매거진 안에 담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진심’입니다.

이 매거진을 읽으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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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탄소사회의 종말> 저자)
일러스트. 신디강

기후변화를 주로 환경문제로 생각해 온 사람이라면 ‘기후와 인권’의 조합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인권, 환경, 여성, 복지, 교육, 아동 등 전문 영역별로 나누어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특정 

영역의 문제라기보다 지구 전체와 인간사회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조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각종 악영향을 환경에만 국한하여 다루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권에서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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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덜 나쁜 미래로 만들어 보자는 방어적 논리로 

구성된 대책이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을 아무리 낙관적이고 

참신한 구호로 수식한다고 해도 이 같은 객관적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기후대응에 있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치가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을 노동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다. 정의로운 

전환이 그린뉴딜의 중요한 축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정책에 더하여 기후-생태 위기 

시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녹색 사회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동안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속한 계층과 회복탄성력이 낮은 계층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이 사회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계속 전달될 

것이다.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사회적 

응집력이 와해하면서 빈부격차와 실업률 증가, 빈곤층, 

노년층, 장애인, 여성, 토착민, 사회의 소수집단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역사가 보여주듯 사회적 응집력이 

떨어지고 생존조건이 열악해질수록 불만세력이 결집하고, 

약자-소수자-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커지기 쉽다. 혐오와 증오범죄 등 온갖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질이 과거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더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작동양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한다. 그 상태에서 심리적 정상화 기제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인간은 대단한 적응력을 갖고 있으므로 악화한 상황을 

심리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생활의 측면에서 하향 적응력을 

재빨리 작동시킬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해야 한다. 끔찍한 미래가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회정의와 불평등 

감축의 당위성을 실천하는 쪽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사회가 집단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회정의에 눈을 뜨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아무리 상황이 

기후-인권 감수성이란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다룬다는 말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스토리텔링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기후변화의 통상적 서사는 

이렇다. ‘인위적 온실가스가 기후위기를 초래했으므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의 통상적 서사는 

이렇다. ‘정부나 기업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들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보려면 그 전제로서 ‘기후-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 즉 

‘천재(天災)’로 피해를 보면 흔히 ‘불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딱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난, 즉 ‘인재(人災)’로 피해를 보면 

‘불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본다는 말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이상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다. 

이것이 기후-인권 감수성의 핵심이다.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대표적 인권은 생명권을 위시해서 

생존권, 건강권, 생계권, 식량권, 차별과 혐오, 주거권, 환경권, 

스포츠권 등 거의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기저질환자, 토착민, 야외노동자,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특히 민감하게 받는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기후 

나빠져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논리, 정당화하는 이론, 달콤한 

선전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회현실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한 세대 

후에나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있는 오늘 당장 눈앞의 사회적 격차와 빈곤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끔찍한 미래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프랜스 티머만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저탄소 경제를 창조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사회정책과 기후정책이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탄소중립이 

되더라도 일자리나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위협이다.” 크게 공감이 가는 발언이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따라서 탄소감축과 불평등 감축을 결합한 이중 감축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인권과 정의에 바탕을 둔 

기후정책과 녹색 사회복지가 동시에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사람들이 터를 잡은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후대응의 첫 조치이다. 그것을 통해 인권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후-생태 위기 극복의 위대한 드라마를 써야만 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상황에서 부자들은 돈으로 생존을 사고, 

빈곤층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정의 관념을 국내에서는 계층 간, 성별 간에 적용하고, 

국제적으로는 남반구와 북반부 간에 적용하고, 세대적으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적용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해 보자. 지금부터 2050년까지 계속 기온이 오르다가 

탄소중립 시점부터 그때까지 상승한 수준에서 기온이 고정될 

것이다. 당연히 2050년까지 기상이변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며, 탄소중립이 되더라도 기후조건이 금세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탄소중립은 객관적 기후 조건을 

더 좋게 만들자는 대책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탄소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의 암울한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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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미래가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회정의와 

불평등 감축의 당위성을 

실천하는 쪽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종료 시점이 없이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셋, 탄소중립 - 탄소 배출(+)과 탄소 흡수(-)를 같게 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신기후체제의 당면 목표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이다. 탄소중립(넷제로)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산림 등에 흡수되는 온실가스 

양이 같아져서  온실가스가 더 이상 지구에 누적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넷, NDC(국가자발적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각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에 NDC(국가자발적기여)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NDC는 ‘하향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각 국가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제안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받는다. 

파리협정은 당사국에게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 및 

보완한 NDC를 제출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파리협정에 동의한 195개 국가가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담은 NDC를 2020년 말까지 제출 완료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부 선진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아젠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2020년 12월 30일 NDC와 LEDS(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를 제출했다. 

앞에서 살펴본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지, 기업들이 굳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저탄소 기반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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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세계기상기구·유엔환경계획,
첫 기후총회 개최

2015년 11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최종 타결:
개도국 등 195개국 참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

2019년
유럽을 시작으로 주요국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신기후체제

2020년 10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

2020년
국가별 NDC 제출:
향후 5년마다 수정 및 보완한 NDC 제출 예정

2001년 7월
미국을 배제한 교토의정서 이행규칙에 합의

2010년 11월
칸쿤 합의 채택,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 행동 결의

2011년 12월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상개시 합의

2012년 12월
교토의정서 적용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의정서 채택

2013년 12월
각국,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 제출 합의

2014년 12월
2015년 합의문 주요 요소 채택, NDC 제출시기 구체화

Tim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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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우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은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 -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2015년 파리에서 

개최한 당사국총회(COP21) 회의에서 채택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한 COP21에서 도출한 합의문이어서 

파리협정이라고도 부른다. 파리협정이 채택된 지 5년이 

지난 2021년은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는 해이다. 올해부터 

교토의정서(1997년)를 대신하는 신기후체제가 열린 것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교토의정서는 공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체제 지속이 불확실했지만,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교토의정서, 교토프로토콜이다. 

최근 미디어에서 신기후체제, 탄소중립, NDC 라는 

새로운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개념이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네 가지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하나, 교토의정서 - 1997년 교토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의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각국 정상이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본격화되었다. 선진국에 속하는 38개국이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 목표율을 설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최초로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1.

2.

4.

3.

글. 이유아, 유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Conference of Parties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요? 얼마 전까지 2℃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1.5℃로 바뀐 거죠? 지금보다 1.5℃ 이내로 억제하면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1.5℃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100년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즉 19세기 후반과 비교했을 때 1.5℃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인류가 이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도부터 

계속 상승하여 평균 14℃에서 1℃ 정도 오른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 억제를 위해 남은 온도는 0.5℃입니다. 

1.5°C
글. 안지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기후변화협약은 매년 개최했는데, 파리협정을 유달리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1.5℃ 상승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미 상승한 1℃의 영향만으로도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빈곤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기후협약은 당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를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195개 당사국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5.7%를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이전의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와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발도상국)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으나,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만 집중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감축뿐만이 아닌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합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지구 평균 온도 2℃ 이내 제한’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차기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진전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목표 제출과 관련 절차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지구적 협의가 무색하게 2017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미국 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소와 자동차 배출 규제를 

철폐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도록 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등 기존 환경 규제를 철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였고,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인 첫 업무로 파리협정의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식 

첫 업무의 상징성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미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방위대 역할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 목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사실 2℃ 목표의 시초는 1977년 미국 예일대학교 William 

nordhaus의 연구 <Economic Growth and Climate: The 

Carbon Dioxide Problem>에서 기원합니다. 본 연구는 인류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지난 

10만 년 동안 관측한 지구 온도 패턴을 벗어나게 될 것이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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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와 
2℃ 목표 관련 그래프 및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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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IPCC는 그 답변으로 2018년 10월 대한민국(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Global Warming of 1.5℃ Special Report)’를 전원합의로 

최종 승인하고 발간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6,000여 

건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온난화의 정도와 앞으로의 

전망, 생태계 및 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지구온도가 

2℃ 상승했을 때와 1.5℃ 상승했을 때는 그 위험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옴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수면 상승폭, 북극 

해빙 소멸, 산호 소멸, 물 부족 등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며 

그 영향에 있어 1.5℃ 제한 목표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물론 1.5℃와 2℃ 상승의 경우 모두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거주 지역 대부분에서 극한의 고온 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및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2℃ 온난화의 경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1.5℃ 온난화에 비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0cm 더 상승함에 

따라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등의 빙하 소멸이 진행되고, 

해양생태계·연안자원·어업의 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건강, 생계, 식량과 물 공급,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거주불능 상태의 지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5℃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량 0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협상 과정과 

지구온도 상승 억제 논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1.5℃ 목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넷제로,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으나, 적극적 

실천과 목표 달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인류와 생태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떠한 억제도 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4℃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1996년 유럽연합이사회는 EU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550ppm 미만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 목표가 

처음 논의된 건 2009년 코펜하겐 협정입니다. 이 목표 논의의 

배경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자문기구인 IPCC가 2007년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AR4)에서 제시한 대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10년 

칸쿤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2℃ 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2°C목표를 둘러싼 논쟁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적에는 모두 동의하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과학전문지인 <Nature>에 ‘지구 온도 상승 2℃ 제한’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는데요.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적합한 지표가 

아닐뿐더러 지구 온도 상승 2℃ 제한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목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실제로 노력이 부족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을 가장할 수 있고, 과학적 측면에서는 인류가 

기후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으로써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제안한 목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에서는 IPCC AR5 Working Group III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2℃ 목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목표는 있을 수 없지만, 온도 상승  

영향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또한, 2℃ 목표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촉발했으며,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는 1.5°C…

파리협정이 채택될 당시 당사국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요청으로 기후변화의 증거와 영향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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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이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인류가 진화한 방식을 통

해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에 있

어, 어떤 이유로 인류의 뇌 진화 과정이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 관련 주요 타임라인

1988
11월

1992
5월

1997
12월

코펜하겐 합의 
내용에 2℃ 
목표 포함

IPCC 제4차 
보고서 발표 후 
국제적 공감대 
형성

2009
12월

2007
6월

2015
12월

2010
12월

2016
8월

2018
10월

칸쿤 합의에서
2℃ 목표 
공식화

파리협정 및
IPCC의 
‘1.5℃ 특별보고서’ 
준비

‘1.5℃ 
특별 
보고서’ 
작성 착수

제48차 
IPCC 총회(송도) 및
IPCC의 
‘1.5℃ 특별
보고서’ 승인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 검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IPCC)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첫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채택

유엔
기후변화
협약 채택
(UNFCCC)

1996년 EU 환경위원회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

코펜하겐 합의 주요 내용

“…strengthening the long-term global 
goal (2℃)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knowledge, including in relation to a 
global average temperature of 1.5℃…”

파리협정 제2조 2항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above 
pre-industrial levels…”

‘1.5℃ 특별 
보고서’ 준비 및 
3차례 검토 

2009.12월1997.12월 2015.12월

이 외, 극한기상,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보건, 곡물 수확량, 어획량, 경제성장 등에 관련된 위험(리스크) 모두 1.5℃ 보다 2℃ 온난화에서 높음(수치적으로는 제시되어있지 않음)

출처 :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 Summary for Policymakers” (2018, IPCC)

구분 1.5°C 2.0°C 비고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

중위도 폭염일 온도 3°C 상승 4°C 상승 -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C 상승 6°C 상승 -

산호 소멸 70-90% 99% 이상 -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2°C에서 두 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면적 6.5% 13.0% 2°C에서 두 배

대규모 특이 현상 중간 위험 중간 - 높은 위험 -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약 10cm 차이. 인구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남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복원 가능) 10년에 한 번(복원 어려움) 1.5°C 초과 시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지구온난화  1.5°C와 2.0°C 주요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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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중립의 길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73.1백만톤CO2eq.으로

(감축 후 배출량 536백만톤CO2eq.)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 

백만톤CO2eq.
 으로 1990년 대비 149%,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이어 11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형 산업/경제구조를 

가진 국가(GDP 중 제조업 비중 27.7%(’19), 수출의존도 

32.9%(’19), 총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97.3%(’18))로 특히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단위 GDP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투입량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는 2019년 

기준 0.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인 

35위이며, 이 외에도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GDP 성장과 에너지 소비량이 반비례를 나타내는 데 

글. 유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오랜 시간 담론으로 존재하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은 작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불이 붙은 모양새다.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목소리로만 그쳤던 

것이 국가적인 실천 계획과 규제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지구의 날을 계기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 

드디어 실체를 갖춰가고 있다.

(단위 : MJ/USD)OECD 국가별 에너지 집약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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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디커플링 현상), 우리나라는 비례양상을 보이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비교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을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찍이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보급 확대와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이미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8%에 이르러 화석연료발전량(37%)을 

앞질렀으며, 2050년까지 65%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을 40GW, 풍력을 300GW까지 

보급하고 전기차와 수전해 설비의 확대, 에너지효율 제고, 

순환경제, 건물 리노베이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수립하였다. 

6월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법제화한 유럽기후법을 통과시켰으며, 7월에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개정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32.5%에서 26~39%로 향상하며,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 

판매량 누적 3000만대 보급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통해 2050년까지 운송분야 탄소배출량을 90% 

감축하고, 2030년까지 40GW의 수전해 시스템 설치 및 

1000만톤의 그린수소생산을 포함한다. 특히 2023년부터 일부 

산업분야에 탄소국경세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할 것을 언급했다. 이처럼 유럽은 현재까지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함과 

동시에 존 케리 기후특사 임명,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녹색경제’를 주장했던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하여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식화하였다.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은 2019년 발표된 

그린뉴딜 결의안의 맥을 잇는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을 위해 임기 4년간 2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일자리 창출 역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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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90년 ’10년 ’17년 ’18년
(’20. 8 기준)

’90-’17년
증감률(%)

’16-’17년
증감률(%)

출처

1 중국 - 10,543 12,476 - - 2% UNFCCC, IEA

2 미국 6,437 6,982 6,488 6,677 1% -1% UNFCCC

5 일본 1,270 1,303 1,289 1,238 2% -1% UNFCCC

11 대한민국 292 656 710 728 143% 2% -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17 기준 순위) (단위 : 백만톤 CO2eq.)

12

13

16

17

18

19



국가 EU 미국 일본 중국

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32%(현) → 65%(’50) 100%(’35), 1,500GW 50-60%(’50) 비화석에너지 비중
15.8%(’20) → 25%(’30)

태양광 13MW(현) → 40GW 패널 5억 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실증 460GW(’20) → 1200GW(’30)

풍력 12GW(현) → 300GW 터빈 6천만 기 30~45GW(’45)

친환경차 전기차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
6%(’15) → 24%(’30)

5년 내 스쿨버스 50만대, 
공공기관차량 300만대 보급
5~9%(’24) → 100%(’45)

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 비중

신차 중 신에너지차 비중 
50%(’35)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100%

수소차 10년 내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그린수소 공급

수소 연료 확대 기조와 
더불어 수소차 공급 확대

100만대(’30), 상용차 100% 
수소차 전환

충전소 100만 개(~’25) > 50만 개

수소 수전해 설비
6GW(’24) →  40GW(’30)

수소·암모니아의 연료화, 공급
가격 10엔/Nm3(’30),
석탄화력 암모니아 혼합연소 
비율 확대/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 개발(’50), 
1억톤 규모 공급망 구축

기타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탄소조정세 도입 논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내 핵심기술분야 개발·보급계획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후·청정에너지 총괄 연구 프로젝트인 

ARPA-C의 신설과 더불어 미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5억 기, 풍력 터빈 6천만 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비중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2045년까지 

100% 전기화할 예정이며, 10년 내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그린수소(탄소배출이 없는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10% 미만에서 

50~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육상풍력보다 상대적으로 

대비 뒤늦게 탄소배출권 관련 법안을 도입하였다(2021년 2월).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5%로 향상하기 

위해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보급을 

1,200GW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대를 

통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국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5억3,600만 

톤으로 연내 상향을 목표로 한다. 또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021.3.)’,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2021.3.)’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5%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소연료의 확대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 수송 분야의 친환경화, 산업공정 효율 향상, 

CCUS, 바이오연료 활용 등을 중점 분야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정책은 그간의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산업형태를 바꾸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만을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것일까? 

변혁의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목적 아래 미래의 주도권, 

특히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은 뉴딜이나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일자리,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고효율화는 물론, 모든 산업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친환경 수송 수단(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 선박, 항공기 등) 보급 확대, 이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등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곧 마주할 변혁의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중공업, 중화학,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 역시 같은 상황이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형 

입지 제약에서 자유로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불안정하여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소의 

기술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암모니아를 석탄화력 발전과 

수송수단의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개발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은 산업 고도화로 인해 COVID-19가 시작되기 전까지 6% 

이상의 GDP 성장을 지속해오던 국가임과 동시에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급격한 산업의 전환과 

단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20년 9월,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타 국가 

산업구조는 탄소중립 정책에 의한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비해 가격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산업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 ‘탄소국경세’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큰 허들이다. 탄소국경세는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기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탄소중립 

선도국인 EU가 꾸준히 추진해온 제도이다(2023년 도입 예정). 

즉,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에 이어 향후 도입국가가 확대된다면 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규범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산업 성장의 제약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인식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산업의 방향성은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질서에 빠르게 적응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뒤처지지 않고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여 

완전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다. 

특히 연내 상향될 NDC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R&D 투자와 

기술 보급 및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 수송수단 보급 확대 등 신기술 개발을 

전제로 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시일 

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상용화의 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구체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고려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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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U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탄소중립 목표연도 2050년 2050년 2050년 2060년 2050년

온실가스감축비중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2005년 대비
52%

2013년 대비
46%

GDP원단위
2005년 대비 65% 
감축

2017년 대비
24.4%(상향 예정)

핵심기술분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제고
순환경제
건물 리노베이션
스마트 수송전략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송)

전력부문 탄소배출 
‘0’(’35)
건물 효율 제고 
리노베이션
에너지빈곤층 지원
CCUS 개발 확대
첨단원자력 기술

수소·암모니아 연료화 
효율제고
원전 재가동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분야의 탈탄소화

재생에너지 확대
CCUS 연계 화력발전 
친환경차 확대
효율제고
순환경제 

국가별 탄소중립정책의 목표
20

21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목적 아래 미래의 주도권, 

특히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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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망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번번이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린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시간이 흐르면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들끓던 후회도 고통도, 희미해진 기억에 어느새 잦아든다. ‘망각의 동물’이라 일면 다행인 인간.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까지 망각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망각을 딛고, 몇십 년 전 우리가 스스로 예견했던 그 현실과 함께 찾아왔다. 지금 

전 세계의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국가도 국민도 기업도 출연연도,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지금. <Below 1.5℃>는 탄소중립 전문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을 만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매 순간, 우리는 ‘탄소중립’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왜 해야 할까요?”

인터뷰 시작 직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Below 1.5℃> 매거진 취재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탄소중립, 왜 해야 할까. 머릿속에는 그간 뉴스를 통해 봐왔던 

극지방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아 많은 문제가 파생한다는 

것, 호주와 캘리포니아의 산불, 탄소세(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이슈 등이 스쳤다. 하지만 곧이어 ‘이 

문제를 내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불쑥 올라왔다. 탄소중립이라는 단어에 온통 뉴스에서 

다뤄지는 이슈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그저 한 명 한 명의 사람일 뿐이지만 사회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일까,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고민하며, 누군가는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직격탄을 맞는다.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또한 엄청난 비용이 드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는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기업의 탄소중립 이슈를 꼽자면 ‘탄소국경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Kim Jong-nam

22

23



적은 국가로 상품 등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22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이 탄소국경세, RE100 등 기후위기 이슈에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니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나라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버틸 수 없죠. 재생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해 기업 운영이 힘든 나라는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남 원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그 

발전소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리라는 것. 이로써 자연스럽게 

지역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의 

문제다.

혁신적인 에너지기술 개발을 이루어낼 연구현장이자

국가 에너지기술 정책의 싱크탱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77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연구기관이자 국가 에너지기술 정책의 싱크탱크로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네 가지 

대과제를 선정했다.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수소 공급 및 

활용기술 개발, 스마트 에너지기술 개발, 탄소계 에너지 청정 

활용기술 개발이다.

“혁신적인 에너지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달성해야 하는지, 얼마나 연구해야 하는지, 연구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하고 시책을 집행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민간위원장,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그 외 많은 연구원이 국가 

탄소중립·에너지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에너지 기술 투자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탄소중립 

마켓’이다.

“음식물을 생산하는 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더욱 강합니다. 연간 배출량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상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에서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탄소중립 마켓’도 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하기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종남 원장과 취재팀은 탄소중립 실현 

이후의 세상을 상상해보았다.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 

편의성이 더욱 강화된 대중교통 인프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김종남 원장은 어느 공간이든 빈 곳이 있으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형미 구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원격교육과 원격근무의 

일상화…… 지금과는 참 많이 다른 세상이겠지만, 꼭 살고 

싶은 세상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한 세상, 우리 모두의 꿈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절실한 목표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통해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

다. 이 생중계 연설이 화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흑백영상이 송출되었다는 점이

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하고, 고화질 영상을 이용

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쇄물도 마찬가지다. 인쇄물은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출력하는 것

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Below 1.5℃> 매거진 또한 이러

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Interview 코너를 흑백으로 기획했다.

혁신적인 에너지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달성해야 하는지, 

얼마나 연구해야 하는지, 

연구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하고 

시책을 집행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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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기후협약 그리고 조직

2015년 9월, 뉴욕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가 열렸다. 현재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전체 유엔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회의이기도 하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바다와 숲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임을 밝히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이 필수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급적 1.5℃로 제한한다는 

장기 목표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참여하며,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 및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UN은 목표치가 너무 낮다며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글.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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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① 2050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해야 할 것
②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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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투자
② RE100 등 이니셔티브 참여 

③ 외부감축사업 추진 
④ 탈 탄소 기술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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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파리협정은 작년 말로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신해서 

올해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 등으로 여느 때보다 환경이 중요해진 요즘, 각 조직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에 대해 기회보다 위기로 평가하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7.3%가 ‘2050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는 기업이 42.7%나 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이 ‘경쟁력 약화 위기’(59.3%), 

‘업종 존속 위기’(14.9%)라고 응답한 기업이 74.2%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단어의 첫 단추, 환경

최근 ESG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년 전부터 ESG 경영을 선언한 

기업이 등장했고, ESG 전담조직과 ESG 위원회를 만든다는 소식도 종종 접할 수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앞 글자의 조합어이다. 과거에는 기업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이윤 동기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가치 이외에도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및 

프로세스인 거버넌스와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즉 ESG 경영이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는 투자 철학과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지속가능성’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지구)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은 전자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최근 ESG라는 단어를 통해 접하는 

지속가능성은 후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SG,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은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 기후변화를 콕 찍어서 언급하며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나 SASB(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ESG에 대한 성과를 공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ESG 중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ESG 중 거버넌스가 가장 취약하므로 거버넌스부터 잘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ESG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해당 조직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고 보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ESG는 공시기준과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중 환경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 ‘탄소 배출’, ‘제품 탄소발자국’, ‘물 자원 관리’,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투명한 보고’, ‘친환경적인 

사업장 운영’, ‘환경 관련 정책 및 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이슈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업은 잘 대응하고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1%에 그쳤고, 대응계획 중이라는 기업은 33.8%, 

그리고 35.2%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도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투자(75.5%)’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외에 RE100 등 이니셔티브 참여(9.3%), 외부감축사업 

추진(7.6%), 탈 탄소 기술개발 참여는 7.2%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의 노력, RE100

위 조사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바로 ‘RE100’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하는 단어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단체는 RE100 프로젝트위원회에 이행계획을 내고 매년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구글, 애플, SK그룹(6개 기업) 및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하여 322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21. 6월 기준). 특히 작년 말 국내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SK그룹의 6개 기업은 연간 

31테라와트 이상, 한국 전력 사용량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사용 중으로, 2050년까지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국경세 등 

예견되는 무역장벽에 대처하는 경영 전략의 의미도 담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면 수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무역장벽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2030년부터는 전 공급망의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미 17개국 71곳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서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BMW, 폭스바겐, GM과 

같은 완성차 업계도 그들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RE100 실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우리를 만든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 조직이 취해야 할 기후행동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기후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고 멈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기 위한 활동으로 ‘환경부하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어려운 기후행동은, 지금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개발과 발전을 해온 기존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즉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당연하게 해온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사업의 방법을 멈추는 

것부터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조직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 ESG 등을 언급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창한 다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6분간 어른들을 침묵시킨 12살 소녀 세번 스즈키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망가뜨린 지구를) 고치는 법을 모른다면 이제 망가뜨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우리를 만듭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조직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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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는 현재 77억 9,479만여 명, 한국은 5,178만여 명이다. 전 세계 석탄발전소 용량은 2,047GW이며, 

자동차는 13억 대, 소는 15억 마리에 이른다. 또 쉬지 않고 가동되는 수많은 공장과 비행기, 선박 등등··· 

지금도 곳곳에서 온실가스가 펑펑 뿜어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세계가 조금씩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다짐은 곧 경제와 산업, 일자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자리 전환’ 가속화, 이젠 생존의 문제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다. 하나는 기후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이다. 

이 두 위기는 세계적이고, 그 영향은 지역적이다. 

유럽노동조합연합 지도자들은 말한다. “파괴된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라고. 이들은 EU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설 것과 탈탄소가 어려운 지역과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기존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했다.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고용 

충격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중 한국의 실업률은 3.1%이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발표되었다. 경제 불황과 침체, 보건의 위기, 기후 변화와 

환경의 위기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8%

(약 73.4조원)를 투자하여 6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서 찾은 녹색일자리 창출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인 

만큼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일자리를 

늘릴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그중 해상풍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하면 탄소배출도 미미한 수준이며, 원자력 발전처럼 방사능 

위험도 없다. 발전기가 바다에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지보다 주변에 피해를 덜 준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바닷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남 신안에 조성될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들 수 있다. 2030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자해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4,006개(풍력발전 설비 제작·조립 등 1,300개, 발전단지 

유지보수 2,706개),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 사업 활성화로 

간접 일자리 11만 3,506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전남과 목포시,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부품의 국산화와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최적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간과 지구, 모두를 위한 가이드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애플은 2020년 7월,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플의 전체 탄소배출량 중 

직접배출 Scope 1은 1% 미만, 간접배출 Scope 2는 0%이며, 

애플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 중이다.1 

또한, 자사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한 

상태며, 이를 협력업체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즉, 협력업체들 역시도 2030년까지 애플 부품을 만드는데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투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네바다주 리노 외곽의 태양광 현장 발전 프로젝트는 Solar 

Builder 잡지에서 ‘올해의 공공서비스 규모 프로젝트’로 

인정받았으며, 236개의 청정에너지 건설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중 90% 이상이 네바다주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란 말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녹색 경영을 표방하듯이 

홍보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런 기업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향후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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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은 성격과 범위에 따라 Scope 1(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 Scope 2(각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전기와 스팀을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 Scope 3(물류, 출장, 

공급망 및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배출) 등 3단계로 구분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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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유아, 김경택, 최지영, 안지석, 유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최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하면서 배출이 불가피한 이산화탄소 처리를 위한 CCU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은 화력발전,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석유화학산업과 같이 화석연료의 연소 및 특정 공정 중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하여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다. 

IEA는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기술의 기여도를 CO₂ 총 감축량의 18% 수준, EU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7% 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CCUS는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화 등 다양한 기술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CO₂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 부문 공정에 CCUS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2050년에 LNG 발전과 

전기화가 진행되더라도 공정 특성상 어쩔 수 없이 CO₂가 발생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산업에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CO₂ 포집기술은 여러 물질이 혼합된 배가스에서 CO₂를 포집·분리하는 기술이다. CO₂ 포집·분리 공정의 위치에 따라 연소 

후 포집, 연소 전 포집, 연료 연소에 공기 대신 산소를 이용하여 연소 후 순수한 CO₂ 분리가 가능한 순산소 연소로 구분한다. 

CO₂ 저장 기술은 포집한 CO₂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중과 해저 등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CO₂ 활용 기술은 

포집한 CO₂를 화학적·생물학적 등의 변환 과정을 거쳐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로, CO₂를 바로 

사용하는 직접 활용기술과 CO₂를 여타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한다.

CCUS 정책 및 설비 현황 

세계 각국의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는 향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독일은 주요 산업 부문의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CCUS 기술을 언급했다. 미국의 시나리오는 

2050년 발전 비중을 재생에너지 55%, 원자력 17%, CCUS 

기술이 연계된 화력발전 2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CCUS 기술이 연계된 화력발전과 CCUS 기술을 적용한 

산업 공급 원료의 저탄소화를 언급하였으며, 영국은 산업 효율 

증대를 위해 CCUS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CCUS 기술 상용화와 기술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법률 개정,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시행 중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45Q Tax Credit을 

통해 CCS 저장기준 $50/톤의 세제를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세제 혜택 등 CCUS 

기술 보급 활성화 및 상용화 촉진 관련 제도와 CCUS 산업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상용화 수준의 검증된 기술 및 

사업모델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야만 기술개발 및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현재 각국에 65개의 상업용 CCS 설비가 가동되고 

있으며 연간 40Mt/CO₂를 포집 및 저장한다. 2020년에만 

17개의 신규 CCS 설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미국이 12개를 

차지하며 글로벌 CCS 설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9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CCUS 분야의 

민간/공공부문 설비 투자는 감소하였던 것으로 분석되며 

그 결과 상업용 CCS 설비 용량은 2011~2017년 사이 

감소하였지만 최근 3년간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은 

13개의 상업 CCS 설비를 운영 중이거나 초기 개발 중이다. 

국가별로 소유한 시설 개수는 아일랜드 1개, 네덜란드 1개, 

노르웨이 4개, 영국 7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0개의 상업 

CCS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1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상업 CCS 설비 중 캐나다의 The 

Alberta Carbon Trunk Line(ACTL)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CO₂ 수송 인프라로 연간 14.6백만 톤 규모의 CO₂ 

수송이 가능하다. 한편 호주의 The Gorgon Carbon Dioxide 

Injection Facility는 연간 4백만 톤의 CO₂를 지중 저장한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Valero Energy Refinery의 스팀-

메탄 개질기는 CO₂를 흡수하여 매일 5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며, 2020년 4월 기준 6백만 톤 이상의 CO2를 포집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업 CCS 설비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이다.

CCUS 연구동향

국제적으로 CO₂ 포집시설과 CO₂ 저장소를 연계한 대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확보와 리스크 분산을 

통해 CC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CO₂ 허브·클러스터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CO₂ 포집의 경우 습식 포집 

기술을 중심으로 공정규모를 격상하는 연구가 추진 중이며, 

이 글의 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술전략센터

『CCUS 투자 전략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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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SI(2021) Global Status of CCS1.

국가 정책 및 제도 내용

미국 45Q Tax Credit CO₂ 저장, EOR, CO₂ 활용(전환) 기술 등으로 처리·활용된 
CO₂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Ⅱ CCU 연료를 의무사용 재생연료 범위에 포함

영국 Climate Change Act 2008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법정 목표화 

호주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6

영연방과 호주의 관할 구역 경계 지역에 CO₂ 저장 허용
(2020년 개정)
국경 지역 CO₂ 저장 규제의 통합·간소화 

중국 14.5 계획 및 2035 장기목표 2030년 NDC 이행을 위해 ‘’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도달 행동 방안 
제정’ 탄소포집·활용·저장 주요 시범프로젝트 추진

각국의 CCUS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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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 것

IEA는 향후 10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미래 

대규모 CCUS 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CO₂ 

저장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20).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CCUS 

대규모 실증사업조차 구체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시장 실패로 인해 CCUS 시장이 자생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고, CCS 실증사업 경험 부재로 

노하우 역시 부족하며 포집한 CO₂를 석유회수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과 같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CO₂ 지중저장 실증사업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사업 중단 및 백지화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 발표(’21.04.08)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통합 실증사업을 통해 ’25년부터 이산화탄소 

총 1,200만 톤(연간 40만 톤 급)을 저장하는 포집·수송·저장 

전주기 기술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공정 관련 연구도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CO₂ 저장의 경우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북미,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양 지중저장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CO₂ 활용의 

경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및 공정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전환 기술의 경우 제품화 및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는 CO₂ 포집시설과 관련하여 연소 배가스 대상 

습식·건식·분리막 기술의 중규모 실증이 완료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보령화력에서 10MWe급 습식 포집 실증을, 

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화동화력에서 10MWe급 건식 포집 실증을 수행하였다. 

산업공정에서는 시멘트, 제철, 석유화학 분야 벤치급 

실증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시멘트산업, 

RIST에서는 제철산업과 연계한 습식 포집 실증을 추진 

중이다. 연소 중 원천분리 기술은 해외와 유사한 규모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O₂ 활용의 경우 대부분 기술이 

학계·연구계 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단계이며, 일부 기술이 

파일럿 실증 연구 중이나, 상용화 사례는 아직 없다.

한국의 CCUS 분야 정부연구투자비는 최근 2년간 550억 원 

수준을 유지하며, 기초-응용-개발 연구단계별 투자비중이 

약 1:1:2로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시한 ‘2020년 기술수준평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CO₂ 

포집·저장·이용 기술 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80%, 기술격차는 

5.0년이다. CO₂ 포집 분야의 기술격차는 크지 않으나 CO₂ 

저장 분야의 기술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 

CCS 현장 실증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CO₂ 지중저장 관련 

연구들이 중단 또는 축소되었고, 후속 연구 및 실증계획이 

지연되어 선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 대비 연구비 총액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제성 확보 

논리에 의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CCUS 기술 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국과 EU는 기술 수준이 비슷한 선도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CCUS 기술 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79.2%, 기술격차는 

4.9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O₂ 포집 분야 83.9%, 

CO₂ 저장 분야 75.0%, CO₂ 활용 분야 78.0%로 CO₂ 저장 

분야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았다. 실증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CCUS보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비용은 100달러/톤-CO₂ 

수준으로 아직 비싸다. 또한, 국내에는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장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국내는 물론 해외와 연계하여 

저장소를 확보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CO₂ 활용기술의 경우,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측면에서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CO₂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확보, 활용 가능한 제품의 시장 

규모나 기존 제품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술 중 하나로써 모든 기술적 방안을 

동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CCUS 관련 정책은 민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결정과 조정을 잘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시장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을 넘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CCUS 기술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 형성 및 

개척을 위한 단계적인 체계를 설계하는 정책과 그에 맞는 투자 

동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선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파일럿 단계 

실증을 준비 중이고 대규모 저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저장소를 

탐색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CCUS 산업 및 기술 이슈

2019년 전 세계 CO₂ 공급 및 수요는 290Mt/yr에 이르렀다. 

높은 CO₂ 공급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암모니아(44%), 

수소(16%), 천연가스 생산(16%) 등 고농도 CO₂를 배출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CO₂ 자체를 음식, 

공정, 산업용 가스로 직접 이용하거나(14%), 메탄올(3%),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원료나 물질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암모니아, 무기탄산염 산업은 발생하는 CO₂를 바로 공정에 

활용하며, 그 비중은 전체 CO₂ 수요의 70%에 이른다.2

CCUS 기술의 대표적 이슈 중 하나는 CO₂ 포집 비용이다. 

산업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CO₂ 농도와 그 양이 차이를 

보인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은 95% 

이상,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공정은 70~95%의 고농도 CO₂를 

배출하는 반면, 발전 분야는 그 농도가 4~17%로 매우 낮다. 

석탄발전은 연간 CO₂ 배출량이 9.1GtCO2/yr 이상으로 가장 

많지만, 농도가 매우 낮아 포집이 어려워, CCUS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포집 비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낮은 비용으로 포집이 가능한 고농도의 

CO₂ 배출원인 에탄올, 수소, 암모니아의 CO₂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0.03배 정도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CCUS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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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F(2020), CCUS Costs and Opportunities for Long-
term CO2 Disposal. 

2.

CCUS 기술 이슈

공정 격상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CO₂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CO₂ 포집설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다양한 산업공정 포집기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산업 외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에서 CO₂ 포집기술 적용이 필요하

나 관련 기술개발이 미비한 실정

경제성 확보

높은 CO₂ 포집비용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시장이 자생하기 위해

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저장소 탐사 및 확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집된 CO₂

를 저장하기 위한 대규모 저장소가 필수적으

로 필요하나 국내의 경우 저장소 확보가 미흡

한 실정이며, 실증 경험도 부족한 실정

독자기술 개발

선도국의 경우 대규모 CCS 실증 프로젝트 수

행을 통한 원천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한 상황

이나, 국내의 경우 CO₂ 저장 관련 기술 확보

가 미흡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경험이 

부족한 실정

공정 격상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전환 및 광물탄산화 

관련 일부 기술이 제품화 단계에 진입하였으

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 기초·원천 연구단계 

및 파일럿 실증 연구 수준에 불과한 실정

경제성 확보

CO₂ 전환 제품은 대부분 열역학적 한계로 기

존 석유화학 기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경제

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이 필요하나 대규모 투자비용 및 리스크

로 인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 CO₂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H₂, 저비용에너지 조달 

방안 확보 필요

CO2 포집 CO₂ 저장기술 CO₂ 활용기술

IEA는 향후 10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미래 대규모 CCUS 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CO₂ 저장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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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Carbon Diet·Save the Earth 

바야흐로 음식 프로그램과 먹방의 전성시대입니다. TV나 모니터에서는 붉은 고기가 육즙을 팡팡 터뜨리며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고기 중독’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고기를 섭취하는 행위를 단순히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나와 가족, 인류의 건강을 도모하면서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조용한 식탁 혁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고기에 중독된 인간

노르웨이 비영리 단체 EAT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식습관’을 통해 한국의 1인당 음식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가 감내할 수 있는 1인당 붉은 

고기 소비량은 하루 0~28g인데 한국은 이에 3배에 달하는 

소비량을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2000~2019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9% 증가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경고한 ‘육식의 위협’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업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담아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약 10억 마리의 소를 

식용으로 키우고 있다. 이들이 트림과 방귀로 내뿜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20억 톤과 동일한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다. 천연가스를 트림과 

방귀로 배출하는 문제는 반추동물들의 고유한 문제다. 

그러나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 있으니, 

바로 똥이다. 똥은 분해되면서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처럼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세계 물소비량의 

30%, 땅 표면의 45%를 차지하고, 매일 10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지만, 700억 마리의 식용 가축을 키우기 위해 세계 

곡물의 50%를 가축 사료로 사용합니다. 이는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를 막는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Below1.5℃ 
#저탄소식단 
#플렉시테리언 
#기후미식

환경을 지키는 채식의 힘 ‘고기 없는 날’
일주일에 하루만 육식을 채식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1/25 감축 

계획된 식단으로 딱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음식물 쓰레기를 10%만 줄여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43톤 감축 
(30년생 소나무 8만 2,273그루 심은 효과와 동일)

고기 아닌 고기, 대체육류가 대세 
대체육은 기존 육류에 비해 토지 사용량 95%, 
온실가스 배출량 8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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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도 심각

육식이 가속화된 현실에는 ‘영양소 결핍’과 ‘영양소 과잉’ 

문제가 공존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소시지, 햄, 

핫도그 같은 ‘가공육’을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며

이 식품들을 담배, 석면, 플루토늄처럼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는 2군 발암물질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울시민의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료비가 지난 2006년 1,852억 원에서 2015년 8,529억 

원으로 4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육고기, 

유제품 소비’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채식으로 

식생활만 바꿔도 암, 당뇨, 심장질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슬기로운 채식생활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육류 중심의 식단이 아닌 ‘식물성단백질’ 

중심의 한 끼 식사를 통해 내 몸은 물론 지구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16년 네덜란드 영양센터는 육류를 주 2회, 

생선을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단백질은 식물성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식이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캐나다에서도 단백질은 주로 식물성식품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식이가이드를 발표했고요. 모두 식품의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즉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건강한 ‘기후미식1’가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미식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기술을 뜻한다. 
1.

1.

2.

3.

4.

저탄소 식단 실천하는 법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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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 더 플러드>는 UN 평화대사이자 환경운동가인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이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움직임을 조망하는 영화이자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 탐사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재난영화와 차이점을 보인다.

글. 유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15세 이상 관람가 / 2016년 / 다큐멘터리 / 1시간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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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만든 현실과 마주하라 

기후재난의 피해 양상은 자연재해의 형태와 같은 특성을 

보이지만 명백한 인재다. 그러나 누구나 느낄 만큼 기후가 

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간의 삶은 복잡하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한다. 이 영화는 

기후위기가 재밌는 재난영화를 보듯이 마음 편히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간 귀로만 듣던 기후위기의 

실체를 마주하게 한다. 

인상적인 부분은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고민한다는 점이다. 

인구의 1/3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도에서 가격이 

저렴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같은 산업화 과정을 거친 우리 역시 이해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당장은 견딜 만큼 

부유하지만, 지구상에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수많은 

빈민이 존재한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침수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건 전쟁을 겪을 

것이며, 이는 결국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탄소배출 저감에 

뜻을 모으면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로만 외치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영화는 도입부에서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쾌락의 

정원>을 다룬다. <쾌락의 정원>은 세 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 그림은 낙원의 모습을, 가운데 그림은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오른쪽 그림은 파괴된 낙원을 표현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가운데 그림을 ‘범람 전의 인류’라고 표현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파괴된 낙원이 

도래하기 전에 인류를,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영화였다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아냈을 테지만, 

영화가 아니기에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어 다만 다음 할 일을 

결정할 뿐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들이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구를 지키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가 아끼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제때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레이션 중)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한다. 
•   ‘그린 워싱’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듯이 
홍보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 2010년~203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감소해야 한다. 
• 습지는 탄소저장 능력이 있어 기후변화를 막아줄 수 있다. 
•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은 녹색프리미엄제에 가입해야 한다. 
• 나무는 온도가 32.3ºC가 넘어가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몽골의 고비 사막과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은 우리나라 황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현재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880년도부터 계속 상승하여 평균 

14ºC에서 1ºC 정도 오른 15ºC이다? 

 

RE100은 재사용에너지(Recycle Energy) 

100%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은 화석연료의 연소 및 특정 

공정 중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하여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다?  

한국 사람은 지구가 감내할 수 있는 1인당 

붉은 고기 소비량의 약 3배를 먹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세균 증식 

위험성을 높인다?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70~80m 

정도 상승한다?

지구 온도 상승 1.5ºC 이내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소해야 한다? 

습지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은 블랙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한다?

나무는 너무 더우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우리나라는 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다? 

4인 가족 한 끼 밥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4.8kg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 O, X, X, O, O 정답 : O, O, X, O, X, O, X, O  

Below 1.5ºCQUIZ 1.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의 안전’ 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한 지구살이를 위해 [Below 1.5ºC]에 담긴

 다양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지구를 위한 행동’ 에 동참해주세요.

OX QUIZ

EarthQUI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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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탄소중립 인사이트 매거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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