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porate RE Alliance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 
CREA 소개 |  What is the Corporate RE Alliance?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newable Energy Alliance: CREA)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의 

수행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CREA 파트너기구인 WWF 와 CDP, UNGC 가 공동으로 구축한 

얼라이언스이다. 기업이 공개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는 경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CREA 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REA 수립 목적 |  What is the purpose of the CREA?    

CREA 파트너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과 협업해왔지만, 더욱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을 증진하고 정부 정책 및 기업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CREA 는 기업이 모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허브로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REA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  Benefits of joining the CREA   

CREA 는 얼라이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다. 참여 기업은 파트너기구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RE100 이니셔티브 

The Climate Group 과 CDP 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100%로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겠다는 의지를 기업이 선언하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의 제시 및 실적 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 받는다. 2020 년 5 월 기준 구글, 나이키, 소니, 스타벅스, 켈로그, 코카콜라를 

비롯한 234 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 기업도 있다.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 

재생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자와 공급자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매 

연합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및 구매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서로 협력한다.  주요 

목적은 에너지 소비자인 기업이 재생 가능한 청정 전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모색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경쟁력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을 구축하는데 있다. 2020 년 5 월 기준 REBA 에는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약 200 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CREA 운영 프로그램 |  What does the CREA offer? 

CREA 에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세미나, 워크숍,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한 기업의 인식제고 및 역랑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실무진 대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고위직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공식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분 내용 일정 비고 

CREA 런칭  WWF “Climate Action Conference”와 

연계하여 “CREA” 런칭  

2020 년 

6 월 24 일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참여 기업의 실무진을 대상 분기별 

스터디 그룹 운영 

6, 9, 12 월 

중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 

가능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 발간 

12 월 스터디그룹 내용을 

기반으로 발간 

 P4G Summit 의 세션 중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주최 

2021 년 중 COVID-19 로 연기 

 UNGC Korea “Leaders Summit”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세션 진행 

11 월 경영진 참여 세션 조성 

가능 

재생에너지 조달 

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지원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하반기 중  

 참여 기업, 정책입안자,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비)공식 미팅 주최 

정책 도입 

시기 전후 

 

 참여 기업을 포함 30 개 이상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시행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관련 국회와 

연계하여 포럼 개최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지원 

 목표 설정 지원을 위한 개별 미팅 진행 수시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  기타 사항 문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