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ICCA E&CC리더십그룹 주요 내용
1. 국별 정부 기후변화 정책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이슈)
50%감축),

➊

파리협정 재가입,

新 NDC 제출(2030년까지

➋

➌

석유 및 가스 시추(메탄가스), 환경 관련 행정명령

□ (CLEAN Futures Act)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
ㅇ (반영) 2035년까지 전력 부문 脫탄소화, 자동차 배기관 배출 저감 및
전기차 인프라 확장, 2030년까지 Net Zero 에너지 빌딩 구축, 에너지
효율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산업 脫탄소화 인센티브 제공, 플라스틱 산업 규제강화,
新환경 정의 조항 추가
ㅇ (제외) 탄소세,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 산업 부문 규제
□ (ACC 대응) ’21.6월까지 저탄소화학산업 로드맵 마련
- 배기가스 포집, 에너지 절약, 低배출 원료, 공정 효율 등
<유럽>
□ Fit for 55 Package
ㅇ (개념) '55'는 EU 정상들이 체결한 2030년 순배출 감축 목표치 55%를
의미하며, 더 높은 목표 반영을 위해 2030 기후 및 에너지법 개정 추진
ㅇ (주요 내용) 기후 및 에너지 목표 설정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저탄소 에너지 추진
- 산업 혁신은 선형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비전에 의존할 필요 있음
- 2030년 추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공정한 방식으로 부담되어야 함
- EU 배출권거래제는 최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정책 수단으로 지속 유지 필요
- 산업 전환에 따른 탄소 누출로부터 산업 보호 필요
- 회피 또는 마이너스 배출에 대한 설명

□ 탄소국경조정
ㅇ (배경)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중 탄소국경조정을 제안할 예정(영향평가
위원회에 상정됨)
-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❶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관세,

❷

수입업자가 EU 배출권

가격(거래 가격)과 동등 가격으로 EU 배출권 구매 의무 부과를 검토 중
- 부문별 적용 범위는 초기에 제한될(시멘트, 철강, 전자) 수 있으나 향후
다른 부문이 추가될 수 있음
- 유럽 화학산업은 국제 교역 파트너가 동일 수준의 온실가스 부담비용으로
수렴할 때까지 탄소 누출에 따른 피해 확대 예상
- 온실가스 배출 비용보다 더 수준 높은 경쟁 분야를 창출할 수 있으나,
수출 경쟁력, 가치사슬, WTO 정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됨
ㅇ (영향 검토) ‘30년 화학제품 탄소 비용은 現 제품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
약 69억 유로(약 9조 3,500억원)규모 증가 예상
- EU집행위는 4개(수입 관세, EU ETS포함, EU ETS 시스템보완, 소비세 부과)와
대안 2개(제품 탄소집약에 따른 부담금, 수입자(End Importer) 부담금) 고려 중

- 무상할당 없는 시나리오 고려 시 향후 2030년 탄소 누출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EU평균 배출량 기반 탄소 국경조정은 전 제품의 탄소누출
피해와 영향을 축소 시킬 것
- EU집행위 제안 무상할당은 수입 국경조정으로 대체가능(수출은 동일 수준의
여건 조성 보장을 위해 동등한 메커니즘 필요)
ㅇ (cefic 입장) EU 화학업계는 EU집행위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토론 참여에 관심이 높음
- 세부 평가 및 설계 과정 시 고려 요소 : 수출 경쟁력 보호, WTO 규정에
따른 수용 가능성, 가치사슬 경계, 온실가스 벤치마크 설계 및 이행, 전환
메커니즘(충분한 기간 무상할당 유지/간접비용 회수), 거래 파트너가 유사
온실가스 가격 수단 도입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

<일본>
□ 탄소중립 추진 경과
ㅇ (‘19.6) 일본 장기저탄소발전전략(❶가능한 21세기 후반부 脫탄소 사회 구현,
❷

’50년까지 80% 온실가스 감축)

ㅇ (‘20.10.26) 스가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선언(탄소 중립
및 脫탄소 사회 구현)
ㅇ (‘21.1.18) 환경 투자(2조 엔의 기금 마련, 최대 10% 세금 공제, 탄소 가격 수립)
□ 경산성,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 정책
ㅇ 중점 분야 : 에너지(해상풍력, 연료용 암모니아, 수소 및 핵에너지), 운송
및 제조(자동차 저장 배터리, 반도체·IT, 해양 선박, 물류 및 인프라, 식품과
농·수산업, 항공산업, 탄소 재활용 산업), 건물(사무실 및 주택)

□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ㅇ 스가 총리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선언 결정에 감사 표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전
□ 일본화학산업협회(JCIA) 탄소 중립 대응
ㅇ (목표) 탄소 중립에 대한 화학산업 역할과 입장표명, 국가 정책 협력
ㅇ (주요 이슈) 역할 및 책임 범위, 2050탄소중립 이행 조건 및 대응
ㅇ (배출원 및 측정) 생산공정 온실가스 배출(화석연료 사용 공정 및 발전, 외부
구매 전기 및 증기 등 간접배출)
ㅇ (감축 노력) 공정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혁신 기술도입, 발전소 연료 대체,
전력 구매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CO2 원료 사용, 탄소배출권 사용
ㅇ (이행 조건) ❶배기가스 제로 공급 전력은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필요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 제로 배출, 안정적이고 저렴한 녹색 수소),
및 ESG 투자 인프라 개발 정책 지원(전환,녹색에너지,기술혁신),

❸

❷

정부

R&D 및 설비

투자비용 증액 및 분담을 위한 사회 구조 마련
ㅇ (자료 발간)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은 화학산업의 미래 비전(’20 발행)
→ 순환 사회를 위한 화학산업 입장 제시와 화학적재활용 기술 및 시장 활성화

2. 탄소중립 프로젝트(2020.4Q~2023)
□ (배경)

❶

탄소 중립산업을 위한 목표와 순환경제 이행 강조,

❷

경제 회복과

ESG가 주목을 받는 COVID-19 이후 저탄소사회 전환에 있어서 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와 脫탄소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사회와 이해관계자
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임무가 있음
□ (목적 및 개념) 2030년 및 2050년 화학산업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全 지구적 가치사슬을 통한 회피 배출에 따른 전체적인 기여를 고려하고,
화학산업의 탄소 중립 방법 제시
<회피배출 및 탄소중립>

□ (ICCA이사회) Scope 1, 2, 3를 통해 화학산업의 정량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데이터 확인→ 미래 탄소 중립성에 대한 산업 기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회피 배출을 통해 더욱 포괄적 평가 가능
ㅇ 프로젝트 대상 중점 영역
Scope 1&2, Scope3 업스트림
기준

감축 시나리오 및 목표

<영역1> 산업 배출(BAU)

<영역3> 산업 실제 배출

과거

현재
<영역2> 사회 배출(BAU)

Scope3 다운스트림

미래
<영역4> 사회 배출

ㅇ 화학산업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핵심 분야
기준

Scope 1&2, Scope3 업스트림

감축 시나리오 및 목표

<영역3>

<영역1>

- 재생에너지 전환

- 생산 증가

-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 중립 공정 전환

- 생산성 및 에너지효율 향상

- 수소, CCS/CCU, 바이오 제품 혁신,

과거

현재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미래

<영역4>
- 감축 메커니즘/상쇄
- 재생에너지 전환
- 에너지 절약 제품, 제품 혁신
- 온실가스 상쇄 기준 필요

<영역2>
- 가치사슬을 통한 혁신 지원 제품
창출

Scope3 다운스트림

ㅇ 프로젝트 內 분야별 내용
기준

Scope 1&2, Scope3 업스트림

<영역1>
과거 1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업데이트 및 화학산업 거시 분석
과거

* 협회 : Bottom up
** 공개 데이터 / 제3자

현재

<영역2>
- 정량적 기여도 업데이트
- 지난 10년간 E&CC 문서 요약
- 화학산업 기여 결과

감축 시나리오 및 목표
<영역3>
- 탄소 중립을 위한 감축 방법
- 단체, 업체 감축 목표
- 혁신을 위한 기술 지표
- 2030/2050년 영향 분석
- 분야, 기간, 기술별 GAP 분석

미래

<영역4>
- 전환기 및 탄소 중립 이후 화학
산업 역할 정의
- 화학제품의 새로운 가치

Scope3 다운스트림

ㅇ 영역별 프로젝트 역할 개요
구 분
영역1
현재산업 배출
영역2
현재사회 배출
영역3
미래산업 배출
영역4
미래사회 배출

리더십그룹

ICCA

단체

컨설팅

거시 연구
비교,
토론,
의사결정

이사회 보고 지원
승인

분야/국별(최대
10년),
S C O P E
1,2,3(upstream)

공개데이터(10년)
S C O P E
1,2,3(upstream)

요약 기여

거시 연구
문서 요약,
의사결정

이사회 보고 지원
재승인

개별 정의
추정

E&CC문서 연구
및 분석,
권한
가설

추가 사례

이사회 보고 지원
승인

2030/2050 목표계획
동향 분석
주요 단계

2030/2050 전망
시기 , 기술 ,분야
Gap 분석

목표
공정 및 기술
사례

이사회 보고 지원
재승인

정의
동향 분석
S C O P E
3(downstream)

정의
판단
동향 분석
요약

제품 사례
혁신
온실가스

거시 연구
비교,
토론,
의사결정
정의
논의,
의견합의

업계

2. 독일 화학산업 탄소중립 로드맵
□ 기초 화학제품 10종(화학산업 배출량의 80%)에 한정하여 작성
ㅇ 대상제품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메탄올, 암모니아, 요소, 염소
□ 2050년 독일 화학산업 감축 시나리오
① 일반감축 시나리오
- (목표) 2020년 독일 화학산업 배출량(112.8백만톤) 대비 27%(30.7백만톤)감축
- (감축 수단) 효율 개선 및 탈석탄
② 기술감축 시나리오
- (목표) 2020년 독일 화학산업 배출량(112.8백만톤) 대비 61%(68.4백만톤)감축
- (감축 수단) 新신기술 개발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③ 탄소중립 시나리오
- (목표) 2020년 독일 화학산업 배출량(112.8백만톤) 대비 100% 감축
- (감축 수단) 제한 없는 최대규모 투자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별 필요자원>
시나리오
구분(‘50년)

일반감축

기술감축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량

30.7백만톤
(-27%)

68.4백만톤
(-61%)

112.8백만톤
(-100%)

0

150억유로
(20.3조원)

450억유로
(60.9조원)

설비투자
추가비용
필요
신재생에너지

비고
-‘20년 독일화학산업 배출량
112.8백만톤 기준
-일반감축 시나리오 기준
(R&D비용 제외)
-1,350원/유로 기준
-224Twh ≒ ‘18년 독일 산업

54Twh

224Twh

628Twh

부분 전체 전기소비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별도
-CCU 원료용

필요 수소

1.06백만톤

2.44백만톤

6.79백만톤

-신재생에너지 48Twh/수소
백만톤 필요

필요 CO2

0.38백만톤

10.79백만톤

43.15백만톤

-CCU 원료용

□ 탄소중립 기술 포트폴리오
ㅇ (전기 기반 공정) NCC 전기가열로, 수소 + CO2 = 합성 납사/메탄 생산 등
ㅇ (원료 대체) 화학적재활용, 바이오BTX, 바이오납사, 바이오연료 등
ㅇ (생산 공정) Methanol to Olefin, Methanol to Aromatics(BTX) 등

□ 도전과제(한계)
ㅇ (원료전환에 따른 추가 에너지 필요) 600Twh 이상의 신재생에너지가 필요
하나 독일 단독으로 공급이 불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입 불가피, 기타
오지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grid) 구축 문제 등 발생
ㅇ (가격 경쟁력) 경제성 있는 수소 가격이 가격 경쟁력의 핵심(수소 가격은
전기요금에 의해 결정됨)
* 저렴한 수소 생산을 위해 0.04유로(55원)/Kwh 수준의 전력요금 요구됨

ㅇ (전환 비용) 기술감축 시나리오 기준으로 추가 설비투자 비용에 150억유로
(20.3조원)필요, 전체 화학제품으로 확대 시 투자지원 필요

3. 가치사슬 탄소투명성 길잡이
* 주요 탄소 배출량 데이터의 광범위한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 가치사슬 SCOPE3 배출량 감소는 탄소 저감에 중요하나 현재 달성은 불가능
ㅇ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할당하기 위한 일관된 방법론 부족
ㅇ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된 제품별 데이터 부족
ㅇ 조직 간(업체 등) 배출물 데이터 교환이 제한된 복잡한 가치사슬
□ 가치사슬 탄소 투명성 길잡이를 통해 배출량 투명성을 위한 방법론과 기술
수단 제공 예정
ㅇ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대를 위한 공동망 접근과 사업 의사결정, 외부 소통
및 공유를 위한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투명성 기대
- 온실가스 데이터 산정 및 할당 방법론(기업 간 비교 및 연속보고 보장)
+ 공개 기술표준 자료(시스템 간 배출량 데이터 호환 가능)
□ 회원사 대상 합의된 4개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운영
ㅇ 조직수준 배출 대신 제품 수준 배출량
ㅇ 데이터베이스 평균 대신 제품 공급망 기초 데이터
ㅇ 향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탄소 배출량과 다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탄소 배출량
ㅇ 서로 다른 연결 및 독립적 가치사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