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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저탄소경제전환에대한민간의자발적대응
RE(Renewable Energy) 100

• 저탄소 경제 전환은 일반적으로 국제협약(2015년 파리협약)을 계기로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시작 -> 한국은 2030년까지 17년 대비 온실가스 24.4%감축목표

• 탄소배출량이 많아지면 국가의 불이익이 되고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탄소 발생이 많은 나라는 불이익을 받음

• 기업활동에필요한에너지전부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겠다는산업계의
자발적인이니셔티브(연간 100GWh 이상전기를소비 CSP/2050 100%)

• 연간 사용하는 전력 규모를 국가와 비교하면 세계 23번째 국가 규모에 해당할
정도로 소비량이 많음

RE100 참여기업의연간전력사용량규모 (2018)



기후변화대응, 저탄소경제전환에대한민간의자발적대응
RE(Renewable Energ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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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RE100 비영리단체인 더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프로젝트가 협력해
만들어진 운동임

• 현재 가입기업이 349여개가 넘음. 가입기업은 RE100이 제시한 목표를 수행해야 하며, 

수출중심인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제임

• RE100 인증조건은 본인 기업 뿐만 아니라 외주 기업으로부터 받은 부품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만들어져야 함

• △SK하이닉스△SK텔레콤△(주)SK△SK아이이테크놀로지△SK머티리얼즈△SK실트론 △
SKC△고려아연△LG에너지솔루션△아모레퍼시픽△KB금융그룹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에셋증권△롯데칠성음료14개

• 미국(88개), 일본(63개) 등과 비교

국내 기업들, “RE100 활성화 위해 PPA 공동구매 방식 필요” 제도 유연성 개선 요구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66


기후변화대응, 저탄소경제전환에대한민간의자발적대응
RE(Renewable Energy) 100

RE100 한국기업의이행현황은 2020년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33%로가장높으며아모레퍼시픽이 5%, 나머지는 0%

RE100의 중요한 동력, '기업 PPA' 알아보기 | 인사이트 - 엔라이튼 (enlighten.kr)

https://www.enlighten.kr/insight/policy-issue/3241?utm_source=solarconnect&utm_medium=insight&utm_campaign=contents_190925


Purchasing renewables

Renewable Energy Targets

60%
70%

100%

2019 2023 2025

5.8 GW 35 Deals 10 CountriesIn FY21



Carbon 

neutral

Accelerat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vestment

Microsoft’s Sustainability Journey

The Challenge Microsoft Strategy Making it Real



Ground our work 

in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the most 

accurate math

Take responsibility 

by achieving 

carbon negative by 

2030

Fund $1B for 

carbon reduction 

and removal

Support and 

empower 

suppliers and all 

customers with 

new tools, 

products and 

partnerships

Work to advance 

transparency for 

reporting on 

emissions and 

removals

Use our voice on 

carbon-related 

public policy 

issues 

Enlisting our 

employees to 

enable them to 

contribute to 

our efforts

We’re taking 

action ourselves

We’re empowering 

our customers

We’re investing in 

broader innovation

We’re supporting

government action

Carbon negative by 2030; erase footprint by 2050



A planet-sized challenge

500억
metric tons of 

greenhouse gases 

emitted annually

1 in 4
species a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550억
metric tons of waste 

produced annually

20억
people lack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환경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능력을 가속화하고,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고, 그 정보를
적용하여 천연 자원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rad Smith,

Microsoft President

AI for Earth



AI for Earth Grants, to date

500+ AI for Earth grantees in 80+ countries

To date, 28 Grants in APAC to 23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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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ort (microsoft.com)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api/am/binary/RE4QO1v




Our commitments

Carbon negative
by 2030

Water positive
by 2030

Zero waste
by 2030

Build the

Planetary

Computer

• Carbon negative by 

2030

• Removal historical 

emissions by 2050 

• $1 billion climate 

innovation fund

• Water positive by 

2030

• Digitize water data

• Partner with 

Water.org and WRC 

members 

• Invest $10 million in 

water strategy fund 

• Zero waste by 2030

• Increase our reuse 

of servers and 

components up to 

90% by 2025

• Invest $30 million in 

circular economy

• Build and deploy a 

planetary computer

• Protect more land 

than we use by 

2025

• Speak out on policy 

issues



Sustainability – Ke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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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egative 

by 2030

Water positive

by 2030

Zero waste

by 2030

Protect more land 

than we use and build 

a Planetary 

Computer

• 탄소 제거 수요는 많으나 산불로
인해 안정적공급은 부족

• 탄소 측정 방법이 개선되면서
탄소 절감 수치가 편차가
큼(Scope 3 - 업계평균
vs 최근공급자의활동을 반영한
데이터)

• 탄소 제거 측정에 대한 공통의
표준 부족

• 기후 변화는 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영향에 대한
체감은 지역별로 상이

• 전체 배출량 중 디젤이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에 불과하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

• 물 문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수

•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양성과 다년간 혜택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 데이터센터에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물사용을 추적/관찰하여물 사용
효율성을 높임

• 물사용 비용이 가치와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운영전반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함

• 자원순환은 Scope3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데
핵심 역할

•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는업계 간
표준 측정방식을 공유하지 않음

• 장기적 구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출처와 흐름을 모니터링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

• 폐기물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경영진, 소비자와 규제 기관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 접근 방식을 현지 실정에 맞춰
프로그램의 맥락을 조정, 해당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음

• 공간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 있음

•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많은 사용자가 작업 확장에
유일한 방법

• 데이터와 과학의 공유, 오픈
소스는 협업에 필수적

• 개방형 표준을 통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지구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



Carbon scopes, defined

Scope 1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
(Direct emissions) created by your 

activities, like exhaust from company 

차량 배기가스, 빌딩에 직접 사용되는
천연가스 연소 및 발전기 가동

Scope 2

전기 등 내부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or heat you use

데이터센터를 돌리는데 전기를
사용했다면, 그 전기가 석탄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재생 에너지인지
따져 봄

Scope 3

협력사, 출장, 공급망 및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배출, 제품 생산과정
에서 발생하는 완전한 외부배출
집계(Indirect value chain emissions)

from all other activities in which 

you’re engaged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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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scopes – Reduce emissions

Total: 14M mtCo2e

123,704 mtCo2e

163,935 mtCo2e

13,785,000 mtCo2e



Decades of action

Our history 2009-2020

2009

First carbon emission 

reduction goal

2012

100% carbon neutral

Internal carbon fee instituted

2016

Zero-waste campus 

certification

2017

AI for Earth launch

LEED Gold certification 

for new datacenters

2018

Supplier carbon engagement 

in China launched

Net zero potable water 

Silicon Valley campus groundbreaking

2019

Carbon fee 

raised to $15

Water replenishment 

goal set

Our commitments 2020-2050

2025
Operate with 100% 

renewable energy

2025
Protect more land 

than Microsoft uses

2030
Become 

carbon negative

2030
Become 

zero waste

2030
Become 

water positive

2050
Remove all historic 

emissions

Set first renewable 

energy target of 60% 

by 2020



Datacenter efficiency

Source: https://youtu.be/Vu0cx02ZpQ0

https://youtu.be/Vu0cx02ZpQ0


Datacenter efficiency

• 길이 12m, 지름 2.8m의 원통에
864대의 데이터서버를 넣어
스코틀랜드 인근 해저 36.5m 지점에 설치

•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바다의 조력·파력발전에서 충당

•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에 둬 저절로 냉각하게 함

• 산소보다 부식성이 덜한 질소에 노출되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고장률이
지상의 8분의1에 불과

•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해안에서
약 200㎞ 이내에 주로 거주하고
최근 에지 컴퓨팅의 발전으로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큼



Circular Centers - Increasing reuse of servers and components

Explainer: How circular centers will help Microsoft achieve zero waste by 2030
Inside the Launch of Microsoft’s Boydton Circular Center

Decommissioned 

servers to be 

processed by 

Microsoft Circular 

Center in Boydton, 

Virginia.

https://youtu.be/8nr1gzGdfx0
https://microsoft.sharepoint.com/teams/AHSI/SitePages/Inside-the-Launch-of-Microsoft%E2%80%99s-Boydton-Circular-Center.aspx


93%
more energy 

efficient cloud

98%
more carbon 

efficient cloud

driving 

industry R&D

Datacenter efficiency

State of IOWA,

Direct Evaporate Cooling System (직접적인 증발 냉각) : 냉각기에 물을 뿌림



Datacenter efficiency



60%
fully fished

30%
overfished

10%
fishable

OceanMind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 : PEM(고분자전해질막)

선택적투과능력을보이는분리막으로외부에서유입된
수소가스가전극층에서수소이온과전자로분리되는데
이전자가도선을따라전류를만듦





Hack for Sustainability Challenge 2021







- 청정에너지 사용 전제
- 포집한 CO2의 저장 문제
- 포집한 CO2 재활용이 관건

Carbon Engineering – Direct Air Capture



직접공기포집방식(Direct Air Capture)



Case study: TechTics
Cleaner beaches with AI and robots

매년 4조 5천억 개의 담배꽁초가 환경에 버려짐, 물이
담배꽁초에 닿으면 필터에서 3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침출되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수중 생물에게 매우 유해함

TechTics is working to resolve thi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 with technology. It has built a mobile beach-cleaning 

machine called BeachBot, which uses AI with the help of Azure 

infrastructure and Microsoft Trove to spot cigarette butts, pick 

them up, and dispose of them in a safe bin. TechTics is seeking 

to eventually collect 2,000 photos via Trove.

Responsible AI
With AI, TechTics is working to 

resolve thi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 with technology

Smart Scaling
The quickest way to a cleaner 

shoreline is with a human-robot 

interaction where the public can 

make robots smarter

Transparency
Contributors of cigarette butt 

photos can see how their data is 

being used to contribute 

something la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