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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는	2018년	설립	이후,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하여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	및	

적용	범위	확대	하였고,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현황을	공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후	SSC)는	2019년부터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	

해	왔으며,	그	중	주요	이슈들은	대표이사를	통해	이사회	보고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외	효성첨단소재의	첫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효성첨단소재는	본	보고서를	통해	TCFD	기준에	맞춰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로드맵과	현재	활동을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향후	TCFD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로드맵에	따른	탄소	저감을	실행	나가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분석	및	재무	영향은	현재	기준의	예상에	근거하였으며,	그	발생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의	증빙으로	본	보고서를	활용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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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이행 현황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해오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2021년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전	사업장	대상	Scope	3	인베토리를	구축중이며,	2023년	6월까지	

과학기술기반감축목표(SBT)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

•�2018년	분할	시	승계한	CSR위원회	

(지속가능경영원회,	이하	“SSC”)의	책임을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주요	이슈	심의	및	의결로	확대

•�전사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	이행을	

살필	수	있도록	SSC	산하	전문위원회로	

그린경영위원회를	설립	운영함

•�기후	관련	공급망,	리스크	이슈를	담당할	

전문위원회	별도	설치

•�국내	사업장	대상으로	2019년부터	리스크	

평가하여	대응안	수립	운영		

-	물리적	리스크	(rcp	2.6,	rcp	8.5)	

-		국가	발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구조	변화를	감안한	전환	리스크

•�글로벌	전	사업장	수원지	및	유역에	대한	

WRI	제공	지역별	수자원	리스크	변화를	

감안한	1차	분석	(2021~2100년)

•�국내	사업장	Scope	1,	2	GHG	배출량	

2030년까지	24.9%	감축		

(기준년도	2017년	)

•�글로벌	사업장	대상	SBT	설정	준비	

중이며,	2023년	6월까지	목표	설정	및	

2024년말까지	SBTi	승인	획득	목표	

(Scope	1,	2	기준	연	4.2%	감축	수준의		

목표	설정	예정)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위험	요소는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회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함

•�평가	과정에	단기	뿐	아니라	중기,	장기에	

걸친	기후(기온,	폭우,	강수	등)의	변화	

가능성	감안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정의된	

리스크와 기회는 발생 전/후를 구분,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을	감안한		평가	

등급(Low~High)을	산정	

•�리스크	예방	또는	완화	조치	후에는	

효과성을	확인하며	주요	이슈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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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구조와 역할

2018년	설립	직후부터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를	포함,	ESG	경영	이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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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장 회의

•타이어보강재	PU	 •테크니컬얀	PU	 •인테리어PU
•탄소아라미드	PU	 •Global	Safety	Textiles

전략 및 감축목표 
이행 관리, 

리스크 평가

사업장별 Scope 1, 2 
관리 및 감축,  

제품 배출량 관리

Scope 3 배출 및 
협력사 GHG 관리

•경영관리팀
•ESG경영팀	
•경영기획팀

•동력/에너지	관련	부서	
•생산관련	부서
•환경안전팀

•구매팀	및	사업장	구매담당
•테크니컬	마케팅팀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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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있는	SSC는	기후변화를	포함,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이슈들을	검토	

및	의결함.	특히,	SCC는	배출권거래제	및	관련	정책의	변경,	SBTi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결함.	

SCC는	관련	부문의	본부장(C-Level)급	임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4개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위원회들은	연	2회	각	분야별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행	계획을	

검토함.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슈	및	SCC등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표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연	2회	(1월,	

7월)	보고되어	검토	및	자문을	받음.

사업부	단위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대표이사	주관으로	개최되는	PU장	회의에서	월	1회	보고	및	

논의됨.

ESG경영팀은	기후변화	관련	전략의	수립과	그	이행을	담당하며,	경영관리팀은	배출량	및	감축	

활동을	관리	및	모니터링함.	

실질적인	Scope	1, 2	감축	활동은	각	사업장의		생산과	에너지	관련	부서와	환경안전팀이	수행하며,	

Scope3의	관리	및	감축은	각	사업부의	영업팀,	테크니컬마케팅팀과	구매	관련	부서에서	담당함.

기후변화 관련 최종 의사결정 책임

기후변화 관리 및 모니터링 책임

기후변화 실행 책임

C
o

rp
o

ra
te

-l
ev

el

이사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SSC)

•전략	및	주요	이슈	검토	및	관리	
•주요	정책	및	연간	계획	검토	및	승인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의	검토	및	승인

그린경영위원회

기후변화	전략	이행	
모니터링

리스크관리위원회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관리

공급망관리위원회

협력사	GHG	관리	및	
지원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위원회 

TCFD	보고,	기후변화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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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또는 사업 확장에 대한 단기, 중장기 계획은 재무설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사회는 매 분기 기후변화 등 주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투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기존 사업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확대를	

도모함.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대표이사를 통해 상정한 기후변화 관련 현안 등 경영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사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함.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안하는	것은	CEO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입니다.	2021년	대표이사는	효성첨단소재의	SBTi	가입	필요성,	SBTi	추진계획,	제품	배출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그린경영위원회가	상정한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받았음.	또한	대표이사는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통해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이사회	

보고	및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2021 
위원회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안건

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	대표이사)

그린경영위원회
(위원장	:	Chief	Production/Tech.	Officer)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Chief	Strategy	Officer)

이해관계자위원회
(위원장	:	Chief	Finance	Officer)

		SBTi	참여	및	추진	계획	의결	(2021.12)
		NDC	반영	국내	사업장	감축	목표	상향	의결	(2021.12)
		효성첨단소재㈜	SBT(Science-based	Target)	설정	보고	(2021.6)
		사업부별	주요	제품	탄소라벨링	획득	의결	(2021.6)

		기후변화	리스크	및	SBTi	참여	계획	보고	(2021.12)
		NDC	반영	국내	사업장	감축목표	상향	보고의	건	(2021.12)
		2021년	환경	투자	실적	보고	및	2022년	투자계획	의결	(2021.12)
		탄소배출권	2차	계획기간	결과	및	3차	계획기간	예상	보고	(2021.6)
		주요	사업장	SBT(Science-based	Target)	설정	의결	(2021.6)

		COP26의	주요	내용과	관련	리스크	보고	(2021.12)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보고	(2021.12)

		기후변화대응보고서(TCFD	report)	발간	계획	보고	(2021.12)
		기후변화	포함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개선	보고	(2021.12)

주요  안건

기후변화 관련 역할과 책임

이사회는	경영계획에	반영할	기후변화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대한	주요	기후	변화	위험과	기회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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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Physical Risk

1)	태풍	및	홍수와	같은	기상	이변의	심각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2)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의	변화와	기상	패턴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

Acute Risk1) – Short-term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우,	태풍,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특히	여름에	집중호우와	태풍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효성첨단소재의	국내	사업장	대상	물적	자산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임.	예를	

들어	당사	주요	제품인	타이어코드는	침수에	의해	변색과	접착력이	저하되어	회사	자산	및	판매	감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2021년	울산공장의	생산관련	부서들은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장	건물	보수	및	방수	공사(약	9.7억원)를	진행	하였음.	이와	

같은	예방활동의	수행을	통해	단기적	물리적	환경변화	리스크에	

의한	손실은	2021년	발생하지	않았음.	

당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에	따른	운영비	상승을	

예상하고	있음.	(2021년	연간	전력사용	매출의	약	3.2%)	이러한	

위험	요인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활동	추진	중임.	중국	

가흥법인은	태양광	발전	투자를	통해	2021년	27MWh의	에너지를	

절감	했음.	

증설	및	생산	시나리오별	과부족분을	이사회	및	SSC에	보고	하였고,	

경영진은 부족한 배출권 이슈 해결과 적극적 감축 활동 추진을 위한 	

TFT(이후 "기후TFT”)결성하여 국내 지역별 장기 chronic 리스크 분	

석을 통해 리스크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책 마련을 하고	

자 함.	

Chronic Risk 2) – Short-term

효성첨단소재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문제를	위험	요인으로	식별하고	있음.	이는	평균기온의	

상승,	이상기온	등의	물리적	변화가	사업장의	냉난방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임.	또한,	원하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정	온도에서	냉방	또는	난방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상기온으로	인해	전기	및	도시	가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여름철	당사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생산	차질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추가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Chronic Risk 2) – Long-term

대한민국	정부의	NDC(국가감축계획)	상향	발표에	따라서	당사가	속한	산업군은	2018년	대비	2030년	14.5%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함.	효성첨단소재는	전주	탄소섬유	공장	및	울산	아라미드	시설의	증설이	지속되고	있어	

BAU(Business-as-usual)	기준으로는	배출량	증가	불가피한	상황임.	3차	계획기간	내	큰	과부족은	예상되지	않으나,	

이후	증설	시나라오별	분석한	경우	최대	증설	시	배출량은	131%	이상	감축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	구매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비용	지출이	필요함.

High

High

Medium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HAMC'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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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리스크 및 기회

Transitional Risk

1)	글로벌	순매출	€1.5억	초과,	임직원수	500명	이상인	역내	기업과	및	EU	내	순매출	규모	1.5억초과하는	역외	기업

Technology / Market Risk & Opportunity - Short to Mid-term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Mobility	산업	내	차량의	사용	단계	연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량화가	가능한	고강도	

소재로의	전환	및	요구	급증하고	있음.	당사	고객	중	산업별	글로벌	리더들은	당사에	소재	전환	로드맵	및	기술개발	

현황	공유를	요청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개발	트렌드	및	고객	니즈를	충족할	역량의	확보가	지속가능한	사업	성장에	

필수적임.	기술개발에	실패	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신규	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됨.	반면	저탄소	제품의	성공적	개발	및	

고객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새로운	매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임.	

Resilience Opportunity - Mid to Long-term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증가로	국내외	이니셔티브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장기	

기후변화리스크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Policy & Legal Risk - Short to Mid-term

2024년	발효	예정인	EU지속가능경영	공급망	실사법	상세	결정사항	따라,	효성첨단소재㈜	및	해외	계열사	전체	또는	

당사	계열사	GST	Global	GmbH가	대상	법인이	될	수	있음.	동	법에	따르면,	Group	11)	은	배출량	관련,	1.5℃	수준의	

감축	이행이	요구되어	이를	위험요인으로	식별했음.	또한,	고객	실사	요청	대응	및	대상	기업으로서의	책임	이행	실패	

시,	새로운	무역	장벽	및	사업확장에	관련	비용	증가	및	매출	축소가	가능성이	있음.

국내 사업장 할당량 초과 시 배출권 구매, 예상되는 EU 등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	가중이	예상됨.

HAMC's Response

공급망관리위원회를	2022년	2월에	신설하여,	IATF	16949에	따라	

운영하던	협력사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강화	예정임.	

특히,	SBT	설정	및	SBTi	승인	추진을	위해	협력사	대상	에너지	사용	

현황	및	배출량	저감	활동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산업	트렌드에	맞춰	당사는	소요량을	줄일	수	있는	고강도	제품(HSP,	

탄소섬유,	아라미드)을	개발	중임.	또,	배출량	저감	생산기술을	지속	

발굴	및	Bio-PET,	Recycled	PET와	Recycled Nylon으로 원재료	 	 	 	

대체를 통한 제품 배출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음.. 	

(타이어코드	소재전환	계획	상세는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1쪽	참고)

CDP,	한국	TCFD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리스크	산정	및	관리에	

대한	내부	역량을	육성하고	있음.	

기후	TFT를	통한	선제적	감축	활동	추진	및	에너지	전환	리스크	분석	

및	경감	활동을	이행	하고자	함.	

High

Low

Medium

Medium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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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 

리스크 식별 및 대응 프로세스 리스크 평가

효성첨단소재는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위험과	

기회	등을	리스크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	리스크를	

정의함.	주요	리스크는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방	체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있으며,	리스크	현황을	매년	업데이트	하고	대응방안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개선하고	있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는	배출량	담당자와	동력팀이	담당하며,	탄소자산평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함.

2021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평가는	강수량,	폭염	등	국내	기후변화	및	글로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자원	리스크로	구분해	진행했음.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의	지리적	범위는	지속	확대하고,	

관리	리스크의	종류는	분야별로	더욱	세분화해	나갈	예정임.	

Identification 

경영환경	및	이해관계자	요구를	바탕으로	위험과	기회를	식별

Evaluation

평가표를	기반으로	리스크와	기화를	우선	순위화

Mitigation

리스크	개선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이행

Monitoring & Assessment

조치	결과	및	조치의	효과성	확인

Reporting

리스크	관리	현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

기후 변화 리스크 수자원 리스크슼

대상	기간

대상	지역

적용	
시나리오

2021~2100

국내 전 사업장

-	마포	본사
-	대전
-	울산
-	전주

rcp	2.6
rcp	8.5	(BAU)

한국기상청	기후정보포털

2021~2040

글로벌 전 사업장

-	한국	:	대전,	울산,	전주
-	중국	:	상숙,	가흥,	청도
-	베트남	:	년짝,	동나이
-	EU	:	룩셈부르크,	독일,	루마니아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	멕시코	:	엔세나다

ssp2	rcp4.5	(optimistic)
ssp2	rcp8.5	(BAU)

세계자원연구소(WRI)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분석의	범위와	깊이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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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s & Targets

2021년	효성첨단소재의	글로벌	사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1,298.7천톤CO2	(Scope	1,	2	기준) 입니다. 2022년 해외 사업장의 Scope 3 산정이 완료되면 NDC 기준 수립한	 	 	

국내	사업장의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해외	사업장에	SBT를	설정	예정입니다.

2021년 배출량 GHG 감축 목표

•�효성첨단소재는	2020년부터	해외사업장의	GHG	인벤터리	구축을	시작하였음.	본	보고서의	

발간	범위에	포함된	국내	모든	사업장	및	중국,	베트남,	EU에	위치한	해외	사업장	8개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총	1,298.7천톤CO2임.	지역별로는	베트남	785.8천톤	

(60.5%),	중국	291.0천톤(22.4%),	한국	202.5천톤(15.6%),	EU	19.4천톤(1.5%)임.

•�2022년	상반기에는	기존	타이보강재	사업	중심으로	산정하던	국내	Scope	3의	산정	범위를		

전	사업부문으로	확대	하였음.	비용	기반	산정법과	평균값	데이터	산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사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값을	비교하며	산정	방법	고도화를	시도하였음.		

•�2017년	Scope	1,	2	배출량	257.9천	tonCO2	대비	24.9%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	하였음.	동	

목표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감축목표(NDC)에	맞춰	기	수립했던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달성을	위해	충실하게	감축	활동	이행	예정임.	

•�해외	사업장의	경우,	감축	활동은	진행하고	있으나,	외부	공개한	감축	목표가	없음.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해외법인의	Scope	3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전	

사업장	대상	1.5℃	수준의	SBT(연	4.2%	감축)를	설정	및	공개	하고자	함.	

•�공정상	배출량	감축	외에도	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음.	

2021년 기준 회사 보유 차량의 90.3% 가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으로, 추가 확대 예정임.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글로벌 GHG 배출량 국내 Scope 1+2 감축목표

(unit : 1,000 tonCO2)

Scope 1

99.5

Scope 2

996.7

Scope 3

248.0

현재
산정 중

■ 국내     ■ 해외 ■ 실배출량     ■ 배출 목표

(unit : 1,000 tonCO2)

2017(기준년도) 2019 2020 2021 2030

257.9

209.1
191.1

202.5

253.0 248.0 238.2 24.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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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Index

StrategyGovernance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 APPENDIXOverview

지표 본 보고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DP 기후변화 답변서

지배구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4 16 C1.1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5 16 C1.2,	C1.2a

전략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설명 6~7 16 C2.1a,	C2.3,	C2.3a,	C2.4,	C2.4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6~7 17 C2.3a,	C2.4a,	C3.1,	C3.1b,	C3.1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2ºC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	탄력성	설명 - - C3.1a,	C3.1b

리스크 관리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8 16 C2.1,	C2.2,	C2.2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8 16 C2.1,	C2.2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8 17 C2.1,	C2.2

지표 및 목표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 9 17,	54 C4.1,	C4.1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9 17 C6.1,	C6.3,	C6.5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대상	설명 9 17 C4.1,	C4.1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