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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니셔티브 도입 

 2014년 파리협정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지 캠페인으로 시작 

 We Mean Business를 통해 진행되는 13개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로, CDP와 The Climate Group
이 공동으로 운영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함을 
목적 

The worlds most influential companies, committed to sourcing 100
% of their global electricity consumption from renewable sources 

- Target date prior to 2050 
- Report annually  
- Demonstrat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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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partners:  

Working with:  

참고. We Mean Business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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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e Mean Business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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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현황 

 2020년 7월 기준, 전세계 242개 기업이 참여 

 애플, BMW, BT, 코카콜라, HSBC 등 다양한 섹터의 기업이 
참여 

 2018년 기준, RE100 참여 기업의 전력사용량 총합은 
228TWh로 국가기준 21위 수준   

 지난해 신규참여기업의 40%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왔으나, RE100에 공식 가입한 한국 기업은 없음 

국가 명 가입기업 수 

미국 64 

영국 36 

일본 28 

스위스 11 

네덜란드 8 

독일 8 

프랑스 8 

중국 4 

대만 3 

국가별 RE100 가입 기업 수  

RE100 가입 기업의 총 전력사용량과 
국가별 전력 사용량 비교   



7 

RE100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7 



8 

Table of Contents 

I. RE100 이니셔티브 개요 

II. RE100 참여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동향 

III. 국내 기업의 RE100 추진 동향  

IV. RE100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9 

RE100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참여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연도는 2028년  

 2018년 기준 RE100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87 TWh로 전체 전력의 38%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RE100 참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 변화 

(출처: 2019 RE100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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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목표 달성 현황 

 3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100% 목표 

달성 

 95% 이상 달성한 기업은 45개  

 구글, MS, SAP, 애플 등의 IT기업과 BoA, 

Lloyds 등 금융권의 재생에너지 사용비

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출처: 2019 RE100 Annual Report)  

RE100 참여 기업 목표 달성율 비교 (2018년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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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유형 

 RE100 참여기업은 인증서 구매, 전력공급업체와의 계약(녹색요금제 또는 계약가격제), PPA 순으로 
재생전력을 조달 중 

 PPA는 2015년 3%에서 2018년 1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출처: 2019 RE100 Annual Report)  

RE100 참여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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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Google 

 Google은 전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재생전력을 구입 

 대부분의 재생전력은 PPA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풍력 비중이 높음 

 2017년 RE100 달성.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모든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 중 

구글의 PPA 현황 및 재생에너지 구매량 비교  

(출처: Googl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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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Apple 

 Apple은 2018년부터 자사의 모든 건물, 데이터센터, 매장을 재생전력으로 운영 

 Apple은 재생전력은 ‘직접 프로젝트 개발’, ‘지분투자’와 ‘PPA’ 3가지 유형으로 조달  

 2019년 1월 기준 전체 재생전력의 66%를 직접 개발한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 중  

데이터센터 
조달 방법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주요 특징 

Maiden, 

North Carolina 

• 태양광 프로젝트(38%) 
• 바이오가스 연료 전지(28%) 
• Duke Energy’s Green Source Rider program(8%) 

• NC GreenPower*(36%) 

재생에너지 자가 소비 
지역 유틸리티(Duke Energy)와 재생에너지프로젝트 공동 추
진 

Newark, 

California 

• 묶음형 그리드(주로 풍력)(84%) 
• 그리드(주로 풍력)(16%) 

California’s Direct Access program을 통해 도매시장에서 직
접 구매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중 

Prineville, 

Oregon 

• 소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5%) 
• Oregon 풍력 발전(94%) 
• 태양광 PPA(1%) 

가장 큰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진행중(2018년 완료예정) 
태양광 PPA 추진중 
100% 재생에너지를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적인 PPA 체결 

Reno, 

Nevada 

• 태양광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53%) 
• 태양광 PPA(47%) 

지역유틸리티 및 유틸리티위원회와의 파트너십 
턴키방식의 프로젝트 추진 

Mesa, 

Arizona 
• 태양광 PPA(100%) 

(출처: Appl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Report)  

애플의 주요 데이터센터 별 재생에너지 조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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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Apple 

 Apple은 자사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재생

전력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Clean Energy 

Program을 운영 

 2020년까지 전체 부품에 사용되는 전력의 

1/3에 해당하는 4GW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19년 목표 초과 달성  

 44개 공급사가 Apple로 공급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전력을 100% 재생전력으로 전환

하기로 약속 

애플의 공급망 재생에너지 목표 및 참여 협력사  

(출처: Appl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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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RE100 도입 검토 배경 

 Supply Chain: 애플 및 해외 자동차 기업은 국내 휴대폰 부품 및 배터리 납품기업에 재생에너지 사
용 지속적으로 요구 

 NGOs: 그린피스 등 환경NGOs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또는 RE100 
가입을 요구하는 캠페인 진행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은 1.5℃ 또는 2℃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국내기업에 요구하
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환 없이는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이 어려운 상황 

(출처: 코리아헤럴드) 
(출처: BMW 지속가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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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및 조달 현황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 대상 100% 재생전력 전환 목표 수립하였으며, 

2019년 기준 92% 달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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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및 조달 현황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해외사업장(중국) 대상 100% 재생전력 전환 목표 수립하였으며, 재생에

너지TF를 구성하여 중국지역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검토 진행 중 

유형 기업 

대기업(11) 
삼성전자, LG화학, 삼성SDI, SK하이닉스, SK E&S, 두산중공업, 오비맥주, 한화큐셀, 

한국필립모리스, 로레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중견기업(1) 신성이엔지 

중소기업(11) 
그랜드썬 기술단, 르솔레이 유한회사, JS파워, HM일렉트로닉, 헤리트, DIK, 주식회사 해줌, 대은, 

AP에너지, 데스틴파워주식회사, 솔라커넥트 주식회사 

 LG화학은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하며, RE100 추진 발표 (아직 RE100 이니셔티브에 정식 가

입은 하지 않을 상황이며, 세부 추진계획도 미발표) 

* 탄소 배출 순 증가량을 제로(zero)로 하여,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수준인 1 천만톤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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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 논의 동향 

일시 논의 동향 

2018.02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RE100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8.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2019.04 관계부처합동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RE100 이행기반 마련 포함) 

2019.0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RE100 내용 언급 

2019.07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도입을 위해 업계 간담회 개최 

‘전기사업법’ 개정안 (PPA법)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2019.09 

산업통상자원부 – RE100 간담회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 RE100 기준 일치 여부 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 예고 

2019.11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 

2020.0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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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일정 확정 및 제도 활성화 지원  

 RE100 기업 대상 설문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선정 

 자체건설 이외에 구매옵션이 부재하고, 현재 검토 중인 정책의 도입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한국에 진출한 RE100 기업 및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기업 예산 수립 시기 고려) 및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 도입 필요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구조 변화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도입 계획한 제도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RE100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정에서의 어려움   

(출처: 2019 RE100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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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연계 방안 확정  

 RE100 참여기업은 온실가스 관리를 재생전력 사용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로 
선정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해외와 달리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지
침상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구조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구매 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계 방안 조기 확정 필요 

(출처: 2019 RE100 Annual Report)  

RE100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동기 



23 

참고. Scope 2 배출량 산정 및 감축 

활동 데이터 X 배출계수  

 Scope 2 배출량 산정 방법  

 Scope 2 배출량의 감축  

 활동 데이터 감축: 구매 후 소비하는 전력량의 감축  

- 예: LED, 설비의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PV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 및 소비 등  

 낮은 배출계수 사용  

- 예: PPA, RECs 사용 등 

지역, 섹터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Scope 2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용 

지역, 제도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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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cope 2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해외기업의 감축목표  

 GHG Protocol Scope 2 Guidance 

-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전체 Scope 2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HG Protocol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반영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 가이드라인은 Scope 2 배출량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배출계수 ‘0’을 적용한 시장기반과 해당지역의 평균전
력 배출계수를 적용한 지역기반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두 수치의 차이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감축량 
의미    

기업명 Scope 1(tCO2e) 
Scope 2,  

location-based  
(tCO2e) 

Scope 2,  
market-based 

(tCO2e)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량  

(tCO2e) 

재생에너지를 통한 
감축 비율(%) 

감축목표 

Google              66,218  
               

2,902,554  
                               

1,518,643     1,383,911  46.6% 2025년까지 2015년 대비 100% 감축 

Microsoft              88,486  
                          

2,060,534  
                                   

37,087     2,023,447  94.2%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75%감축 

Intel            976,000  
                          

2,439,000  
                                 

647,000     1,792,000  52.5% 2020년까지 2012년 대비 31% 감축 

IKEA            209,484  
                          

1,266,578  
                                 

578,552       688,026  46.6%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80% 감축 

IBM            133,663  
                          

1,485,410  
                               

1,155,833       329,577  20.4%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5% 감축 

BMW            562,146  
                          

1,532,448  
                                 

868,089       664,359  31.7% 2050년까지 2015년 대비 100% 감축 

BT            174,518  
                          

1,048,533  
                                 

121,401       927,132  75.8% 
2030년까지 2016년 매출액 원단위 기준 
87% 감축 

 해외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Scope 2 감축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출처: 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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