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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과
철강산업의 과제

요

약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후 문제의 해결에 있어 주된 관심
산업이다. 철강산업에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이 지목되고 있으
며 한국의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 초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
다. 한국의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 초안 검토 결과 수소화기술을 통한 철강산업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현실 적합성 부족, 국가간 산업구조 차이 미반영 등 문제점이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시
급하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화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어려
워도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도입
은 산업의 전면적 구조개편을 의미하므로 전 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
다. 여기에는 민관의 공동 기술개발과 관련 제반 인프라 확보 그리고 필요한 금융과 제도적 지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본고는 2020년 상반기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2050 장기 저탄소전략 대응을 위한 산업별 전략수립 연구」(발주처: 산업
통상자원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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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후규제의 강화 및 저탄소사회로
의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대
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 추진, RE100 운동의 확
산과 같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국의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197개 국가로 확대된 신기
후체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각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장기 저
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19년 3~12월 기
간에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 범정부 협의체 운영과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대한민국의 2050 장
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후 문제의 해결에 있
어 주된 관심 산업이며 한국의 LEDS 민간포럼 검토안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
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LEDS 초안을 기준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산업계와 정부의 추진과제를 고찰해본다.

2.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관련 현황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018년 기준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조업 내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두 번째로 배출 비중이 높은 화학(21.6%)보다도 10% 이상 높은 수치이며
그 외 시멘트(4.7%), 반도체(3.7%), 디스플레이(3.0%) 등 여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 구성을 크게
전환(발전)부문, 산업(제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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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철강 생산 공정별 CO2 배출 비중

자료 : 이운재(2018), SteelKorea 2018 세미나 발제자료.

문의 배출 비중이 약 55%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주요 배출 산업이 철강
산업이라는 점은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
어지며, 온실가스 발생도 이 단계에서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
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
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
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
료용으로 구분되며,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즉, 철강산업에 있
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
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철강산업은 주요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기초소재 공급을 담당해온 국가 기간산업
이며 한국 제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 성장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경제가 성
<그림 2> 제선공정의 CO2 배출 과정

자료 : 이운재(2018), SteelKorea 2018 세미나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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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EDS 활용 철강부문 BAU
철강부문 BAU

철강
(천톤CO2e)

2017

2040

2050

직접배출

99,445

118,741

112,139

간접배출

16,501

10,021

9,559

공정배출
총배출

5,884

5,404

5,119

121,830

134,167

126,818

자료 : 환경부.

숙화되면서 철강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철강소비의 패
턴이 관찰되고 있다. 향후에도 철강제품의 기초 반제품인 조강생산량은 2030년과
2040년 사이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2)) 역시 2040년 약 1억 3,400만톤에서 2050년에
는 소폭 하락하여 1억 2,700만톤 규모로 도출된다.

(2) 주요 온실가스 감축기술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기후규제의 대응을 위해 선
진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로(용
광로) 공정에서 CO2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추진 중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소환원 기술 :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탄소 대신 수소로 (일부)
대체하여 탄소계 환원제 사용을 저감하는 기술로서 기존 고로를 이용하여 석탄
사용을 일부 대체하는 방식3)과 직접환원철(DRI)을 전기로제강에 투입하여 탄
소계 환원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저감시키는 방식4)이 있다.
② 고로 저탄소 대체철원 사용기술 : 철스크랩, 직접환원철 등 기존 철광석 대비 고
환원 원료를 고로에 사용하여 환원 대상인 산소의 장입량을 저감함으로써 탄소
계 환원제 사용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③ 고로 고반응 연·원료 사용 기술 : 고반응성 코크스와 같이 고로 내 장입원료의
반응성 증대로 환원가스 이용률 및 환원효율 향상을 통한 고로 탄소계 환원제

2) BAU(Business as Usual) :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한 기준 배출 전망치.
3) 현재 일본 COURSE50, 한국 COOLSTAR 프로젝트에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 중.
4) 독일의 SALCOS, 스웨덴의 HYBR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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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선공정 CO2 배출 저감 혁신기술

자료 : 이운재(2018), SteelKorea 2018 세미나 발제자료.

사용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④ 미활용 배열 및 CO2 자원화 기술 : 고로 용융 슬래그의 현열 등 현재 제철소에
서 미활용되고 있는 배열의 회수와 배출되는 CO2를 고부가 케미컬(chemical)
또는 제철소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제선공정 배출 CO2를 간접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이다.

3. LEDS 민간포럼 검토안과 주요 쟁점
(1) 철강산업 감축목표
2020년 2월 발표된 민간포럼 검토안에서 수소화기술 활용을 통한 철강산업 감
축목표는 2050년 약(3,650만톤), 중(5,920만톤), 강(7,250만톤) 시나리오로 산정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7~30년에는 제조공정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적용하
여 580만톤을 감축하고 2031~40년 기간 동안에는 고로공정의 유연탄 소비량 중 약
(10%), 중(15%), 강(20%)을 수소로 대체하며 2041~50년에는 고로공정의 유연탄 소
<표 2> LEDS 민간포럼 검토안의 수소화기술 및 원료재활용 관련 감축목표
세부
수소화기술, 원료재활용

2050(약/중/강)

수소환원제철

- 유연탄 소비량 25/35/45%를 수소로 대체

원료 재활용

- 클링커 사용량 10/35/50%를 폐콘크리트로 대체

자료 : LEDS 민간포럼 검토안(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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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 중 약(25%), 중(35%), 강(45%)을 수소로 대체하여 최대 6,420만톤 감축한다.
올해 초 작성된 LEDS 민간포럼 검토안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정해질지의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고 하더라도 철강산업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의 중
요성을 민관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환원제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쟁점
1) 현재 추진 중인 기술개발의 추진속도 및 도입효과
우선 2030년과 2040년의 감축목표부터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
다. 2030년 수소화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80만톤 감축인데 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의거한 수치이다. 하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
드맵 수정안에서도 본 기술개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상용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되었을 정도로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기존 고로
를 이용하여 유연탄을 일부 수소로 대체하는 방식(COOLSTAR 프로젝트)이며 이 프
로젝트는 파일럿 수준의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2030년 상용화의 추진을 목표로 한
다. 즉,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파일럿 수준의 기술개발 완료(2024년) 후
2025~30년 기간 실용화 기술, 사업화 기술 등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거치며 2030년에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COOLSTAR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최대 15% 저감이 목표이므로 2030년에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개발된 기술을 2030년 전체 고로의 1/3에 적용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개발된 기술의 적용을 시작하려면 기존 고로를 중단해야 하고, 기존 고로
의 운영 중단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순차적으로 기술을 적용해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즉, 현재 민관이 공동 추진 중인 수소화기술 개발의 추진속도와 감
축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2030년 580만톤의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
의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감축 가능 시점을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
가 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 COURSE50 프로젝트에서도 향후 2028년까지 Demo
단계의 연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제선공정에서 CO2 10%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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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COOLSTAR 프로젝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계획
본 과제(P단계)
기간

1단계

2단계

2017.12~20.12

2021.1~24.11

추진 체계

산-학-연 협력연구

상용화 예비단계

상용화 단계

2025~30

2030~

기업 주도 개발

기업 주도

자료 : 한국철강협회·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내부자료(2020.3).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의 적용기간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로 설정되
어 있다.5)
한편, COOLSTAR 프로젝트를 통해 고로 수소환원 기술이 완성되어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최대 감축률은 15%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기술을 모든 고로에 적용하였
을 경우 총 배출량의 15%가 감축되는 것이므로 2040년 [약]시나리오의 유연탄 대체
율 10~15%가 가장 현실성 있는 목표일 수 있다.

2) 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 미반영
수소를 이용하여 유연탄을 대체하는 방식은 기존 고로를 이용하는 방식과 새로
운 설비를 (전기로+수소환원 직접환원철(DRI) 이용)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고로를 이용한 수소화 기술은 그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므로 2050
년 감축목표인 전체 배출의 50% 이상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감축효과가
높은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로 방식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도입해야 한다.
LEDS 민간포럼 검토안에서 스웨덴의 HYBRIT 프로젝트가 해외 주요 사례로 언급
된 것은 2050년까지 유럽 방식의 수소화 기술을 우리 나라에서도 전면 도입을 전제
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의 철강산업과 우리 철강산업의 산업구조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철강산업 역사가 오래된 스웨덴 철강산업은 코크스로 노후화(100년 이상 사
용)로 이미 기존설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설비대체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전기로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고부가가치 품목 위주로 산업구조를 전
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철강산업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2018
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조강생산량은 493만톤으로 한국 대비 1/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수소환원제철 공법 적용에 따른 전환 비용

5) 일본철강연맹(JISF), 2019.9.

2 0 2 0 1 0

13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과 철강산업의 과제

이 우리 철강산업에 비하여 훨씬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스웨덴은 수력이
풍부하여 2018년 발전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6.8%로 제반 인프
라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이러한 국
가간 차이를 고려치 않는다면 목표의 현실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조강생산량 규모가 큰 유럽철강산업(1억 6,500만톤, 2015년)의 경우 2050
년 감축목표가 95%로 정해져 있어서 상당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1990년 대비 목표로서 2015년 대비로는 온실가스 67% 감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2050년 60% 감축 목표 역시 우리 LEDS 초안의 [강]시나리오와 비교해보았을 때에
도 더 높은 목표치라 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인 감축수단을 살펴보았을 때 수소환원
을 통한 감축비중은 5%에 불과하며 CCUS 및 부산물 재활용 60%, 탄소중립전력
10~15%, BAU 10%를 주요 감축수단으로 계획하고 있다. 즉, EU 철강산업의 주된
감축수단은 CCUS와 부산물 재활용이며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을 통
한 온실가스 감축의 비중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전기로 기반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기 용
이한 스웨덴 철강산업의 특수한 사례를 참조하여 유럽 전체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
철 감축목표인 5%보다 훨씬 높은 우리의 목표6)는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와 같은 고로기반의 철강 선진국인 일본은 전면적 수소화 기술
6) 수소환원제철을 통한 2050년까지 약(25%), 중(35%), 강(45%)의 유연탄 대체.

<표 4> 유럽철강연맹의 2050년 감축경로
시나리오

예상 감축률
(%)

1

10

· BAU

2

15

· 진행 중인 개보수(Retrofit) 완료

3

75

· 개발 진행 중인 기술 완료(부산물 재 - 개발/설비투자 520억 유로
활용, CCU 등)
- 생산비용 1,120억 유로

4

80

· 시나리오3+SCU/CDA 개발
(HISARNA, FReSMe, Hybrit 등)

5

85

· 시나리오3+탄소중립에너지 전환

6

95

· 시나리오3+ SCU/CDA 개발+탄소
중립에너지 전환

주요 내용

예상 비용
(2050년 기준, 최대)
- 개발/설비투자 340억 유로
- 생산비용 910억 유로

- 개발/설비투자 580억 유로
- 생산비용 1,170억 유로

자료 : 한국철강협회 번역자료(2020. 5); 원자료 Eurofer Low Carbon Roadmap.
주 : SCU(Smart Carbon Usage): 공정 단순화, 저장된 탄소의 활용 기술, CDA(Carbon Direct Avoidance): 재생가능
한 전기의 이용, 수소환원제철(스웨덴 SSAB의 Hybr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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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통해 210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면밀한 검
토를 진행하여 향후 탄소중립 달성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역시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민관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보다 현실성 있는 중
장기 감축목표와 시기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환원제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
축수단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목표감축량 산정방식의 투명성
한편, LEDS 민간포럼 검토안의 목표감축량 산정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2050년 목표 중 [강]시나리오의 유연탄 대체율 45%를 가정하더라도 이를 바
탕으로 예상 감축량을 재계산했을 때 예상감축량이 3,470만~5,000만톤으로 도출되
고 이는 LEDS 민간포럼 검토안에서 제시된 6,420만톤과 최대 50% 정도 차이가 나
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2050년과 같이 상당히 먼 시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기업
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의 산출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기업의 감축의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철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향후 감축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LEDS 민간포럼 검토안의 수소화기술을 통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철강산업의 높은 온실가스 배
출 비중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철강산업에서
의 수소화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어려워도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도전과
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환원방식 도입은 산업의 전면적 구조개
편을 의미하기에 기업과 산업계는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온실가
스 감축의 주체라는 인식을 지녀야 할 것이며 전 사회가 공동추진한다는 목표로 정부
는 과감히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철강산업
의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놓여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FINEX라는 친환경 제
철공법을 개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 철강업계와의 공동노력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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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국내 철강산업에서의 저탄소
화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성장동력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적극
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전략에 산업부문의 친환경화와 신성장동력화에 대한 투
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관련 기술개발이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
의 하나이다. 아울러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저장·활
용(CCUS) 기술이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향후의 중요 감축수단임을 고려하여 우리
역시 CCUS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수소환원제철 외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방
안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제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제철소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자가발전을 통
해 필요 전력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경우 부생가스
발전량 감소 및 전기로 가동으로 인해 필요 전력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
다. 또한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양의 재
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필요전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증가속도로는 향후 필요
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수소를 현재의 석탄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수소의 가격
은 석탄가격에 비하여 월등이 높으며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과 같은 국가적 인프라
가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 마련과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강산업의 저탄소산업 전환에 따른 이익은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파급
되기에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금융지원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철강산업 역사가 비교적 짧다는 점에서 향후에 수소환원 신설비를 도입하고
운영할 경우 그 시점에서 수명이 남았지만 도태시켜야 하는 좌초자산이 상당할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을 이용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할 시 철강재 가격 상승이 불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측면
에서도 보다 비싼 철강제품의 가격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어야만 하며 철강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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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남아시아 등 국가간 환경규제의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경쟁력 확보가 기업경쟁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
업계 역시 친환경·저탄소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온
실가스 감축 주체의 의지 제고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개선,
사회적 감축효과 산정의 표준화 및 제도 반영과 같은 국내 환경·기후규제의 보완 역
시 중요함을 끝으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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