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
목적
“RE100 선언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여권이 되었습니다.”
- 소이치로 이타와, Askul 회장 겸 CEO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한데 모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범세계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미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가지
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새로운 국제사회의

우리가 일하는 방법

책임에 동참할 때이고, 당신의 기업은

RE100은 The Climate Group이 CDP와 협력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신재생에너

이를 주도할 것입니다.”

지학회가 캠페인 파트너로서 한국 RE100 진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 회장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특정 기간 내에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금융 서비스와 통신기술에서부터 자동차와 시멘트 제조에 이르기까지,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의 기
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의 전환이 사업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전력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 에너지 비용 안정화, 경쟁력
강화, 그리고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100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진행하는 기업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협력업체서 간접 배출하는 탄소량이 한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것보다 통상 4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로부터 신속히 탈피하여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RE100 회원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The Climate Group
간의 RE100 협력 MOU(2019.12)

RE100 가입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가는 여정이 아직 멀다고 해도, 귀사가 RE100에 가입해야 할 이유는 많습

한국에서 RE100 회원 가입 및 활동에

니다. 우선 여러분은 애플, BMW, 후지쓰와 같이 이미 RE100 회원이 된 230개 이상의 대기업들과 함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께하게 될 것입니다. RE100 회원은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활동과 최신 기술 공유 등의 혜택을 받을 뿐

Website: www.ksnre.or.kr

아니라 RE100 웹사이트와 미디어, 소셜미디어, 뉴스레터, RE100 보고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Email: ksnre@ksnre.or.kr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고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Tel: +82-2-883-8051
Fax: +82-2-883-8042

지금이 RE100에 가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최초로 세계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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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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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접근성 향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RE100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세계화된 경제체계에서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