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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arboncredit news letter (Will Canada Retire On Carbon Credits?) 

 

캐나다는 탄소배출권으로 은퇴하는가? 
 

  

 

탄소 뉴스의 다국적 주간입니다. 

 

캐나다에서 스코틀랜드에 이르는 국가들은 탄소 배출권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Xerox 와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배출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Great White North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탄소 연금제 계획 

 

캐나다 연금 계획(CPP)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자본을 모으는 것 중 

하나입니다. CPP 는 5,000 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 상쇄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탄소 시장에 유입되는 돈을 활용하면서 연금 계획을 보다 

탄소 친화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60 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투자로, 탄소를 향한 CPP 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Holy Grail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Holy Grail 이라는 신생 기업은 인간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하고 쉽게 배포되는 모듈식 Direct Air Capture (DAC)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DAC 모듈에 대한 Holy Grail 의 설계는 이러한 요인에 의존하여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작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채택은 Holy Grail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싸움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와 싸우는 하이랜더스 

 

스코틀랜드는 탄소 상쇄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외딴 하이랜드는 탄소 상쇄 

잠재력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탄지 기반 상쇄권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삼림 재조성 상쇄권을 제공합니다. 

 

그 논란은 환경운동가들의 면밀한 조사가 증가되는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임업 기반 배출권 대출의 많은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주요 토지 사용 변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복원된 토탄 습지와 우거진 숲이 있는 하이랜드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Xerox 여러분의 상쇄권인가?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Xerox)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격적인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2040 년까지 완전한 넷제로(스코프 1, 2, 3)를 목표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모든 공장 현장의 보일러, 냉각기 및 압축기를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단계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작은 단계 - 2020 년에 이 거대한 복사기는 2016 년 기준 

배출량 50%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또한 제록스가 넷 제로로 가는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법을 채택함에 따라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