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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하였고, IPCC1) 1.5℃ 특별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1.5℃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한국 정부도 국가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행을 통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국가 감축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IPCC 제6차 실무그룹 평가보고서가 승인되면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을 한층 더 강조하였고,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2)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점검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은 투자자, 고객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체제는 기업의  
경쟁력 그 자체가 되었고, Scope 1, 2 사업장 배출 뿐만 아니라 Scope 3 배출까지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고, 이 중 1.5℃ 기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지속가능경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대모비스는 ‘Green Transformation to 2045 Net-Zero’를 비전으로 하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대외선언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배경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로, 1990년 이래 매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2)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 출처 : 환경부

배출량  
감소

흡수량  
증가

배출량 
증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 순배출량 ‘0’ 

탄소중립 
(Net-Zero)

배출

배출

흡수흡수

탄소중립(NET-ZERO)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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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2021년 국내·해외 사업장 기준으로 총 356,334톤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중 전력 사용으로 인한 Scope 2(간접배출)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나머지 Scope 1(직접 
배출)의 대부분은 사업장 내 LNG 보일러 사용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 종류로는 CO2가 99.5%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 신규 사업장의 가동 및 생산 
시설의 증설로 인해 배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정부의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2016년부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환경부에 보고해왔
고, 2019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2020년부터 제도 이행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온실가스 배출 현황

최근 3개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 톤CO2eq)

357,272 343,894 356,334
2019 2020 2021

Scope 2(전력사용량) 85% 이상 

국내

26,121

142,459

20,706

30,632

152,286

151,323

22,093

해외 Scope 2

Scope 1

Scope 1

Scope 2

Scope별 배출비중
● 국내 Scope 1 
● 국내 Scope 2
● 해외 Scope 1
● 해외 Scope 2 

28,220

139,070

16,875

173,107 154,608 42.5%

6.2%

8.6%

42.7%

*  국내·해외 사업장의 Scope 1(직접배출; LNG, 프로판, 유류) 및 Scope 2(간접배출; 전력,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국내사업장은 제3자 검증 완료하였고 해외사업장은 제3자 검증 추진 중(데이터 변경 가능)
* Scope 3 배출량은 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산정 진행 중(본 보고서 14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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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현대모비스는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배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수준의 감축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반 시나리오, 1.5℃ 기반 탄소중립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미래상을 전망함으로써  
당사에 미칠 수 있는 전환·물리적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고객사들의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모
비스는 1.5℃ 기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SBTi에 가입(Commit)하여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국제적으로 서약하였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탄소중립 기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탄소중립 추진전략

현대모비스 기후변화 시나리오
배출 실적 배출 전망

기준 연도 (2019)

▲30%

▲ 80%

GH
G 

Em
is

si
on

Near-term Target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환 시나리오(Transition Scenario)
현재 수준의 감축정책 유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2℃ 이하 유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반 계획 반영
“Delayed” Green Transformation to 2045 Net-Zero
“Green Transformation to 2045 Net-Zero” 
2040년 국내·해외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 2045년 공급망까지 탄소중립 완료를  
목표로 하는 현대모비스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

온도상승폭

3°C

1.5°C

물리적 시나리오(Physical Scenario)
평균온도 상승 2℃ 초과
평균온도 상승 2℃ 이하

평균온도 상승 1.5℃ 이하

Net-Zero
Long-term  

Target

탄소중립 관련 주요 추진 현황

1)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2)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현대모비스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TCFD1)  가이드라인 반영, 지속적으로 고도화 진행 중

1.5℃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국제적으로 서약
2023년까지 SBTi 감축목표 검증 완료 예정

현대모비스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전·목표·로드맵·이행방안 
마련

탄소중립 기반 지속가능경영
체계 수립 및 이행 중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고 등

현대모비스 2045 탄소중립  
대외선언
 보도자료 배포, 언론기사, 홈페이지 게재 등 

경영활동  
반영

시나리오  
분석

목표·전략  
수립

SBTi2) 가입대외선언

1.5℃ 기반 탄소중립 시나리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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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년 12월, 현대모비스는 ‘Green Transformation to 2045 Net-Zero’를 비전으로 하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40년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 2045년 공급망까지 탄소중립 완료’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8대 
실행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①Green Plant, ②Green Supply, ③Green Product, ④Green Partnership으로, 
‘국내·해외 사업장→ 공급망·제품 밸류체인→ 지역사회’로 영향력을 점차 확장하는 구조 입니다. 추진전략별로 실행
방안을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목표

4대 추진전략

8대 실행방안

2040년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 2045년 공급망까지 탄소중립 완료

Green Transformation to 2045 Net-Zero

에너지 전환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  
(공급망 배출량 산정) LCA 기반 탄소저감 제품 확대 흡수·상쇄 이니셔티브 운영

에너지 효율화 공급망 배출량 관리 중장기전략 연계 혁신기술 개발 그린 라이프스타일 전환

1 3 5 7

2 4 6 8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로 

사업장 감축 가속화
Scope 3 감축을 위한 

체계적 공급망 관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탄소저감 제품 확대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파트너십 운영

Green Plant Green Supply Green Product Green Partnership

탄소중립 비전·목표 / 4대 추진전략 / 8대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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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탄소중립 로드맵
현대모비스는 2030년에 2019년 대비 30%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40년 국내·해외 전체 사업장(Scope 1, 2) 탄소중립 달성, 2045년 공급망
(Scope 3)까지 탄소중립을 완료하는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4대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 나가면서도 추진전략별로 
이행 시기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연도)1), 2)

2030년
(중간연도)

2040년 2045년
(목표연도)

※ 배출 잔여분 흡수 · 상쇄 

(+)
(-)

Green Plant
사업장 감축 가속화

Green Partnership
지속가능 파트너십 운영

Green Supply & Green Product
체계적 공급망 관리 및 탄소저감 제품 확대

총 30%  
수준 감축

80%  
감축

100%  
감축

2040년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

2045년       
공급망까지  

탄소중립 완료 Scope 1 
(직접배출)

Scope 2 
(간접배출)

Scope 3 
(기타 간접배출)

2030년까지는 Green Plant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여 전체 30% 수준의 감축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85% 이상이 전력 사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RE100(Re-
newable Energy 100%) 추진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실행방안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공급망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사별 배출량을 산정하고, LCA(Life Cycle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제품이 전과정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Green Supply 및 Green Product 전략을 중심으로,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탄소저감 제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함 
으로써 Scope 3 감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공급망과 제품을 포함하
여 전 밸류체인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여배출에 대해서는 Green Partner-
ship 전략의 지속가능 파트너십 운영을 통해 흡수·상쇄하여 순배출량을 0 
으로 만듦으로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  기준연도(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2) 목표 수립 연도 : 2021년

·  Scope 1 : 5만 톤CO2eq   
(국내+해외 사업장의 전력·스팀 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직접 배출량)

·  Scope 2 : 31만 톤CO2eq     
(국내+해외 사업장의 전력·스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

·  Scope 3 : 2+α만 톤CO2eq     
(위탁생산공장, 임직원 출장, 업스트림 
임차자산,  사업장 폐기물, 공급망 등) 

※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에 따른  
카테고리별 Scope 3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현재 IT 시스템 구축 중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배출량 산정·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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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lant

내연기관차  전기·수소차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 전환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할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K-EV100)3)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0%, 2028년  
70%, 2030년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사업장 충전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것입니다. 
3)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 2030년까지 기업 보유·임차 

차량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고 단계
적으로 이행하는 캠페인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노후설비 교체, 고효율기기 확대 
등을 통해 설비·기기 효율을 최대화하고, 공장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운영의 효율성↑
(Operating  
Efficiency)

공장 에너지관리설비·기기 효율개선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를 통한 사업장 감축 가속화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85% 이상이 전력 사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의 전환이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실행방안 
입니다. 현대모비스는 RE1001) 가입을 완료하고, 2030년  
65%, 204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의 우선순
위를 고려하여 세부전략2) 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효과적
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1)  RE100 (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The Climate Group과 CDP가 론칭

2)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RE100 ROADMAP REPORT’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40년 사업장 탄소중립을 달성하겠습니다. 

화석연료 기반 전력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2040년까지 글로벌 사업장 100% 전환

2040

100% 

2030

65%

2025

35%목표전환율

RE100 달성국내전환율 35%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울산 전동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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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upply
Scope 3 감축을 위한  체계적 공급망 관리

공급망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사별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것입니다. 

협력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완료되면, 산정된 배출량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사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파악하여 그룹화하고, 그룹 특성별로 적합한 온실가스 관리방
안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관리 대상 협력사는 1차에서 N차까지 단
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공급망 배출량 산정) 공급망 배출량 관리

“협력사별 배출 특성 고려한 공급망 온실가스 순차적 관리”

온실가스 관리대상 협력사 선정 및 세부 그룹화

그룹 특성별 온실가스 관리방안 수립·이행
우수 이행안 수평전개 및 필요 시 재그룹화

그룹화 예시

Group 1

온실가스 규제  
대상 협력사

글로벌OE 품목 
생산 협력사

고배출 공법 
협력사

그 외

Group 2 Group 3 Group n

1차 온실가스 관리 협력사 N차 확대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를 위한 IT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와 함께 효과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여  
2045년 공급망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습니다.

2 
협력사 에너지  
데이터 취합

“IT 시스템 기반,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IT시스템  

구축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온실가스 산정·관리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협력사별  
에너지  
사용량

협력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협력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자동산정데이터 입력

현대모비스

· 데이터 입력 요청
· IT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원별 사용량 취합

· 에너지원별 사용량 입력

협력사

I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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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과정
(Life cycle)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현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단계별 감축전략 
수립·이행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Electric 
Vehicle Fuel Cell UAM ROBOTICS

커넥티비티 전동화

현대모비스 중장기 전략

Green Product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탄소저감 제품 확대

제품이 전과정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탄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제품이 전과정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탄소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제품과 관련된 Scope 1, 2 배출 뿐만 아니라 Scope 3 배출까지 관리할 
것입니다. 즉 단계적으로 LCA 수행을 고도화하여 제품 생산-사용-폐기에 따른 단계별 감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납품하는 공급망 단계에서는 협력사가 탄소중립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친환경 공법과 소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동화 부품 생산을 확대 
함으로써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폐배터리 재생사업 등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LCA 기반 탄소저감 제품 확대
현대모비스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화된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기술 전문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전략에 맞추어,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플랫폼, 커넥 
티비티, 수소연료전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로보틱스 등 미래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군  
확장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전략 연계 혁신기술 개발

제품이 전과정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탄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저감 제품을 확대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제품 순환성  
확대

저탄소 원소재  
구매 확대

친환경 소재·공법  
개발

전동화 부품  
개발 확대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제품생산 재활용·폐기원료    재료공급 제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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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 교육·홍보 감축사업 지원 이행실적 관리 정보 공시 강화

국내·해외 사업장, 공급망 및 제품을 포함하여 전 밸류체인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여배출에 대해서는 흡수·상쇄를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으로써 탄소
중립을 완료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산림 흡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반성장 활동과 
연계하여 협력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감축 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흡수·상쇄 이니셔티브 운영
임직원 대상으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사내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탄소
중립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지속가능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린 라이프 스타일 전환

Green Partnership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파트너십 운영

대내·외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언론, 학계

현대모비스 미르숲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상쇄 사업, 비거래형)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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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 CEO 

사업장 탄소중립 분과위원회 공급망 탄소중립 분과위원회 탄소저감 제품 분과위원회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ESG추진사무국 

· RE(Renewable Energy) 추진단 기능 확대
· 전사 사업계획 연계, BU/부문별 감축목표 관리

· 구매부문 협력회 기능 확대
· 협력사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 탄소저감 제품 개발전략 수립
· 전과정평가(LCA) 수행

· 임직원 인식전환 활동 개발
· 흡수·상쇄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현대모비스는 2021년 ESG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ESG추진 
사무국을 신설하고 2045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한 현대모비스의 의지·방향성·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사 차원에서 통합·조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대 추진전략별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BU/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평가 하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별 추진속도에 맞추어 사업장, 공급망, 탄소저감 
제품,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순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본 위원회는 ESG추진사무국이 실무추진위원회로서 분과별로 다루어지는 
주요 과제와 논의 내용을 통합·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주요 안건은 위원장인 CEO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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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입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선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서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함으로써,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할 것을 국제적으로 서약하였습니다. 

SBTi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고자 4개 글로벌 비영리 단체1)가 
공동으로 발족하여 운영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술자문그룹을 통해 최신 기후과학을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 방법론, 지침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독립적으로 평가·승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기준에 맞추어 국내·해외 사업장 배출(Scope 1, 2) 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배출(Scope 3)까지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세부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2년 이내에 SBTi 감축목표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usiness Ambition for 1.5℃ 및 Race to Zero 참여 
현대모비스는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 중입니다. Business Ambition for 1.5℃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는 
SBTi의 캠페인입니다. 현재 1500여개 기업이 참여 중으로, ‘비즈니스 NDC’ 개념의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Race to Zero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전 세계 기업, 도시, 지역, 금융·교육 기관 등이 참여 중 
입니다. 모든 회원은 파리협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행동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Business Ambition for 1.5℃ 및 Race to Zero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순배출  제로를 달성
하기 위한 글로벌 레이스에 동참하기로 약속하고 그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향후 과학기반 감축목표 검증과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1) 세계자연기금(WWF),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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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배출되는 Scope 1, 2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제품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한 전  
밸류체인에 걸쳐 배출되는 Scope 3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하고자 합니다. 
Scope 3 배출은 기업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Scope 1, 2 배출과 비교하면 산정 기준과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밸류체인에 걸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Scope 3 산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GHG Protocol 산정 기준1) 에 따른 Scope 3 카테고리별 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세부 산정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커버리지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배출량의 약 3배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올해 IT 시스템 구축 중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 밸류체인에 걸쳐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 고객사, 임직원, 자회사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Scope 3 배출을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Scope 3 산정 계획

Scope 3 카테고리별 산정 계획

Scope 3 산정 경계 설정

제3자 검증

Scope 3 카테고리 선정

관련성 
(relevant) 예상배출 비중 영향력 리스크

카테고리별  
데이터 수집
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

IT 시스템

신뢰성

정확성

투명성

1) Greenhous Gas Protocol의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및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s’ 참고
2) Scope 3 전체 배출량은 카테고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산정 중, 사업장 배출량 대비 수배~수십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Scope 1 (직접배출)

Scope 2 (간접배출)

위탁생산공장

사업장 폐기물

임직원 출장

업스트림  
임차자산 

국내 공장 기준

국내 사업장 발생 기준

국내·해외출장 기준

국내 영업팀 중 완성차 부지  
임차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톤CO2eq)

항목별

45,095

312,177

9,188

4,499

10,047

79 

합계

  

2019

357,272

23,813

항목별

46,827

297,067

9,029

4,010

3,813

52 

합계

  

2020

343,894

16,904

항목별

52,725

303,609

8,224

2,977

3,506

257

합계

  

2021

356,334

14,964

Scope 32)

(기타 간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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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45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는 명확히 하되, 미래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갱신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061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 T.02-2018-2820 / hjpark303@mob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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