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A 그룹은 RE100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운동을
지지했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

앞장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이는 재생에너지가 비즈니스를 위해 해야

목적

할 올바른 일임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모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 피아 헤이덴마르크 코크, 이케아 그룹

수요와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최고지속가능책임자 (Pia Heidenmark Cook,
Acting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IKEA
Group)

산업 및 상업 분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양은 세계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업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미래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은 비즈니스

위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RE100에 가입하지 않으시겠

전반에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이익을

습니까?

주는 사례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디 다른
기업들도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권유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일하는 방법

- 세이스 하르트, 칼스버그 그룹 최고경영자

RE100은 We Mean Business 연합의 일환으로 The Climate Group이 CDP와 협력하여

(Cees´t Hart, Chief Executive Officer,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Carlsberg Group)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특정 기간 내에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웁
니다. 금융 서비스와 통신기술에서부터 자동차와 시멘트 제조에 이르기까지,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의 전환이 사업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 에너지 비용 안정
화, 경쟁력 강화, 그리고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100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진행하는 기업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수많은 RE100 회원들 역시 협력업체들에게 재생에
너지로의 전환을 권하고 있으므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로부터 더욱 신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RE100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조직들 및 이니셔티브들과 협력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과 정
책 입안자들에게 강력한 수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RE100 멤버십

회원 가입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가는 여정이 아직 멀다고 해도, 귀사가 RE100에 가입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RE100 회원은 지식과 최신 기술 공유 등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RE100 웹사이트와 미디어, 소
셜미디어, 뉴스레터, RE100 보고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고 프로
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OP21 기간 동안 RE100은 #RE100 해시태그를 통해 200건의 미디어 스토리에서 약 1억 6,000

“RE100 웨비나는 인도와 중국의 친환경 전력

만 명에게, 트위터에서 4,600만 회 이상 노출되었습니다. RE100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광

구매 옵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위한 시청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Business Renewable Center와의
파트너십은 전력구매 계약에 대한 훌륭한 학습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미국에서 가상전력구매

RE100 골드 회원으로 가입하면 아래에 설명된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드 멤버십은
RE100이 당신 대신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계약 체결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부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 라세 월퀴스트, 스위스리 환경관리 선임 및 부
동산 물류 담당 부회장(Lasse Wallquist, Senior

멤버십 혜택

Environmental Management Specialist and
Vice President, Corporate Real Estate &

골드 회원 : 연회비 £10,000 / €13,500 / US$15,000

Logistics, Swiss Re)

골드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웨비나(webinar) 참가(월 1회 이상) :

“RE100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확산시키는
기업을 지원하고 칭찬하기 위한 강력한

• RE100 회원들 간의 전략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웨비나
• 업계 전문가와의 시장 및 정책 업데이트
• RE100-로키마운틴연구소 BRC(Business Renewable Center)의 기술 웨비나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캠페인 업데이트 및 RE100 클레임에 관한 정보.

- 아르빈드 보드한카, 타타모터스 최고지속가능

네트워킹 기회 : 주요 지역(현재 인도, 중국, 미국, 유럽)에서 RE100 역량 구축 워크숍

책임자(Arvind Bodhankar, Chief Sustainability

1
프로파일링 : Climate Week NYC 행사 같은 주요 행사 안내 및 우선 발언 기회 부여

Officer, Tata Motors Limited)

미디어 우선 기회 : RE100에 대한 국제적인 스토리, 웹사이트 진행상황 업데이트 및 게스트 블로
그와 RE100 뉴스레터에 게재2
캠페인 참여 : 우리가 진행 중인 전략에 귀사의 아이디어와 과제를 반영하고, RE100 보고서에 실
릴 수 있는 기회

일반 회원 : 연회비 £2,500 / €3,000 / US$3,500
일반적인 관리 및 데이터 수집 비용 수준의 저렴한 회비로 기본 멤버십을 제공합니다.
일반 회원은 월간 뉴스레터를 받으며, RE100과 CDP 및 We Mean Business 웹사이트에 수록되고,
3
RE100 진행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RE100 팀의 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100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E100.org를

1 ClimateWeekNYC.org.

방문하시거나, 트위터의 해시태그 #RE100을

2 연사는 기후 그룹(The Climate Group)의 재량에 따라 선택됨.

참조하십시오.

3 회사가 CDP 기후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전력 데이터를 RE100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