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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푸른 미래를 향한 여정 그 의미있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혁신, 청정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구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현대모비스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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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재생에너지 전환목표와 이행방안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32개의 생산거점을 포함한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A/S공급까지 현대모비스의 전체 사업영역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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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가 약 1℃ 상승했고, 이에 따른 이상적인 폭염, 폭우, 한파 등의 기후변화로 많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적 합의(파리협정, IPCC 1.5℃ 특별보고서 등)를 통해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각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전력의 저탄소화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이니셔티브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RE100 (Renewable Energy 100%)이란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아시아 지역 기업의 비중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 4월 가입을 완료하였고, 체계적인 RE100 이행을 위해 당사의 에너지 사용구조와 전력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재생 에너지 전환목표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Global Climate Action

47%
유럽

아시아
21% 북미

27%

호주
5%

지역별 RE100 가입 비율 

(2021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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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구조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물류, 판매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실내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 출장 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 사용, 제품생산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 등 2020년  
기준 약 7,238TJ의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비스 현황

Current Status

국내외 에너지 사용량 (단위: TJ )

7,238
TJ

합 계

  전력(국내)

  전력(해외)

  연료(국내)

  연료(해외) 

  기타

도시가스, 프로판

도시가스, 프로판

스팀

2,933

3,354

375

546

30

*해외사용량: 생산 및 부품법인限 포함

85%
현대모비스가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85% 이상이 전기에너지(2020년 기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로  
발전된 전력 사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전기 에너지 사용량

이상

연구개발 구매 생산 물류, A/S

실내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고정유류 사용 및 사무공간 전력 사용

시험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

출장차량 유류 사용 물류차량 유류 사용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 및 공정 내 LN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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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전력 사용 현황
현대모비스의 연간 총 전력소비량은 자회사 2사를 포함, 2020년 기준 697GWh 수준입니다. 해외 사업장 소비량의 9%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사업장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은 없으나 향후 시장 활성화에 따라  
사용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전력소비는 305GWh로 기준연도(2019년) 대비 전동화공장 증설 등에 의해 소폭 증가(6%↑)하였고, 해외 사업장의 경우  
전세계적인 COVID-19의 영향으로 약 81GWh 감소(18%↓)하여 359GWh를 사용하였습니다. 국가별 전력소비 비중은  
한국이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16%, 미국이 12% 순으로 나열됩니다. 유럽의 
경우 슬로바키아, 체코, 러시아, 터키 순으로 많은 사용량을 보이며, 독일, 벨기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전력의 12%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포함된 중남미는 전체의 10% 수준이며, 인도가 4%, 그 외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9년 / 보고연도: 2020년
*자회사: HLGP, 현대 IHL(지분 50%이상사)
*해외사업장의 경우 추후 3자 검증 예정(검증 후 범위 및 데이터 변경 가능) 

국내외 사업장 총 전력 소비 현황 (단위 : GWh)

2019년 2020년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자회사 자회사

재생에너지
9% 재생에너지

9%

440

359

228

305

30 33

758GWh 697GWh

국가별 전력소비 비중 (보고연도)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중남미
  인도 
  기타

46%
16%
12%
12%
10%
4%
1%

*자회사 제외
*기타: 캐나타, 호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305GWh

359GWh

국내 전력소비

해외 전력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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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전망

Consumption 
Forecast
2040 전력 소비량 예측
현대모비스의 전력소비량은 별도의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2019년 
758GWh에서 2040년 1.3 TWh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절대 사용량으로, 항공 모빌리티, 로봇 부품 제조 등의 신성장 사업 발굴,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량 증가, 사업장 및 생산설비 신증설 등에  
의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전력소비량 감소
*향후 사업 방향성 변화 및 지속적 에너지 절감 노력에 의해 전력 소비량 예측은 변경 가능 

2019 2022 2040

758GWh
697GWh

2019연도 2020 2040

  1.3TWh(예상)

180% 증가약

전력 소비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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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100%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ROADMAP TO

RE100

HYUNDAI MOBIS / RE100 ROADMAP REPORTCONTENTS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비스 현황과 전망 재생에너지 전환목표 RE100 이행방안



재생에너지 전환목표

Renewable Energy 
Transition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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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030

2040

35% 35%

65%

100%

국내 전환율 

RE100달성 

목표 전환율연도

*목표설정연도: 2020년 / 기준연도: 2019년

현대모비스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는 
2030년 65%, 
2040년 100% 입니다5.5%

2021

재생에너지 전환의 첫 단계로, 현대모비스는 국가별/사업장별 전환 타임라인과 
운영방안이 포함된 RE100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 체코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는 2030년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계획을 고려하여 2030년 35%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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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행방안

RE100 Implementation Plan
현대모비스는 조직체계 구축, 관리 인프라 강화, 비용 효율적 전환의 순차적 실행 방안을 기반으로 RE100을 이행해 나가고
자 합니다. 국내외 전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E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자체 온실가스관리시스템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관리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매년 단기계획을 수립‧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HASE 1

RE 100

조직체계 구축

RE추진단 발족
현대모비스는 ESG기획팀을 주축으로 국내외 100개 거점(자회사 포함)의 환경/에너지 관리담당 130여명으로 구성된  
‘RE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사업장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빠르게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추진단은 지역별 정기 화상회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트렌드를 살피고, 서로간 전환 사례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계 
구축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감 있는 이행으로 성공적인 RE100 달성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직체계 구축

PHASE 1
관리 인프라 강화

PHASE 2
비용 효율적 전환

PHASE 3

RE추진단장 MESSAGE

Towards a Greener Future
현대모비스는 탄소중립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전환을 추진하려 합니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기본 목적을 유념하며 각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맞춰  
경쟁력 있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발족된 RE추진단은 국내외 전 사업장 임직원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적의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서로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손에게 잠시 빌린 지구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경계와 책임을 넘어 궁극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고 그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현대모비스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세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영빈 상무
기획부문장 / RE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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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고도화
현대모비스는 2014년부터 자체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인 MGMS*를 기반으로 국내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관련 배출시설 및 
연료**사용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전환 추진을 위해 글로벌 모니터링이 필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는 MGMS 데이터 관리범위를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MGMS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이행을 위한 목표할당 및 실적 입력/관리, 성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운영 효율화와 관리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
현대모비스는 재생에너지 전환 옵션을 크게 ‘직접 발전’, ‘전력구매계약(PPA*)’, ‘인증서 구매’, ‘녹색요금제’로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MGMS: Mobis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연료: 전기, LNG/LPG, 기타 유류(경유, 휘발유, 등유)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1)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2) GO: Guarantee of Origin / 3) I-REC: International REC

직접 발전 기업이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 사용

전력구매계약
(PPA)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한 
전력 구매

인증서 구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됨을 증명하는 인증서 구매 
(예_REC1), GO2), I-REC3))

녹색요금제 일반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프리미엄을 얹어 
별도 요금제로 판매되는 전력을 구매

RE100

사업장/사용자
일반정보

국내외 사업장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 분석
피드백

배출시설
정보

활동자료
(연료 사용량/구매금액/EF)

데이터베이스화

온실가스 배출관리 
시스템(MGMS)

RE100 성과 자료 통계

PHASE 3PHASE 2
비용 효율적 전환관리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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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옵션 우선순위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달 옵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전력사용에 대해서는 PPA 또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일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녹색요금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여, 2040년까지 RE100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대모비스는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전동화공장, 대구 전동화공장, 김천공장, 창원공장, 아산 물류센터 등 5개 사업장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의 약 6.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2020년 실적 기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물론 직사광 차단을  
통한 주차차량 내부 온도 저감 등 주차장 이용 편의성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 중 인도사업장(Mobis India, 
Ltd.)에는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MWh 설비 용량으로, 해당 사업장 전력사용량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효과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사업장 유휴부지에 설치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장이나 건물 설계 시 태양광 발전 
설비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회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연동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국전력-전기사용자 3자간 계약을 통해 전력 판매

녹색요금제 일부 잔여물량에 적용 예정
재생에너지 전환에 직접 기여는 없음

재생에너지 직접 발전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전환의 빠른 이행 가능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대규모 사업장 적용에 적합
(제3자 PPA*, 직접 PPA 등)

인증서 구매 소규모 사업장 적용에 적합
시장가격 변동 리스크 상존

PHASE 3
비용 효율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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