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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보고서는 TCFD 권고안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SK증권은 당사의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포함된 전망과 계획은 
기후변화의 다양한 요인과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의 변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SK증권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보에 책임을 지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SK증권
발행부서  사회공헌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여의도동, SK증권빌딩)
대표전화  02-3773-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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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K증권 TCFD 보고서는 인쇄물과 
PDF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User Guide

목차화면으로 이동홈 화면으로 이동

이전 상태로 이동

이전 페이지 이동 / 다음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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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SK증권의 책임과 역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이어 2018년 제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전 세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45% 감축(2010년 대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여야 합니다.1)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금융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녹색투자 및 투자대상 기업의 녹색전환 유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5년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발족했습니다. 2017년 6월에 

발표된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가지 주요 영역을 기업의 연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는 공시 현황 보고서와 보충 지침을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기후 관련 지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 및 목표와 

전환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SK증권은 기후변화를 비단 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공개하며,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설명하고자 

2022년 첫 TCFD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발췌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요인과 재무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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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기후변화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TCFD 권고안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TCFD, ‘기후 관련 금융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사항‘, 2017년 6월

TCFD 핵심 구성요소

❶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거버넌스
❷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
❸  조직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
❹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목표 

❹ 지표 및 목표

❸ 리스크 관리

❷ 전략

❶ 거버넌스

재무적 
영향

위험

손익 
계산서

기회

대차 
대조표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제품 / 
서비스 시장 회복 

탄력성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평판

이행

급성 만성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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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습니다. 

가입 예정 이니셔티브

SK증권은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의 기후기술센터(CTCN)에 가입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로  
파리 기후 협정 이행을 위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수립 이니셔티브인 
SBTi에게 공식적으로 감축목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TCFD의 공식 서포터즈로 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SBTi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을 촉구 및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2019년 감축목표 수립 가이드라인 
초안을 시작으로 하여 2022년 초에 확정본을 공개하였으며, 전세계 
선진 기관을 포함한 국내 여러 금융기관들이 SBTi 가이드라인에 맞춰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SK증권 또한, TCFD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SBTi에 따른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공식적인 검증 
및 승인 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향후 CDP, PCAF, UNGC 등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 
참여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CTCN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2020년 6월 가입

참여 이니셔티브

SBTi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2022년 11월 목표 승인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2022년 12월 가입

PCAF
탄소회계 금융협회

UNGC
유엔 글로벌콤팩트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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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Total 금융 Solution Provider 
-  기후환경 사업 투자 니즈 기업 대상 

맞춤형 녹색금융 서비스 제공
•  신재생에너지·환경사업 PF 확대 

(누적 규모 1조 3,238억원)
• ESG 채권 발행  
   (누적 규모 46조 9,482억원)
•  자발적 탄소시장 비즈니스 및 배출권  

연계 사업 진출 
-  국내 금융권 최초 탄소배출권(i-KOC) 

획득(‘21.03)
•  탈석탄 금융 선언(‘21.11) 

- 탈석탄 투자 지침 시행(‘22.09) 

전략

•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식별, 평가: 산업별 탄소배출량 및 익스포저 

비중 파악,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계획
 -  관리: 고객 인게이지먼트 강화, 포트폴리오 

조정 계획
•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계획

리스크 관리

•  내부배출량(Scope 1&2) 측정 
- 2021년 기준 2,479tCO2eq

•  금융배출량(Scope 3) 측정 
- 2021년 기준 90,045tCO2eq

     * SK증권 및 계열사 포함 4개 법인

•  SBTi 기반 감축 목표 수립 
(Scope 1&2)  
2030년 42%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 
(Scope 3)  
2030년 발전부문 73.3%,  
부동산부문 67.3% 탄소집약도 감축,  
기타 부문은 SBTi 온도 등급 감소

지표와 목표

•  2020년 대표이사 직속 ESG부문 신설  
-  부문 산하에 기후금융본부 승격 및 

ESG금융본부 신설
•  ‘ESG 경영에 기반한 경제적 성장’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
•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설치 예정 

-  현재 ESG부문장이 이사회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관련 현안 소통 담당

거버넌스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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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Highlights
SK증권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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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의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무한한 신뢰에 SK증권 구성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SK증권의 첫 TCFD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다시금 우리의 사명에 대해, 그 사명에 담긴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SK증권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사명을 실천하는데 있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기후변화 대응이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며 기업에게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SK증권은 전 지구적 사명인 저탄소 경제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내부 탄소배출량 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11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이후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투자를 하지 않은 것과 더욱 구체적인 석탄 기업 배제 지침을 공식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일은 결국 그 지구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인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희 
SK증권은, 언제나 그랬듯,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 너머의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 따뜻한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온 기회들은 더욱 확장시키며 지속가능금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기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고른 시야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행복과 성장을 돕는 SK증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 Message

SK증권  
대표이사 김 신

Sustainability and Beyond  
with SK Securities

고객 · 주주 · 구성원 ·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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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SK증권은 ESG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ESG 경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2020년 대표이사 직속의 ESG부문을 신설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본부, ESG금융본부, 홍보실, 사회공헌실로 구성된 ESG부문은 이사회 사무국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ESG 경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이사회 및 C레벨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의 중대함이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 논의 및 보고가 분기마다 1회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본부를 비롯한 부서 간의 협업이  

이뤄집니다. 또한, CEO는 최고 의사 결정 권한자로서 주요 안건 및 보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심의합니다.

SK증권은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ESG부문을 중심으로 ESG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사회, 시너지 추구 협의회, 지주 및 전 계열사의 ESG 전담조직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ESG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체계

ESG부문  
(이사회 사무국)

안건 보고 방향 제시

협업

기획재무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준법감시본부

기업문화본부

• 신재생에너지팀
• ESG금융팀

ESG금융본부

•기후금융팀
•배출권시장팀

기후금융본부 사회공헌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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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Related Opportunities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 세대가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또한 주요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 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아 TCFD 권고안에 따라 

자원효율성·에너지 자원·상품 및 서비스·시장·회복탄력성의 분류로 기회 요소를 세분화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배출량 감축 지원을 위해 SK증권은 2014년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자문·주선·지분투자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개발 확대에 기여하며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하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권 첫 탄소배출권(i-KOC)을 획득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진출을 통해 탄소배출권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ESG 채권의 대표 주관사로서 녹색금융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금융상품 다각화를 통해 국내 ESG 채권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SK증권 대응 방향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 기회 선점

기후변화 대응 및 
ESG 니즈 기업 대상 
금융자문 주선 확대 기후변화,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금융 
상품 다각화로 수익 
증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과의 
협업으로 기후금융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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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SK증권의 대응 방향
SK증권은 금융계의 녹색 전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여 이를 반영한 ESG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기회1) 시점2)

자원효율성

•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감축
•  무공해 교통수단 이용 확대
•  친환경 건축 및 리모델링 확대

단·중·장기

에너지 자원 •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
•  저탄소 및 감축 기술 사용 확대 단·중·장기

상품 및 서비스
•  저탄소 제품 소비자 선호도 증가
•  저탄소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  친환경 및 감축 사업 확대

단·중·장기

시장
•  기후변화 대응 신규 시장 진입
•  탄소시장 참여
•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단·중·장기

회복탄력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친환경, 재생가능 자원 다각화 중·장기

1) 기후변화 관련 기회에 대한 정의는 TCFD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참고
2) 단기 1년, 중기 3~5년, 장기 6년 이상의 시점으로 정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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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ESG금융 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분야 등의 ESG 사업의 자문·주선, 브릿지론, Equity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Total 금융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생에너지 토양 및 수질 오염수소 관련

주요 투융자 대상 사업
• 태양광·풍력 발전 및 ESS 연계 사업
• 풍력 국산/외산 기자재 사업
• 바이오매스 발전 및 우드펠릿 생산 사업

주요 투융자 대상 사업
• 슬러지 축산분뇨
• 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 음폐수 및 하수 처리

주요 투융자 대상 사업
•  PAFC, SOFC, MCFC, LNG-LPG Dual 

Type Model, 부생수소연료전지 사업

주요 투융자 대상 사업
• 탄소포집설비(CCUS)
• 탄산칼슘 전환

대기 오염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 해결 기 배출된 환경오염원의 처리·활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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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nergy’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회 선점
2014년부터 경주 풍력, 의령 풍력 등 총 12건 약 1조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파이낸싱 자금 조달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울에너지·TQD와 육상풍력 공동 개발 MOA(2022.02)를 

체결하여 프로젝트별 투자 구조를 수립하고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의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SK증권은 

태양광·풍력·수소 발전사업 관련 신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포착하여 ESG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한 ESG 채권 자문 및 녹색금융 서비스 확대
SK증권은 지난 2017년, 기후채권의 표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채권을 

인증하는 국제기후채권기구(C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꾸준히  

기후금융과 ESG 채권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향상, 중소기업 금융지원 투자 등에 

사용되는 ESG 채권 대표주관 실적은 약 47조(총 293건)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발간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구축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앞으로도 ESG 니즈 기업과의 채권 발행,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과의 기후변화 관련 펀드 판매 협약 

및 매각 주선 등의 협업을 강화하여 기후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MBS 채권(모기지담보부증권)도 포함

‘환경오염’ 문제해결 위한 처리 및 활용 사업 관련 기회 선점 
2021년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사업에 RCPS 투자를 시작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중간처리) 중 폐기물1) 자원순환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Equity 또는 브릿지론 참여로 장기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PF 금융 주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 폐플라스틱,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을 통한 ESG 사업 영역 ‘확장’
SK증권은 2018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CDM 사업에 참여해 2021년 3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는 탄소배출권(i-KOC)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로 선정되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매매가 가능한 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진될 위탁판매, 

파생상품 도입 등의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자발적 탄소시장 비즈니스 및 배출권 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K증권 ESG금융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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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채권기구와 MOU 체결소울에너지·TQD와 육상풍력 개발 MOA 체결

13

2조 1,590억

녹색채권

23건
1조 5,750억

지속가능채권

18건

43조 2,142억 

사회적채권2)

252건

신재생에너지 ·  
환경사업 PF 규모 2015년부터  

총 17건

1조 

3,2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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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Related Risks
전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와 배출권 가격 상승 등의 규제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 고갈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은 高배출 차주의  

부도,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증권은 위와  

같은 기후 위험을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와 기후변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로 구분하여 각각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SK증권은 지난 2021년 11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고, 당해 연말 기준 화석연료 관련 투자 활동이 

전무합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탈석탄 투자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금융계의 석탄 익스포저를 

줄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나아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요 위험의 정성·정량적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경영전략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재무적 영향
SK증권은 기후 리스크와 잠재적 재무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운영 비용 증가(컴플라이언스 비용 등)
•  정책 변화로 인한 자산 상각 또는 기존 자산의 조기 처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증가

• 저탄소 신기술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설비 투자 비용 증가
•  신기술 개발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 발생

•  高탄소 배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무 손실 발생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변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  환경 정보 및 기후변화 대응 공시 불이행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대응 수준 미흡으로 평가시 기업 평판 하락

•  전산망 피해시 데이터 손실 위험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제약 발생
•  사업장 및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 야기
•  물리적 복구 및 금전적 보상 비용 발생
•  고위험군 자산 처분 및 자산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으로 재무적 손실 발생

SK증권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14

기후변화 관련 위험1) 시점2)

이행
리스크

정책 
· 

법률

•  탄소규제 강화 및 배출권 가격 상승
•  기후 공시 기준 강화(ISSB 등)
•  환경 관련 소송 증가

단·중·장기

기술 •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배출량 감축)
•  신기술 투자 실패 중·장기

시장
•  소비자 행동 및 선호도 변화
•  원자재·상품·서비스 수요 공급 변화
•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중·장기

평판 •  기후변화 대응 불이행 및 실패에 따른 평판 및 기업 가치 하락
•  이해관계자 부정적 피드백 증가 단·중기

물리적
리스크

급성 •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의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 증가 및  
강도 강화

단·중·장기

만성 •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 및 강수 유형 변화 등의  
장기적 기후 패턴 변화

1)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정의는 TCFD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참고
2) 단기 1년, 중기 3~5년, 장기 6년 이상의 시점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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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Coal-Free Finance
SK증권은 2021년 11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적극 지지하고 탄소중립  

사회,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석탄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및 채권 인수·금융주선 등을 전면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석탄 발전·채굴 등에 대한  

자산 투자 내역이 없습니다.

올해에는 탈석탄 선언을 넘어서 ‘탈석탄 투자 지침’을 마련하여 석탄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수립하고, 기준에 대한 적용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석탄 기업에 대한 정의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독일 

비영리기관 우르게발트(Urgewald)1) 기준을 참고하여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의 주 사업영역인 금융주선, 회사채,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PF를 포함한 일체의 대출, 리파이낸싱, 

보험 인수 등 모든 영역에서 석탄 기업 및 사업 투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SK증권은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SBTi 승인을 완료하면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석탄 

기업 및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  독일의 환경단체인 우르게발트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글로벌 탈석탄 명단(Global Coal Exit List)을 공개하고 
있으며, 명단에 기재된 석탄 기업에 적용된 상대적 기준(relative criteria), 절대적 기준(absolute criteria), 확장된 기준
(expansion criteria)을 제시하고 있음 

탈석탄 금융 선언 및 투자 지침 제정
SK증권은 석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배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SK증권 탈석탄 투자 지침 (2022.9.1 제정)

•  전체 발전량의 2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얻는 전력 기업
• 매출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을 통해 얻는 기업
• 5GW 이상의 석탄발전 용량을 보유하는 기업
•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
•  석탄광산을 개발 중인 기업(연간 1백만 톤 이상)
•  석탄발전소를 개발 중인 기업(300MW 이상)
•  석탄 관련 인프라를 개발 중인 기업

석탄 기업 범위

•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
•  최근 12개월 이상 에너지 전환이 뚜렷하게 시작된 기업

석탄 기업
투자 예외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한 일체의  
대출 및 금융주선

•  회사채 및 주식 투자
•  기존 투자에 대한 차환(refinancing)
•  석탄 사업에 대한 보험 인수(underwriting) 

석탄 기업 
투자 배제  
적용 범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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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조직체계
SK증권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 리스크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SK증권의 리스크 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구로, 리스크 관리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리스크 관리 지침의 제·개정, 주요 투자의사 결정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본부는 리스크관리실과 심사실로 구성되며, 

구성팀을 다양하게 하여 리스크별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전사적 리스크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리스크 관리 이슈 상황의 사전적 분석 및 사후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그룹의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INTRO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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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리스크 관리 조직도 및 역할

이사회 리스크관리 
집행위원회

투자심의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심사실

기업심사팀
대체투자심사팀

리스크관리실
리스크관리팀

리스크관리본부

• 리스크 관리 규정 시행세칙의 제〮개정
•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  전사 리스크 한도 설정 및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관한 한도 설정
•  현재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상품 취급 승인

• 리스크 관련 제 지침의 제〮개정
• 위원회가 설정한 전사 리스크 한도 부문별 배분
•  위원회로부터 취급 승인 받은 신상품 최초 거래 

검토 및 승인
• 영업 행위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 중요 투자의사 결정 

• 이사회 및 위원회가 수립한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정책의 실행
•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검토의견 제시
• 집행위, 투심위의 의사결정 지원, 위임사항 실행
•  리스크 한도 초과 여부, 리스크의 노출 및 집중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 변화 상황에 따른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Stress Test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  리스크 관리규정 및 위원회 

규정 제〮개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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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기업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양한 리스크 중 특히, 기후 리스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기후 리스크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발걸음으로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후 리스크가 SK증권에게 미칠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1)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 및 규모를 파악하고, (2) 산업별 금융 탄소배출량 및  

익스포저를 분석하여 고배출 산업군을 판별·평가합니다. 위 2가지 프로세스가 체계화되면, 향후 익스포저 

한도관리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기후 리스크 평가 이후 고객에게 주주서한 및 탄소중립 감축목표 질의서를 송부하여 감축목표 수립을  

독려함으로써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고, 탄소집약도 및 익스포저 비중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관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통합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그룹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SK증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계획

1)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논의된 시나리오로, 온실가스가 에너지 평형을 변동시키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지역의 리스크 수준을 예측함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고객 
인게이지먼트 

강화

주주서한 및 감축목표 
질의서 송부

포트폴리오 
조정

포트폴리오의 
탄소집약도 관리

RCP 시나리오1)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의 
잠재적인 영향 및 규모 파악

기후 시나리오 
분석

산업별 
탄소배출량 
및 익스포저 
비교·분석

고배출 산업군 
평가·판별

금융  
탄소배출량 
(Scope 3)  

측정

기후 리스크 
식별

기후 리스크 
평가

이행 리스크물리적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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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수립 프로세스
넷제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량 지표 및 감축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조직경계 및 관리 대상 자산군 결정 탄소배출량 측정 감축목표 수립 및 SBTi 승인 완료

• IPCC GHG Protocol1)에 따라 조직경계 설정

•  PCAF 방법론 및 SBTi 필수활동(Required Activities)을 
고려하여 관리 대상 자산군 결정

•  IPCC GHG Protocol에 따라 탄소배출원별 탄소배출량 측정

•  Scope 3 중 Category 15에 해당하는 금융 탄소배출량은 
PCAF의 산정론에 맞춰 탄소배출량 측정

•  SBTi 방법론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  내부(Scope 1&2) : 2030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42% 감축(1.5℃ 시나리오 기준) 

   -      금융(Scope 3):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  
  및 온도 등급 감축 
     •  발전, 부동산(SDA): 각각 73.3%, 67.3% 감축

      •  기타 업종(온도 등급): 자산별 온도 등급 선형 감축 

조직경계 설정 기준 탄소배출원 구분

금융 배출량 감축방법론

PCAF 자산군 SBTi 활동 SK증권

상장주식 및 회사채 필수 포함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기업대출 필수 해당 없음2)

비상장주식 선택 제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발전 필수 해당 없음

기타 - -

상업용 부동산 필수 해당 없음

모기지 선택 해당 없음

자동차 대출 - -

1)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
2)  SBTi 필수활동 및 선택활동에 대한 SK증권의 자산 포트폴리오 스크리닝 

작업을 진행했고, SK증권은 해당하지 않음

지분 비율(%)에 
따라 설정

기업이 소유·통제 
하는 시설에서의 
직접적인 배출

Scope 1

산업 부문별(SBTi 섹터)3)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집약도를 감축시키는 방법론

차주의 감축목표를 반영한 기업의 
온도 등급 산정 후,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온도 등급까지 선형적으로 온도 등급을 
낮추는 방법론 

2022년 11월 22일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 획득

재무적 방침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기업이 구매한 
전력·스팀으로 인한 
간접적인 배출

경영(운영) 방침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운영통제권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

공급망, 중간재 및 완제품 
생산과정에서의 배출

금융 활동 
(투자, 운용 등)에  
따른 배출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 측정

금융 탄소배출량=차주 탄소배출량 X
투자 잔액

차주 총자산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온도 등급

3) 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지&펄프, 부동산

20

Category 
1~14

Category 
15

Scope 2 Scope 3재정통제권지분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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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탄소배출량(Scope 1&2) 및 감축목표

그룹 내부 및 금융 탄소배출량과 감축목표
그룹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를 위해 내부 및 금융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2021년 SK증권 내부 탄소배출량(Scope 1&2) 감축목표 단위: tCO2eq

그룹 전체7) SK증권 SKS PE 트리니티 자산운용 PTR 자산운용

Scope 1 472 420 40 8 5

Scope 2 2,007 1,898 76 13 19

합계 2,479 2,318 116 21 24

2021년 SK증권 내부 탄소배출량(Scope 1&2)6)
단위: tCO2eq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2,479 

1,438 

719

0

71% 감축

42%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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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부 탄소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IPCC GHG 

Protocol의 기준을 준수하여 측정하였으며, 전문 검증기관인 DNV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의 제3자 

검증을 수행하여 배출량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측정된 내부 탄소배출량을 바탕으로 탄소집약도

(Intensity)1)도 측정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SK증권 그룹 전체의 내부 탄소배출량(Scope 1&2)은 2,479 tCO2eq로, 소유·통제하는  

건물에서의 보일러 연소 및 법인 차량 사용으로 인한 직접 배출(Scope 1)이 472 tCO2eq (19%), 전력 

구매로 인한 간접 배출(Scope 2)이 2,007 tCO2eq (81%)입니다. 탄소집약도의 경우, 임직원 수2) 기준 

3.14 tCO2eq/명, 자산 총계3) 기준 389 tCO2eq/조원입니다. 향후 조직경계 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배출량 

관련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SK증권은 SBTi의 절대량 감축 접근법(ACA, Absolute Contraction Approach)4)을 이용하여 내부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SBTi는 1.5℃ 시나리오5) 적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SK증권은 

이에 맞춰 2030년까지 42%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이후 2040년 71%, 2050년 Net Zero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  단위 대비 탄소배출량 (단위의 경우, 매출액, 자산규모, 면적, 발전량, 생산량 등이 있음)
2) 2021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789명, 임원 및 고문 제외)
3) 2021년 말 재무제표 기준 (6.37조원)
4) 기준년도 대비 매년 동일한 양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론
5) 210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시나리오
6)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 처리로 인해 ±1 tCO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7)  SK증권 및 3개의 계열사 포함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21.12.24 편입을 

고려하여 조직경계에서 제외)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본 외부 검증인의 검증성명서는 성명서 발행일 (2022 년 08 월 31 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성명서 발행일 이후 본 성명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검증성명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서문문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SK 증권주식회사(이하, SK 증권)의 2021 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한적 보증 수준 하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SK증권은 ‘ISO 14064-1:2018(온실가스-제 1 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에 따라 검증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DNV는 본 검증성명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 3 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검증증 범범위위 

본 검증에서 다루어진 온실가스 배출량은 SK 증권 및 국내 자회사의 직접 배출(Scope 1), 간접 배출(Scope 2)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직경계: SK증권 및 국내 자회사(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트리니티자산운용(주), (주)피티알자산운용) 
· 운영경계: 직접배출(Scope1: 고정연소, 이동연소), 간접배출(Scope2: 전력 사용) 

검검증증 방방식식 
본 검증은 2022 년 8 월, ‘ISO 14064-3:2019(온실가스-제 3 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DNV 는 SK증권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1 년 SK 증권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활동자료 입력 데이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매개변수) 
· SK증권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 

결결론론 
온실가스 배출량 선언과 관련한 정보를 상기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산정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SK 증권의 2021 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SSKK 증증권권의의  22002211 년년  온온실실가가스스  배배출출량량 
(단위: ton CO2eq) 

업업체체명명 직직접접배배출출(Scope1) 간간접접배배출출(Scope2) 총총 배배출출량량 

SK증권 420 1,898 2,318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40 76 116 

트리니티자산운용(주) 8 13 21 

(주)피티알자산운용 5 19 24 

 472 2,007 2,479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처리로 인해 ± 1 tCO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총 배출량 = 직접배출(Scope 1) + 에너지간접배출(Scope 2) 
 

2022 년 08 월 31 일 
대한민국, 서울 

 이 장 섭 

  
대표이사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DNV BUSINESS ASSURANCE 
온온실실가가스스  검검증증  성성명명서서  

No.: AS_PRJN-429119-2022-AST-KOR  
SK 증증권권주주식식회회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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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탄소배출량(Scope 3) 및 감축목표
SBTi는 금융 관련 2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은행 및 증권사와 같은 일반 금융기관은 FI 가이드라인1)을, 

사모펀드 전문회사는 PE 가이드라인2)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SK증권과 계열사 중 자산운용사는 

FI 가이드라인을, 계열사 중 사모펀드 전문회사는 PE 가이드라인에 맞춰 측정 대상 선정 및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SK증권 그룹 전체의 금융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은 상장주식 및 회사채와 사모펀드 투자이며, 

규모(익스포저)는 9,077억원으로, 총 금융활동 규모의 16%에 해당합니다. 금융 탄소배출량은 PCAF의 

자산유형별 방법론을 준수하여 측정하였으며, 2021년 SK증권의 그룹 전체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은 90,045 tCO2eq 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장주식 및 회사채와 사모펀드 투자의 

탄소배출량이 각각 60,327 tCO2eq, 29,719 tCO2eq입니다. 향후 자산 포트폴리오 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배출량 관련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SK증권은 SBTi의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과 온도 등급(TR, 

Temperature Ratings)을 이용하여 금융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SK증권은 상장주식 및 

회사채에 SBTi 섹터 중 발전, 부동산 부문이 존재하였고, 각각 2030년까지 73.3%, 67.3%의 탄소집약도를 

감축할 계획이며, 그 외 섹터 및 사모펀드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온도 등급을 낮출 계획입니다.

1) Financial sector science-based targets guidance V1.1 (‘22.08)
2) Private equity sector science-based target guidance V1.0 (‘21.11)

SBTi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 측정 및 감축목표 수립

FI 가이드라인 PE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적용 회사 SK증권, 트리니티 자산운용,  
PTR 자산운용 SKS PE

측정 대상 자산 상장주식 및 회사채 사모펀드 투자

감축목표 수립

SBTi 섹터

그 외
섹터

SDA

온도
등급

전략

온도
등급

Buyout Growth 
Capital

Ventur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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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SK증권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

2021년 SK증권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 감축목표 - SDA

2021년 SK증권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 감축목표 - 온도 등급

자산유형 익스포저(억원) 금융 탄소배출량(tCO2eq)2) 배출량 비중(%) 집약도(tCO2eq/억원)

상장주식1) 90 2,649 3 29.4

회사채 5,663 57,678 64 10.2

사모펀드 투자 3,324 29,719 33 8.9

합계 9,077 90,045 100 9.9

상장주식3)

발전 회사채부동산

ETF

사모펀드 투자

2021 2027 2040

2.90 

2.62 

Scope 1+2+3

Scope 1+2

2.002.64 

2.36 

1.75 

2021 2027 2040

3.14

2.78

Scope 1+2+3

Scope 1+2

2.00
2.94

2.56 

1.75 

2021 2027 2040

3.20 

2.82

Scope 1+2+3
Scope 1+2

2.00

3.20 

2.74 

1.75 

2021 2027 2040

3.20 

2.82

Scope 1+2+3
Scope 1+2

2.00

3.20 

2.74 

1.75 

2021 2030

0.076

0.026

8,281

2,511

단위: tCO2eq
69.7% 감축

배출량 기준

73.3% 감축

집약도 기준

단위: tCO2eq/MWh

2021 2030

0.550 

0.180 

2

1

단위: tCO2eq
62.5% 감축

배출량 기준

67.3% 감축

집약도 기준

단위: tCO2eq/m2

1) ETF 및 상장 부동산 기업 포함
2) 반올림 처리로 인해 ±1 tCO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ETF 제외 (ETF는 별도로 온도 등급 목표 수립)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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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계획
SK증권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탄소배출량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본사 소등 행사 및 탄소발자국 줄이기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커피머신용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빨대로 

교체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텀블러 사용하기 챌린지’로 일상 속 탄소배출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시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 SK증권 행복나눔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약관심종인 들메나무 묘목을 심고, 시드뱅크를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SK증권은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1년 내부 탄소배출량(Scope 1&2)의 경우, 

고품질의 자연기반해법(NBS)1) 유형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서 발급된 크레딧을 구매 후 상쇄할 

예정이며, 친환경 차량(전기차 및 수소차)으로의 전환과 RE1002) 참여를 통해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조명 LED 교체, 점심시간 PC 전원 끄기와 같은 사내 친환경 생활 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탄소배출량(Scope 3)의 경우, 발전과 같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 자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투자 및 운용에 대한 탄소집약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탄소중립 주주서한 및 

질의서를 발송, 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    Nature-based Solution의 약자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그룹 탄소배출량 관리 계획
SK증권의 감축목표에 따라 내부 및 금융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부 및 금융 탄소배출량 관리 계획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

•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  임직원 대상 기후변화 교육 및 ESG 캠페인 진행
•  에너지효율화(사무실 조명 LED 교체, 에너지 고효율 제품 우선 구매 등)
•  점심시간 PC 전원 끄기 등 절전 캠페인
•  탈플라스틱 실천 SNS 릴레이 캠페인 참여(CEO)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

•  녹색요금제 등 K-RE100 참여

금융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

•  주주서한 및 질의서 발송 등 고객 인게이지먼트 활동 강화
• 발전 등 고배출업종 자산 비중 관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자산 비중 확대

Plastic-free July 캠페인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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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SBTi 목표 수립 및 TCFD 보고서 발간

추진 내용
• 내부 배출량(Scope 1&2) 측정 및 감축목표 수립
• 금융 배출량(Scope 3) 측정 및 감축목표 수립
• 탈석탄 투자 지침 제정
• SBTi 목표 승인 및 TCFD 지지선언
• TCFD 보고서 발간

목표
K-Taxonomy 기반 녹색투자 확대

추진 내용
• 고객 인게이지먼트 체계 구축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녹색투자상품 개발
•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확대 (PCAF 등)

목표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내용
• 탄소배출량 측정 범위 확대
•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 기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수립

목표
ESG 전략 수립 및 재무 공시 확대

추진 내용
• ESG 투자원칙 수립 및 녹색투자상품 확대
• ESG 전략 수립 및 보고서 발간
• ESG 내부 성과관리체계 구축
• 기후 재무 공시 체계 구축

20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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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CFD 권고안 SK증권 TCFD 이행 현황 페이지

거버넌스

a)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이사회 활동에 대한 설명 •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 설치 및 조직의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 고도화 예정

9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 기후금융본부, ESG금융본부 등의 ESG부문을 신설 운영 및 부서 간 협업
• 분기별 1회 안건 논의 및 보고 및 C레벨의 모니터링 및 심의

전략

a)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측면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설명 • 단〮중〮장기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11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 기후변화 관련 신규 시장 개척 및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대응 방향 설정
• 주요 이행 리스크 및 물리적 리스크의 재무 영향 분석

12~14

c)  2℃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 설명

• 탈석탄 금융 선언 및 투자 지침 제정, 탄소중립 목표 수립 및 SBTi 승인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예정

15

리스크 관리

a)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명
•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18

b)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명

c)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체계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 리스크 관리 전사적 조직 구성 17

지표 및 목표

a)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공개 • 탄소배출량(tCO2eq) 및 탄소집약도(tCO2eq/억원, MWh, m2), 감축목표

20~24

b) Scope 1, Scope 2, 그리고 Scope 3(해당되는 경우) 배출량 공개
• Scope 1&2: 2,479 tCO2eq
• Scope 3: 90,045 tCO2eq

c) 기후변화 위험, 기회와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 설명

• Scope 1&2: 2021년 대비 2030년 까지 탄소배출량 42% 감축
• Scope 3: 2021년 대비 2030년 까지 탄소집약도 73.3% 감축 (발전)
• Scope 3: 2021년 대비 2030년 까지 탄소집약도 67.3% 감축 (부동산)
• Scope 3: SBTi에서 요구하는 최소 온도 등급에 맞춰 선형 감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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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SK증권에 있습니다. 

본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 발췌하려면 SK증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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