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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8년 6월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그 사용을 확대하고 
△한국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발전시설을 설치하며 △협력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서플라이어 (supplier)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 발표 당시 삼성전자 총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생산 시설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3월 삼성전자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녹색 요금제green pricing,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직접투자 등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미국, 유럽, 중국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며, “기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과 제조 공정 개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2018년에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의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성장 및 영향 △ICT 산업의 성장과 전력 소비현황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한국 및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장벽 및 기회 △삼성전자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 현황 등을 수록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삼성전자가 2021년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주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하여 우선순위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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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및 베트남 내 삼성전자의 사업 규모와 해당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양국에서 

재생에너지 접근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  ICT 산업은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자체 배출량을 저감하는 한편, 5G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혁신적 플랫폼과 첨단 기술을 도입해 타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기후 행동에 앞장서는 다국적 기업들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파리협정에 명시된 감축 목표에 따라 2030년 이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공격적인 목표 설정 △제품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 △협력업체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직접투자나 직접 PPA 등 지역성 및 추가성 원칙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실행 등이다. 기후 행동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원 조달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  현재 한국 및 베트남에서는 기업과 같은 산업용 전기 소비자를 위한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직접 PPA를 도입했으며, 베트남은 직접 PPA와 태양광•풍력 에너지 경매 

방식을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 장벽이 점차 사라지면서, 산업용 전기 대량 소비자는 한국 및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태양광 • 풍력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삼성전자는 2020년 미국, 유럽, 중국 내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기준 17.6%이며, 위의 전환 목표 달성 결과 

2019년 Scope 2 배출량은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목표로 한 미국, 유럽, 중국 시장에서 

REC를 인증서만 분리해서 구매하거나 (Unbundled RECs) 녹색요금제를 활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88%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100% 약속을 2020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전체 전력 사용의 대부분인 82%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시설이 큰 영향을 줌)를 화석연료 에너지로부터 

공급 받고 있다. 또한,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 설비 신설 및 증설 투자가 한국과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과 관련한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 및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Scope 3 배출량은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꾸준히 매년 증가했다. 2020년 배출량이 약간 

줄었으나 이는 에너지효율의 증가 및 코비드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분석 결과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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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021년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의 시행이 시급하다.

1
한국과 베트남관련

목표수립

2
공급망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4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활동진행

3 

좀 더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구매방식으로 전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을 2020년 이후까지 연장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특히, 주요 생산거점인 한국과 베트남의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다. 삼성전자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약속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미래에 추가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조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야심찬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한다. 공장 인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협력업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0% 재생에너지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규 및 기존 협력업체를 우대하는 

방침을 수립한다.

지역성-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지역이 동일하거나 같은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을것, 

재생에너지 추가성-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이 추가 설립될 수 있는 방식, 정책 옹호 

활동-기업의 인지도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러활동에 참여라는 기본구매원칙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선택한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REC를 인증서만 

분리해서 구매하거나 (Unbundled RECs) 방식 외에 위에 설명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실행한다.

정부, 전력회사, 기타 기업, 삼성 계열사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및 투자 

사업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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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2017 친환경 전자제품 구매 가이드Guide to Greener Electronics 2017> 보고서를 통해, ICT 

및 스마트폰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영향을 3개 부문(전력, 

자원, 화학물질)으로 나누고 각각을 목표commitment, 달성performance, 투명성transparency, 정책 옹호 

활동advocacy 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삼성전자(이하 “삼성”)는 생산 설비 및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에서 D 등급을 받았으며 그린피스가 평가한 대상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1 

이로 인해 전 세계 수천 명의 그린피스 지지자들은 1년 간 캠페인을 벌이며, 당시 갤럭시 홍보 영상 제목인 “Do 

Bigger Things(더 큰 일을 하라)”에 맞게 삼성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삼성이 자사 

사업장 전체는 물론 협력업체 사업장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2

2018년 6월 14일, 삼성은 마침내 야심찬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내 사업장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성이 세계에서 운영하는 

생산공장, 사무실, 건물 38개 중 17개가 이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밖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한국의 수원•평택•화성 캠퍼스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발전시설 추가, 상위 100대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지원, CDP 공급망 프로그램 가입 등이 포함되었다.

삼성전자
‘새로운 기회와 도전’Doing Bigger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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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아시아의 다국적 대기업 중에는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선언하고, 기후 변화 대응 리더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삼성은 이 계획의 실행으로 2년 간 재생에너지 3.1GW 추가 조달하여,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에서 20%로 확대해 자사의 글로벌 탄소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해당 선언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진”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삼성이 의미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혁신적인 우수 기업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가 가능함을 제시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4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의 2018년 선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내 주요 생산거점에 대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빠져있었다. 삼성전자의 전 세계 전력 

사용량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의 시설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5 재생에너지 선언을 

발표할 당시 삼성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과 정책장벽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개발 및 송배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 유럽,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

삼성은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내 공장, 사무실 건물, 운영 시설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삼성은 수원 본사가 위치한 삼성디지털시티에 약 42,000m2의 태양광 패널을 추가 

설치하고, 평택 캠퍼스는 2019년, 화성 캠퍼스는 2020년부터 약 21,000m2의 

태양광 및 지역발전시설을 계속해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삼성은 내년 가입 예정인 탄소정보공개
CDP

 공급망 프로그램과 함께, 상위 100대 

협력사가 자체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표 1. 삼성의 100% 재생에너지 선언 (2018.6)3

삼성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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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2021년 3월 삼성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에서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7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성과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2017 친환경 전자제품 구매 

가이드(2017)> 및 <삼성전자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2018)Doing Bigger Things>을 포함한 그린피스의 

기존 보고서를 재검토했다. 또 2018년에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의 △삼성의 

사업 성장 및 영향 △ICT 산업의 발전 및 전력 사용량현황 그리고 기후변화영향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한국 및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적 장벽 및 기회 △삼성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 현황 등을 주요 

관련 정보로 담았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삼성이 2021년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주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하여 우선순위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03
삼성전자

시장선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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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국내 경제규모의 1/8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액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삼성
시장선도 기업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휴대폰, 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등 개인 및 기업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상당수가 삼성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삼성은 혁신적인 첨단 스마트 

제품들을 출시하며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삼성은 9년 넘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현재 모바일, TV, 메모리 분야의 세계 시장과 미국 국내 가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8 전 세계가 코비드 19로 타격을 입었던 2020년 3사분기에도 스마트폰 8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 주요 

경쟁사인 화웨이나 애플의 두 배에 달하는 생산 실적을 기록했다.9 IT 및 모바일 통신 사업은 삼성의 사업부문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곳이다.10 삼성이 2017년 기준으로 170억 달러를 투자해 조성한 자사 최대의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기지는 삼성의 전 세계 생산량의 1/3 가까운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베트남 총수출 중 

삼성의 비중은 약 1/4(2천1백4십억 USD)에 달한다.11 한편, 삼성의 DS 부문은 애플, 도이치 텔레콤, 버라이즌 

등 세계적인 기술기업에 반도체 등 IT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12 2020년 삼성의 연간 매출액은 236조8,100

억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5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13 2021년에는 5G 통신망 

확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메모리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4 삼성의 

매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의 1/8에 해당하며,15 2019년 한국 총수출의 1/5에 육박했다.16 삼성이 수출한 

반도체 덕에 2021년 한국경제는 코비드 19로부터 반등할 수 있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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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 P L O Y E E S S U P P L I E R SS U P P L I E R S C O U N T R I E SC O U N T R I E S

2,2082,208 7474
R&D EXPENDITURER&D EXPENDITURE

20.2 
KRW trillion
20.2 

KRW trillion
287,439287,439

Latin AmericaLatin AmericaLatin America Southwest AsiaSouthwest AsiaSouthwest Asia Southeast AsiaSoutheast AsiaSoutheast Asia

ChinaChinaChina

South KoreaSouth KoreaSouth Korea

JapanJapanJapan

AfricaAfricaAfrica

Middle EastMiddle EastMiddle East

CISCISCIS

EuropeEuropeEurope

North AmericaNorth AmericaNorth America

Samsung worldwide operations 

도표3. 삼성의 전 세계 사업장 현황해당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액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삼성은 전 세계의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분야를 DS(디바이스 솔루션), CE(생활가전), 

IM(IT/모바일 통신)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CEO가 총괄하고 있다.18 2019년 기준 74개국 230개 사업장에 

28만7,439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2,208개에 달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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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삼성그룹의 지배구조25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계열사를 둔 모기업으로, 2020년 그룹 전체 매출액 중 삼성전자의 비중은 

약 80%다.20 삼성그룹은 한국 최대의 가족경영 대기업(재벌)이며, 2020년 총 영업이익은 4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21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국내 최대 규모인 700조 원으로, 2020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2 

삼성그룹은 중공업에서부터 호텔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의 59개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23 최근에는 삼성SDI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EV 배터리와 백신 기술로 급부상하기도 했다.24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생명

부회장 일가 및 삼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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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로, 베트남에 건설 예정인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추진함에 따라 

환경단체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사업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뿐만 아니라,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목표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삼성물산이 참여함으로써 삼성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했다.26 

삼성물산과 금융계열사 2곳(삼성생명, 삼성화재)이 해외 석탄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투자 및 ESG 경영방안 수립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27 삼성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진행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 같은 사업 운영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2029년 탈석탄 완료를 포함하여 

양국이 국제 기후 변화 완화 의무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28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석유 및 가스기업이다.29

삼성의 사업 규모, 한국 및 베트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양국 이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성과 등을 고려하면, 삼성은 두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영향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2018년 선언과 더불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계획에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고, 이를 

통해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30 따라서, 

삼성이 2018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시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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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도표 5. 매출액 기준 10대 IT기업 (2021년, 미화)

화석연료 기반의
ICT 산업 성장
사회가 디지털화하고 삶 전반에 첨단 기술과 혁신이 도입되면서 생활, 업무, 여행, 여가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 

빠른 속도로 크게 바뀌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삶의 편의성과 연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첨단 

스마트 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20년간 IT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 통신 가입자는 

2000년에는 10억 명 이하였으나 2012년에는 60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31 2018년 세계 5대 IT 기업은 

시가총액 순위에서 상위로 떠올랐다.32 2021년 삼성을 포함한 10대 IT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미화 9조 

달러 이상이며,33 이들의 총매출액은 미화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이러한 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아마존

애플

삼성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그룹

TSMC

테슬라

3,860억 달러

2,700억 달러

2,110억 달러

1,830억 달러

1,430억 달러

860억 달러

740억 달러

720억 달러

480억 달러

32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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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기반의 ICT 산업 성장

도표 6. 글로벌 ICT 산업 관련 전기소비량 (2010-2030)38

글로벌 ICT 산업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앞으로 수년간 국내총생산(GDP)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34 ICT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의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도 기여했다. ICT 산업은 세계 전력 사용량의 약 5~9%

를 소비하는 것으로 평가 되며, 사무실, 데이터 센터, 생산 설비 등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2030년까지 이 수치가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35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ICT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36 이는 교통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37

소비자용 IT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39 휴대폰, 컴퓨터 등 소비자 

전자제품의 경우 실제 사용하기도 전인 제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발생한다.40 현재 

전자제품회사의 공급망은 전 세계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8대 공급망 중 하나에 해당한다.41

* ICT 관련 소비량

소비자용 디바이스 사용

고정형 접속 유선 사용

고정형 접속 WIFI 사용

무선망 접속 사용

데이터 센서 사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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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체로 볼 때,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 생산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야기한다.42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 생산은 65% 이상을 차지하며, 

지난 27년간 전력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은 6.3 GtCO2에서 12.5 GtCO2로 2배 증가했다.43 이는 1년간 

1,563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7,550억 대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전기 사용량 증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동조화 경향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26,000TWh에서 2040년 40,00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4 전력 소비량을 최종소비자별로 구분해보면, 현재 상업 및 

산업(C&I) 부문이 거의 50%에 해당한다.45

도표 7. 전력 생산량 및 관련 배출량(1990-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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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기후위기의 한 가운데로 들어섰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산불, 심각한 홍수,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대기오염, 기록적인 폭풍 

등이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번 세기에만 3°C 이상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2°C 

이내로 억제하고 1.5°C를 넘지 않게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47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공격적인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막론하고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을 2030년까지 약 80% 줄여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시켜야 하는 수준이다.48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global heating

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의 확대 속도를 현재 수준 보다 8배 빠르게 높여야 한다.49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전력 소비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 급성장하는 ICT 산업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하여 ICT 산업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고 타 산업에서 기존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고효율 

공정을 도입하는 데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타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G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사용해 전력 생산량 및 소비량을 더욱 정확히 측정하고, 배출량이 많은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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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사업의 성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사실이다. 이들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 목표 일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중인 기업들도 있다.

최근 애플과 페이스북은 제조 공급망에 대하여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다.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 CDP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공급망으로 인한 배출량이 기업 

자체의 배출량보다 5.5배 많기 때문이다.50 2020년에 애플은 자사의 총배출량 중 70% 이상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51 목표 수립 당시 애플의 협력업체 110곳 이상이 100% 재생에너지 조달에 동참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애플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나머지 협력업체도 서둘러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2 2020

년 애플이 이러한 내용을 선언한 지 1주일 만에,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이자 애플의 주요 공급원이며 

삼성의 경쟁사인 TSMC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53 또 애플은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여건을 가진 국가에서는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협력업체들을 재생 에너지와 연결하는 ‘중국 청정에너지 펀드’다. 애플과 10대 협력업체가 미화 3

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해당 펀드는 재생 에너지 1GW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협력업체들이 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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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IT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달성 일정

애플, 구글, 이케아, 제너럴 모터스, BMW그룹, 골드만 삭스 등 3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했다.55 RE100 회원사의 75%는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여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었다.56 아시아의 IT 기업들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전력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57 삼성, 

텐센트, 알리바바그룹, TSMC 등 아시아의 IT 기업들이 세계 10대 IT 기업 순위에 들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중을 고려할 때 아시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RE100 캠페인 신규 회원사의 

42%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이었다.58 한국 기업으로는 SK그룹의 계열사 6곳,59 LG에너지솔루션,60 한국 

최대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61 등이 포함되었다. SK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은 야심찬 

203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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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후, 실제 전력그리드로 추가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 인증서만 분리해서 구매하는(Unbundled REC)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대신 지역성-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지역이 동일하거나 같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을것, 재생에너지 추가성-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이 추가 설립될 수 있는 방식, 정책 옹호 활동-기업의 

인지도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러활동에 참여*라는 기본구매원칙에 부합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REC만을 별도로 구매할 경우, 전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즉 ‘추가성’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예방효과가 낮다.62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를 

채우기 위해 인증서만 분리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기업들이 취할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투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매방식(unbundled RECs)은 기업들이 

비용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될 위기에 제일먼저 놓일 수 있다.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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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문: 기본구매원칙 지침

지역성: 재생에너지 공급은 기업의 전력 수요가 있는 동일한 전력망에 위치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력 수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예: 페이스북의 63개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은 

이들이 지원하는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전력망 안에 위치하고 있다 - 환경 및 에너지, 

페이스북)

추가성: 재생에너지는 새롭고 “추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중앙 또는 주 정부 

정책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라는 전력회사의 의무사항 이외에 것에 해당한다. 

(예: 2019년 9월, 중국청정에너지펀드에서 애플이 유치한 첫 번째 투자는 후난성에 

4B MW 풍력발전소 2개, 후베이성에 3B MW 풍력발전소 1개를 건설해 해당 지역의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대체한 것이다 - 애플)

옹호 활동: 기업은 발전사업자, 규제당국 또는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변화를 위한 옹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자사의 사업장과 주요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촉구한다. (예: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일본 

기업들은 최근 일본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계획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RE100, 일본 서한)

**설명문: 기업직접구매계약 (PPA)

기업직접구매계약(PPA)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기로 합의하는 

장기 계약이다. 인가 받은 발전사업자에서 단순히 전력을 구매하는, 전통적인 유틸리티 

PPA 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장기적 계약을 통해 전력회사 및 사업개발사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재생에너지시설 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PPA

는 전력망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DLA Piper).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도표 9. 설명문: 기본구매원칙 지침63

도표 10. 설명문: 기업 직접구매계약
PPA

64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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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직접투자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그 전력망에서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206개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 71개와 세계 각국의 시설 

및 매장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135개를 통해 세계적으로 8.5G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중국 산둥성의 

100MW 태양광 사업도 그 중 하나다. 아마존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기존 목표인 2030년보다 5년 빠른 2025

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65 중국의 친데이터(Chindata) 그룹은 

2030년까지 사업장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Scope 1, Scope 2 배출량 포함).66 이 로드맵에 

따르면, 친데이터 그룹의 중국 내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모두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최소 2GW 규모의 청정 에너지 사업에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 현재 

1.3GW의 태양광•풍력 에너지 개발 계약도 이미 체결된 상태다.67 2019년에는 세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규모가 19.5GW에 달하면서 PPA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68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매량이 가장 많았는데, ICT 산업은 현재 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중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69 이들은 PPA를 통해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 줄이며, 

브랜드 평판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70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기업의 청정 에너지 구매량은 2.9GW 

신규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를 포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71

도표 11. IT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현황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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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태양광•풍력 발전은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다.72

도표 12. 재생에너지 비용 감소 추이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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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시장의 경우,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친화적 정책 도입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구하는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치는 것도 시장 장벽 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일본의 RE100 

캠페인 회원사들이 모두 함께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73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이 도입되고, 그동안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었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삼성이 2020년 이후에도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기업이 아닌 기후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협력업체들도 삼성과 비슷한 일정 

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삼성의 주요 생산거점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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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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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경제 회복

대한민국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에 해당한다.74 총1차에너지공급(TPES) 중 

수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이다.75 TPES의 93.5%76는 수입 에너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안정성도 높다. 산업 부문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55%),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부문이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7 산업 부문은 최종 전력 소비량의 53%를 차지하나,78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통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전력 시장 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투자는 제한되어 있었다. 2015년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인증 배출권의 90%는 무상 할당되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 즉, 2019년까지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한 산업 전반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고작 2%에 불과했다.79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현장에 설치한 태양광, 풍력 또는 지열 발전설비를 통해 자가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다.

도표 13. 한국의 에너지 믹스80

한국과 베트남: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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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경제 회복

2030년까지 한국이 달성하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인데, 이는  

‘매우 불충분’하며 ‘파리협정의 1.5°C 이하 억제는 물론이고, 2°C 이상 상승 방지라는 목표와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8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려는듯 보인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을 순차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82 그러나 실상 이 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2054년까지 가동되며 원자력발전소는 

2085년까지 가동된다. 2020년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린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극복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

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산업단지의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83 중국 및 일본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84 

그러나 모순적으로 한국정부는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했고, 2029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 중단을 위한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85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소 투자 계획,86 해외 투자자 참여87 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초기 단계 신호가 엿보인다. 2021년 3월 그린피스는 한국 국회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재생공급자가 기업 등 전기 소비자와 직접 PPA를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88 이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대규모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노력을 약속한 기업들이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통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또 2021

년에 한국형 RE100의 일환으로 녹색 요금제 제도와 REC 거래 플랫폼이 도입됨에 따라, 수 개월 내에 상업용 

전기 소비자들의 재생에너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89 재생에너지 개발과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추가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자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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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2000년 이후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견고한 내수와 수출지향적 제조업이 원동력이 되었다.91 2019년 

베트남의 GDP는 7% 성장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000년부터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력 소비량도 매년 13%씩 증가했는데, C&I 산업의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C&I 

산업은 베트남 총 전기소비량 227TWh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92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전력 

소비량 2위이며, 전력 사용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93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베트남은 지난 5년간 석탄 순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대 용량의 

석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2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5곳에 약 18GW 용량의 설비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94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수력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디젤, 소형 수력발전, 재생에너지 등이 7% 정도였다. 3대 발전사업자(EVN, PVN, Vinacomin)가 

전력 생산의 75%를 담당하지만, 전력 시장은 공기업 EVN과 그 자회사가 규제하고 있다.95

도표 14.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장벽 및 기회

한국과 베트남: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경제 회복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벽 재생에너지의 기회

재생에너지 용량 및 인프라 부족 자가 발전 / 현장 설치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한 가격 그린 프리미엄 (녹색 요금제)

대규모 거래를 위한 
기업 정책 메커니즘 부재 REC 구매

한전/정부의 엄격한 시장 규제 전력구매계약(PPA)

외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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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베트남이 달성하기로 한 최신 NDC 목표는 2014년 수준보다 낮은 9%(국제원조를 통한 27% 

별도)로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97 이에 따라 최근 정책 변화를 통해 좀 더 공격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 9위로서98 배출량 추가 감축 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임99을 감안해 

이 분야에서 동남아시아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도 세웠다.100 베트남 정부는 대체 기술과 재생에너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하며 전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왔다. 2045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2030국가에너지개발전략(결의안 55)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 

전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101 2019년에 이미 

태양광 발전 4.5GW를 추가 확보해, 2025년 태양광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20년 4월에는 매우 낮은 가격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면서, 종료 예정일인 2020년 12월까지 9.3GW의 추가 용량을 확보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6개의 발전량 또는 베트남의 태양광 연간 발전용량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C&I 시설 

옥상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패널 67%가 이에 해당한다. EVN에 따르면 지상, 부유식, 옥상 등의 태양광 설비를 

통해 현재 총 16.5G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총 전기소비량 48GW의 약 1/4을 공급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다.102

도표 15.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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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6. 베트남의 옥상 태양광 발전용량 증가 추이(2019-2020)

베트남은 성공을 거둔 태양광 FiT 제도를 2021년에 경매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0GW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103개의 태양광 사업(논의중) 외에도, 시범 전환 프로그램용으로 승인된 1.6GW 태양광 사업 29개가 

이에 포함된다.103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풍력 FiT는 2021년 11월 종료 사업까지 연장 적용되고, 총 11.8GW

의 기확정 풍력 사업 및 6.6GW의 확정 예정 사업이 포함된다.104 풍력 FiT는 2023년 이후에는 정부 발표대로 

“국제적 추세에 맞춰” 경매 방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2023년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105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베트남은 외부 직접 PPA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소비자들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기업구매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환경, 기후 변화 저감, 지속가능 발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실행하는 사업체는 우선권을 갖는다”. 프로그램이 개시되면 기업은 270일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예상 수요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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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55는 기대를 모았던 전력개발계획안(PDP8) 일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제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약 30% 개선하겠다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108 베트남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고, 재생에너지는 오염을 유발하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리스크와 비용 

발생이 훨씬 적음을 입증했다.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특히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게는 

앞으로 2년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12월 나이키와 H&M의 사례처럼, 탄소 발자국을 유발하는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109

도표 17.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대한 베트남의 PPA 구조(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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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생산거점을 2018년 선언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과 

시장 장벽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양국에서는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경되고 제도적 장벽이 점진적으로 

사라져, 글로벌 기업들이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은 2020년 목표 달성을 완료한 데 이어, 2021년은 삼성이 주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책임 이행 의지를 계속해서 보일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해이다.

도표 18.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관련 장벽 및 기회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벽 재생에너지의 기회

향후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 
재생에너지 정책 메커니즘 관련 규제 불확실성 기업 가상/종합 DPPA 시범 프로그램(2021-23)

경제성이 있으며 추적가능한 추가적인 기업 
재생에너지 정책 방안(REC, 녹색 요금제, PPA 등)의 

종류가 제한적임

2021년부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경매 
메커니즘 도입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시에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전력망 용량 부족

개정된 풍력발전소 FiT를 2021년 11월 
(2023까지도 가능)까지 연장 

2023년 이후 풍력발전 전력 경매 도입

전령망 미비로, 태양광 발전소 승인 감소 외부 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투자

자가발전/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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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10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현황

2021년 3월 삼성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REC), 녹색요금제, PPA 및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와 함께 삼성은 

기후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개발에 

힘쓰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110 이런 삼성의 행보는 2017년 미국, 중국, 유럽에서 39%

밖에 되지 않던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로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61%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게 단기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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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9
92% Achieved

2017

229GWh

1,356GWh

3,220GWh

2018

2019

2020

삼성이 이같이 2020년 목표 달성을 완료했지만, 삼성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방안을 

선택했는지, 지역성, 추가성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및 협력업체 관련 목표 달성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에너지 믹스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삼성의 2018년 선언 내용을 주요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에 관련 데이터를 직접 요청했다. 필요에 따라 기타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한 경우도 

있다.

도표 19. 삼성의 재생에너지 소비량 추이(2017~2019)111

미국, 유럽, 중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2019년 92% 달성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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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 삼성의 2018년 100% 재생에너지 선언 달성 현황 자료

목표 1: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내 공장, 사무실 건물, 운영 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목표 1: 중장기에 걸쳐 재생에너지 사용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한다.

목표 2: 2020년까지 수원, 화성, 평택의 국내 작업장 옥상 및 주차시설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발전기를 설치한다. 

               수원 42,000m2, 화성 및 평택 21,000m2 규모

목표 3: 2019년 CDP 공급망 가입에 따라, 100대 협력업체가 자체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도록 옹호한다.

2018

미국: DS부문 공장은 녹색 요금제 및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은 녹색 요금제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국: TV 및 DS 작업장에 5.5MW 태양광 패널 설치

2019

미국: DS부문 공장은 녹색 요금제 및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텍사스: 풍력발전 사업 PPA 체결

유럽: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공장은 녹색 요금제 및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국: DS부문은 태양광 사업 및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2020

미국: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서 녹색 요금제 및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유럽: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서 녹색 요금제 및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국: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서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2018

12월, 수원 R&D 시설 옥상에 1.9MW 태양광 패널 설치

2019

평택에 지열발전설비(용량 200RT) 설치. 기흥(화성에서 변경)에 태양광 패널(1.5MW, 19,000m2) 설치

2020

평택에 태양광 패널(0.4MW, 6,600m2) 설치

2021

한전의 그린 프리미엄(녹색 요금제) 참여 예정이며, 2021년 재생에너지 크레딧 구매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전기전자 탄소중립 위원회” 에 가입 예정

2019년 4월 CDP 협력업체 프로그램 가입. 사업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협력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검토 완료

브라질: 풍력 및 수력 PPA 체결. 2020년 94%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달성

인도: 풍력 및 바이오매스 전력공급계약 체결. 사업장 옥상 및 주차장에 1.8MW 태양광 패널 설치. 2020년 28% 재생에너지 사용너지로 전환

중국: DS부문은 태양광 사업 및 REC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멕시코: REC 구매를 포함 다양한 전력공급계약 체결, 2020년 4.3% 재생에너지 사용

남미: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에너지속성인증(EAC) 친환경 전력 구매( 녹색요금 등)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내 각 사업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내 실행계획 수립 예정 

 우선 베트남의 경우, 2021년 베트남 정부의 간접 PPA 시범 사업에 참여 예정

공통: 재생에너지 구매자 원칙 및 기업재생에너지센터(BRC) 가입. 녹색 요금제 등록 및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부
분

적
  달

성
부

분
적

  달
성

부
분

적
  달

성
완

   
료

재생에너지 친화적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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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중국

삼성은 2018~2020년 미국, 유럽, 중국 내 모든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이행했으며, 해당 시장의 재생 전력 사용량은 2018년 39%에서 2020년 100%로 증가했다. 2020

년 기준 삼성의 총 전력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17.6%에 해당한다. 구매 전력에 대한 Scope 2 배출량은 

약 15% 감소해, 2018년 삼성의 전력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증가했음에도 2,280CO2te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었다.112 미국, 유럽, 중국 내 배출량은 2018년 삼성의 총 배출량 중 18%에서 2019년 9%로 감소했다. 

삼성은 기타 시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있어 일부 성과를 보였다.

도표 21. 삼성의 전 세계 전력 사용량, 온실가스, CO2, Scope 2 배출량(2015~2020). 
삼성은 자사 전 세계 이산화탄소 2020 배출량 데이터는 출판시점까지 자료제공을 거부. 
삼성의 전력사용량 증가 및 2017-2020년 Scope 2 배출량 트렌드를 분석해 추정함.

삼성은 미국, 유럽, 중국 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다. 이는 공격적인 목표 수립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 전력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효과적으로 탈탄소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삼성의 이런 노력을 ‘부분적 달성’으로 평가한 이유가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및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확대효과가 적은 언번들 REC가 2018~2020년 기간에 시장 전체에서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약 

6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113 언번들 REC와 녹색 요금제를 합치면 같은 기간에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8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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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2% 

12% 

Unbundled RECs     Green pricing     PPAs/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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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원은 여전히 총 에너지 소비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의 글로벌 전력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 출판시점까지 삼성전자는 자사 이산화탄소 2020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삼성 글로벌 전력 사용량 증가 및 2017-2020년 Scope 2 배출량 증가를 

고려할때, 삼성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전력사용량 증가 및 

한국 내 삼성 주요생산시설의 배출량 증가와 관련이 깊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한국은 삼성이 

진출한 시장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저탄소 에너지 구매 및 소비 비중은 

가장 낮다.116

도표 22. 재생에너지 친화적 방식에 따른 삼성의 시장별 전력 소비량(MWh)(2019)114

도표 23. 재생에너지 친화적 방식에 따른 삼성의 시장별 전력 소비량(MWh) 분포(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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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Other fue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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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17.6% 

도표 24. 삼성의 총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

도표 25. 삼성의 시장 별 Scope 2 배출량(KtCO2e, 2017-2020) 한국관련 2020 데이터만 제출

도표 26. 삼성의 시장별 에너지 구매 및 소비량 비교: 총 에너지 vs 저탄소 에너지(MWh,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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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삼성은 수원, 평택, 기흥 캠퍼스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발전 시설을 설치해, 2019년 각각 3.8MW, 200RT의 

추가 용량을 확보하고 8KtCO2e의 배출량을 감축했다. 2019년 태양광 및 지열발전 시설을 위해 47,300MWh

의 에너지를 국내 저탄소 전력원에서 구매 및 소비했다.118 2021년 삼성은 한전의 녹색 요금제 제도 참여를 

결정했고, 다양한 탄소중립 산업 지원 단체에 가입했다. 선언 내용대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 설치되었으므로 

이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설비들은 삼성의 국내 총 전력 사용량 대비 극히 일부라는 점, 그리고 총 

전력 사용량 중 녹색 요금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PPA 및 직접 투자 등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삼성은 국내에 생산거점 7곳을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2017~2020년 기간에 총 전력 사용량과

Scope 2 배출량 모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삼성의 국내 전력 소비량은 17TWh로, 

이는 삼성의 총 전력 소비량 24TWh 중 71%에 해당한다. 2018년에는 평택 및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신규 

설비 증설, 중국 및 한국(천안, 기흥, 화성, 온양 등)의 생산량 증가로 774,000CO2te의 배출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119 2020년 삼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함한 신규 설비 건설 및 증설에 38조5,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1년에도 추가 증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다.120

도표 27. 삼성 수원 및 기흥 캠퍼스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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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8. 삼성의 국내 생산거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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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9. 삼성의 국내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전력 사용량 (2017-2020)

도표 30. 삼성의 2020년 전력 사용량 비교: 국내 vs 그 외 시장 전체(GWh)

베트남

삼성은 박닌, 타이응우옌,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여러 곳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삼성의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2곳과 동남아시아 최대의 생활가전 생산공장도 포함되어 있다.122 지역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2018년 이후 배출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또는 다른 

동남아 지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은 2021년 베트남의 간접 DPPA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2019

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은 한국에 이어 삼성의 에너지 소비량이 2위였으나, 저탄소 에너지원의 구매 및 

소비는 가장 낮았다(도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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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베트남 내 삼성의 생산시설 위치

협력업체

삼성은 2019년 CDP 협력업체 프로그램에 가입해, 사업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200대 협력업체에 

CDP 제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숫자다. 협력업체 115곳(59%)이 현재 

자발적으로 CDP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123 이는 바람직한 성과이나, 목표 달성 현황을 ‘부분적 달성’으로 

평가한 이유는, 이러한 협력업체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지역성, 추가성 

원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실제로 확대한 업체의 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영향력 

있는 협력업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의 10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현황

46

Samsung Electronics’ Roadmap To 100% Renewable Energy

삼성의 Scope 2 배출량은 일부 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등으로 2018-2019년 잠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Scope 3 배출량(주로 협력업체 및 물류) 또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표 32. 삼성의 Scope 3 배출량 구분(2017~2020)124

도표 33. 삼성의 Scope 3 배출량 증가 추이(2017~2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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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을 위한 제언 
삼성이 2021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을 2020년 이후까지 연장해, 공격적인 일정에 따라 전 세계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 및 베트남의 주요 생산거점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삼성의 100% 재생에너지 선언은 생산량 증대나 생산설비 증설이 예정되었거나 추후 

진행될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조 공급망에 대해 공격적인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한다. 공장 인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협력업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야심찬 일정에 따라 100%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신규 및 기존 협력업체를 우대하는 

방침을 수립한다.

지역성, 추가성, 정책 옹호 활동이라는 재생에너지 직접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조달 방법(PPA, 직접 투자 등)을 선택한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실행한다.

정부, 전력회사, 기타 기업, 삼성 계열사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메커니즘 및 

투자 사업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021년 삼성이 이러한 방안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우선순위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다. 

기준 영역을 투명성, 목표, 성과, 옹호 활동으로 구분했으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삼성이 

기후 낙오자가 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하여 앞으로 2년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3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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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리더

기후 변화 대응 리더

CSR 보고서에 시장별, 생산시설별로 배출량, 전력 
사용량, 에너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최근과 향후 증설 및 기타 계획을 모두 명시한다.

시장별로 실행중인 세부 방안을 포함, RE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도 모두 
포함한다.

100% RE 목표 이행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미참여 
협력업체의 목록을 기재한다(실행중인 구체적 RE 방안
의 개요 포함). 보고의 투명성을 위해 CDP 협력업체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배출량, 전력 사용량, 에너지원에 대해 제공한 정보가 
개략적이며, 시장 또는 생산시설 별로 명확히 구분되
어 있지 않다.

실행 방안의 종류에 대해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RE 목표를 수립한 협력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전 세계 사업장 전체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 선언을 확대한다. 
해당 선언은 모든 시장에서의 향후 증설 계획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늦어도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한다.

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을 2020년 이후로 확대하지 
않는다. 전 세계 사업장을 포함하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확대를 선언하지 않는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게 방치한다.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거나 협력업체 
이행방안을 2020이후로 확대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의 
배출량 저감 실행 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기후 변화 대응 낙오자

기후 변화 대응 낙오자

투명성 TRANSPARENCY

목표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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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중국 내 직접 PPA 계약 및 직접투자 등 
의미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선택 또는 
업그레이드한다.

국내 최초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해 태양광 • 풍력 용량을 
확대하고, 태양광 • 풍력 현장 발전을 최대화한다. 

베트남에서 최초로 DPPA, 태양광 경매, 풍력 FiT에 
참여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해, 태양광 •  
풍력 용량을 확대한다. 태양광 • 풍력 현장 발전을 
최대화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친화적 정책 메커니즘(PPA, 직접투자,  
태양광 • 풍력 현장 발전 등)을 바탕으로 지역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신규 협력업체 선정 또는 기존 계약 갱신 때 100% 
재생에너지 기준을 우선시하고, 협력업체가 재생에너
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100%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와 교육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의 지역성 및 추가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함께 지역적,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친화적 정책을 촉구하는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 정부에 대해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에 유리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메커니즘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 경쟁 
및 국가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다른 기업들과 
함께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사업 규모와 영향력을 활용해, 
베트남 내 생산활동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주요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 모든 지역의 정부와 협력하여, 
파리협정에 따른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
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친화적 
메커니즘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생에너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야심찬 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의 장점을 알린
다.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2군 및 3군 업체를 포함한 모든  
협력업체들이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도록 
옹호 활동을 펼친다.

삼성 계열사와 다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야심찬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파리협정에 명시
된 국내외 목표에 따라 화석연료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린다. 환경 목표에 따라 사업을 운영
하고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등을 해당 기업들과 공유한다.

공통적인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위해 기타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거나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 
조달이 어려운 시장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지 않는다.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정책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로비를 
추진할 때까지 기다린다.

더욱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메커니즘 및 투자를 
촉구하지 않는다.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100%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RE100 달성 계획을 파악하
게 한다. 성공 사례를 수집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들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둔다. 지식 공유를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 
100% 재생에너지 추진 노력에 국내의 기타 이해관계
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신규 도입된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친화적 정책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않고, 언번들 REC 등 비교적 
효과가 적은 방안을 선택하거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2020년 이후 미국, 유럽, 중국에서 의미 있는 
재생에너지 친화적 방안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

한국 및 베트남에서 현장 설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도입된 재생에너지 친화적 정책 메커니즘을 활용
하지 않는다.
 
일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협력업체 성과를 산발적으로 검토하며, 협력업체 
선발 및 계약 갱신 기준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 대응 리더

기후 변화 대응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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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곧 최신 NDC를 제출해야 한다. 삼성 등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의 정부들이 파리협정 감축 

목표에 따라 과학에 기반을 둔 야심찬 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친화적 정책 및 메커니즘, 훨씬 공격적인 

국가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피해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글로벌 IT기업들과 함께 사업 방식의 탈탄소화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역할을 부여받았다.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과 베트남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있다.  

영리 기업으로서 삼성의 궁극적 목표는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겠지만, 그들의 영리가 

기후위기 가속화와 맞닿아 있다면 삼성은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2021년 기후 변화 대응이 더욱 중요한 

이 시기에,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삼성은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를 새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삼성은 자사의 고객과 투자자 앞에서

기후 변화 대응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의 성과에 그치지 말고 2021년에도

다른 선도적 기업들과 기후변화 리더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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