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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개요



ESG 관련 주요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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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주요 타임라인 주요 내용

▶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논의, 환경정책과 개발전략 통합 토대를 제공1987

• UNEP/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

2006
• UN PRI(책임투자원칙) 발표

2016
• GRI 표준 발표

2017
• TCFD 권고안 발표

2019
• BRT 연례회의, ‘New Purpose’ 선언

2020
• WEF(세계경제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

2021
• EU, NFRD 개정안으로 CSRD 발표

2022
• ISSB, S1/S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 UN의 주도하에 지속가능성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투자기관 연합체인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결성

▶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발간의 기본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활용 (1997년, 비영리단체인 GRI가 미국 보스턴에 설립됨)

▶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

▶ 애플, 아마존, 블랙록 등 영향력 있는 美 기업 CEO가 참여한 BRT(Business 
Roundtable)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New Purpose’ 선언

▶ EU 내 모든 대기업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EU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 규제 발표

▶ IFRS재단, ’21.11월 ISSB 창설을 발표하고, ‘22.4월 지속가능성 일반공시와
기후 관련 재무 공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탈, KPMG, EY Analysis



지속가능경영? ESG?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E/S/G의 각 이슈가 기업의
경영활동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CSR Sustainability CSV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지는 것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적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 방식

ESG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Inside →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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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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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환경경영 체계 확립

• 수자원 관리

• 폐기물 관리

• 대기오염물질 관리

• 생물다양성 보존

• 사업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 친환경적 원자재 소싱

• 친환경 기술 개발

• 근로자의 안전

• 인권 경영(아동노동, 강제노동)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 표현의 자유 보장

• 다양성 및 포용성

• 디지털 접근성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상생협력

• 인적자원 개발

• 지역사회 공헌

• 사외이사 전문성 및 독립성

• 경영진/이사회 보상 정책

• 주주 의결권 증진 및 소통 강화

• 경영진 보상

• 전사 리스크 관리

• 윤리경영/반부패

• 컴플라이언스

• 공정한 조세 관행

• ESG 위험관리 프로세스 강화



최근 ESG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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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SBC, Forbes, EY Analysis

전통적 관점에서의 기업 경영 팬데믹으로 인한 ESG 임팩트

EY가 300명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98%의 투자자는 비재무 공시 정보를 검토한다고

응답(‘20년 기준, ‘16년 78% 대비 20% 증가)

이 가운데67%의 투자자가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권고안)에 의한 기업정보를 투자에 활용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42.4bn USD의

ESG채권이 발행됨 (’20.04.03. 기준)

지속가능성 채권(그린/소셜) 발행 전년 동기 대비

69%증가 (2020.1Q 기준)

FTSE All World Index 대비 ‘High ESG-rating stocks’의

실적 수익률 상회(Outperformance) 7% 

재무적 관점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등)
창출 주력

재무제표 공시를 통한
기업 성과의 외부 공표



주요 ESG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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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21-2022, EY Analysis

Q. 향후 10년 이내 발생가능한 글로벌 10대 위험요인

Climate action failure (기후변화대응실패)

Extreme weather (극단적기후현상)

Biodiversity loss (생물다양성손실)

Social cohesion erosion (사회응집성약화)

Livelihood crises (식량위기)

Infectious diseases (감염성질환)

Human environmental damage (인간의환경파괴)

Natural resource crises (천연자원위기)

Debt crises (부채위기)

Geoeconomicconfrontation (지리경제학적대립)

1 s t

1 0 t h

9 t h

8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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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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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d

Economic Environmental Geopolitical Societal 

Q.  향후 3년 간 글로벌 전망

n =12,000

전문가 중 89.3%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응답의 비중은 16%에

불과

41.8% 37.4% 10.1% 10.7%

부정적 시나리오 (89.3%) 긍정적 시나리오

다중 충격으로
취약성 지속

새로운 변화에
따른 승자와 패자
간 갈등

글로벌
회복
가속화

심화되는
재난적
상황

전세계 전문가 대상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84% 정도가 미래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함

Q. 현재 글로벌 전망

23.0% 61.2% 12.1% 3.7%

낙관적긍정적비관적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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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동향
1. 이해관계자 동향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ESG 추진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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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Y Future Consumer Index – May 2021 data, EY Knowledge Consumer Analysis, Press Articles, Company Reports
U.S. government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ShareAmerica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가

투자자

글로벌 기업

소비자

국내외 투자자는
ESG를 투자
핵심요소 고려

소비자는
기업은 ESG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함

규제/글로벌 기준

공시 규제,
공급망 실사,
기후변화 규제 등
자발적에서
의무준수로 강화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은 ESG을
경영전략에 반영

https://share.america.gov/us-government-achieve-net-zero-emissions-2050/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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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loomberg ESG by the Numbers: Sustainable Investing Set Records in 2021, EY Analysis

577

763

1,643 

2019 2020 2021

ESG 채권ESG 펀드

1.0 

1.8 

2.7 

2019 2020 2021

단위: $ Trillion 단위: $ Billion

1. 이해관계자 동향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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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Five ways that ESG creates value(Mckinsey), EY Analysis

Top-line Growth

Cost Reduction

Regulatory & Legal 
interventions 

Productivity Uplift

Investment & Asset 
optimization

강력한 ESG 추진 ESG 추진 미흡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소비자 유치에 기여

에너지, 용수 등 유틸리티 사용비용
감소

선도적 추진으로 인한 보조금 확보
가능성 증가

임직원의 모티베이션 확보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

효율적 자본 배분으로 인한 투자 수익
확보 가능. 환경이슈로 인한 투자 실패

가능성 하락

아동/강제 노동, 환경, 공급망 인권 등
ESG 이슈로 인해 고객 유치 실패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폐기물 배출로
인한 비용 증가

강력한 규제 대응 실패로 인한 내부
관리 비용 증가

유능한 인재의 관심 하락,
내부 인적 자본 유출 가능성 증가

좌초 자산 가능성 증가

1. 이해관계자 동향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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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민간 금융권 중 10억 USD 이상의
운용자산 금융사 중 39개 글로벌 금융사가

탈석탄 정책을 발표(’20년말)

글로벌 기후변화, 탈석탄 금융 동향

2013

2015

2017

2019

2020

세계은행(WB), 석탄 금융 지원 규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TCFD) 출범

녹색금융협의체(NGFS) 출범

프랑스 등 8개 유럽국, 자국 개발 은행의
석탄화력 투자 규제

OECD, 수출신용협약에 석탄화력발전 가이드라인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린스완 보고서 발간

글로벌 재무장관 기후변화 협의체(CMFCA) 출범

국제금융공사(IFC), 파트너 금융기관들에
석탄투자 리스크 공시 규칙 재정

IMF, 전세계 투자자 대상으로
기후변화 재무적 리스크 경고

미주개발은행(IDB), 투자 제외 리스트에 석탄 포함

기관투자자 석탄 관련 투자배제 기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촉진 및 활성화 예상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테스크포스(TF)

* 출처 : Greenpeace, 미디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Y Analysis

1. 이해관계자 동향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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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해외: Black Rock CEO 연례 서한

…기업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폭넓게 이해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어야만 장기적
이익 달성이 가능합니다. (중략)

…블랙록에서 공시 개선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대화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
리스크의 확대를 고려할 때,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와 그 기반이 되는 전략
및 사업 관행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업종별 SASB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 TCFD 권장 기준에 따른 기후 리스크 공개

(2℃ 시나리오 운영계획 포함)

✓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 관리 역량을

낮게 평가 (이사 선임 반대 가능성 高)

1. 이해관계자 동향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about-us/leadership/larry-fink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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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 리서치, KPMG, EY Analysis

신용등급에서의 ESG 반영 신용평가 기관들의 ESG 전문 기업 M&A 확대

ESG 기반으로 전체 기업
33% 신용등급 조정(2019년)

신용등급 평가 시, ESG Risk 
수준이 높을 경우 반영

개별 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사유에 대한 ESG 영향 공시

1. 이해관계자 동향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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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 리서치, KPMG, EY Analysis

✓ 주식 및 채권 운용에 ESG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ESG 평가 모델 개발

✓ 평가지표: 환경(기후변화, 자연자본, 친환경 성장 등), 사회(공급망관리, 인적자본, 신뢰자본 등), 

지배구조(지배구조, 신뢰자본 등) 포함

✓ 평가방법: 서스틴베스트가 제공하는 ESG 데이터 기반으로 한 달에 한 번 평가

✓ 평가활용: 투자 전 네거티브 스크리닝 목적 및 투자 기업 모니터링에 활용

✓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에 ESG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ESG 평가 모델 개발

✓ 평가지표: 환경(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 정책 등), 사회(고용평등, 인적자원 관리, 산업안전 등), 

지배구조(주주권리, 이사회 구성, 감사제도 등) 포함

✓ 평가방법: ESG 주식리서치팀 자체 평가 및 외부 ESG 평가사 등급을 결합하여 한달에 한 번 평가

✓ 평가활용: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 전 ESG 리스크 심사 등) 및 포지티브 스크리닝(ESG theme 

금융상품 소개 등) 모두 활용

✓ M&A 투자 심사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ESG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지표: 일반, 환경(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제품 개발 등), 사회(인적자원관리, 산업안전, 

하도급거래 등), 지배구조(이사회 구성과 활동, 배당 등)

✓ 평가방법: 투자 심사 기업이 기입한 ESG 체크리스트 내용 기반 평가

✓ 평가활용: 투자 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투자 기업 별 ESG 현황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심위보고서에 반영

국내 금융기관의 ESG 평가 프로세스

IMM 인베스트먼트

1. 이해관계자 동향



1.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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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Sustainable 
Finance

Macro Trends

1

위험 모델 및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필요성 증가

2

넷제로 선언 및 UN SDGs 이행 선언 증가

3
녹색 금융
– 회복력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자금 지원

6

SDG 및 지속 가능한 투자 -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요구부터 임팩트 투자

기후 및 환경 데이터 품질 및
일관된 ESG평가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 증가

4

탈탄소화
- 기후 전략, 저탄소 및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Taxonomy - 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속 가능성 분류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과 책임

공급망 의 환경, 사회적 영향
관리 요구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기후 및 환경 리스크의 필수 통합

자발적 탄소 시장 및
새로운 환경 신용 시장의 규모 확대

보고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린 핀테크와 핀테크 네트워크 의 부상

5

7
8

9

13

12

11

10

금융산업 주요 ESG 트렌드 요약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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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Future Consumer Index, May 2021

기업은 반드시 모든 협력업체가 사회/환경적 관행
측면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브랜드는 반드시 제품/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브랜드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무엇을 판매하는지 만큼이나 중요하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제품/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이 리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8%

80

77

76

68

65

소비자는 ‘제품/서비스의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지속가능한 제품/서비스 선택권 제공’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

소비자의 60% 이상이 기업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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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Future Consumer Index, May 2021

11

11

12

12

12

13

14

15

17

17

18

18

19

21

25

26

28

운전자 당 운행 횟수를 최소화하는 납품 스케줄링

동물복지에 기여

유기농 재료/소재 사용

용수 사용 효율 개선 또는 절약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 사용

수질/토양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온라인 쇼핑을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포장 옵션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재활용된 재료를 포장재로 사용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또는 절약

제품 생산과정의 이력 추적(traceability) 보장 및 투명한 공개

탄소상쇄(carbon offset) 프로그램을 통한 완전한 탄소중립…

수질 및 토양 오염 저감

재생 에너지원 사용

안전하고 포용적인 근로조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온실가스 감축

생산 중 폐기물 감소

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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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Future Consumer Index, May 2021

제품 포장 및 사용

구매결정을 할 때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65%

65%
구매결정을 할 때 포장재의 재활용/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구매결정을 할 때 제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56%

구매기준으로서 지속가능한 포장방식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45%

제품 생산 방식

코로나19 이후 구매기준으로서
로컬소싱(원부자재 현지 조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47%

48%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점점 더 고려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구매기준으로서 지속가능한
소싱 또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41%

코로나19 이후 구매기준으로서 윤리적
소싱 또는 윤리적 방식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39%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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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SG risk strategy for Chief Product Officers (CPOs) | EY – US, EY Analysis

CPO(Chief Products Officers)가 즉시 활성화 시켜야 하는 우선순위 3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품 수명주기 분석 관련 정책 개발
ESG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적극 활용
글로벌 지속가능성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EY가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84%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기업은 ESG 기반의 성장이 주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변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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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SG_확산_및_정착을_위한_기업_설문조사_분석_결과(대한상공회의소, 2021), EY Analysis

매우 중요

28%

다소 중요

42%

보통

22%

중요하지 않음

6%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43%

소비자 인식 및

소비트렌드 변화

42%

투자자 및

금융기관 요구

11%

임직원의 몰입도/만족도

증가

4%

ESG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SG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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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디어, EY Analysis

에너지 & 온실가스 자원 재활용

공급망 ESG 관리

▪ 공급사 종합평가, ESG리스크 진단 문항
추가 (환경안전 및 에코파트너 고려)

▪ CDP 공급망 프로그램 가입

▪ 사내외 스타트업 지원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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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디어, EY Analysis

공급망 & 상생

▪ ’30년 동반성장 기술협력 투자 누적
3억\ (저탄소 공정기술 등)

▪ ’30년 중점 협력사(off-line) 및 1차
협력사(on-line) ESG 평가 100%

▪ Eco Alliance 출범 (1차 협력사 연합, CDP, 
Net-zero 등)

▪ ESG 관련 컨설팅, 인증, 기술개발, 펀드
지원

▪ ’30년 국내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21년 재활용률 98%)

▪ ’30년 책임광물 조달 대상 3배 확대

▪ 책임광물인증 (RMAP) 3TG 100% 및
광물협의체 확대

▪ 제품 LCA (환경 전과정 평가) 및 외부 인증
강화

폐기물 & 친환경 구매

▪ ’30년 공정가스 40%↓ (Scope 1-3),
배출량 ’20년 수준 유지 (Scope 1-2)

▪ ’50년 재생에너지 100% : REC 구매 및
PPA 중심 (산업 특성상 에너지 자체 조달
곤란)

▪ RE100 가입 (국내 최초), 

▪ CDP Platinum (5년 연속)

▪ Carbon Trust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 그린본드 10억달러 규모 발행
(수질, 에너지 효율, 오염, 생태 프로젝트)

에너지 & 온실가스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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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마존 홈페이지, 미디어, EY Analysis

Climate Pledge Friendly

지속가능한 제품 공급을 위한 자체 인증 실시

• Compact by design : 효율적인 디자인, 
친환경적 생산 및 포장된 상품에 대한 인증

• Pre-owned Certified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사, 청소, 수리 상태 등을 인증한 중고 상품

• Climate Pledge Friendly : 아마존이 인정하는
19가지 지속가능성 인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쇼핑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저탄소 운송 수단을 활용한 물류활동

• 다양한 탄소 미배출 운송 수단 (EVs, electric 
cargo bikes, on-foot deliveries) 활용

• Frustration-Free Packaging (FFP): 100% 재활용
가능하고 추가 상자없는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며, 협력업체 지속가능 제품
포장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 CMC Machine 기술로 맞춤형 박스 설계 및 제조

• Combined Shipment: 소비자가 여러 물건을 함께
주문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배송

Zero-emission Transportation in Paris

중고 전자제품 재활용을 위한 서비스 운영

• Trade-In Your Device : 중고 전자제품 등록
및 수거하고 중고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아마존 포인트 적립 서비스

• Recycle Your Device : 전자기기와
액세서리를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수거

• Recycle Your Batteries : Call2Recycle과
제휴하여 배터리를 무료 회수 및 재활용

Recycling Your Electronics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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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 편입
• 자동차, 유통회사
공급망

• A 등급 획득
• Climate Change A-
• Water Security A

• 2020년 종합 B
(‘21년 조정)
- 환경 A
- 사회 A+
- 지배구조 C

• 편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Climate Change A • 해당사항 없음

• 편입 • 해당사항 없음 • A 등급 획득 • Climate Change A • 해당사항 없음

• 편입 • 자동차 회사 공급망 • A 등급 획득 • Climate Change A-

• 2020년 종합 A 
(‘21년 조정)
- 환경 A
- 사회 A
- 지배구조 B+

글로벌
전자회사

글로벌
화학회사

글로벌
자동차회사

글로벌
배터리회사

1. 이해관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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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 GRI Standards 121개 지표
대응 (총 148개)

•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SDGs 
선정 후 세부 목표 별
추진방향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 보고

• SASB Index 연계 보고
• SASB 대조표 보고

• TCFD Index 연계 보고
• TCFD 권고안 통합한 CDP
설문지 내 관련 내용 보고

• TCFD 대조표 보고

• GRI Standards 95개 지표
대응 (총 148개)

•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SDGs 
선정 후 세부 활동 및 해당
내용의 페이지 보고

• SASB Index 연계 보고
• SASB 대조표 보고

• TCFD Index 연계 보고
• TCFD 대조표 보고

• GRI Index Report
별도 발간

• GRI Standards 106개 지표
대응 (총 148개)

•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SDGs 
선정 후 해당 지표 공시

• 미보고

• TCFD Index 연계 보고
• TCFD 권고안 통합한 CDP
설문지 내 관련 내용 보고

• TCFD 대조표 보고

• GRI Standards 105개 지표
대응 (총 148개)

• ESG 전략체계를 SDGs와
연계하여 수립

•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SDGs 
선정 후 세부 활동 및 해당
내용의 페이지 보고

• SASB Index 연계 보고
• SASB 대조표 보고

• TCFD Index 연계 보고
• TCFD 대조표 보고

글로벌
전자회사

글로벌
화학회사

글로벌
자동차회사

글로벌
배터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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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1), UNGC Korea,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2020), EY Analysis

주요 ESG 규제 동향 ESG 공시 이니셔티브

TCFD

SASB

GRI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CDP공급망 실사

ESG 정보 공시

EU Taxonomy

RE100

S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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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마디어, EY Analysis

공개

수준

자발적 공시 핵심요소 공개 공시 의무화

•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간 비교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

• 비정형화된 정보로 시장 혼란 발생

• 정보공개 핵심 원칙(Principle) 제시

• 기업의 정책 부재 시, 합리적 설명 필요

• 기업간 차이를 부각, 규제 준수 유도

• 내용, 지표 등 정보공개 규정(Rule) 제시

• 중복, 비중요 정보공개 제외 등 효율화

• 명확한 관리 지표 제시, 기업의 참여 강제

ESG 관련 규제 동향

ESG

규제

보고

가이드

라인

2000

• GRI첫번째
가이드라인발표

• CDP 정보공개가이드제정

• TCFD 
권고안 발표

• GRIG2 가이드라인발표

• GRI Standards 
발표

2022

• SASB Industry 
Standards 발표

• TCFD 
권고안 이행

• GRI G4 가이드라인
발표

• GRI G3 
가이드라인
발표

구체성 • ESG 공시 의무화

• 싱가포르, 상장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

• EU, 비재무정보 공개

• 회계지침 개정

• 프랑스,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사회/환경 정보
의무적 공시 • 영국, 

환경/근로자/사회
이슈 정보공개

• 덴마크, 대기업
대상 ESG 정보
공개

• 미국, 분쟁광물
사용 여부 SEC 
보고

• 남아공, 상장요건
내 통합보고서
작성 규정

• 독인, 지속가능성
정보 자율 공개

• EU, 분쟁광물
인증정보 공개

• EU,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도입, 의무화 • 중국, 사회책임

정보공개 표준 적용

• 홍콩, 상장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

• 이탈리아, 비재무
정보공개 의무화

60개 150개 180개 380개 규제수

투자자의 ESG 리스크 회피 성향 高 →

피투자사에 대한 ESG 정보 공개 요구 高

• CSRD 발표
• ISSB 설립

200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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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1), UNGC Korea,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2020), EY Analysis

미국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분쟁광물 실사 및 공개
의무화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Act)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 규제

EU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 의무
(‘18년부터 시행) 

2010

2014

2015

현대판 노예방지법
(Modern Slavery Act)

회사 및 공급망 내
노예제와 인신매매 규제

2017

EU 분쟁광물 규정
(EU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실사 및 공개
의무화(‘21년부터 시행) 

2017

프랑스 모기업과
위탁기업의 경계의무에
관한 법
(Duty of Vigilance of 
Parent and Ordering 
Companies)

회사 및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

2021

독일 공급망 실사법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2021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안) 발표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NFDR 개정안
(‘23년부터 시행 예정) 

2022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발표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회사 및 공급망 내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24년 시행 목표)

*스웨덴,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실사 법안
도입 검토 중

EU

글로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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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1), UNGC Korea,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2020), EY Analysis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2015)
프랑스, 모기업과 위탁기업의
경계의무에 관한 법(2017)

독일, 공급망 실사 법(2021)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연간 총 매출액
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
1) 영국 내에 본사를 두거나 부분적으로
라도 사업을 이행하는 기업
2) 영국에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기업

1) 프랑스 내 본사를 두고 자사 및 자회
사 포함한 임직원 수 5,000명 이상

2)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자회사 및 서
비스업 임직원 수 1만명 이상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임직원 3,000명
이상 기업(’24년부터 1,000명 이상 확대) 
1)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
2) 독일을 주요 사업지역으로 하는 기업
3) 독일에 행정/법적 기반을 둔 기업

실사
항목

인권(강제 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 인권 전반 인권 및 환경 전반

실사
범위

자사 및 공급업체 자사 사업장, 모든 자회사 및 계열회사,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

자사 및 공급업체

의무
사항

매년 노예 및 인신매매 선언문 공시 – 공
급망 범위, 인권 정책, 실사 결과, 완화계
획, 교육 등에 대한 내용 포함

기업실사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연간보고
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급망
실사 실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법적
제재

1) 보고 위반 시, 책임자에 대해
최대 2년형 선고

2) 총 매출액의 4%(최대 2,000만 파운드)
벌금 부과

미 이행 시 3개월간의 이행 기간 부여
이행 기간 이후에는 벌금 부과
- 계획 미 발표 시, 최대 1,000만 유로
- 기업실사 미이행으로 예방 가능한 침

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000만 유로

미 이행 시 벌금 및 행정 제재
- 연매출 4억 유로 이상, 총매출액의 최

대 2% 또는 최대 800만 유로
- 연매출 4억 유로 이하, 총매출액의

0.35% 또는 최대 200만 유로
- 행정 제재: 중대 위반시 운송, 건설, 서

비스 공적 조달에서 최대 3년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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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범위

기업
규모

고용인원/매출액 기준
예상
기업

EU 기업

대기업
(Group 1)

• 고용인 500명 초과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총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
과

9.400
개 사

중견기업
(Group 2)

• 고용인 251 ~ 500명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총

순매출액 4천만(초과) ~ 
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3,400
개 사

제 3국 기
업

대기업
(Group 1) 

• EU 내 연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2,600
개 사

중견기업
(Group 2) 

• EU 내 연간 순매출 4천만
(초과)~1.5억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
(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1,400
개 사

적용 시점

▪ ‘24년시행 목표

▪ 대기업은 지침 발효 후 2년후, 중견기업은4년 후부터 적용

실사 범위

▪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 및 전후방벨류체인을
포괄적으로 적용

실사 의무

▪ 전 공급망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예방, 완화 및
제거 조치를 통해 대응 및 피해 구제

법적 조치

▪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 및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벌금부과, 대출 및 조달 제한, 일시적 영업 정지 등과 같은 금전, 
행정 등 제재조치는회원국별 자율 결정

* 고위험산업군: 섬유, 광물(건축자재, 연료, 화학 및 기타 중간재 포함), 농업·임업·수산업
* 출처 :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Factsheet for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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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Disclosure Comply & Explain Mandatory

ESG 
정
보
공
개
요
구

2004 UNGC
Who Cares Wins 보고서 채택
‘ESG’가 신조어로 첫 사용

1987 
UNEP·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채택

2006 UN PRI
‘책임투자원칙’ 제정

1997 교토의정서 채택
2008년~2020년, 37개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1992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리우 선언, 의제21 채택
지구환경보전 행동지침 구체화

2015 파리협정채택
195개국 의무

2016 GRI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 개정

2017 TCFD 
권고안 발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2019 BRT
ESG 포함 ‘New 
Purpose’ 선언

2019
EU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020 WEF
지속가능성
의제논의

2021.10 
GRI Standard,  

TCFD 개정

2004 200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03 IAASB
‘ESG감사기준 별도

제정 계획 수립

* 출처 : 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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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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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거래소의 ESG공시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 ESG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ESG 이슈에 대한 교육
제공

•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 ESG 인덱스 별도 제공

• ESG 채권에 대한 별도
시장 보유

• 상장시 ESG 정보 의무
공시

… 일정 규모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해야

… 공시 의무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

대기업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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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한영 PP Spotlight 2022년 제1호, EY Analysis

미국

주무부처
증권거래위원회(SEC)

주요 내용

SEC가 기후 및 인적자본
관련 정보의 의무공시 규정
개발에 착수함.

2022년 1분기 내 관련
규정(안)공개하고 상장사
대상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시 추진

중국

주무부처
생태환경부(MEE),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요 내용

생태환경부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모두
환경 및 사회 관련 공시를
일부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함.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경우
모든 상장사에 적용될 보다
폭넓은 ESG 의무공시 제도를
개발 중임.

유럽연합(EU)

주무부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EFRAG)

주요 내용

2018년부터
비재무정보보고지침을
적용했으며 이를 강화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이 2023년부터 시행 예정. 

금융기관은 2021년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시행. 

정보 공개 범위 및 강제성
강화를 위한 노력 중

한국

주무부처
금융위원회(FSC), 
한국거래소(KRX)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함. 

글로벌 주요 국의 ESG 공시 규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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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이해관계자에게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 관한 정보 제공
- 지속가능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에 대한 중요정보 공시 필요
(기업의 의사결정 포함)

◆ (중요성과 범주) 중요성의 정의는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적용되는
개념과 동일
- 중요성은 기업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계성)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는
일반적인 재무제표와 연계 필요
- 예시: 탄소전환에대한 전략적
판단사항 서술 시, 재무제표 상의
비용 내 반영 필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

◆ (목적)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 시, 유용한 ‘유의적인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공시 요구

◆ (핵심요소) 
1.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 감독∙관리를위한 지배구조 프로세스 정보
2. 전략: 지속가능성관련 기업의 전략과 리스크 및 기회가 전략 계획 내 포함 여부
3.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방법
4. 지표 및 목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목적) 투자자에게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 (적용범위) 노출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

◆ (핵심요소) 
1. 지배구조: 의사결정기구 식별, 경영진 역할, 목표 설정 및 진척 감독 등
2. 전략: 비즈니스모델및 밸류체인에미치는 영향, 전략의 회복력 등
3. 위험관리: 전체 리스크관리과정으로의 통합 정보 및 방법 등
4. 지표 및 목표: 7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된정보

목적과 범위 공시 기준 요약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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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SEC 기후정보 공시 주요 내용 및 일정

• ‘기후 관련 공시‘를 통해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공시
- 사용된 탄소배출권의 경우 별도 구분하여 공개

•전 밸류체인 내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 공개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 포함되어 있을 시에만 공개

•이해관계자의 배출량 공시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규정의
범위가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가능

•단기, 중∙장기적인 기후리스크(물리적, 전환적) 공시
- 물리적 위험: 자연재해와 같은 심각한 기상이변
- 전환적 위험: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 내 지배구조 현황 공시
- 이사회의 참여, 기후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보유 여부

•매년 기말 재무제표 내 기후관련 공시를 반영하고, 재무보고
내부 통제와 외부감사 대상 내 포함되도록 요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절대값이 재무항목의 1%가 넘는
경우 공시 필요
- 관련 리스크 완화 비용 및 자본화 금액 공시 필요

1

2

3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후리스크

대응 및 관리

기후리스크의

긍정∙부정 영향력

정량 수치화 및 공개

공시일정

Scope
1 & 2

Scope 3

상장
대기업

’23년
(‘24년 공시)

‘24년
(‘25년 공시)

상장
중견기업

‘24년
(‘25년 공시)

’25년
(‘26년 공시)

상장
소기업

‘24년
(‘25년 공시)

’25년
(‘26년 공시)

소규모
기업

’25년
(‘26년 공시)

면제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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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순환경제, 오염, 
생물종 다양성

•양성, 동등보수, 역량개발, 장애인 고용

•사업장 안전보건, 단체교섭, 임금,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인권, 민주주의 원칙 및 주요 글로벌 규범
준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이사회∙위원회, 

•윤리경영 및 기업문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등)

•로비 활동

•협력사 공정거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환경

사회

거버
넌스

주요 공시 항목 6대 원칙

공공성

정보의 질적
요건

미래 지향성

보고의 범위

이중 중요성

연계성

▪ EU 그린딜 등 관련 법안과 정책 연계

▪ 파리협정, ILO 노동원칙, UN 인권정책, OECD 
가이드라인 등 연계 필요

▪ (관련성, 충실성, 비교가능성, 가독성, 신뢰 및 인증
가능성이 고려 되어야 함

▪ 과거 대비 현재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해야함

▪ 미래 목표 설정과 목표 충족 여부 및 기한 설정 표기
필요함

▪ 전 밸류체인에서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슈

▪ 환경/사회적영향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재무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재무보고서 연계를 통한
통합보고 체계 구축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The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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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NFRD CSRD

일정 2018년 2024.1.1 (2023 회계연도)

적용 대상 기업 약 11,600개
약 49,000개

(EU 기반 모든 기업의 3/4)

인증 의무 없음
제한적 확신 수준 인증 의무화

(향후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화 예정)

*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The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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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사회
노동자

(10) UNGC 원칙, 다국적 기업 OECD 지침 위반 UNGC 원칙, OECD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11) UNGC 원칙, OECD 가이드라인 준수, 고충처
리 프로세스

UNGC 원칙, OECD 가이드라인, 고충 처리 프로세스가 없는 피투자회
사에 대한 비중

(12)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피투자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13)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피투자기업 이사회의 남녀 비율

(14) 논란성 무기 생산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기업 투자 비중

온실가스
배출

(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및 Scope 3 배출량

(2)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3) 투자회사의 온실가스 강도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강도

(4) 화석연료 부문 익스포저 화석연료 분야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5) 재생 불가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피투자기업의 非재생에너지 사용율(%)

(6) 고영향 기후부문별 에너지 소비 강도 피투자기업의 수익 대비 에너지 소비량(GWh/백만유로)

생물
다양성

(7) 생물 다양성에 민감한 지역내 피투자회사 활동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비중

물 (8) 오염수 방출 피투자기업의 오염수 배출량(투자액 백만유로당 배출량(톤))

폐기물 (9) 유해 폐기물 비율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회사에서 발생되는 위험폐기물(톤)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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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6대
환경목표

4대
판단조건

➊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온실가스 감축) 

➋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 

➌ 수자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➍ 순환경제로의 전환

➎ 오염 방지 및 관리

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➊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➋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➍ 기술선별기준에 부합

주요 내용

* 6대 환경목표 대상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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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19 TCFD Status Report,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안 개요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추진 TF설립(‘15.12)

파리협정 1.5 ℃ 목표
설정(‘15.12)

권고안 발표(’17.06) 권고안 이행(‘18.09)

•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 필요

• 기후변화가 금융기관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프레임워크 개발 요청

• 최종 권고안 및 관련
추가 지침 발표

• TCFD 1차 이행 현황
보고서 발간

• 이행현황/이슈 수록

기후변화 재무 정보공개 제도화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 영향 공시 핵심 요소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측정 기준
및 목표

• 이사회 감독

• 경영진의 역할

• 단기·중기·장기 전략

• 사업, 전략, 재무 기획 영향

• 전략의 적정성 평가

• 조직의 인지, 평가 관련 프로세스

• 조직 차원에 대처 프로세스

• 프로세스의 통합 여부

• 기회 및 위험요인 측정 방식

• 온실가스 직접 및 간접배출 위험

• 대응 조직의 목표 및 성과

1 프랑스

• 투자기관 기후변화, 환경사회
거버넌스, 투자정책 공시

• 은행 건전성 평가에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에너지전환법) 개정

2

국제기구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대출 자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3
금융기관

• S&P에서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 시 탄소 경영 운영현황
반영

4

글로벌 $34조 달러

규모의 투자자는

기업에 TCFD 공시 요구*

유럽연합

• 비재무 정보
의무공시 지침서:
TCFD 반영
(2019.06)

✓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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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lobalreporting.org,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GRI는 미국 환경단체 세리즈(CERES)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1997년 협약을 맺고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을 제정하는 기관임

▶2000년 GRI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GRI G2, G3, G4의 개정 과정을 거쳐 2016년
현재의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GRI Standards) 제정

▶일반적 보고 기준: GRI101,102,103
▶경제적 영향 기준: GRI 200
▶환경적 영향 기준: GRI 300 
▶사회적 영향 기준: GRI 400

[참고] GRI Standards topic 별 세부지표(GRI 300: 환경)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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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ASB,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Standard 개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ESG 공시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의
중대성(Materiality) 원칙에 따라 산업별 주요 이슈들을 연차보고서에서 다루도록 제시

▶SASB 기준은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2020년 초 블랙록에서 기업들에게 SASB 
기준 적용을 권고할 정도로 시장에서 빠르게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SASB산업 분류 주요 토픽 주요 측정지표

Aerospace & Defense
(방산산업)

- 에너지관리
- 유해폐기물 관리
- 데이터 보안
- 제품 안전성
- 연비 및 배출량
- 원재료 소싱
- 경영 윤리

에너지사용량, 유해폐기물, 데이터 침해건수, 리콜 제품
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국제 무역 및 윤리 리스크 프로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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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
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

• 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
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협약(UNFCCC)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20년 만료되어, 
’21년 이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명시한 국제협약

• 195개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

파리협정(Paris Agreement)

IPCC- 특정 기간에 인간이 배출한 CO2 배출량과 인간이 흡수한 CO2 배출량이 같아지는 것
“When anthropogenic CO2 emissions are balanced globally by anthropogenic CO2 removals 
over a specified period.”

• ’15년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함을 명시

✓ [파리협약 원문]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

→ UNFCCC 협상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IPCC는 이러한 1.5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50년(2045~2055년 기간) 중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넷 제로 되어야 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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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DP.net,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CDP

투자자/정부/멤버기업

CDP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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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영향력
있는
기업

•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 주요 다국적기업(포춘 선정 1,000대 기업 또는 동급)

• 상당한 전력 사용량(예:0.1TWh/100GWh/100,000MWh초과) 등

100% RE
공개 선언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또는

• 100%달성을 위한 일정과 명확한 전략 수립.또는

• 이니셔티브 가입 후 12개월 내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작성 등

대상

•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Scope 2배출

• 기업의 전력 생산과 관련된 모든 Scope1배출
(수송, 열 또는 전기 생산과 상관없는 다른 용도의 화석연료 사용 제외)

• 브랜드 또는 기업그룹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여, 
기업그룹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업

• 모기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브랜드가 있으면서, 
연간 전력소비량이 1TWh이상

목표 수준 • 2050년까지 100%, 중간 단계 2030년까지 60% - 2040년까지 90% 등

RE100 가입 요건 주요 가입 기업

’21년말 315 members
* ’22년 현재 – 377개 기업/기관
한국: 9개 기업
- 아모레퍼시픽, 수자원공사,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SK머터리얼즈, SK실트론, 
SK텔레콤, SKC, SK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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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Y Analysis

2. 규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Partnership Organizations

SBTi 수립 Process

* 참여 선언후
24개월 이내

⚫ 목표 기간: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 장기 목표 수립 권장

⚫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경계와 일치

⚫ 경로: Scope 1 및 2 배출량 감소는 2°C 또는
1.5°C 시나리오 경로와 일치해야 함

⚫ 범위: 95% 이상
- Scope 2는 위치 기반 또는 시장 기반을 사용
- Scope 3: Scope 1, 2, 3 총 배출량 중 40% 
이상 Scope 3에서 발생하는 경우 Scope 3 
목표 설정필요

⚫ 관련성과 일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되도록 주기적인 업데이트
필요

⚫ 탄소 상쇄 및 회피 배출은 SBT에 미포함

SBT 수립 핵심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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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가 의무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 것

Transparency와 Accountability에 대한 활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이사회 안건에 ESG 및 지속가능경영보고를 포함할 것

이사회 멤버는 중요성 평가를 검토하고, 더 넓은 전략에서의 ESG 통합 및 기업 위험관리(ERM) 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인증을 받을 것

재무정보 보고와 유사하게 보고 절차와 통제에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신뢰성 강화 가능

재무 기능을 통합할 것

조직 내 모든 부서로부터 취합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비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CFO 와 재무 부서가 중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기준 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규제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를 기다리지 말고, 그 과정에 참여하며,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많은 기회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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