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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리그는� 2021년� 2월� 친환경� 탄소중립� 리그로의�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7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Sports� for� Climate� Action’에도� 한국� 스포츠� 단체� 중� 최초로� 참여해� 국제적인�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 유나이티드는� K리그� 최초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프로� 축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조림사업� 등을� 통해�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零)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혹한,�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 이하로� 제한하고자� 2050

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

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기후변화� 트렌드로� 각인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축국

경기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단과� 관중이�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활동을� 실천하고� 잔여

배출량은� 조림사업� 자발적�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하여�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중립화(Net� Zero)하는� 탄소중립� 축

구경기를� 실행하게� 되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1982년� 대한민국� 두� 번째� 프로축구단으로� 창단되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2022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全 홈경기에� 대해� 탄소중립� 축구경기를� 진행할�
것을� 선언하고� 2022년� 7월� 2일에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응원의� 열기는� 높이자'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하여� 축구장을� 찾은� 관중들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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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및� 결과

Ÿ 본� 보고서에� 사용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절차는� GHG� Protocol� The� 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를� 따르며,� 전문가의� 자문

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Ÿ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한국품질재단의�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배출

된� 온실가스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상쇄하였다.

시간적/공간적� 경계

2022�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의� 홈경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산정� 경계를� 구분하여� 설

정하였다.� 시간적� 경계는� 2022�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 홈경기가� 진행된� 당일에� 한하였으며,� 공간적� 경계로는� 홈
경기가� 진행되는�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구단� 관계자� 및� 선수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하우

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직� 경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에는� GHG� Protocol� 상에

서� 정의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범위에� 따라� 조직� 경
계를� 파악하였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은� Scope�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번� 제주� 유나이티드� 홈경기의�

Scope� 1,� 2,� 3� 배출량� 산정� 경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Scope� 1� 배출량은� 고정연소,� 이동연소를� 대

상으로� 산정하였다.� 고정연소에� 의한� 배출량� 산정� 시

에는�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 사
용� 시설을� 산정�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동연소� 배

출량� 산정� 시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소유의� 선수단� 및�

사무국� 사용� 차량� 전체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Scope� 2� 배출량� 산정� 시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클럽하우스의� 전력� 사용량에� 의한� 간접� 배출량을� 포

함하였다.
마지막으로� Scope� 3� 배출량� 산정� 시에는� GHG�

Protocol을� 바탕으로� Tottenham� Hotspur� GAME�

ZERO,� FIFA� Qatar� World� Cup의� 산정� 카테고리를�

참고하여� 업스트림� 배출량과� 다운스트림�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홈경기에서� 발생한� 업스트림� 배출은�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S3.1),� ‘Scope� 1� 또는� Scope�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S3.3),� ‘업스트림� 운
송’(S3.4),�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S3.5),� ‘출

장’(S3.6)과� ‘직원의� 통근’(S3.7)에� 의한� 배출이� 있으

며,� 이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운스트림� 배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cope� 별� 배출활동은� [표� 1]의� 카테고리� 및� 세부�

배출활동과� 같이� 구분하였다.� 특히,� Scope� 3는� 각� 카
테고리별로� 산정� 요소를� 세분화하여� 산정에� 포함하였

다.� 시설과� 관련된� 활동자료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관

리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와�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
료들을� 활동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관중의� 이동,� 숙박,�

구매� 등� 관중과� 관련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진행하

여� 취합된� 값을� 사용하였다.�

한계점

제주� 유나이티드� 배출량� 산정� 과정에는� 크게� 활동

자료� 취합의� 한계점,� 배출계수� 사용의� 한계점이� 존재

한다.� 활동자료� 취합�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점의� 경우,�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포함된� 세부� 배출활동� 중� 경기

당� 활동자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용수� 사용에� 의한� 배출량� 산정� 시� 한� 경

기당� 사용한� 용수량을� 특정� 짓는� 것이� 불가능하여,�

‘국민� 1인당� 일� 평균� 용수사용량� x� 관중� 수’를� 사용하
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잔디� 관수량을� 적용

하였다.�

배출계수� 사용의� 한계점은� 관중이� 소비한� 식음료�

카테고리� 상에서� 발생한다.� 식음료� 종류가� 매우� 다양

하므로� 정확한� 배출계수를� 찾기� 힘든� 경우,� 비슷한� 품
목� 및� 중량의� 대체� 배출계수를� 적용하였다.

이처럼,� 대체된� 값을� 사용하거나� 가정조건이� 적용된�

값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해당�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및� 대체되는� 값�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산정� 절

차� 및� 논리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진행하여� 타당함을�
입증받고� 논리적� 결함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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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별� 카테고리 세부� 배출활동 산정� 대상� 포함� 여부 산정� 대상� 제외� 사유
(비고)

Scope� 1

S1.1 고정� 연소 고정�연소의�연료�사용 포함 -

S1.2 이동� 연소 구단� 소유� 차량의� 이동 포함 -

S1.3 공정� 배출 공정에� 의한� 배출 제외

S1.4 탈루� 배출 경기장� 내� 냉매� 누출 포함
(냉매� 충진� 내역이� 없어�

온실가스� 배출� 없음)

Scope� 2

S2.1 전력� 사용 전력� 사용 포함 -

S2.2 스팀 스팀� 사용 제외 스팀� 사용� 시설� X

S2.3 지역� 냉난방 지역� 냉방� 및� 난방을� 통한� 냉난방 제외 지역� 냉난방� 사용� 시설� X

Scope� 3

S3.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경기별� 용수� 사용 포함 -

선수단에게� 제공된� 식음료 포함 -

관중에게� 제공된� 식음료 포함 -

미디어� 및� 방송 포함
(경기장� 사용� 전력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없음)

기념품� 판매 포함 -

S3.2 자본재 경기장� 보유� 자본재 제외
경기당� 배출량� 산정� 기준�

수립� 불가

S3.3

Scope� 1,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2� 해당�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의� 업스트림� 활동
포함 -

S3.4 업스트림� 운송&물류 물품� 구매에� 따른� 운송&물류 포함 -

S3.5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경기� 당일� 발생� 폐기물 포함 -

S3.6 출장

관중의� 이동 포함 -

관중의� 숙박 포함 -

원정팀의� 이동 포함 -

원정팀의� 숙박 포함 -

S3.7 직원� 통근 경기장� 근무자� 통근 포함 -

S3.8 업스트림� 임차자산 임차� 자산의� 배출활동 제외 구단� 소유� 임차자산� X

S3.9
다운스트림�

운송&물류
판매에� 의한� 운송&물류 제외 제조물품� 판매이력� X

S3.10

S3.11

S3.12

판매된� 제품의� 가공,�

사용,� 폐기
- 제외 제조물품� 판매이력� X

S3.13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임대� 자산의� 배출활동 제외 구단� 소유� 임대자산� X

S3.14 프랜차이즈
제주� UTD� 소유� 프랜차이즈의�

배출활동
제외 구단� 프랜차이즈� X

S3.15 투자 제외 구단� 투자� 이력� X

[표�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카테고리� 및� 세부� 배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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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결과

2022년� 제주� 유나이티드� 홈경기� 배출량� 산정�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최종� 배출량은� 1,111tCO2eq이

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Scope는� Scope� 3로,� 총� 1,041t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체� 배출량� 중�

93.71%를� 차지하였다.� Scope� 2� 배출량의� 경우� 69tCO2eq으로� 전체� 배출량� 중� 6.24%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Scope� 1의� 경우� 1tCO2eq으로,� 전체� 배출량� 대비� 0.05%를�

기록하였다.

경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3� 배출량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Scope� 3� 배출량은� 경기당� 관중� 수의�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온실가스� 경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중� 수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라� 관중� 수가� 가장� 많았던� 10월� 16일� 경기의� 배출량이� 96tCO2eq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중� 수가� 가장�

적었던� 2월� 26일� 경기가� 37tCO2eq으로� 배출량이� 가장� 적었다.

경기� 날짜 Scope� 1� (tCO2eq) Scope� 2� (tCO2eq) Scope� 3� (tCO2eq) 합계� (tCO2eq)

2/20(일) 0.028 3.230 46.658 49.915

2/26(토) 0.034 3.836 33.334 37.204

3/6(일) 0.028 3.299 50.128 53.455

3/12(토) 0.028 2.262 50.703 52.993

4/2(토) 0.022 2.196 45.135 47.353

4/5(화) 0.040 3.430 47.201 50.671

5/8(일) 0.040 3.514 37.298 40.852

5/22(일) 0.034 2.774 53.571 56.379

6/18(토) 0.028 4.240 78.343 82.611

7/2(토) 0.033 4.372 83.801 88.206

7/8(금) 0.034 4.409 50.795 55.238

8/2(화) 0.040 4.388 67.429 71.857

8/14(일) 0.028 4.483 62.654 67.165

8/20(토) 0.028 4.513 65.376 69.917

8/27(토) 0.028 4.062 73.575 77.664

9/6(화) 0.028 3.872 31.194 35.094

9/13(화) 0.022 4.004 26.010 30.036

10/2(일) 0.034 2.822 45.075 47.930

10/16(일) 0.028 3.557 92.440 96.025

합계 0.581 69.264 1040.731 1110.575

[표� 2]� 홈경기� 별� Scope� 배출량� 합계� 도표

[그림� 1]� 경기당� 배출량� 및� 관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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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대상� 카테고리� 및� 세부� 배출활동� 별� 배출량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Scope� 별�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Scope� 3� 배출량의� 경우,� 관중의� 이동과� 숙박� 등이� 포함된� ‘출장’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이� 928tCO2eq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관중� 및� 선수의� 식음료� 소비� 등이� 포함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에�

의한� 배출량이� 90tCO2eq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였다.

배출량� 카테고리 세부� 배출활동� 내용 배출량(tCO2eq)

Scope� 1

S1.1 고정� 연소 고정�연소의�연료�사용 0.393

S1.2 이동� 연소 구단� 소유� 차량의� 이동 0.188

Scope� 2

S2.1 전력� 사용 전력� 사용 69.264

Scope� 3

S3.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선수단에게� 제공된� 식음료 9.445

관중에게� 제공된� 식음료 61.634

경기별� 용수� 사용 4.761

기념품� 판매 14.154

소계 89.994

S3.3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2� 해당�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의� 업스트림�

활동
2.827

S3.4 업스트림� 운송� &� 물류 물품� 구매에� 따른� 운송&물류 1.716

S3.5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

기물
경기� 당일� 발생� 폐기물 12.851

S3.6 출장

관중의� 이동� 및� 숙박 842.496

원정팀의� 이동과� 숙박 85.061

소계 927.557

S3.7 직원� 통근 경기장� 근무자� 통근 5.785

합계 1,111

[표�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카테고리� 및� 세부�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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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견서



제주� 유나이티드� FC

- 10 -



- 11 -

  

 � 3.�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결과

JEJU� UNITED� FC



제주� 유나이티드� FC

- 12 -

3.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결과

제주� 유나이티드는� 탄소중립� 축구경기� 캠페인을� 통해� 경기장�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선수단� 전기버스� 이용,� 저

탄소� 식품� 판매,� 홈경기� 셔틀버스� 이용� 활성화,� 경기장� 내� 다회용기� 사용,�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6대� 행동강

령� 등을� 통해� 관중과� 함께� 축구경기�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림� 2]�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선수단� 전기버스� 이용,� 저탄소� 식품� 판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홈경기� 셔틀버스� 이용

[그림� 3]� 경기장� 내� 다회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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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기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발적� 탄소배출권

총� 배출량
(tCO2eq)

제주월드컵경기장� 전력� 사용� 배출량 기타� 배출량

전력량(kWh) 배출량(tCO2eq) 배출량(tCO2eq)

1 2/20(일) 6,498.540� 2.985� 46.930� 49.915�

2 2/26(토) 8,002.260� 3.676� 33.528� 37.204�

3 3/6(일) 6,858.720� 3.151� 50.304� 53.455�

4 3/12(토) 4,618.800� 2.122� 50.871� 52.993�

5 4/2(토) 4,536.180� 2.084� 45.269� 47.353�

6 4/5(화) 7,227.360� 3.320� 47.351� 50.671�

7 5/8(일) 7,392.600� 3.396� 37.456� 40.852�

8 5/22(일) 5,732.280� 2.633� 53.746� 56.379�

9 6/18(토) 8,860.140� 4.070� 78.541� 82.611�

10 7/2(토) 9,078.660� 4.171� 84.035� 88.206�

11 7/8(금) 9,109.980� 4.185� 51.053� 55.238�

12 8/2(화) 9,105.300� 4.183� 67.674� 71.857�

13 8/14(일) 9,268.380� 4.258� 62.907� 67.165�

14 8/20(토) 9,365.400� 4.303� 65.614� 69.917�

15 8/27(토) 8,404.200� 3.861� 73.803� 77.664�

16 9/6(화) 8,019.900� 3.684� 31.410� 35.094�

17 9/13(화) 8,272.440� 3.800� 26.236� 30.036�

18 10/2(일) 5,768.640� 2.650� 45.280� 47.930�

19 10/16(일) 7,469.280� 3.431� 92.594� 96.025�

합� 계 143,589.060 65.966 1,044.609� 1,110.575�

[표� 4]� REC� 및� 자발적�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하는� 배출량

이러한� 노력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이후의� 제주� 유나이티드� 홈경기의� 탄소배출량은� 2가지� 루트로� 나누어�

상쇄� 처리하였다.� 제주월드텁경기장의� 전력사용량은� K-RE100� 관리시스템에서� REC� 전환� 처리를� 통해� 상쇄하였

고,� 잔여� 탄소배출량은� 해외� 조림사업에서� 발행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동량으로� 소각함으로써� 상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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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EC� 전환(경기장�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전환)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143.589kWh’는� 국내�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K-RE100� 관리

시스템에서의�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전환� 처리를� 통해� 상쇄하였다.�

해당� REC는� SK에너지의� 주유소� 2곳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발급되었

으며,� 143,944kWh을� 상쇄�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약� 66tCO2eq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한� 효과이다.

No. 발전소� 명 공급전력량(kWh) REC� 수량 REC� 가중치

1 SK가평청평�주유소�태양광�발전소 1,706 2

1.5
2

내트럭하우스� 옥천�태양광�발전소

47,400 71

3 49,800 74

4 45,038 68

합계 143,944 215 1.5

[표� 5]� 경기별/직원� 통근� 수단별� 이동거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4]� REC� 구매를� 통해� 발급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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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C� #1,� SK가평청평� 태양광발전소 [그림� 6]� REC� #2,� 내트럭하우스� 옥천� 태양광발전소

[그림� 7]� REC� #3,� 내트럭하우스� 옥천� 태양광발전소 [그림� 8]� REC� #4,� 내트럭하우스� 옥천� 태양광발전소



제주� 유나이티드� FC

- 16 -

3.2. 자발적� 탄소배출권� 소각(잔여배출량� 상쇄)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전력사용량은� REC� 전환을� 통해� 상쇄하고,� 잔여배출량� 1,045tCO2eq은� 해외� 조림사업에서�

발행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동량으로� 소각(Retirement)함으로써� 상쇄� 처리하였다.� 중국� 구이저우성� 쭌이현

(Zunyi� City)� 소재� Qianbei� 조림�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배출권은� 자발

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Verra� Registry에서� 2017년� 발행된� 배출권(VCS2082)이다.

[그림� 9]� 자발적� 탄소배출권� 소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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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 정의

No. 용어 정의

1 � t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 라는� 의미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 양(톤� 단위)으로� 환산하는� 단위.�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기준으로�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2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는� 의미로,�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3 가치사슬 기업활동에서� 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사업� 운영과정

4 간접배출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등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5 고정연소 보일러,� 로,�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등과� 같은� 고정� 장비에서의� 화석연료� 연소

6 공정배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7 다운스트림� 배출량
판매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금액을� 받고� 판매하

지� 않더라도� 유통한� 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배출량도� 포함

8 배출계수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

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 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

9 배출시설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

원료와� 첨가제� 포함)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

의� 해당� 공정� 전체

10 업스트림� 배출량 구매� 또는� 획득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11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 이

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해당

12 이동연소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운송� 장치에서의� 화석연료�

연소

13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배출원을� 파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리스트

14 조직� 경계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

15 자발적� 탄소배출권

VER(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이� 아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주요� 국제기관(NGO)에� 인정받는� 형태의� 탄소

배출권

16 탈루배출
굴뚝,� 환기구를� 통한� 고의적인� 배출이� 아닌� 배출� 또는� 적재된� 원재료� 자체에서� 발생

하는� 배출.� 또는,� 산업� 공장� 및� 배관으로부터의� 누출을� 의미

17 활동자료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

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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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성� 정보

In� collaboration� with

㈜그리너리

(우)� 0605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723,� 5층� 501호

02-6274-3600� /� http://www.pople.earth/

황유식� 대표� /� info@pople.earth

㈜베리워즈

(우)� 16827�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수로� 767,� A동� 1201-1호

031-548-2371� /� https://www.verywords.com/

정지용� 선임연구원� /� itjy@verywords.com

Prepared� for

제주� 유나이티드� FC

JEJU� UNITED� FOOTBALL� CLUB

(우)� 6355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서로� 166-31

064-903-1331� /� https://jeju-utd.com

홍지현� 프로� /� ski.ip00603@partner.sk.com

Contact� Point

SK에너지㈜

(우)� 03188�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26� SK빌딩

02-2121-5114� /� http://www.skenergy.com/

조성민� PL� /� jsmself@skenergy.com

Publication� date

2022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