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석유제품 공동 기자회견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쇄배출권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상쇄배출권의 한계 및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라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월 27일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석유제품 광고에 대하여 각각 임시중지명령신청,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회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는 기업의 상쇄배출권 활용에 공적 규제와 안내가 없

습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탄소중립 제품 표시, 광고의 감독을, 기업에는 정확한 정

보제공을 촉구합니다. 친환경 인증 식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과 같이, 탄소중립 제품에도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를 제안합니다. 

 

1.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쇄배출권을 이용하는 탄소중립 표시, 광고를 감독하여

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쇄배출권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이 없거나, 석유제품이 아닌 것으

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의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제

품이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였는지 기업에 실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표시, 광고에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둘째, 기업은 상쇄배출권의 한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이 상쇄배출권의 한계를 알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계점을 설명하여



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상쇄배출권으로 영구적이며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며, 

상쇄배출권 구입이 화석연료 이용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3. 셋째, 기업은 배출량을 정확히 수치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탄소중립 또는 감축 제품인지 정확히 알고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전과정 배출량과 감축량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품과 같이, 배출권 프로젝트 전체

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공개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은 탄소감축 또는 탄소중립

을 광고하는 경우, 기업이 구입한 배출권에 의거하여 전과정 배출량과 감축량을 명확한 

수치로 산정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4. 넷째, 기업은 배출권의 유효성을 신중히 살펴 구입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자발적 배출권은 통일된 규범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이 있더라도 전가의 보도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비용과 노력을 들인 탄소감축 움직임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기업

은 더욱 신중을 다하여 탄소배출권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