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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 경제적 수익만을 중시하던 전통적 경영에서 경제와 환경,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하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지속가능경
영이 21세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부각

지속가능경영

-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의 조화

- 투명성과 윤리경영의
중시

- 인권과 노동문제
고려

- 이해관계자와의 활발
한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경영

▪ 경제성과만 고려하는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발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경제(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 3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등장 배경

전통적 경영

- 경제적 수익 중시
- 법규 준수
- 이익과 환경의 상충
- 사후 오염처리 중심

경영 패러다임 변화

▪ 기업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공생해야 장
기적으로 생존과 성장이 가능
하다는 인식 확산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도입

도입 배경

지속가능경영 선포

▪ 국내기업 최초 지속가능경영 선포식 개최
→ 전 임직원의 지속가능경영 확산 노력을 다짐

▪ DGB금융그룹만의 지속가능경영 개념 정립
→ 이해관계자 만족도 향상을 통한 관계 강화로 성장기반 구축

▪ UN Global Compact, UNEP F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속가능경영 선포식(2006.09.27)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경영의 파급효과 인식
- 국내 금융권을 선도하여 도입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지역밀착경영



지속가능경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조직도

금융 이니셔티브

외부 자발적 협약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주요 추진내용

지배구조(Governance)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 회장)

200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0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활동

2009~

녹색금융단

운영

2010~

DGB사회공헌재단

운영

2011~

협력업체상생간담회

운영

2011~

DGB꿈나무교육사업단

사회적기업 인증

2014~

친환경 금융상품

판매

2008~

몽골 사막화 방지 숲

조성

2009~2013

DGB사이버그린지점

개점

2010~

녹색/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11~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외부 평가

▪ 경쟁의 심화, 평가지표 강화, 관련 법∙제도 강화에 따라 당 그룹의 실질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 필요

평가대응

평가결과

추진과제

▪ 글로벌 및 국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제고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 평가대응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다수의 국내외 평가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 답변자료 제출 : 개별 평가에 대한 영문 및 국문 답변자료 제출

- DJSI Korea Index 10년 연속 편입
- DJSI Asia & Pacific Index 9년 연속 편입

- FTSE4Good Index 7년 연속 편입

- CDP Korea 우수기업 총 6회 수상

-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국내 최초)
-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국내 금융권 최초)

국내평가

글로벌평가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KS I 7001/7002)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녹색금융단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온실가스 인벤토리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친환경 금융

친환경 PF

친환경 금융상품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DGB사이버그린지점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NIE에너지일기공모전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DGB대학생녹색기자단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몽골 사막화 방지 숲 조성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식목(그루) 60,000 60,000 60,000 2,100 3,000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친환경 건축

대구은행 제2본점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그린터치 프로그램

페이퍼리스 구축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CDP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UNGC

UNEP FI



DGB금융그룹의
환경경영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

TCFD

PRB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금융의 역할과
미래



금융의 역할과
미래

친환경 금융의 중요성

저탄소 경제 시대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의 역할과
미래

DGB금융그룹의 역할



감사합니다

- Q & A -



LG전자 기후행동 전략과 사례

2018. 11. 3
LG전자 이영우 선임

- 2018 UNGC Youth CSR Conference -



말씀드릴 내용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Trend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당면한 Climate Risk 와 Opportunity는 무엇이고

LG전자의 기후행동 전략과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회사 소개

Vehicle
Components

Mobile

Communications

Home

Entertainment

Home Appliance &
Air Solution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Risk 인식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고려했던 Risk는..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17–2018

이런 것들이
중요해

Risk and Opportunity



하지만 지난 10년간 Global Risk에 대한 인식은 변화해 왔으며..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17–2018

Risk and Opportunity



올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세 가지 모두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17–2018

Risk and Opportunity



Risk and Opportunity

앞으로 기후변화 Trend가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더욱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Risk and Opportunity

글로벌온실가스감축규제현황

파리협정 비준 완료 국가

파리협정 비준 추진 국가

파리협정 탈퇴 국가

ETS

ETS 시행 국가
EU

Fleet
CO2

MEPS
Label

ETS

US

Fleet
CO2

AES
Label

RGGI

ETS
(Calif
ornia)

Canada

Fleet
CO2ETS

Korea

Fleet
CO2

MEPS
Label

ETS

China

MEPS
Label

TRP

ETS

Japan

MEPS
Label

TRP

ETS

Note : TRP : Top Runner Program,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RGGI :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AES : Appliance and Equipment Standard
Source : NDC Partnership, KPMG Analysis

또한 각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Risk and Opportunity

석탄과 같이 전통적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 원가 상승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Source : 2018 Carbon Disclosure Project, LG Electronics report

고객인식변화
(Changing Consumer 

behavior)

에너지가격상승
(Carbon Tax)

풍수해
(Extream Weather

Event)

Potential Impact
Magnitude of

impact
Likelihood

Reduction in capital 
availability / demand 
for goods/services

Increased operational 
cost

Reduction/disruption 
in production capacity

High

High

Medium high

Very Likely

Virtually Certain

Very Likely

Risks

Risk and Opportunity

LG전자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Global Risk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Risk and Opportunity

Source : US EPA

소비자의 인식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에너지스타 라벨링 제품 소비자 의식 조사 결과,

(’16, US EPA, 미국소비자 1000여명 대상)

‐ 높은 인지도(91%), 이해도(84%)와 더불어 리서치 결과

75%의 소비자는 에너지스타를 주요 구매결정 요인으로 고려

‐ 소비자는 에너지스타 라벨과의 연관성이 높은 제품을

냉장고 (89%), 세탁기 (81%), 식기세척기 (77%) 순서로 인지

고효율 제품 선호도 Energy Star

미국 환경청의 고효율 제품 라벨 인증 제도

 참여기업의 제품에 대해 매 2년주기로 제품 전과정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산정된 결과를 제품에 라벨로 부착

 Carbon Footprint 라벨링 제품 선호도 조사
(’16, Carbon Trust & YouGov, 영국, 프랑스, 독일 5000명 소비자 대상)

‐ 65% 소비자가 탄소저감제품에는 Carbon Footprint 

라벨링의 적용 희망

‐ 60% 소비자는 제품 CO2 감축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 선호

저탄소 제품 선호도 Carbon Footprint 라벨링

영국 Carbon Trust의 탄소발자국 라벨링 인증 제도

Source : Carbon Trust



Risk and Opportunity

또한 에너지 전환 Trend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Business 기회를 제공해 주고..

태양광 발전 (PV) 단가는 2010년 이후 73% 하락



Risk and Opportunity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2017년 4백만대에서 2022년 2천2백만대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입니다.

Energy Storage System

Renewable Energy

EV

Source: IHS

EV
38%내연기관

자동차
62%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수요 예상]



친환경 제품 선호
(Changing Consumer

behavior)

에너지 신사업
(Energy Solution

Business)

EV 부품
(Electric Vehicle

Components)

Business case
Magnitude of

impact
Likelihood

Enhancing Green 
products/services

Exploring new Energy 
products/
Solution

Partnership with
EV makers

High

Medium
high

Medium
high

Virtually
certain

Very likely

Very likely

Opportunity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을 위하여 Green Product와 Business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isk and Opportunity



Climate Action in Practice

LG전자는 내부감축, 고효율 제품 개발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Zero Carbon』 을 추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온실가스 감축

 Smart Factory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여

 고효율 제품 개발

 UN CDM 을 통해 감축 실적 인정

- LG전자 인도 고효율 냉장고 CDM 사업

 태양광 발전 도입

 Power Purchase Agreement, Green Tariff 및 REC 구매

내부 CO2

감축

고효율 제품

재생에너지
확대

LG전자 온실가스
감축 전략



Climate Action in Practice

2008

(단위: 만톤)

배출량

2020

146 131

2020년까지 ‘08년대비

온실가스 15만톤 감축

■ 2020년 감축 목표 ■ LG전자 탄소펀드 (Carbon Fund)

LG전자 탄소펀드 ?

내부 조직의 자발적 감축 투자 기여와 배출권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LG전자만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탄소 저감 투자

내 · 외부 감축 기술 지원

CSR 활동 및 Green Marketing



■ 고효율 제품을 활용한 UN CDM Project

사업 구조

감축실적 보고고효율냉장고 판매

배출권* 취득
UN

판매수익인도
시장

실적 모니터링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LG전자 인도 CDM Project

LG전자 인도에서 생산/판매한 고효율냉장고가 시장평균

대비 소모 전력이 적을 경우, 적게 사용한 에너지를 온실

가스 감축실적으로 UN으로부터 인정받은 CDM 사업

Climate Action in Practice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www.un.org/esa/socdev/unpfii/media/images/UN-LOGO copy.jpg&imgrefurl=http://www.un.org/esa/socdev/unpfii/en/drip.html&h=400&w=400&sz=82&tbnid=_i2rK2Z6CUU7OM:&tbnh=124&tbnw=124&prev=/images?q%3DUN&usg=__vLxKTotkbGIle07wr8oI6k5AH78=&sa=X&ei=yiFJTLn6IdSgOOeh5ZUD&ved=0CEMQ9QEwAw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www.un.org/esa/socdev/unpfii/media/images/UN-LOGO copy.jpg&imgrefurl=http://www.un.org/esa/socdev/unpfii/en/drip.html&h=400&w=400&sz=82&tbnid=_i2rK2Z6CUU7OM:&tbnh=124&tbnw=124&prev=/images?q%3DUN&usg=__vLxKTotkbGIle07wr8oI6k5AH78=&sa=X&ei=yiFJTLn6IdSgOOeh5ZUD&ved=0CEMQ9QEwAw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www.djmc.org/zboard/data/data/%EC%9D%B8%EB%8F%84%EC%A7%80%EB%8F%84.gif&imgrefurl=http://www.djmc.org/zboard/view.php?id%3Ddata%26page%3D1%26sn1%3D%26divpage%3D1%26sn%3Doff%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54&usg=__WDfpR106ep7PGpM6uU9n_JXoAWg=&h=681&w=726&sz=62&hl=ko&start=7&zoom=1&tbnid=opcgoCwmp1sISM:&tbnh=132&tbnw=141&ei=-AyUTaj7FJT94AadnZSxDA&prev=/images?q%3D%EC%9D%B8%EB%8F%84%EC%A7%80%EB%8F%84%26um%3D1%26hl%3Dko%26lr%3D%26newwindow%3D1%26sa%3DN%26tbs%3Disch:1&um=1&itbs=1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www.djmc.org/zboard/data/data/%EC%9D%B8%EB%8F%84%EC%A7%80%EB%8F%84.gif&imgrefurl=http://www.djmc.org/zboard/view.php?id%3Ddata%26page%3D1%26sn1%3D%26divpage%3D1%26sn%3Doff%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54&usg=__WDfpR106ep7PGpM6uU9n_JXoAWg=&h=681&w=726&sz=62&hl=ko&start=7&zoom=1&tbnid=opcgoCwmp1sISM:&tbnh=132&tbnw=141&ei=-AyUTaj7FJT94AadnZSxDA&prev=/images?q%3D%EC%9D%B8%EB%8F%84%EC%A7%80%EB%8F%84%26um%3D1%26hl%3Dko%26lr%3D%26newwindow%3D1%26sa%3DN%26tbs%3Disch:1&um=1&itbs=1


■ 태양광 발전 확대

Climate Action in Practice

Power Purchase Agreement (검토 중)

구미공장 태양광 발전센터 조감도

LG전자 사업장 내 총 6.4MW 급 태양광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확대 설치 추진 중

■ Partnership

미국 EPA Green Power Partnership Program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프로그램



Climate Action in Practice

■ 세계 최고수준의 고효율 (21.1%) 태양광 제품 개발 및 판매

충주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



Climate Action in Practice

■ 전기 자동차의 최적 성능을 구현하는 LG전자의 전기자동차 Solution



Communication in Climate Action

■ Carbon Disclosure Project 

글로벌 기업의 기후활동 리더십 수준 및 성과 등급을

공개하는 이니셔티브 (6,3000개 이상 기업 참여 중)

LG전자 9년 연속 글로벌 Leadership A 등급 (최상위)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기후 활동 전략 평가 우수

국내 기업 중 9년 연속 Leadership A 는 LG전자를
포함 총 4개 뿐임

■ Gigatone 

미국 Walmart 주관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감축 성과를 매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Q & A

LG전자 이영우 선임
ywoo.lee@l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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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및 기업의 기후행동

CDP 한국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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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소개

기업

Authority

Information

CDP 서명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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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in 91 countries around the world

CD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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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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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v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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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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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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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인식: 환경 vs.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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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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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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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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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연기금 석탄 관련 투자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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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최대 보험사 알리안츠, 석탄투자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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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모건 – 석탄 투자는 아동 노동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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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내최초 탈석탄 금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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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개 금융기관(7.17조 달러) 탈석탄 금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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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주식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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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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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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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예산

Bucket: 

< 2°C carbon budget
1890 

GT CO2
Cumulative emissions

1010 

GTCO2
Remaining carbon budget

49 GTCO2 /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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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 에너지 자원 대부분 사용 불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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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성과

 STOXX는 CDP의 A-List 기업만을 편입한 Global Climate Change Leader  지수 발표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5년 평균 26%의 높은 성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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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의 재무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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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기후변화 리스크 무시하는 은행은 신용등급 강등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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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기후변화재무정보 공시

 2015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섹터에서 기후변화관련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 요청

 FSB는 2015년 12월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CFD)를 발족했고, 32명의 금융, 
비재무정보 전문가가 태스크포스에 참여

 2017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FSB에서 작성한 권고안 발표

 권고안의 핵심내용은 금융 및 비금융기업의 기후변화관련 정보(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를 의무재무보고서를 통한 공시

 EU는 FSB의 권고안을 비재무정보의무공시 가이드라인에 반영

 TCFD는 G20 국가의 사업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해 활동기간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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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기준, 214개의 금융기관를 포함한 전세계 390개 이상의 기업 및 투자자가 TCFD 지지 서
명

G20, 기후변화재무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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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변화 공시 제도

EU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

 영문명: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도입배경: EU의 'Single Market Act'와 'A renewed EU strategy 2011-
2014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 따 라 , SRI 및 CSR 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정보공시대상: EU 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임직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상장사, 은행,
보험사, 공기업 등 약 6,000개 기업)

 의무공시 정보: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이슈와 관련된 정책, 정책
이행 및 점검 프로세스, 정책에 따른 결과, 관련 리스크 및 대응
프로세스, 다양성 관련 정책 (나이, 성별, 교육 등)

 세부사항:
-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

의무공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EU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또는 보고대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non-binding)제공

주요 경과 및 일정

2014. 10
Directive 유럽의회 통과

2016. 4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2016. 12
EU회원국 자국법/제도

개정 완료

2017. 6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발표

2018
최초 보고(보고연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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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변화 공시 제도

Commission 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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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변화 공시 제도

Commission 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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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sted companies shall disclose in their annual report: 
a. Financial risks related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b. The measures adopted by the company to reduce them; 

c.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on the company’s activities and of the use of 

goods and services it produces. (This is in addition to the reporting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company’s activity, which is already 

mandatory in France.) 

2. Banks and credit providers shall disclose in their annual report: 
a. The risk of excessive leverage (not carbon-specific) and the risks exposed by 

regular stress tests. 

3. Institutional investors shall disclose in their annual report: 
a. Information on how ESG criteria are considered in their investment decisions; 

b. How their policies align with the national strategy for energy and ecological 

transition.

프랑스 Energy Transition Law Article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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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공시제도

한국은행 이슈노트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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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공시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사업보고서 상 기업 ESG정보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대표발의: 홍
일표)이 발의되었으며, 2017년 3월 사회책임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자율적으로 공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정무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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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활동: 노르웨이 연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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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활동: 노르웨이 연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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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활동: 엑슨모빌 투자자, 경영진에 기후변화 전략 수립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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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ea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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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Drive ambition and innovations needed to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Be well prepared to respond to regulatory and policy changes

 Demonstrate proactive management to stakeholders

Expectations: Set targets aligned with the Science Based Targets 

Call to Action Criteria

 Time frame: 2 years to set target; 5 to 15 year time horizon

 Boundary: Scope 1 & 2 emissions and all GHGs (Scope 3 if relevant)

 Level of ambition: Aligns with a 2°C pathway

 Reporting: Disclose progress annually

464companies committed 

including over 126 that have successfully 

set targets such as Dell, Enel, & Pfizer

과학기반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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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기준 전세계 140개 기업이 참여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 100% 사용
을 선언

 애플, BMW, BT, 코카콜라, HSBC 등 다양한 섹터의
기업이 참여

RE100 참여기업 전력소비 규모비교

RE100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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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신재생전력 발전사와 직접 공급계약

 구글의 경우, 유틸리티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6번째로 신재생전력을 많이 구매하는 기업으로 대부분
을 PPA 형식으로 구매

구글의 PPA

(출처: SNL Financial ) (출처: Google white paper: Google’s PPA’s: How, What and Why?)

Case Study: Google 재생에너지확대정책



44

삼성전자, 재생에너지확대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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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을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CDP Supply Chain

 전세계 89개 기업이 CDP SC를 통해 자사의 협력업체에 기후변화 정보 공개 요청
 2015년 4,000여개 협력사가 고객사에 기후변화 정보 제공
 2017년부터 미국연방조달청 및 미해군도 CDP SC를 통해 조달 참여업체에 기후변화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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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이케아, BT, Mars, 월마트는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애플은 2020년까지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4GW까지 확대(전체 공급망 배출량의 30%) 목표

 Biel Crystal Manufactory Ltd., Catcher Technology, Compal Electronics, Ibiden, Sunwoda
Electronics 등 14개 공급사가 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 수립

(출처: 
RE!00 
Going 
Beyond)

Case Study: Apple의공급망재생에너지확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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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le Capital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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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le Capital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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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of the Act would establish an "Office of United States Corporations", with a director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consent of the Senate, at the Department of Commerce to grant charters to large federal 

corporations, and monitor compliance with the Act's requirements. 

Section 4 requires corporations with over $1 billion in tax receipts to obtain a federal charter.

Section 5(b)(2) requires US corporations to have the purpose of "creating a general public benefit“

section 5(c) requires that directors have a duty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mployees (including of 

subsidiaries and suppliers), customers, the community, environment, and the long-term. 

Section 6(a) requir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o issue rules on fair director elections. 

Section 6(b) requires that no less than 2/5 of the directors shall be elected by employees after one year 

introducing the rules.

Section 8 requires that any political spending (or "electioneering communication" under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304(f)(3)) by a federal corporation over $10,000 has approval of both 75% of 

shareholders and directors before the spending is made.

Accountable Capital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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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le Capital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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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le Capital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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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le Capital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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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

02 – 738 – 1153

korea@cdp.net

Thank you. 

문의 사항

mailto:korea@cd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