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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의국가별다양한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

WWF는국가별다양한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를운영하며기업의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통해
기후행동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WWF-Korea의 제언

세계적인 탈탄소 에너지전환의 가속화

전지구적으로기후’변화’가 ‘위기’라는인식이커지며 국가와비국가행위자들은강력한기후위기대응에

나서고있습니다.  전세계국가는적극적으로파리협정 1.5℃에부합하는국가수준의목표선언및제도

를수립하고있습니다. 비국가행위자인기업을비롯한지방정부, 금융기관, 경제, 과학, 교육및종교계등

은전방위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기후위기에대응하고있습니다. 

기업도기후행동강화를위한면밀한전략필요

세계적인탈탄소에너지전환의흐름속에서국내기업도강력한기후리더십을요구받고있습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파리협정 1.5도목표에맞는넷제로(Net-Zero) 달성을위한목표를수립하고실천해야합니다. 

• 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위한목표를강화하고구체적이행을위한로드맵을수립해야합니다. 

• 에너지전환에필요한정책환경조성에기여하고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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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EBA -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 재생에너지대규모에너지구매자들의협의체
• 청정에너지시장개척위한도구및자원제공
• 청정에너지접근확대위한정책및규제발전
• 재생에너지의국제적조달을지원

• 재생에너지구매플랫폼마련
• 재생에너지수급의장벽해소
• 기업의역량강화지원
• 새로운재생에너지구매모델

인도 REDE - Renewable Demand Enhancement

중국 CBH - Climate Business Hub

• 지방기업의재생에너지시범거래촉진
• 새로운재생에너지조달옵션개발
• 재생에너지조달옵션에대한정보공유
및역량

• 중앙정부차원의정책참여활동

멕시코 Ren mx

• 정책개발어젠다세팅
• 새로운구매옵션정보제공
• 거래활성화위한구매자와공급자연결
• 기업잠재구매자전용툴및 1:1 교육제공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의 활동을 통한 기후리더십 강화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입

최적의

재생에너지조달

방안선택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ACTIONS

CASES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하여 최적의 재생에너지 방안
을 강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많은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목표를 강화하고, 구체적 이
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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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식제고및역량강화

참여기업의실무진을대상분기별스터디그룹운영

UNGC Korea “Leaders Summit”과연계하여재생에너지세션진행

재생에너지확대관련실무진대상가이드라인발간

P4G Summit의세션중기업재생에너지관련세미나주최

정책환경 조성지원

재생에너지조달원칙발간

참여기업, 정책입안자, 정부관계자등이해관계자간미팅주최

재생에너지조달정책관련국회연계포럼개최

기업의재생에너지확대
목표설정지원

목표설정지원을위한개별미팅진행

기능및기대효과

한국의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는 WWF-Korea와파트너기구인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UNGC),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2020년 6월공동으로발족

• 기업의자발적재생에너지전환선언과 목표수립및이행지원

• 재생에너지정부정책발전을위한환경조성및가교역할

수준별워크숍운영

정책가이드라인발간

기업간네트워킹

인식제고활동

정부와소통촉진을위한플랫폼

`

정보공유역량강화

기업간

네트워킹

정책제언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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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소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기후변화위기인식변화로강화되고있는글로벌기업의기후변

화 대응 활동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중심으로 소개하고 국내

기업에 필요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중립

2050을선언하는등 파리협정 1.5도목표에 부합하기위한우호

적인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국내기업들도 더욱 강

화된기후행동을 위한전략을모색해야하기때문입니다.

WWF는국내기업의실질적인재생에너지사용

확대를지원하기위해유엔글로벌콤팩트코리

아(UNGC),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과 공

동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참여문의: climate@wwfkorea.or.kr

070-7463-4244/ 070-5051-5509

이 보고서는 씨티재단과 한국씨티은행의 기후행동 파트
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 (Change Now for Tomorrow)’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fkr.awsassets.panda.org/downloads/_____20210105_1.pdf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참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