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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

도가 매우 높습니다. ESG를 촉진하는 각종 법과 

제도와 정책들이 구축되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ESG의 급속한 주류화는 주주자

본주의 시대의 황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경(E),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는 ESG 전체를 

견인하는 기관차입니다. 인류는 기후위기로 인

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

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티핑포인트인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

비 45%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속속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

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목표를 천명하였

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최근 열

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을 선언하였

습니다. 이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25년까지 

26~28% 감축을 약속했던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에서의 약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46%로, 영국은 1990년 대

비 78%로 각각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

다. EU는 2030년 감축목표치를 1990년 대비 기

존 40%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로,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

으로써 지난해 NDC를 1차 상향한 바 있는 우리

나라도 추가 상향하여 올해 유엔에 제출하겠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도 아울

러 선언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탄소중

립을 위한 탈탄소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에는 바로 

‘Grey to Green’으로의 자본 이동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기후행동’

으로 이 자본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투

자자 어젠다(IA)의 기후행동은 대표적입니다. 

PRI, CDP, UNEP FI, AIGCC 등 전 세계 투자

자를 대변하는 7개의 글로벌 기관이 중심이 된 

투자자 어젠다는 탄소중립 경제를 위하여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영역에서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체입니다. ‘투자 영역’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

지 투자를, ‘기업관여 영역’과 ‘투자자 정보공개 

영역’에서 각각 CDP 서명과 정보공개, 그리고 

TCFD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부족하지만 기후행동에 동참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DP 한국위원회 사무국

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지난 3월 9

일 개최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서는 1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

여 TCFD 지지, CDP 서명 통한 기후관련 정보

공개 요구, 탈석탄 선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올해 초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안)’ 발표하면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

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에야 환경·사회 정

보공개 의무화 계획은 국내외적인 ESG 속도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정보공개는 초석과도 같습니

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관

련 정보공개를 금융투자자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주도해 왔고, 현재 1만여개의 기업이 CDP를 통

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기

관들과 시민사회의 기후행동으로 국내 기업의 

CDP 정보공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

리나라 기업들의 환경 정보는 매우 부족합니다. 

공적금융, 특히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기

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TCFD 지

지와 TCFD 지표를 모두 담고 있는 CDP를 통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투자

자가 직면한 최우선 ESG 이슈로, 기후금융 활동

은 곧 수탁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CDP한국위원회는 ‘환경 

정보’를 핵심고리로 금융과 기업을 연결시킴으

로써 전환의 시대에 기후금융, 녹색금융을 선도

하여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인

위원장, CDP 한국위원회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TCFD 

지지와 TCFD 지표를 모두 담고 있는 CDP를 

통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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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Simpson

Chief Executive, CDP

2021년을 맞아, 힘들고 평범하지 않았던 지난 

한 해를 되새겨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가 

야기한 인류의 비극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우

리의 의료, 금융 및 사회 시스템도 타격을 입

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위기와 싸우고 있다

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백신 보급소식에 연

말에 이런 상황이 타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

져봅니다.

기후변화, 물 안정성 위기 및 삼림 벌채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와 유엔 행

동의 10년Decade of Action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

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고 많이 줄

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다른 전 지구적 위

기들이 극악의 상황으로 치닺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세계 기업, 투

자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리더십에 희

망을 봅니다.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고, 시간이 

촉박한 와중에 2020년에는 CDP플랫폼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기

후변화, 물 안정성 및 삼림 벌채와 관련된 정보

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 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9,6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이 

채택된 5년전에 비해 70% 증가한 수치이며, 

CDP에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할 경우 응답주체의 숫자는 더 높습니다.

CDP는 최신 기후 과학에 기반합니다. 기후변

화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CDP

는 이를 자본시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정책

입안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도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CDP는 이것을 가능

케하며 자본 흐름이 넷 제로 및 지속가능한 경

제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환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는 더 이상 기존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때는 

지났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도

래한 지금,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선택은 더욱 

더 큰 위기로 봉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지금보다 더 회복탄력성있고 포용성 있도록 이

를 재편reinvent하고 회복renew시켜야 합니다.

정보공개, 투명성, 데이터 및 과학은 보다 회복

탄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감염병과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는 문제가 심각해지기전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환경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과 지방자치단체는 회복탄력성을 배양하고 미

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사회 및 생

계가 이 과제에 달려있습니다.

행동을 취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기후변화, 물 안정성 위기 및 삼림 벌채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와 

유엔 행동의 10년 (Decade of Action)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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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위기는 진

행 중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현재 벌어지

고 있는 일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

나19가 평온했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

은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

계 정부 및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

니다. EY 또한 2021년에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EY는 글

로벌 차원으로 탄소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7대 

액션 플랜’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2025년 회계

연도까지 글로벌 모든 오피스의 직접Scope 1~2 탄

소 배출량을 ‘제로화Net Zero’하는 한편, 간접Scope 3

을 포함한 모든 배출량을 2019년 회계연도 대비 

40%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와 기업 또한 기후, 환경 위기를 미래의 문

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

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현상은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

닌, 전 세계 공통의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

만, 반대로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경영 패러

다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ESG 경영’이 올해 최

고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ESG 가치를 중심에 둔 투자가 확산되고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

고 있습니다. EY가 지난해 전 세계 투자기관 임

원 29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1%가 ESG 등 

비재무 성적표가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 

우리의 경제 및 산업 생태계가 ESG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번 CDP 보고서는 

정부기관 및 기업 관계자분들께 기후변화와 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가 가

야할 길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CDP Korea Report 2020 발간을 축하

하며, 지난 한 해 ‘기후변화 대응’과 ‘물 경영’ 부

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상 기업에도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

만, 반대로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경영 패러다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용근

대표이사, EY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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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역대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였습니다. 이렇

듯 인류는 해마다 최악의 기후변화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구에서 가장 추

운 곳으로 알려진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38도

를 기록했고, 한국 또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

니다.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가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아주 특별한 해 입니

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

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

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5월

에는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뿐 아니

라, 유엔 제 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고, 11월에는 영국 글

래스코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올 해는 전세계 모든 구

성원들이 ‘친환경’ 실천을 행동하는 전환의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에 신한도 함께 합니다. 최근 신한

은 UN 산하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

liance 창립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글로벌 금융사들과 함께 협력하며, 전세계 탄

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전략

을 선도적으로 수립해왔습니다. 2018년 내부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ECO Transformation 

20ㆍ20’ 전략에 이어, 2019년에는 기후변화 전

반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초 ‘그룹 기후변화 대응 원칙’ 선

포, 2020년에는 신한의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을 ‘Net-Zero’로 만들겠다는 동아시아 

금융회사 최초 탄소중립 선언 ‘Zero Carbon 

Drive’에 이르기 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금융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에 대한 금융의 역할과 성과

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은 ‘CDP Climate 

Change’ 부문에서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7년 

연속 수상과 함께 국내 금융그룹 최초 ‘명예

의 전당’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오랜 기

간 신한이 CDP와 함께 해온 역사가 신한이 국

내 최고의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기틀을 다지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지인 CDP한국위원회 위원

장님과 Paul Simpson CDP CEO를 비롯한 모

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신한은 국내 경제의 저탄소 전환 노력에 

있어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린스완

으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새로

운 ESG리스크 요인은 국내 발전회사를 비롯

한 제조 기업 고객들에게는 직접적인 사업 리

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때문

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신한은 ESG 

기반의 변화를 시작하는 모두를 돕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한이 누구보다 먼저 ESG를 

이해하고 핵심사업 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세대에게 일상이 재난이 되는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절실한 

시기,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금융에게 있습니

다. 2021년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본업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친환경 금융에 있

어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인

정 받고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는 ‘일류(一流)’ 

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살아갈 세대에게 일상이 재난이 되는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절실한 

시기,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금융에게 있습

니다.

조용병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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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기후위

기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작년 여름 우리나라의 홍수나 호주의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가 머나먼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

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기후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시작된 CDP는 2020년 현재 전세계 

51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운용하

고 있는 자산은 106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 블랙록, 로베코 등 주요 글로벌 자

산운용사들은 CDP 가입 여부를 투자 시 주요지

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RE100도 참여기관의 이

행실적 인증을 CDP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공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9일 있었던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에서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삼성자산운용, 공무

원연금공단 등 112개 금융기관들이 함께 하였습

니다.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탈석탄 선언과 함께 

TCFD나 CDP 등 주요 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

브에도 가입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을 지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계의 역할을 확

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금융기관 등 민간의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

화, 환경정보 공개제도 확대 등을 담은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4월 13일에 개정하였

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환경부는 금융기관이 

투자 시 기후·환경 요소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

록 하고 기업의 환경 책임 경영을 활성화해 나

갈 예정입니다.

먼저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SG 환

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

송, 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 경제활동을 기초로 

녹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주지 않는 배제기준으로 구성된 한

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보공개 대상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개대상은 공공기관, 온실

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중심이었으나, 여기에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총

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해 나갈 계

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 5월까지 수계기금 자산운용

사 선정 시 TCFD, CDP 등 녹색금융 이니셔티

브 가입 여부를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산하기관 금고 운용기관 선정 지표로 확대하는 

등 환경부가 공공부분의 환경책임투자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기관은 환경을 고려한 투자, 기업은 녹색 경

영 및 환경정보 공개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요

청 드리며, 환경부는 정부, 금융기관, 산업계, 시

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함께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정부, 금융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함께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장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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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발표에 따르

면, 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이

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

믹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2℃ 높았습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기후위기로 인

한 재앙을 막기 위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

을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

습니다. 기후과학은 1.5℃ 제한을 위하여 세계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

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만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마지노선을 향하여 브레이

크 풀린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사

실상의 추가 관세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우

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기업과 국가

의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화석 에

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

면 경쟁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

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비전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에 기업은 핵심 주체 중 하나입니다. 그

리고 금융기관은 핵심적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

화 한 건 금융투자기관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기

관전 세계의 주요한 금융기관들은 오래 전부터  

투자자 행동’을 해왔고, 최근 들어 그 강도가 매

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글로벌 금융기관들처럼  

‘기후금융’ 실행으로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

니다. 최근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

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이 개

최된 바 있는데, 112개 금융기관이 TCFD지지, 

CDP 서명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탈석

탄 선언을 약속하고 실행에 동참한 점은 매우 고

무적입니다.

기후금융의 시작은 ‘정보공개’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은 정보공

개의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는 TCFD를 지지하

고, 이 TCFD 탄생의 초석인 동시에 TCFD의 요

구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는 CDP 서명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DP는 전 세계 

10,000여개 기업이 자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

개하고 있는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금융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

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수

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이 적극 나

서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가

진 국민연금의 기후금융 실천이 절실합니다. 

TCFD, CDP, 탈석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기후재앙이 현실화 되면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

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관

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성

은 웅변이 아니라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금융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국민 

연금의 기후금융 실천이 절실합니다. TCFD, 

CDP, 탈석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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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이 제정된 이래 기

후금융은 ESG 중 E의 하부요소로만 인식이 되

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약에서 처음

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의 역할이 명시됐고, 

이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개념을 공식적

으로 정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금융이 중요

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적 금융당국자들도 기후 리스크

를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리크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

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1월 그린스완Green Swan보

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전반

의 파괴적 영향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

니다.

국제사회는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Tectonic Shift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금융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요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면 광의의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최대 45조 달러로 추정

돼 2012년(13조3000억 달러) 대비 3배 넘게 증가

했습니다. 앞으로 자금 흐름의 주류가 친환경·

저탄소 배출 산업으로 이동이 예상되므로 기후

금융 또한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 기후 리스

크 건전성 감독 등 기후금융의 제도적 기반 정비

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ESG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향후 기후금융

은 국제금융의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ESG 및 기후공시의 제도화에서 국

제사회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ESG 공

시의 경우 거래소 자율공시제도를 운용 중이지

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금

융시장의 변화와 노력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뒤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

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도 탄소가격제도, 탄소국경조정세 등 각국의 기

후대응 정책이 무역분쟁 등의 이슈에서 불확실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국의 변화 추이에 맞춰 적

극적으로 움직이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야 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에서 금융은 핵심입니다. 2020년 

12월, 정부는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여

러 금융 장치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될 제도 변화

에 금융계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녹색금융·지속가능금융 등 금융이 지구

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로 수백

여개의 ESG펀드가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정

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금융이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 투자 확대에 따른 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

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ESG 정보공개가 자율

공개에서 의무공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이 제 역할을 하려면 ESG 관련 공시가 확

대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ESG 공시나 평가 등 

관련 제도들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국제

기준 정립 과정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ESG는 일시적인 열풍이 아닌 지속적으로 논의

해야할 대상입니다. 저도 국회 ESG 포럼 공동

대표로서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금

융·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융이 제 역할을 하려면 ESG 관련  

공시가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ESG  

공시나 평가 등 관련 제도들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국제기준 정립 과정에 우리

나라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해진

국회의원,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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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는 오래 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이를 체감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직도 기후변화 위기를 ‘음모’로 치부하며 허구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선 직후인 2017년,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기후위기협약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

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새 성큼 다가와 우

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

립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2100년 세계 도시의 온

도가 현재보다 4.4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에너지 남발로 인해 우리

의 터전이 병들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화석 에너지 사용을 

억제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만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국민연금공

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일본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

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받는 기관입니다. 

현재 약 883조 원의 적립금을 운용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시장 재직 시절,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을 적극 도입하고

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석탄산업의 경우 재무적 

리스크가 크며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자

초하는 투자입니다.

이에 기금 운용에서 석탄산업 투자 비중을 줄이

고자 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

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이 받을 충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투자

방향을 급격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 운용 계획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

으로 정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탈석탄 투자

가 쉽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최근까지 국내 석탄산업에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해외 석탄산업에

도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아

쉬운 투자 규모입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진

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석탄산업 

투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털석탄 로드맵을 제시

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

관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탈석

탄 투자 준비 과정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석탄산업 투자를 전면 중단할 수는 없지만,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기후변

화 위기 앞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위기 극복

에 적극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저탄

소 녹색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탈석탄 

투자 준비 과정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석탄산업 투자를 전면 중단할 수는 없

지만,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

이 기후변화 위기 앞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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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정보공

개를 요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입니다.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전 세계 금융기관이 기업 투자

와 대출 등에 의미 있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DP의 활동은 우리나라

의 탄소중립 2050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금융

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

입니다.

저는 현재 자율공시로 되어있는 ESG 공시를 자

본시장법상 의무공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

본시장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SG 공시 의

무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

는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

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입법은 지체되고 

있지만 CDP의 활동들이 우리나라 ESG 정보 공

개확대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린뉴딜과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역할

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르는 반

면, 대규모 자금 지원이 시급한 해상풍력에는 투

자가 전무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우리 

자본시장에 미치는 시그널이 엄청난 만큼 ESG 

및 그린뉴딜로의 대규모 투자에 국민연금의 보

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발전에는 여야, 지역과 

수도권, 자국과 해외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

니다. 지구를 살리고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이 한 마음으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미래를 준비하

는 입법노동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DP 한국위원회와 한국사회책임투

자포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 녹색금융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SG 공시 의무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게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입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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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

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ESG 정

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와 저성장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패러다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금융과 

산업, 더 나아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

후금융·기업의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

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ESG 

사회책임투자를 유인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구

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습

니다. 실제로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에서는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지배구조 개

선을 위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ESG 사회책임

투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금융·ESG 경영의 촉진을 위

해서는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20년 약 37% 정도를 차지하

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절반 규모의 

책임투자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함께 진

행되어야 합니다. EU의 비재무정보 의무공시, 

유럽의 금융공시제도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TCFD의 권고안을 적용한 영국 재무보

고서 공시 의무화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기억해

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지속가능경영(ES) 보고

서 공시의무화 일정은 2030년도로 기업지배구조

(G) 공시의무화 일정(2026년도)과 비교할 때 비

교적 여유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

업지배구조(G) 보고서의 일정에 맞추고, 투자자

들이 보다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 그리고 신속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모두 

놓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견 부

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공적연기금의 책임 

투자 확대 그리고 신속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모두 놓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

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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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각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ESG를 고려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

고 있고, 이에 기업들도 이사회 내에 ESG 위원

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등 ESG 경

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

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은 경

영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저탄소를 넘어 탈 탄소 사회로의 이

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은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로 하여 앞으로 국제 통상에서도 탄소는 국가경

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4월 22일~23일 진행된 세

계기후정상회의에서 각 국가들은 앞다투어 온실

가스 감축량 상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2030년

까지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 유럽연합

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영국은 2035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78% 감축을 약속했

으며, 일본과 캐나다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

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

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고,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들

은 오는 5월 말 P4G 정상회담 전까지 탈석탄선

언, TCFD 지지, CDP서명기관 등재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시작됩

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 세계 10,000여개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

고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도 CDP를 통하여 기

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 대응

을 기업들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과 탄소다배출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살아남

기 어렵습니다. 

기후금융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투자와 우리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입

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

인 탄소중립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

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도 기후금융을 활성

화하기 위한 시책과 기후위기대응기금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빠른 시일안

에 제정하여 기후금융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

준과도 부합하는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기후금융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투자와 우리 사

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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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 Leaders

Climate Change 

CDP Korea 명예의 전당

구분 수상기업명3 헌액연도

Platinum Club SK하이닉스 2013

삼성전기 2014

삼성물산 2016

KT 2017

Gold Club 신한금융그룹 2018

현대건설 2018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4 등급 연속수상5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기아 Leadership A 2년

하나금융그룹 Leadership A 1년

효성첨단소재 Leadership A 1년

현대글로비스 Leadership A 1년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4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금융 하나금융그룹 Leadership A 2년

삼성화재 Leadership A- 1년

KB금융그룹 Leadership A- 4년

산업재 현대글로비스 Leadership A 4년

DL 이앤씨 Leadership A 1년

삼성엔지니어링 Leadership A- 6년

㈜LG Leadership A- 2년

선택소비재 기아 Leadership A 2년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3년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Leadership A- 1년

IT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5년

삼성전자 Leadership A- 12년

LG이노텍 Leadership A- 2년

통신 LG유플러스 Leadership A 7년

원자재 효성첨단소재 Leadership A 1년

(주)효성 Leadership A- 1년

에너지&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Leadership A- 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Leadership A- 6년

탄소경영 

특별상

자발적참여 한국남동발전 Leadership A- 3년

한국동서발전 Management B 2년

한국서부발전 Management B 1년

신규참여 현대위아 Leadership A- 1년

CDP Korea Awards Climate Change 수상기업

The Climate A List1

기아

삼성전기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효성첨단소재

DL 이앤씨2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1. A-list 가나다 순 
2. (구) 대림산업(기업분할 전)으로 응답
3. 헌액연도 순 
4. 등급 및 가나다 순
5. 각 시상내에서의 연속수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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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 Leaders

Water

CDP Korea Awards Water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등급

대   상 기아 Leadership A

최우수 삼성전자 Leadership A

SK하이닉스 Leadership A

우   수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LG이노텍 Leadership A-

특별상 장려 LG생활건강 Management B

신규참여 한국서부발전 Management B-

명예의 전당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 기업

• Platinum Club: 명예의 전당 4년이상 유지 기업

• Gold Club: 명예의 전당 1년 - 3년차 기업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Leadership A 획득 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5개 기업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 각 섹터 별, Leadership A- 이상 획득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3개 기업

• Leadership A- 획득기업이 없는 섹터의 경우,  

Management B 이상 획득기업에 한해  

Management 점수 상위 1개 기업 

탄소경영 특별상

 자발적 참여 부문 

 •  CDP Korea 200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지

만, 자발적으로 CDP를 통한 정보공개에 

참여하였고, Awareness C 이상 획득기업 

가운데 상위 3개 기업5

 신규참여 부문4

 •  신규 참여 기업 중 Awareness C 이상  

획득기업 가운데, 상위 1개 기업

※  2021년부터 명예의 전당,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수상 필수요건에 CDP 제3자 검증 의무

화 예정.

CDP Korea Awards1,2 수상기업 선정기준

1.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
상제도

2.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 한국자문위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됨

3.  CDP 전체 응답내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은 기업은 수상기업 선
정 시, 인센티브 10점을 부여함

4.  CDP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기업 대상
5.  ‘21년부터 자발적 참여부문 수상 최소요건 Management B 이상

대상

• Leadership A 획득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1개 기업  

최우수

• Leadership A 획득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2개 기업 (대상 수상기업 제외)

우수 

• Leadership A- 이상 획득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3개 기업  

(대상, 최우수 수상기업 제외)

특별상 

 장려 부문

• Management B 이상 획득기업 가운데,  

상위 1개 기업

 신규참여 부문4

• 신규 참여 기업 중 Management B- 이상  

획득기업 가운데, 상위 1개 기업

Water

Climate Change3

The Water Security A list

기아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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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평가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업은 CDP 평가를 

경쟁사 혹은 섹터 내의 최우수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지속가능성 로드맵 수립의 초석으로 활용

할 수 있다. CDP 평가방법론은 기업의 환경성과

를 향상하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

쳐 개선되어 왔다. CDP 평가시스템은 지속 가능

한 경제의 실현이라는 CDP의 미션과 원칙 달성

을 위한 핵심이다. 

CDP의 2020년 질의서는 3가지 영역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수자원water security, 삼림forest 내에서 각

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샘플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CDP는 활동, 활동그룹, 산업의 세 단계로 

구성된 활동기반 산업분류 시스템Activity Classification 

System, CDP-ACS라는 기업 분류 체계를 사용하

고 있다. CDP-ACS는 기업이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영역과 사업이 기후변화, 수자원 안정성, 삼

림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기업을 가장 

적절한 섹터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환경 리스

크, 기회, 영향의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CDP의 기본적인 평가체계는 모든 섹터 및 질

의서에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각 문항 별 구체

적 평가방법은 섹터별 질의서에 맞게 일부 수정

되어 적용된다.

 

섹터별 접근 방식은 섹터별 특성을 반영함으로

써, 각 기업의 환경 책무 이행 수준을 보다 유의

미하게 평가하고 기업간 벤치마킹 가능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CDP 평가는 내부 검증을 거친 평가파트너에 의

해 수행된다. CDP 평가팀은 평가 프로세스 전반

에 대한 관리와 기업 간, 평가파트너 간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CDP는 기업의 환경책임을 다음의 4단계로 구분

하여 기업의 응답을 평가한다: Disclosure: 기업 

응답의 완성도 평가; Awareness: 환경이슈, 리

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평가; Management: 환경이슈 대응을 위

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 평가; Leadership: 

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Best Practice 및 리더

십 평가

각 질문 문항은 두 개 이상 단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단계별 평가기준은 질의 

문항 전반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Disclo-

sure 단계 평가는 모든 문항에 적용된다. 반면 

일부 문항의 경우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 단계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모든 기업이 CDP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지는 않음.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는 F가 부여됨. 다만, F가 반드시 해당기업이 환경경
영 또는 환경책무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지는 않음

F:  기후변화대응 수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 부여1

Progress towards environmental stewardship

Disclosure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

Leadership

Management

Awareness

Disclosure

A
A-

B

C
B-

C-
D

D-

Climate Change Water

≥ 60% ≥ 65%

< 60% < 65%

45-70% 45-75%

< 45%

45-79%

< 45%

45-79%

< 45%

CDP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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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

CDP는 세분화된 기업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

해 평가 카테고리 수를 늘렸다. 평가 카테고리는 

2020 질의서 모듈의 하위 그룹으로, CDP의 프로

그램(기후변화, 수자원, 삼림)별로 상이하나 동

일 프로그램 내의 섹터 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된

다. 동일한 환경이슈라 하더라도 섹터별로 미치

는 영향과 관리방법은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하기 위해 섹터 별로 문항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였다.2 

가중치  값*100. 비율(%)로 산정된 각 단계의 

카테고리별 점수는 해당 카테고리의 부여된 가

중치를 반영하여 재산정되며 (카테고리 가중치

(%)/100* Management/Leadership 점수(%)), 

각 카테고리의 점수를 합이 최종 점수가 된다.

가중치는 Management와 Leadership 단계 평

가에만 적용되며, 새롭게 도입된 문항이 포함된 

카테고리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각 이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

한 섹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별로 다른 가중치

가 적용될 예정이다. 

CDP점수는 CDP보고서, 블룸버그 터미널, 구글 

파이낸스, 독일 증권거래소 Boerse의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P는 평가와 관련된 이

해관계 상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

며,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dp.net/scoring-confict-of-interest

카테고리
Management

가중치

Leadership

가중치

지배구조 11.0% 11.5%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10.0%

리스크 공개 9.0%

기회 공개 7.0% 6%

사업영향평가 & 재무계획평가 9.0%

시나리오 분석 2.0%

목표 12.0%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저탄소 제품 5.0%

Scope 1 & 2 배출량 (검증 포함) 12.0% 13.0%

Scope 3 배출량 (검증 포함) 5.0%

에너지 7.0% 8.0%

기타 기후관련 지표 (검증 포함) 0.0%

탄소가격 2.0% 0.0%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5.0%

정책 인게이지먼트 1.0% 0.0%

커뮤니케이션 1.0% 0.5%

Sign off 2.0%

100% Disclosure 점수 획득 0.0% 2.0%

합계 100% 100%

2.  이 표는 공통General 평가방법론에 적용된 카테고리 별  
가중치 예시임. 섹터 별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cdp.net/en/guidance/guidance-f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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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2020), Emissions Gap 
Report 2020

탄소중립, 
기후금융 전성시대를 열다 

2021년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 

40개국의 정상이 참석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EU, 일본 등도 강화된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발표했다. 

한국도 향후 추가 상향 NDC를 준비중이라고 예

고했다. 일부 국가에서 기존 NDC대비 약 2배를 

감축 목표로 상향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도 비슷한 수준의 추가 상향 발표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도 강화

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

할 수 있다. 기후정상회의 개최 전부터 전 세계

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는 2050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었다. 2021년 4월 기

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26개국이 탄소중

립 목표를 선언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은 이미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유럽연합 등 6개국은 법

제화를 추진 중이다. 

각국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에서 주목

할 만한 점은 대규모 자산 투자, 탄소국경세 도

입 및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뿐만 아니라 금융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금융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는 이유는 금융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

응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서이다. 

기후금융 정책 체계화중

기후금융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이하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를 수

립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또는 정책 변화는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

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중대한 위험에 노

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실제 EU

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기후변화를 포함

한 환경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금

융위원회도 기후리스크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감독·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정보공시 관련 정책도 활발하다. 금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

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선언 (또는 고려) 국가 수(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1

126개(51%)

주요국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NDC

미국 기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 상향: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일본 기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 상향: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EU 기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상향: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한국 기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 상향: 2030 상향 NDC 준비중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 기후관련 정보공개 강화

탄소중립
금융기관 기업

• 기후행동 인게이지먼트

- 기후관련 정보공개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및 강화 요구

• 기후관련 직접규제 강화

- 배출권거래제 강화

- 기후관련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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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영국은 기후변화 공시 표준을 제시한 G20

의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의 공시를 의

무화했고2한국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

지 단계적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정보 공

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3 국회에서

도 사업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공시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4

금융기관, 기후행동 본격화

각국의 기후금융 정책이 체계화되면서 개별 금

융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

다.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크게 내

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투자 대

상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로 구분된다. 블랙

락, 시티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이미 내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한, KB 등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 기후리스크관

리 정책중 하나인 탈석탄 선언은 전 세계 1,319

개6 기관(정부, 기업 등)이 참여중이며 국내에서

도 현재(2021.4월 기준) 86개 금융기관이 탈석탄

을 선언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는 정책의 근간

이 되는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 및 강화하도

록 요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금융

기관이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위한 이니셔티브인 

TCFD 와 CDP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정보공

개 요청을 하고 있으며 각각 약 2,000개, 590개7 

이다.(국내의 경우, 20201년 상반기까지 각각 

112개(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 모두 포함), 

18개 기관이 참여 예정)

기업, 정보공개넘어 탄소중립 목표 수립 필요 

금융기관의 투자대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및 강화에 대한 요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일본 공적 연기금, 블랙락 등 주요 해

외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기업에 탄소중립 또는 

과학기반감축목표Science Based Targe, SBT 수립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도 투자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즉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감축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투자대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청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탄

소중립 목표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보고

서는 CDP를 통해 보고된 한국 기업의 감축 목

표 수준을 분석하여, 다가오는 탄소중립 사회에

서의 한국 기업의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1.  TCFD 지지는 각 계열사가, CDP 서명기관 수는 금융그룹이 대
표로 가입

2.  EU는 역내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정보의무
공시제도에 TCFD 권고안 반영, 영국은 2025년까지 의무화 예정

3.  거래소 공시 규정 변경, 금융위원회 2021년 녹색금융활성화 계
획 참조

4.  자본시장법 개정안(민형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며, 이용우
의원도 발의 예정

5.  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탄소회계 금융협의체Part-
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에서 제시하는 자
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겠다 밝힘

6. 2021.04 기준 Fossil Free Campaign 참여 기관 수 
7. 2021.04 기준
8.  녹색금융협의체 The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2021년 상반기까지, TCFD 및 CDP를 통해 

기후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선언한 국내 금융 

기관 수1 및 총 운용자산 규모

TCFD 권고안 지지

95개(4,841조원)

CDP 서명기관 참여

18개(5,026조원)

EU 및 국내 기후금융관련 정책 현황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일부 내용

현황

EU 국내

정책 의무/자율 시행 정책 의무/자율 시행 국내 향후 일정

지속가능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분류체계 구축
EU 녹색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 ’20.07) 의무 ‘23.01

한국형녹색분류체계

(K-taxonomy)
자율 -

’21.06(초안마련),

’21.4Q(시범적용)

녹색금융상품 표준과 

라벨 구축

EU 녹색채권표준

(EU Green Bond Standard, ’19.06)
자율 ’19.06

녹색채권가이드라인

(’20.12)
자율 ’20.12 ‘21(시범적용)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 규정

금융섹터 지속가능공시 규정

(Regulation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19.12)

의무 ’19.12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16.12)

자율 ’16.12

’21.4Q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검토)

지속가능성 이슈 공시

 강화 및 회계표준 반영

비재무정보보고지침(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 ‘14.04)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21.04)(NFRD 개정안 발표)

의무/

의무

’18/

’22.10 ESG 정보공개 의무

화 정책 발표

(G: ’18.03, E·S: 

’21.03)

단계적 

의무화

(G: ’19-

’26, E·S: 

’25-’30)

G: ’19, 

E·S:‘25

‘21.01‘(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G: ‘19(2조이상 상장사)/

’26(전체 코스피 상장사)

E·S: ’25-‘30(2조이상 상장사)/

‘30(전체 코스피 상장사)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Disclosure Regulation, ’19.11)

의무 ’21.03

건전성 감독기준prudential 

requirements에 지속가능성 통합

녹색금융협의체(NGFS)8,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Guide for Supervisors Integrating climate-

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into 

prudential supervision)(2020.05) 일부 내용

현황

유럽은행관리당국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
금융위원회

정책 의무화 시행 향후 일정 정책 의무화 시행 향후 일정

경제, 금융섹터, 금융기관에서의 

기후리스크 파악

기후 및 환경 리스크 가이드(ECB: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20.11)

의무 ’22.06
’22.06

(대기업)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 ’21.4Q

기후리스크 관리·감독을 위한 

전략 마련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EBA: 

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19.12)

의무 -

’21.06(관리·

감독 가이드라인 

발간)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수립 

- - ’21.03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규제 마련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EBA: 

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19.12)

의무

‘25(자산별 관리

·감독 보고서 

최종 발간)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 ’21.2Q

 EU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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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2020 Climate Change 응답 글로벌 및 국내 기업 목표 수준 비교

 국내 기업 전체

 글로벌 기업 전체

%

국가별 SBTi 가입 기업 수

(2021년 4월 기준)

미국 221
영국 187
일본 128
프랑스 83
스웨덴 70
인도 57
중국 25

대만 17

한국 6

탄소중립사회, 
국내기업 준비 수준 진단

CDP 2020 Climate Change에 응답한 국내기업 중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목표를 언급한 기업은 총 5개였다. 이 중 탄소중립목표 관련 글로벌 기준

이라 할 수 있는 SBT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이 큰 화두가 되기 이전인 2019년 데이

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동기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격차가 존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전 세계 약 1,4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

tiative, SBTi에서 제시한 기준 중 최소한의 요건을 적

용한 결과다. SBTi에서 올해 발간 예정인 넷제로 

목표 기준 초안에 따르면, 탄소중립목표의 요건

으로 Scope 1, Scope 2 배출량뿐만 아니라, 모

든 Scope 3 배출량까지 감축 또는 제거(및 흡수)

를 제시하고 있으며, SBT기준에 부합한 중간목

표를 수립 및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1년 4월 현재 기준으로도 해외 681개 기업이 

SBT 기준의 중간목표를 인증받았지만 국내기업

의 경우 가입 의사를 표시한 기업만 6개일 뿐, 목

표인증을 받은 기업은 부재하다. 최근 탄소중립

을 선언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못지않게 많은 점

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의 목표수준이 과연 선언

과 부합한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목표수립 시 SBT 기준을 꼭 따라야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

과 국내기업의 목표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앞으

로 다가올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국내기업의 준

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

할 수 있다. 

SBTi에서 제시하는 중간목표인 SBT기준은 총 8

개의 대분류 및 24개 소분류로 구성돼 있으며, 개

괄적인 내용은 부록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분

석에서는 이 중에서도 4개의 기준을 별도로 선정

해 적용했고, 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가 전사단위 Scope 1+2 배출의 95% 이상을 포

함하며 둘째, 중장기 목표기간을 갖췄으며(보고

연도에서 5년 이후의 목표연도) 셋째, 감축의지

가 기온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Well Below 

2℃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부합하는 수준이며 

넷째, Scope 3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종합Scope 3 목표과학기반 
감축수준

전사단위 Scope 
1+2 목표

96 97

70

40

26
35

9

29

130
5년 이상 
중장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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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경계 및 목표기간 등 목표 외적인 부분 충실

네 개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글로벌 평균과 비

교해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목표 기간이었다. 5

년 이상 기간의 목표를 세운 국내기업의 비율은 

70%로, 글로벌 평균인 40%를 유일하게 상회했

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 제도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목표관련 분석에 포함된 52

개 국내기업 중, 온실가스관리제나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이 아닌 곳은 단 4개에 불과했다. 목표 

설정 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등 중장기 

계획을 고려해 수립한다고 밝힌 기업과 시나리

오 분석 시 국가결정기여NDC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점에서 제도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

로 보인다. 

목표의지나 공급망 배출 감축의지는 개선 필요

목표의 핵심인 감축의지 부분에선 글로벌 평균

보다 이하의 결과가 나타났다. SBT는 절대량 감

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 모두 인정하는데, 절

대량 감축목표의 경우, 기온상승을 2℃보다 상당

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 즉, 연평균 감축

률 최소 2.5% 이상의 목표를 인정하고 있다. 후

자의 경우 반드시 절대적 감축으로 이어지거나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DA

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글로벌 평균

보다 낮다는 사실은 목표 이외에 온실가스 감

축 프로젝트 현황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재확인

됐다. 보고시점 기준으로 이행예정인 또는 이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전체 

Scope 1+2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글로

벌 평균인 6.02%를 밑돌았다. 고도화된 온실가

스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꼭 높은 수준

의 감축의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응답기업 대다수가 시나리

오 분석에 NDC를 사용한 것이 영향 줬을 가능

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NDC는 Climate Action 

Tracker에서 6 단계 중 5단계의 평가(4℃ 이하 

시나리오 수준) 받은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Scope 2에서 저탄소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 감축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이 다수 있었다. 시장기반

의 Scope 2 배출량1을 보고한 Starbucks, Da-

none, eBay, Sony Corporation 등 글로벌 기업

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해 Scope 1+2 전체 배

출량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100%까지 온실가

스 감축을 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한 감축량 크기는 평균적으로 Scope 

1+2 전체 배출량의 6% 수준이었고, Scope 2 배

출량 대비 18%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기업과의 

감축수준 차이를 설명할 실마리를 재생에너지가 

쥐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급망 배출과 관련된 Scope 3 목표의 경우 글

로벌 평균과 가장 큰 격차를 보여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Scope 3 목표를 수

립한 국내기업 비중은 단 9%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29%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SBT는 

Scope 3 절대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거나 협력

사에 SBT 목표 수립을 요구하는 인게이지먼트 

목표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Apple의 경우, SBT

에서 요구하는 기업 단위의 Scope 3 배출뿐 아

니라, 제품 단위의 전과정 배출 목표 설정을 통

해 가치사슬 전체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

었다.

1.  전력시장이 개방돼 있는 경우 그리드 평균 배출계수를 적용한 지역
기반의 Scope 2 배출량 이외에, 시장기반 Scope 2배출량 보고가 
가능함. 이 경우, 지역기반의 Scope 2배출량에서 시장기반 Scope 
2배출량을 뺀 수치는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Scope 1+2 배출량 대비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예정 또는 감축중인 온실가스 비중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비중(평균)

SKT, SBTi ICT섹터 시나리오 
개발 참여

SBTi 기준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연평균 감축률을 적용하거나(절대량 목

표) 섹터별로 개발된 감축경로에 부합하

는 감축률(원단위 목표)을 적용할 수 있

다. 국내 기업의 경우, ICT섹터에선 SKT

가 최초로 SBTi에 가입했으며, ICT섹터 

시나리오 개발에도 참여했다.  

6.02

4.62

18

6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 %

Scope 2 대비

Scope 1+2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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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2 배출량 감축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반드시 필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Scope 2 배출량

은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1 CDP 2020 Cli-

mate Change 응답에 따르면, 국내기업 가운데 

Scope 1+2 배출량에서 Scope 2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업이 73%(47개)에 달했다.  

Scope 2 배출량을 넷제로 또는 SBT에서 요구하

는 목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

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

나 사용량을 줄여 Scope 2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CDP 2020 Climate Change에 보고한 국내기업

은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통해 평균 약 6.9

만 톤을 감축했지만, 저탄소 에너지 소비를 통

해서는 30만 톤을 감축하여 그 차이가 약 4배에 

달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본격화, 국내는 아직

속도 못 따라가 

재생에너지가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이행에 필

수인 만큼,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높아졌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

는 글로벌 기업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한 

기업 수는 2018년 155개에서 2020년 260개로 빠

르게 늘어났으며, 이들의 재생에너지 소비량도 

2020년 호주의 1년 전기 사용량에 준하는 수준

(278 TWh/yr)으로 증가했다. CDP에 응답한 기

업들의 전환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소비량도 

글로벌 평균 2018년 10%에서 2020년 18%로 꾸

준히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이 나타났지만 글로벌 

속도에 발맞추지는 못했다. 2020년, 국내 기업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10개로, 응

답기업의 약 16% 였다. 이는 2018년 6%에 비하

면 증가한 수치이지만 글로벌과는 다소 차이가 

났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률의 글로벌 

평균은 2018년 한국과 비슷한 8%였지만, 2020년

에는 27%로 증가하며 국내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소비량에서는 그 차이가 더 

확연했다. 재생에너지 소비를 보고한 국내 기업

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전환 에너지2 대비 6%

에 불과했다. 반면, 글로벌 평균은 이를 웃도는 

18%로 보고되었다.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내야 

향후 외부 이해 관계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

구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SBT목표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수가 늘고 있

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을 넘어 공급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전

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아직 그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국

내에서도 이러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해 적극적 활동을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20년 10월 SK그룹 6개 사는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글로벌 이니

셔티브인 RE100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였고, 아

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등 RE100 가입 및 

가입검토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직접생산 외에 PPA, 녹색프리미엄 

등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들이 시행 또는 시행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및 소비 확대도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예외적으로, 에너지, 유틸리티, 산업재 및 원자재 섹터는 연소 및 
공정상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Scope 1 배출량이 Scope 2보
다 많은 경우가 많음

2.  전환에너지란 전력, 스팀, 열, 냉방 등 보고기업이 구매하고 소비
한 에너지원을 의미

국내 vs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및 소비 변화  %Scope 1+2 배출량 대비 Scope 2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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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3 목표, 국내 기업의 아킬레스 건 

1.5°C또는 2°C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섹터나 대기업만의 온실

가스 감축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온실 가

스 감축 압박과 동기가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Scope 3 관리는 바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SBT가 Scope 3 관리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Scope 3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5개(9%)에 그쳐 글로벌 평

균(29%)을 크게 밑돌았다. SBT는 특히 산업재 

섹터에는 Scope 3 카테고리 중 11(판매된 제품

의 사용), 금융 섹터에는 카테고리 15(투자)로 인

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목표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섹터의 국내 기업 중 이

와 관련된 목표를 세운 기업은 전무했다. 

 

Scope 3 배출량 산정 개선 필요 

Scope 3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대

한 카테고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의 Scope 3 카테고

리 산정 수는 평균 6.04개로 글로벌 평균인 5.96

보다 미세하게 높았으나, Scope 3 산정 비율은 

73%(47개)로 글로벌 평균인 86%와 10% 이상 차

이가 났다. 

특히, 산업재와 선택소비재, 필수 소비재 섹터는 

Scope 3 산정 비율이 70% 이하였으며, 필수 소

비재 섹터는 평균 Scope 3 산정 카테고리 수도 

3개로 전체 평균(6.04)에서 크게 차이를 보여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 Scope 3 관리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대비해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 조정제도나 자동

차 연비 규제 강화 등은 제품의 전(前)과정 또는 

소비자의 사용단계 배출량을 포함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규제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더 이

상 개별 기업 자사만의 이슈가 아니며 가치사슬 

내 전(全) 과정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 흐름에 따라, 이해 관계

자들의 요구도 Scope 1과 Scope 2 감축을 넘어 

Scope 3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Scope 3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글로벌 기

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200개가 넘

는 글로벌 기업이 공급사에게 환경정보를 요청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

내 기업도 체계적으로 관리 목표를 새워 이행해 

나가야 한다.

국내기업 중 Scope 3 산정 기업

47개

Scope 3 비율이 40%를 넘는 기업

24개

Scope 3 관련 목표 수립 기업

5개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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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 
금융이 변하고 있다 

넷제로 기관투자자 연합에는 현재 총 57조 달러 

운용 자산 규모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2050

까지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활동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CalPERS, 덴마크 연기금 중 하나인 Pension 

Danmark 등의 공적 연기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제 금융기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의 중점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넘어 포트폴리오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GHG 프로토콜에

서 Scope 3의 15번째 카테고리로 투자를 정의

하며 금융기관의 투자로 인한 scope 3 배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금융

기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최근

의 일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금융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기후변화 금융 리스크 크기 산정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익스포저를 기반으로 한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량 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비

자의 환경인식 수준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 약

화로 인해 재무적인 매출이 하락할 수 있고, 이

는 해당 기업에 투자한 금융 기관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산정, 본격화 시동  

2018년, 글로벌 기준 54개의 금융기관이 CDP

에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를 보고했으며 그 수는 

2019년에는 61개, 2020년에는 83개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에서 온실

가스 산정을 완료한 금융기관들도 속속히 등장

하고 있다. 2020년 포트폴리오 온실가스를 보고

한 금융기관 중 27개의 금융기관이 자사 포트폴

리오의 80% 이상에서 온실가스를 산정했다.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산정에는 데이터 수집과 

복잡한 계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정보 공시가 가속화되고 포트

폴리오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이 수립되는 등 지

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포트폴

리오 온실가스 산정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최근 금융 섹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8년, SBT는 금융

기관을 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투자 및 대출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관

리를 강조했다. 2019년 말,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넷

제로 기관투자자 연합UN-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이 등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전환 리스크가 큰 섹터의 기업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구조적 기술 혁신

기후변화 정책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환경 변화

•수익 영향

•가치 변동 

•자산 손해

•생산성 하락

금융 기관

물리적 자산, 농업 & 노동자 

포트폴리오 리스크

주식 및 회사채

비상장 주식 및 기업 대출

PF

산업용 부동산

모기지

●

●

●

•포트폴리오 손실

•보험 보상액 증가 

•채무 불이행 리스크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 금융기관 수

54(2018)  61(2019)  8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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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산정 없이는 

1.5°C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불가능 

금융 섹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제품 공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산업 군에 비해 Scope 1

과 Scope 2 배출량이 미미하다. 반면, 투자 및 

대출과 같은 자산 운용으로 인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CDP 2020 Cli-

mate Change에 포트폴리오 온실가스를 보고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적으로 Scope 1, Scope 2, 그리고 포트폴리오

를 제외한 Scope 3 배출량을 모두 합친 수치보

다도 700배 이상 컸다. 

2019년 말, 금융 섹터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

하여 SBT는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투자 및 대출

로 인한 Scope 3 배출량 산정과 목표 설정을 의

무화하였다. 

국내 금융기관도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산정 중 

CDP 2020 Climate Change에 응답한 국내 금융

기관은 7 개였으며, 이 중 4개의 금융기관(DGB 

금융그룹, KB 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신한금

융그룹)이 포트폴리오 온실가스를 산정, 보고했

다. 이는 글로벌 전체 응답 금융기관의 포트폴리

오 온실가스 보고율인 25%와 비교하면 높은 비

율이기는 하지만, 국내는 응답 금융기관 수가 제

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비교를 요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포트폴리오 관점  

반영해야  

국내 금융 기관 중 대다수는 포트폴리오 온실가

스 익스포저와 리스크 평가를 연계시키지 못했

다. CDP 2020 Climate Change에 응답한 7 개의 

국내 금융기관은 모두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영향을 보고했지만, 보고한 다양한 리스 크 

유형 중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DGB 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단 

2곳뿐이었다. DGB는 기후변화로 인한 좌초 자

산 리스크를, 신한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투자 

회사에 발생할 영향을 리스크 평가에 포함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평가 결과가 다른 산업군과 큰 차이를 보이

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DP 응

답기업 가운데,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

향을 평가한 기업은 총 57개로, 전체 응답 기업의 

91% 였다. 이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50개의 기업

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을 평균 4.9

조로 예측했다. 반면, 금융기관의(7개)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측 평균은 0.94조로, 

다른 산업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 섹터는 Scope 1이나 Scope 2와 비교하

여 포트폴리오 온실가스로 인한 익스포저가 가

장 중대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리스크 재무 영

향 평가는 국한적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과 Scope 1, 2 배출량1 백만 tCO2e 

1. 포트폴리오 온실가스를 산정 및 보고한 금융기관만 포함

응답 기업이 평가한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평균 재무 영향 조 원

전체
금융

0.94

4.96

4.50

그 외
섹터

금융
섹터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Scope 2

사례 A:  

포트폴리오 80% 이상에서 온실가스 산정

사례 B: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에서 온실가스 산정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Scope 1, 2배출량의 700배에 달

했다. 그래프 상에서 Scope 1과 2배출량은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미미하

여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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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물 관리 투자자 요구

물 리스크 관리 요구하는 투자자 늘어

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블랙록은 2020년 현재 가장 저평가

된 리스크로 물을 주목하며 바로 지금이 물 리스

크를 고려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임을 강

조했다.1 CDP에서도 물 정보공개 수요는 CDP 

Water가 시작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 

2020년 CDP를 통해 물 정보공개를 요청한 투자

자의 총 자산운용 규모는 역대 최대인 106조 달

러였다. 이런 수요에 맞춰 물 정보공개를 하는 기

업 수 또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약 3,000개의 

기업이 CDP Water에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다. 비재무정보공시 의무가 

있는 유럽 기업의 경우, 2020년 EU 전체 시총 상

위 50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이어 가장 많

이 보고한 KPI는 물과 관련된 지표2였다.

물 관련 투자자 인게이지먼트 또한 증가하고 있

다. 2020년 CDP를 통해 주요 기업에 직접 인게

이지먼트를 진행하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2017년 

28개에서 2020년 80개로 늘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NBIM는 물 관련 요구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을 기반으로2020년에만 피투자기업 500개의 정

보공개를 평가했고, 그 중 90번에 걸쳐 기업과의 

미팅을 진행했다. 인게이지먼트 대상으로는 가

치사슬 절반에 물 소비량이 높은 섬유산업Adidas

과, 광업Antofagasta, 유틸리티NextEra Energy 등이 포함

됐다. 노르웨이가 2020년 말 기준, 물 리스크로 

인해 투자철회를 결정한 기업 수는 누적 46개에 

달했고, 이는 이슈별 리스크 기반 투자철회 기

록에서 기후변화에 이어 2번째로 빈번한 이슈

였다.3 

물과 기후변화 리스크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물의 특성상 물 리스크 고려 시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

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은 최근 운용기금 

전체에 대한 물 관련 리스크 및 기후변화 물리

적 리스크 통합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리스

크 노출 정도를 파악했다. 아시아에선 일본의 미

쓰이스미토모은행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2.6 및 8.5에 따른 물 리스크를 측정해 자사 포트

폴리오 중 약 3~4백억 옌 규모의 자산이 물 관련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 Troubled Waters, Blackrock Institute
2. The state of EU environmental disclosure in 2020,  p28
3.  Responsible investment,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2020
4.  Research: Moody’s - Climate-related risks pose long-term 

credit challenge for New South Wales - Moody’s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변화가 가중되면서 투자자의 물 이슈에 대한 관심

과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또한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변화하는 기후패턴을 통해 홍수 및 가뭄 등 물 스트레스를 야기하

며,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재무적 영향으로 이어진다. 

CDP Water 서명기관 총 운용자산 규모 및 응답기업 수 추이

2020201920182017201620152014201320122011201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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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2

58
63 65 68 68

84

96
106

283 345
589

1,064
1,237

1,426

1,997 2,113

2,435

2,934

 응답기업   운용자산 (미화 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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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은 물과 기후변화가 상호 유기적인 관

계에 있으며, 동일한 시나리오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물은 기후변화로 인한 시나리오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전망되는 분야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

승과 변화하는 기후패턴으로 수량 및 유량 등 양

적인 측면과 수질 및 수 생태계 등 질적인 측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 2020년 가뭄과 산불로 영향

을 받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은 기후변

화와 물 리스크가 연동돼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

다. 이 지역을 두고 무디스는 인구증가와 기후변

화로 인한 물 스트레스가 이 지역에서 장기간 가

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다.1 

물 스트레스는 역으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 시나리오 발현에 기여한

다. 독일 GIZ와 포츠담 기후 영향연구소는 기후

변화와 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2를 통해, 

폐수 처리과정, 지표수, 저수지, 논 경작 등 6가

지 물 관련 경로를 통해 배출된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10%에 달하며, 기온제한을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물 관련 온실가스 배

출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물은 기후변

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배출원이기도 하지만, 동

시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기여를 할 수 있

는 요소다. 

이러한 상호관계성 때문에 물은 기후변화 리스

크와 더불어 장기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

다. 국내기업의 물 이슈 대응 수준 또한 기후변

화와의 통합관리라는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응답기업의 전반적 물 관리 수준 

CDP 2020에 응답한 국내기업은 총 44개다. 이

중 고객사에만 정보공개한 기업을 제외하고, 투

자자에 정보공개한 15개 기업만을 두고 분석하

고자 한다. 

글로벌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국내기업은 물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평균 이상이었다. 국내기

업 대다수가 물의 잠재 리스크를 식별했고 이사

회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사회 

또는 C레벨 경영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율 

또한 국내기업이 글로벌기업 평균 이상이었다. 

대다수 국내기업이 물 이슈를 장기적인 관점에

서 고려하고 있었다. 사업전략 수립 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장기 사업목표 수립 시 물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는 기업 비율이 각각 73%, 

87%에 달했다.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부문도 큰 격차로 앞서

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내응답기

업이 모두가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가 일정 수

준 고도화가 돼 있는 대기업이고, 기업 운영관리 

분야에 물과 관련된 부분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포함돼 왔던 이슈였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글로벌기업 전체와 비교해 개선이 필

요한 부분은 있었다. 글로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류보고서를 통해 물 관련 정보공개를 하고 있

다고 보고한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단 13%에 

그쳤다. 또한 수질오염과 관련된 목표를 수립한 

국내기업은 7%에 그쳐 글로벌 평균인 12% 이하

의 수준을 보여줬다. 

국내 및 글로벌기업 물 관리 수준 종합분석 %

수질오염 관련
목표 수립

장기목표에
물 이슈 반영

잠재 리스크 식별

이사회 감독

사업전략에 시나리오 
분석결과 반영

이사회/C레벨 경영진 
인센티브 부여

주류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29
52

23

38

67

64

34

12

80

13
33

73
87

87
7

87

1.  Stop Floating, Start Swimming, Water and climate change – 
interlinkages and prospects for future action, p111

 국내 기업   글로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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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슈별 공통문항 비교 %

국내 응답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하고 있어

투자자 관점에서 구성된 CDP 특성상 질의서간 

공통요소를 기반으로 두 이슈 간 비교가 가능하

다. CDP 2020 Water에 응답한 국내기업 15개 

모두 CDP 기후변화에도 응답하고 있어 두 이슈

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의지를 갖고 있었다. 국내

기업의 물 및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인식은 엇비

슷하게 높았다. 대다수가 두 이슈의 잠재 리스크

가 재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고, 이사회 감독을 통한 관리 체계

를 갖고 있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두 이슈 모두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물

에선 장기사업목표, 전략 및 재무계획에 물 관련 

이슈를 통합했다고 밝혀 물 리스크 고려 시 장기

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분석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 관련 장기목표 설정한 기업은 기후변화  

대비 절반에 그쳐

기후변화와 물 리스크에 대한 기업 내부의 충분

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물 관련 목표 부분에선 개

선이 필요한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CDP Water는 두 종류의 목표를 보고할 수 있도

록 구성됐다. 물 및 위생과 관련된 동일한 내용

의 목표라 하더라도,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는 지

역민 증가율 등 수치로 목표 달성률 측정이 가능

한 경우엔 정량 목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정성

적으로 목표를 보고할 수 있다.

장기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정량목표 6개, 정성

목표 8개에 그쳤다. CDP는 기업이 각자 정의하

는 장기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거기에 더해, 

목표 연도가 2020년 이후인 목표를 설정한 기업

만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장기 목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정량 및 정성목표 각각 4곳, 6개로 

줄어든다. 

한편 국내 기업 중 수질 관련 목표 설정을 한 곳

은 정량목표 1개(용수 오염 감축), 정성목표 2개 

(규정준수 수준을 뛰어넘는 폐수 수질의 개선)로 

거의 전무했다. 이 중 2020년 이후의 목표가 설

정된 곳은 단 1개 기업뿐이었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고려된 물 목표 설정 및 

공개 필요

글로벌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기업이 특히 

수질 목표 수립에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이 물 리

스크 지역으로 식별한 국내의 경우, 물 관리 당

국의 수질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금강환

경청은 ‘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금강청 

관내에서 총 96건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고 공개하며 수질 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 목적

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부 또한 한강 및 낙동강에서 2030년까지 달

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강화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질 관리 강화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질이 경제발전 저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세계은행은 현재 수량에 

집중된 물 관리 리스크를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

았던 수질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1 

유엔환경계획UNEP은 악화되는 수질로 인해 SDG 

6번째 목표가 위협받고 경고하며, 수질 감시 체

계가 강화돼야 함을 주장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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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리스크 식별

이사회 감독

사업전략에 시나리오 
분석결과 반영

이사회/C레벨 경영진 
인센티브 부여

장기 목표 수립 여부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주류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

1.  Quality Unknown : The Invisible Water Crisis, The World Bank 
Group

2.  A Snapshot of the World’s Water Quality: Towards a global 
assessment, UNEP

* CDP 2020 Climate Change, Water 모두 응답한 15개 기업의 정보공개 내용 분석

 물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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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물이 장기적으로 가지

는 재무적 또는 전략적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

만(재무적 영향 측정,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려, 

이사회 감독 체계 설치, 장기 사업목표에 물 이

슈 통합), 실제로 장기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목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식별된 리스크 관

리 또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진

척관리를 돕는 기능이다. 기업 스스로 물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장기사업 목표 및 전략에 

물 이슈를 반영한다고 밝혔음에도 장기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은 물이 중요하다고 밝힌 기업 스

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기업 응답 내의 이런 괴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

기한다. 첫째는 물과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할 때 

두 이슈의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

성이다. 이는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

브 체계 유무가 두 이슈 간 현격하게 차이가 나

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물 관련 장기 목표 수립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다. 물 관리 인프라가 

고도화된 경우, 목표 수립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

다. 물 관리 당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것 만

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UN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수질지수는 전 세계 122

개국 중 8위로, 이는 수량, 수질, 하수처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수질관련 목표

가 거의 전무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외부 

소통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을 투

자자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데다, 물 리스크는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 리스크와 동일한 타임 프레임으로 관리돼

야 한다는 인식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투자자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18년 GRI에서 15개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기

후변화 및 물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곳에서 목표 및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바 있다.1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는 물 가이드라인에 기업에 장기 사업전략에 물 

관련 리스크 분석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며 취수, 

소비, 재사용, 방류, 및 수질에 관한 직간접적인 

지표 및 목표 수립을 권장하고 있다.2 물 관련 

인게이지먼트를 활발히 하는 네덜란드의 악티암
ACTIAM (운용자산 약560억 유로)의 경우도 물 리스

크 취약 섹터의 기업은 반드시 장단기 물 리스크

를 고려해 기업의 전략 수립과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A Closer Look at Water and GHG Emissions Disclosure: Map-
ping Reporting Practice to an Investor Perspective, GRI

2. Water management, Expectations of companies, N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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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및 TCFD에서 물 안정성 관련 정보공개를 

강조하는 섹터는 에너지, 원자재와 건축, 농업, 

식품 및 임산물 섹터로, 이 중 특히 국내 기업 중 

응답률이 낮아 리스크 측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

한 분야는 에너지 섹터이다. 채굴, 전처리 과정, 

연소 및 냉각 등 여러 과정에서 절대적인 물 사용

량이 높기 때문에, 물 안정성은 발전소 운영에 영

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국내 에너지 기업은 물 리스크와 무관할 수 있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사업장에서

도 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15

년 가뭄을 겪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일일 1억

원의 추가비용으로 인근 항에서 배를 통해 물을 

길어오는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한 곳의 발전

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계획 전체로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발전사 자

체의 물 안정성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수질 리스크도 존재한다. 석탄화력 발

전소의 경우,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면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

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 기준 이 강화되고 있다. 

매년 국감에서 발전소의 탈황폐수 중수도 등 수

질 기준 미달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지면서 일

부 발전소의 폐수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함에서 불구하고 국내에선 서부발전을 제외

한 한전 발전 자회사 모두 CDP 응답을 하지 않

고 있다. 투자자의 정보공개 요청은 여러 경로

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주주를 

통한 인게이지먼트가 대표적이지만,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회사채 인수기관이 물 안정성 및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문제제기를 받을 가

능성이 있다.

CDP 투자자 정보공개 요청에 유럽, 일본,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50개 이상의 에너지 

및 유틸리티 기업은 이미 물 관련 정보공개를 하

고 있다. 이들 기업이 보고한 리스크 수는 총 159

건에 달하며, 이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건 수 보다 없다고 보고된 건 수의 두배

에 달했다. 또한,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중 15개

가 중대한 물 리스크를 겪었으며 총 17개의 물리 

리스크를 보고했고, 5개의 규제 리스크를 경험

했다고 보고했다. 

기후변화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고 있는 국내 4

개 발전사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물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물 안정

성까지 정보공개를 확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해야한다. 

명성 및 시장규제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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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틸리티 식별 리스크 유형     보고된 리스크 수 해외 유틸리티 보고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 %

 보통 이상

 보통

 보통 이하

CDP 2020 Water에 응답한 주요 유틸리티

국가 연 매출 국가

ENEL SpA 650억 유로 이탈리아

ENGIE 558억 유로 프랑스

RWE AG 137억 유로 독일

TEPCO 6조 2400억 옌 일본

Centrica 208억 파운드 영국

PJSC Gazprom 266억 달러 러시아

Tata Power 38억 달러 인도

섹터 하이라이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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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  응답 현황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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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기업 수

2017

2018

2019

2020

2016

2014

2013

2012

2011

2010

0 20 40 60 80 100

2015

55

60

56

57

70

70

78

75

86

59

51

KS 2  섹터별 응답률 %,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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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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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

Climate Change 

모든 분석은 CDP 2020에 응답한 64개 기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 공개 기업 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

로 입력한 기업 포함하고 있습니다.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DSB는 기후변

화 관련 정보를 기업의 주류 보고서에 통합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CDP의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기업

이 기후변화 위험/기회가 전략, 재무 성과 등

에 미치는 영향을 주류재무보고서를 통해 공

개/연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

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dsb.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공개를 위한 태

스크포스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산

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해, 재무 공시

자료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공인

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프레임워

크를 개발했습니다. 2021년 기준, 2천여 개가 

넘는 기관에서 TCFD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

부 국가에서는 공시제도에 TCFD기준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tcfdhub.org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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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1, 2 배출량은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기

업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

의 15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기업 가운

데 배출량 수치가 0(zero)이상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분

석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

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이 두 항목을 

통해 보고한 Scope 3 배출은 15개 카테고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데이터 질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

해, CDP는 응답서 내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보

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섹션의 검증관련 통

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의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검증/보증”을 하였다

고 보고하였으나 해당 문건을 첨부하지 않았거

나, 첨부문건이 CDP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

수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

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을 검증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였습니다.

KS 7  섹터별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

2
e,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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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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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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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9  SCOPE 3 배출원 및 배출량 공개기업1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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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0  SCOPE 3 주요 배출원2 
배출원별 응답기업 수

KS 8  섹터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

2
e,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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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3 기업 수 KS 12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3 %, 기업 수

1. CDP 질의서 6.5 문항에서, 각 카테고리 별로 “relevant, calculated”항목을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2. “relevant, calculated”항목을 선택하고, 배출량을 입력한 기업의 카테고리만 산정.
3.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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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섹션의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 원단위)목표 

관련 통계는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

표설정단위(원단위 목표의 경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인센티브

를 입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입력한 활동, 목

표, 인센티브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로 집계하였

습니다. (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

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

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하였습니다.)

KS13의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공개 여부 관련 통계의 경우, 해당 보고서의 실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

다고 보고한 모두 기업 통계에 반영하였습니다.

0 10 20 30 40 50 60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목표 수립에 시나리오 분석 사용*

원단위 목표 공개

절대량 목표 공개

기후변화를 전략에 반영

기후변화 관련 보상체계 운영

기후변화 거버넌스(이사회/고위 임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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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3  CDP KOREA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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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 기업 수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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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 반영 기업 비율 %,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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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7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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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8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KS 20   섹터별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

KS 19  섹터별 감축 목표 달성 기업 비율

KS 21   섹터별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업 비율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PCAF는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통한 간접 탄소 배출을 산정하기 위한 탄소 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글로벌 탄소 회계 금융협의체입니다.

 

- 2015년, 네덜란드 은행들이 금융기관의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하여 PCAF를 설립

- 현재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확대

-  모건 스탠리, 씨티, 미국 상업 은행을 비롯한 전세계 116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PCAF와 함께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익스포저를 산정

- 한국에서는 KB, 신한, 기업은행이 PCAF 멤버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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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

Water

KSW 1  섹터별 응답 기업 수 기업 수

KSW 3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 취수 여부 %, 기업 수

KSW 2  중대한 내재적 물 관련 위험 식별 여부 기업 수

KSW 4  물 관련 지표별 모니터링하는 기업 비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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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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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재사용/ 재활용수

용수 소비
– 총 소비량

방류수 수질 - 온도

방류 수질 데이터
– 방류 기준 별 수질

방류
– 처리 방법 별 방류량

방류
– 방류지 별 방류량

방류
– 총 방류량

취수 수질

취수
– 취수원 별 취수량

취수
– 총 취수량

93

93

93

93

93

93

93

93

73

87

87

직접 운영 사업장과

가치사슬내 모두

직접 운영 사업장에서만

리스크 평가 안함

또는 무응답

7

6

2

 필수소비재

 선택소비재

 IT

 산업재

 원자재

 유틸리티

 제약건강

 에너지

 물 스트레스 지역 취수 기업

 해당 없음

KSW 5  보고된 직접 운영 리스크 보고 유형  기업 수

10

6

2

물리적 리스크 규제 명성 & 시장

KSW 6부터 11까지는 물 안정성과 기후변화 질의서에 모두 응답한 총 15

개 기업의 정보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KSW 6의 경우, 물 

안정성 데이터는 직접운영 또는 가치사슬 중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잠재 

리스크를 식별했다고 보고한 기업 모두 포함됐습니다. KSW 9, 10의 경

우, 2년 내 도입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KSW11

의 경우, 인게이지먼트 대상으로 고객 또는 협력사 중 한곳이라도 선택한 

경우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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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W 6  잠재적 리스크 식별 유무  %, 기업 수

KSW 9   이사회 또는 C 레벨 경영진에  
인센티브 부여 여부 

%, 기업 수

KSW 10  주류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 여부
  %, 기업 수

KSW 7  각 이슈에 대한 이사회 감독 여부  %, 기업 수

KSW 8  사업 전략에 시나리오 분석결과 반영 여부 
%, 기업 수

KSW 11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여부 
%, 기업 수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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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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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2020 Korea Best Practice

신한금융그룹

KB 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주)효성

효성첨단소재

KT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SK 하이닉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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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본 페이지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 :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이 소등행사 참여 사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 선언”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 금융에 대한 약속 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추진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협력에 적

극 동참하고, 미래 세대 위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였습니다. 신한은 탄소중립을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정량화 된 목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38.6%, 2040년까지 69.9%

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Zero Carbon Drive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신한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친환경 전략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 국내 금융사 최초

로 수립한 ‘환경ㆍ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토대로 신한에서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12개 영역

을 지정해 금융 지원 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20년 9월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이 적도

원칙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1,000만 달러 이상 PF와 5,000만 달러 이상 

기업대출에 대해 환경ㆍ사회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 금융회사 최초로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에 가입하였

고, 앞으로 PCAF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측정 모형을 더

욱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스탠

다드에 부합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50년 Zero 

Carbon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본업인 금융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

환경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높임으로써 탄소 배출이 Zero가 되는, 미래 친

환경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38



KB금융그룹

본 페이지는  KB금융그룹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쳐 ESG경

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금융 기관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ESG

이행원칙을 선언하는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룹 차원의 ESG경

영 중장기 로드맵인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5% 감축하고 

ESG 상품·투자 대출을 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모든 계열사가 참여

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으며, KB국민은행은 환경파괴 등의 위험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글로벌 친환경 관련 리더십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

브(UNEP FI)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의 서명기관으로 국내 금융회사로는 

유일하게 ‘UNEP FI 기후공동협약’ 및 ‘EU Taxonomy 은행 가이드라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의 창립멤버로 가입하여 넷제로 경

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

브(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SBTi) 및 탄소금융회계협회(Partnership for Accounting 

Financials, PCAF)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기반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

고 배출량을 측정·공개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KB금융그룹은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업계의 ESG경영을 선도하여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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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본 페이지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설립 초기부터 푸른은행, 나눔은행, 문화은

행을 경영슬로건으로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본점)에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ISO14001인증을 획득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

을 위한 친환경 경영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환경경영

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

활 속 환경을 지키는 ‘줍깅 챌린지’(줍다+조깅 합성어) 캠페인, ‘하

나 그린스텝5 (▶스텝1: 절전하기 ▶스텝2: 텀블러 사용하기 ▶스

텝3: 계단 이용하기 ▶스텝4: 음식물 남기지 않기 ▶스텝5: 대중교

통 이용하기)’,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善블러캠페인’를 추진하

는 등 임직원과 손님 모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

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가이드에 따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기후 리스

크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TCFD

이행보고서를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기후변화 리

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ESG 비전 「Big Step for 

Tomorrow」를 선언하였고, 추진 목표로 「2030&60: 2030년까지 

ESG금융지원 및 조달 60조원 달성」, 「Zero & Zero: 2050년까지 

석탄프로젝트파이낸싱 “0” 달성 및 사업장 탄소배출량 “0” 달성」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

년, 2050년을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

경경영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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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성

(주)효성은 그린경영 비전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

업 구현”을 위해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실행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이행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효성은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

해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부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저감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효성은 사업장 내 고효율설비로의 교체, 저탄소 연료로 대체, 폐열스팀 

사용 및 태양광발전등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

며, 이에 더 나아가 섬유, 화학, 산업 자재, 중공업 등 친환경 소재 개발, 친

환경 설비 및 장치 투자, 친환경 공정 및 공법 등을 추진하여 고객사에서 가

공,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수소경제 활성화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계획하고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건설, 수소 연료탱크 제작 등 새로운 기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효성은 협력사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사에 에너

지 진단컨설팅 및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이해관계자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효성	

본 페이지는 (주)효성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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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대응을 사업의 핵심 이슈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

구하는 책임과 역할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사 및 해외법인 대표가 참석하는 그린경영위원회에서 중요 환경 투자를 검토합니다. 본 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 그린경영 관리 현황을 연 2회 점검해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각 사업부 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경

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효성첨단소재 그린경영 전략 체계의 3대 전략적 방향성 중 하나인 Zero Emission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장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상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용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고강도 산업용사 및 강선, 탄소섬유 등 경량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관리체계 정착에 앞서 주요 제품의 탄소라벨링 인증을 통해 원재료, 생산공정, 운송 

시의 탄소배출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제품 폐기와 재활용까지 활동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21년 추진 중인 해

외사업장의 배출량 관리 범위 확대를 완수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	

본 페이지는 효성첨단소재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시장 1위의 타이어코드를 생산하는 효성첨단소재 베트남법인 전경42



KT

본 페이지는 KT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KT는 ESG 노사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

인 ESG 경영을 선언하고 2050 Net-Zero를 비전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100% 

자립국사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AI를 활용한 빌딩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개발하여 KT 사옥은 물론 외부 

공공 성격의 건물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KT 전

사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실

가스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하고 사내 친환경 문화 확

산을 위해 다회용컵 사용, 디지털 쓰레기 줄이기(불필요

한 메일 삭제) 등 임직원 참여 환경 캠페인도 지속적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친환경에서 必환경시

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경영은 이미 선택

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KT는 KT의 

Net-Zero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Net-Zero를 위해 

KT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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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본 페이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국내외 모든 경영 활동 밸류 체

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도 함께 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도심 운행 중 탄소 무배출 모빌리티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고 혁신적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개발하

여 글로벌 시장에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밸류체인에 걸쳐 탄소 배출 중립화 기반 구축하기 위해 자원 

순환 및 탄소 제로 에너지 전환에 도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 이후 2018년에는 수소전기차 전용모델인 ‘넥쏘’와 전기차 ‘코나’를 출

시하였고, 2019년에는 전기트럭’ 포터II 일렉트릭’ 출시, 2021년도에는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연장된 아이

오닉5, 제네시스 GV80 등 신모델을 글로벌시장에 출시하여 탄소 중립 모빌리티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경영 

기반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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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본 페이지는 기아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아는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밸류체인에 걸친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탄소중립전략에 맞추어 탄소중립을 위한 평가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RE100 전환도 추진하여, 향후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아는 전기차와 모빌리티 서비스 등 친환경 비즈니스를 근간으로 한 중장기 미래전략 Plan S를 공개하였습니다. 

올해 출시한 기아 최초의 전기차 전용 모델 EV 6를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라인업을 강화하여,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60만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전체 판매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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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본 페이지는 현대글로비스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는 신기후체제와 대내외 환경정책에 발맞춰 차량, 선박, 물류센

터 등 SCM 전반에 걸쳐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류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관련 물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협의하여 냉장전기차를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EV 충전사업과 전기차 배터

리 렌탈 및 회수물류 서비스, 수소 지게차, 수소 SCM 구축 등 친환경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화물차량 연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

편, 운전자 경제운전 교육 및 시스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연안해송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모달쉬프트(운송수단전환)와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그린경영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유통 분야 Leading Company로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실

천하며, 저탄소 경영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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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본 페이지는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 시행됨

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부터 제품 사용단계

까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해 관련 기

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하

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CDP Korea 탄소경영 명예의 전당(플래티넘 클럽)”에 

8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 CDP Water Korea Best Award(대상) 수

상” 이후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전사 차원의 수자

원 절감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국내 사업

장의 수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려가고 있으

며, 수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

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강화시키며 이해관계자

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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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 페이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친환경(Eco) 에너지(Energy)를 이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국민(Everyone)의 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Eco Energy for Everyone, KDHC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신기후체제 이행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친환경 미래 에너지산업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는 타 난방방식 대비 온실가스를 51%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30% 

높은 우수한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친환경·고효율·저탄소 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해 국

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와 버려지는 소각열, 매립가스 등 ‘미활용에너지’를 지

역난방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도심형 발전소 

CO
2 
포집 및 탄소자원화 융복합기술”의 실증에 성공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에도 박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그린뉴딜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 및 미래 스마트 시티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 에너

지로 운영하는 ‘그린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 온기있는 행복 에너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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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한국남동발전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로서,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내기업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탐라해상풍력에 이어 화산·삼수 육상풍력, 영암·신안 태양광, 여수·화성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

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1GW 시대’를 열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8GW 달성

을 목표로 과감한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터빈용 수소혼소(50%) 연소기 개발,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개발 등 

차세대 감축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에너지 환경개선, 중소기업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2020 대한민국 녹색기후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남동발전은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신(新)기후체제에 에너지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First Mover로서 에너지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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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연속 미응답 기업

응답: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 F :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그룹 밴드 기업명

삼성 Leadership A 삼성전기

A-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SDI

Disclosure D 삼성중공업

F (무응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SDS

에스원✖

제일기획✖

호텔신라✖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기아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A-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Management B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F (무응답)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LG Leadership A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A- (주)LG

LG이노텍

Management B LG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Disclosure D LG하우시스

SK Leadership A- SK하이닉스

Management B SK텔레콤

B- SK이노베이션

Awareness C SK㈜

Disclosure D- SK네트웍스

F (무응답) SK머티리얼즈✖

SK케미칼✖

SKC✖

그룹 밴드 기업명

롯데 F (무응답)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제과✖

롯데지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한화 F (무응답)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두산 F (무응답) 두산중공업 

(주)두산✖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전력공사 Leadership A-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Management B 한국동서발전

F (무응답) 한전KPS✖

CJ Management B CJ제일제당

F (무응답) CJ㈜✖

CJ대한통운✖

금호아시아나 Disclosure D 금호석유화학

F (무응답)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현대백화점 F (무응답)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효성 Leadership A 효성첨단소재

Leadership A- (주)효성

F (무응답) 효성티앤씨

현대중공업 F (무응답)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신세계 F (무응답)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

그룹 밴드 기업명

포스코 Management B 포스코

F (무응답)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켐텍✖

GS Awareness C GS건설

F (무응답) (주)GS✖

GS리테일✖

산업은행 Management B 대우건설

미래에셋대우

F (무응답) 대우조선해양

한국타이어 Leadership A-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 (무응답) 한국앤컴퍼니✖

메리츠금융 F (무응답)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아모레퍼시픽 Management B 아모레퍼시픽

F (무응답) 아모레퍼시픽그룹✖

LS Disclosure D LS산전

F (무응답) (주)LS✖

동부 F (무응답) 동부하이텍✖

동부화재✖

셀트리온 F (무응답)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영풍 F (무응답) 고려아연✖

영풍✖

오리온 F (무응답) 오리온✖

오리온 홀딩스✖

부록 Ⅰ: CDP 2020 Climate Change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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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F(미응답) : 무응답 또는 응답 거부 

부록 Ⅱ: CDP 2020 Water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그룹명 밴드 기업명

LG Leadership A LG디스플레이

A- LG이노텍

LG화학

Management B LG생활건강

무응답 LG전자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기아

A- 현대자동차

Management B 현대건설

무응답 현대제철

롯데 무응답 롯데쇼핑

롯데지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삼성 Leadership A 삼성전자

Management B 삼성전기

응답 삼성SDI

무응답 삼성물산 

SK Leadership A SK하이닉스

F (무응답)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

그룹명 밴드 기업명

신세계 무응답 신세계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무응답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CJ Management B- CJ제일제당

무응답 CJ㈜

그룹별	응답률

LG

 80% (4/5)

현대자동차

 75% (3/4)
CJ

 50% (1/2)

삼성

 50% (2/4)
SK

 25% (1/4)

롯데

 0% (0/4)
신세계

 0% (0/2)

아모레퍼시픽 

 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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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 기업

응답: 응답 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 감축목표: 절대목표 및 장기 목표 우선 기재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 원단위 목표 / ++ BAU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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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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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섹터

신한금융그룹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14,087 76,108 9 절대량 2012 2050 60 34

하나금융그룹 아너스 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8,932 60,025 8 절대량 2015 2040 53 20

삼성화재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Awareness C 4,327 14,089 5 절대량&원단위 2011 2036 55 101

KB금융그룹 섹터 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18,980 111,731 6 절대량 2017 2040 38 2

DGB금융그룹 검증 Leadership A- Management B Leadership A- 3,835 16,871 9 절대량&원단위 2019 2035 30 신규목표

기업은행 F(무응답) Leadership A- Leadership A-

동부화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맥쿼리인프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메리츠금융지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메리츠종금증권✖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메리츠화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미래에셋대우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904 10,143 3 절대량 2015 2021 23 100

삼성생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성증권✖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성카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오렌지라이프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우리금융그룹 F(무응답) F(무응답) -

키움증권✖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금융지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앤컴퍼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화생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해상✖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BNK금융그룹✖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JB금융그룹 F(무응답) F(무응답) -

NH투자증권 Disclosure D Disclosure D- Disclosure D 74 3,065 1 절대량 2017 2030++ 37 6

필수소비재

농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상✖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원F&B✖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지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칠성✖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빙그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립식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양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양식품 F(무응답) F(무응답) -

아모레퍼시픽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11,163 42,734 2 절대량&원단위 2018 2030 50 7

아모레퍼시픽그룹✖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오뚜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오리온✖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오리온 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이마트✖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하이트진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부록 Ⅲ: CDP 2020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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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CJ제일제당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217,425 296,032 5 절대량 2018 2030 36 -24

GS리테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KT&G✖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LG생활건강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8,693 39,963 4 원단위 2009 2020 32 -17

선택소비재

기아 아너스 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368,746 903,468 10 절대량 2016 2040 40 2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264,163 955,747 8 절대량&원단위 2018 2030 5 99

현대위아 특별상 Leadership A- F(무응답) F(무응답) 24,697 421,998 10 절대량 2018 2050 51 11

현대자동차 섹터 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808,139 1,900,954 11 절대량 2016 2050 51 10

강원랜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금호타이어✖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넥센타이어 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쇼핑✖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만도 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스튜디오드래곤 F(무응답) F(무응답) -

신세계✖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신세계인터내셔날 F(무응답) F(무응답) -

에이치엘비✖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영원무역✖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이노션 F(무응답) F(무응답) -

정산인터내셔널 자발적 Disclosure D Disclosure D Disclosure D 13,247 9,274 절대량 2014 2019 12 100

제일기획✖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코웨이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640 5,224 10 절대량&원단위 2010 2020+ 50 108

파라다이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온시스템 Management B- 응답 Disclosure D 36,981 251,711 3 원단위 2015 2020 20 16

한샘✖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세실업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응답 13,272 14,279 원단위 2015 2020 25 77

현대모비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51,283 326,304 4 절대량 2018 2025 0 신규목표

현대백화점✖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홈쇼핑✖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호텔신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효성티앤씨 F(무응답) F(무응답) -

휠라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

BGF F(무응답) F(무응답) -

CJ ENM F(무응답) F(무응답) -

F&F F(무응답) F(무응답) -

GKL✖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LG전자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평가진행중) 611,675 891,246 13 절대량 2017 2035 50 44

S&T 모티브 응답 응답 -

제약건강

녹십자✖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웅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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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바이로메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성바이오로직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헬스케어✖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유한양행✖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미사이언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미약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올바이오파마 F(무응답) F(무응답) -

휴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원자재

효성첨단소재 아너스 클럽 Leadership A F(무응답) - 33,822 175,285 9 절대량 2017 2030 20 96

(주)효성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Disclosure D Disclosure D 10,056 23,458 5 절대량 2017 2025 21 55

포스코 Management B Leadership A- Management B 79,447,000 795,000 6 원단위 2009 2020 9 45

고려아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금호석유화학 Disclosure D 응답 Disclosure D 3,171,436 342,532 절대량 2016 2019 6 -113

대한유화✖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국제강✖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부하이텍✖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진쎄미켐 F(무응답) F(무응답) -

두산밥캣✖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정밀화학✖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Awareness C

세아베스틸✖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솔브레인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

쌍용양회✖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영풍✖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코오롱인더스트리 Management B- Disclosure D Awareness C 131,111 503,533 2 절대량&원단위 2016 2030 6 44

태광산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포스코켐텍✖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풍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솔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화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제철 Management B Leadership A- Management B- 16,539,853 5,802,291 3 절대량 2015 2050 2 21

후성✖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휴켐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주)한화✖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LG화학 Management B Management B Leadership A- 5,544,045 5,315,912 9 절대량&원단위 2019 2050 0 0

OCI㈜✖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C✖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C코오롱PI✖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머티리얼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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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

삼성물산 명예의 전당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80,911 161,466 7 절대량&원단위 2014 2040 55 48 

현대건설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417,904 178,234 9 절대량 2015 2050 52 63 

현대글로비스 아너스 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4,048,198 8,532 7 절대량 2016 2050 52 -3 

삼성엔지니어링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18,308 20,746 8 절대량&원단위 2014 2036 37 227 

(주)LG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2,258,326 2,338,546 4 절대량 2018 2050 46 6 

DL 이앤씨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F(무응답) F(무응답) 35,543 258,781 10 절대량 2019 2050 55 0 

대덕 F(무응답) F(무응답) -

대우건설 Management B Awareness C Management B 7,150 59,054 절대량 2015 2037 2 22 

대우인터내셔널✖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우조선해양✖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한전선✖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한한공 Awareness C F(무응답) F(무응답) 13,335,813 65,331 절대량&원단위 2019 2021 0 0 

두산인프라코어✖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두산중공업 F(무응답) Awareness C Disclosure D

롯데제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성중공업 Disclosure D Disclosure D Disclosure D 133,726 193,193 5 절대량 2009 2020 10 0 

세방전지 응답 F(무응답) -

아시아나항공✖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아이에스동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에스원✖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에코프로비엠 F(무응답) F(무응답) -

제주항공✖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팬오션✖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항공우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전KPS✖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진칼 F(무응답) F(무응답) -

한화테크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로템✖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미포조선✖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엘리베이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조선해양✖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중공업지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화승인더 F(무응답) F(무응답) -

(주)LS✖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주)두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CJ대한통운✖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CJ㈜✖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GS건설 Awareness C Management B Disclosure D 58,994 76,226 3 절대량&원단위 2013 2050++ 32 25

HDC현대산업개발 F(무응답) F(무응답) -

HMM Management B Management B - 4,194,837 42,610 3 원단위 2008 2020 60 85

KCC✖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LG하우시스 Disclosure D Management B Management B 74,938 150,185 10 절대량 2016 2040 40 0

LS산전 Disclosure D F(무응답) Disclosure D 257,025 35,376 절대량 2018 2019 1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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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wareness C Disclosure D Disclosure D

SK네트웍스 Disclosure D- F(무응답) F(무응답) 8,680 16,522

에너지&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섹터 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913,437 191,586 8 절대량&원단위 2007 2020 46 136

한국지역난방공사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5,509,227 125,976 8 절대량&원단위 2012 2026 14 17 

한국남동발전 특별상 자발적 Leadership A- Management B Management B 53,335,443 64,308 8 절대량 2011 2030 35 -13 

한국동서발전 특별상 자발적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38,927,578 74,212 14 절대량&원단위 2012 2030 12 98 

한국서부발전 특별상 자발적 Management B F(무응답) - 34,673,739 155,267 절대량 2017 2030 30 21 

SK이노베이션 Management B- F(무응답) F(무응답) 10,117,596 2,400,555 5 원단위 2015 2025 8 -10 

한국가스공사 F(무응답) Management B Management B

(주)GS✖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Oil✖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IT 

삼성전기 명예의 전당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76,506 1,233,181 12 절대량&원단위 2014 2040 57 -56 

SK하이닉스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1,266,102 4,629,755 13 절대량&원단위 2014 2050 80 -38 

LG디스플레이 아너스 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2,964,473 4,878,325 5 절대량 2014 2045 65 37 

삼성전자 섹터 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5,067,000 10,998,000 14 원단위 2008 2020 70 57 

LG이노텍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23,759 371,231 9 절대량 2010 2040 50 24 

케이엠더블유 응답 F(무응답) -

고영 F(무응답) F(무응답) -

넷마블✖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더존비즈온 F(무응답) F(무응답) -

삼성SDS F(무응답) F(무응답) Management B

삼성SDI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162,873 1,112,292 8 절대량 2015 2020 22 100 

서울반도체 응답 응답 F(무응답)

에스에프에이 F(무응답) F(무응답) -

원익IPS F(무응답) F(무응답) -

일진머티리얼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카카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컴투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펄어비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오토에버 F(무응답) F(무응답) -

Naver✖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NC소프트✖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NHN F(무응답) F(무응답) -

통신

KT 명예의 전당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36,087 1,098,220 13 절대량 2007 2040 50 22

LG유플러스 섹터 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7,997 1,090,913 9 절대량 2015 2040 41 -16

SK텔레콤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6,604 998,989 9 절대량 2019 205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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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

현대건설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

대림산업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대우조선해양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두산중공업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성물산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산업개발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현대중공업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CJ㈜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KCC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선택소비재

기아 대상 Leadership A F(무응답) 미대상 13 7 ◯

현대자동차 우수 Leadership A- Leadership A F(무응답) 22,946 9,561 ◯

코웨이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90 90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6,373 1,756 ◯

금호타이어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롯데쇼핑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신세계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LG전자 무응답 응답(L) Management B-

에너지

(주)GS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SK이노베이션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Oil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원자재

LG화학 Leadership A- Management B Management B 58,305 14,809 ◯

포스코 Management B Management B Leadership A- 1,974,069 1,866,329 ◯ ◯

고려아연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케미칼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화케미칼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제철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주)효성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케미칼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유틸리티

한국서부발전 특별상 Management B- 미대상 미대상 9,046 4,748 X ◯

한국가스공사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한국남동발전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한국동서발전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한국전력공사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지역난방공사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필수소비재

LG생활건강 특별상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3,868 1,754 ◯ ◯

CJ제일제당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50,695 37,875 ◯

대상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부록 Ⅳ: CDP 2020 Water Korea 기업별 현황

응답: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F(미응답): 무응답 또는 응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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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롯데칠성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아모레퍼시픽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아모레퍼시픽그룹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오뚜기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오리온 홀딩스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이마트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코스맥스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풀무원 무응답 F(무응답) Leadership A-

하이트진로 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GS리테일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KT&G 무응답 F(무응답) 미대상

IT

삼성전자 최우수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134,479 108,460 ◯

SK하이닉스 최우수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88,187 73,610 ◯

LG디스플레이 우수 Leadership A Management B Leadership A 100,831 93,437 ◯

LG이노텍 우수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10,378 8,761 ◯

삼성전기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22,832 15,666 ◯

삼성SDI 응답 응답(L) F(무응답)

제약건강

녹십자 무응답 미대상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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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과학기반목표SBT 필수 기준1

SBTi 탄소중립 기업목표

1.5°C-연계
감축 경로

배
출
(tC
O
2
e
)

3. 상쇄

1. 중간목표
(SBT)

2. 탄소중립
목표*

탄소 흡수Carbon removals

온실가스 총 배출량

상쇄 활동Compensation activities

* 논의 중

전사 전체 Scope1+2
배출량 95% 이상 기준

Scope3 목표

5~15년 장기목표

최소 2년 이내
기준연도 설정

매년 보고

Well-below 2°C와 목표연계
(연평균 2.5% 절대감축 등)

절대량, 원단위 목표기준

Scope 2 대안 목표 (RE100)

SBT 기준

I.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보고경계

-  GHG 프로토콜이 정의하는 Scope 1+2 전사 단

위 배출 (95% 이상) 기준

-  GHG 프로토콜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종류 모두 

포함

II. 목표기간

-  SBTi에 목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5년에서 15

년 사이의 목표연도 설정

- 목표제출 시점에 달성 완료된 목표는 무효처리

-  목표제출 시점에서 2년 내 산정된 온실가스 인

벤토리 필요

III. 감축수준 

-  절대 감축: 기온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Well Below 2℃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와 부합하는 수

준(연평균 감축률2.5% 이상) 요구 

- 원단위 감축: 섹터별 접근법에 따른 감축 수준

IV. Scope 2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접근법(지역기반 

또는 시장기반) 공개. 

-  목표 수립과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접근법은 한 

개의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

V. Scope 3 

-  Scope 3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스크리닝 진행 

필요

-  Scope 3 배출량이 전사 전체 배출량의 40%이

상을 차지할 경우 연평균 1.23% 이상 수준의 목

표 수립 요구

-  Scope 3 배출의 2/3를 포함하는 목표를 수립하

거나, 고객 또는 협력사 인게이지먼트 목표 수

립 요구. 

VI. 섹터기반 가이던스 

-  섹터 가이던스 발간 후 6개월 내 가이던스 권고 

최소 감축률 적용 요구 

VII. 목표 보고 

- 온실가스 인벤토리 매년 보고

VII. 목표 재산정 및 인증

- 최소 5년 단위 목표 재수립 

- 인증 후 6개월 내 홈페이지 공개 

1.  2021년 4월 버전 (version 4.2). 세부기준은 SBTi Criteria and 
Recommendation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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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투자자 기반 전 세계 최대 환경정보  

공개 요청 프레임워크 

CDP는 전 세계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기후변화, 

물 경영, 삼림) 대응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

는 프로젝트이다. 2021년 현재 전 세계590개 이

상 금융기관(운용자산 110조 (US달러)이 서명기

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총 13개 금

융기관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CDP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위임을 받아 

협력사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Supply chain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154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2019년부터 삼성전

자가 참여하여 200개 협력사에 매년 정보공개요

청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9,617개 이

상 기업이 투자자에, 8,033개 기업이 고객사에 

CDP를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CDP, CEO에 환경정보 공개 요청 공식 서한 

발송

CDP는 전 세계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기업에 환

경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정보공개요청의 대상이 되는 

기업 CEO에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정보공개요

청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은 CDP 한국위원회

가 시가총액 및 배출권거래제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CDP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평가방법론

을 공개하고 기업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

하여 전 세계 기업의 점수를 공개한다. 

CDP 응답,  TCFD에서 권고하는 공개내용  

대응뿐만 아니라 RE100 등 주요 글로벌 이니

셔티브 보고 가능

CDP는 당해 주요 환경관련 동향을 반영하여 매

년 질의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방법론을 업데

이트하고 공개한다. 2018년 부터는  TCFD에서 

권고하는 주요 환경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하여 

CDP 응답을 통해 TCFD 대응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CDP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족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 RE100, 전기 자동

차 100Electric Vehicle, EV100 등의 운영기관중 하나로 기

업은 CDP를 통해 참여 이니셔티브의 이행현황

을 보고할 수있다.

국내 CDP 서명 금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화재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

JB 금융그룹

KB 금융그룹

2021 CDP 주요 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bout CDP

11월-1월

서명기관 모집

5월

Scope 3 교육

12월 (안)

글로벌 평가점수 

공개

2월

정보공개 요청서 

발송

(CEO, 담당자)

4월 12일

ORS Online

Response 

System

오픈

5월

기후변화 및 

물 경영

작성안내법 및

평가방법론 교육

7월 28일

응답 마감

1월 (안)

CDP Korea 보고서

발간 및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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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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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44 (0)20 3818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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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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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권정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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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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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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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korea@cdp.net 

EY한영 Contacts
(CDP한국위원회 파트너)

박재흠
파트너

장상훈
시니어 컨설턴트

EY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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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Tel: +82 (0)2 3787 6600
www.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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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한국 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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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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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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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길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CDP 실무위원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박재흠
EY한영 파트너

정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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