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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의 지속가능경영 & 기후변화 서비스(S&CC) 팀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800여 전문가로 구성된 PwC Global S&CC 서비스 네트워크의 멤버로서,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도전에 대응하는 전 지구적 수요에 부응하여 

국내외 기업과 정부,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 환경을 변모시킨 핵심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 정보공개 기준인 통합보고체계 도입으로 국내 기업 정보공개의 

국제표준화 대응 필요

2015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UNFCCC COP21(프랑스, 파리)의  

글로벌 新 기후 체제 출범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섹터의 대응 전략 본격화 필요

GCF, AIIB 등 글로벌 기후 및 개발 재원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성 증가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수립 등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도국 개발 전략과 연계 필요

Preface



삼일의 S&CC팀은 국내 기업과 정부, 공공 기관 등이 당면한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S&CC의 주요 제공 서비스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기업 해외진출 자문

•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국내외 시장 조사

• 진출 전략 수립

• 사업 파트너 발굴

국제개발협력

•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 지원

• ‘녹색 인프라’ 사업

• 타당성·재무 자문 

• 해외 개발 사업 환경·사회 실사, 모니터링 및 평가

• 개도국 기후변화 사업 재원 조달 방안 수립 & 신청 지원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경영 전략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및 발간

• 대외평가대응(DJSI*, CDP* 등)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대응 전략(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등) 수립

• 녹색경영체계 구축(탄소 및 에너지경영 등)

•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문

*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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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서비스

구분 설명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경영 전략과 연계된 

실천 가능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 대내외 환경, 산업 분석 및 선진사 벤치마킹

• 내부 역량 평가를 통한 Gap 분석

• Customized 전략 방향성 도출

• 실행 측면의 전략 과제 선정

•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전략

• 환경 전략

• 사회공헌 전략

• 공급망관리 전략

보고서 발간 및 

검증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체계 수립부터,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검증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보고 동향 분석

• 보고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석

• 보고 수준 및 범위 결정 

• 제3자 검증 수행(별도 수행)

• 보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수립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및 Turn-key 발간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3자 검증

• 환경, 사회 보고서 발간 및 검증

대외 평가 대응 DJSI, CDP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대외 평가기관 및 

NGO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요구사항 분석

• 미디어 분석을 통한 내외부 이슈 스크리닝

• 평가 질의서 분석 및 대응

• 보완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 제언

• CDP 대응

• DJSI 대응

• 기타 NGO 및 투자평가기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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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지속가능경영 체계 수립 

및 성과보고를 위한 보고서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 기업의 성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성과 보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니즈에 맞는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Service Area



구분 설명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경영 전략과 연계된 

실천 가능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 대내외 환경, 산업 분석 및 선진사 벤치마킹

• 내부 역량 평가를 통한 Gap 분석

• Customized 전략 방향성 도출

• 실행 측면의 전략 과제 선정

•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전략

• 환경 전략

• 사회공헌 전략

• 공급망관리 전략

보고서 발간 및 

검증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체계 수립부터,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검증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보고 동향 분석

• 보고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석

• 보고 수준 및 범위 결정 

• 제3자 검증 수행(별도 수행)

• 보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수립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및 Turn-key 발간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3자 검증

• 환경, 사회 보고서 발간 및 검증

대외 평가 대응 DJSI, CDP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대외 평가기관 및 

NGO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요구사항 분석

• 미디어 분석을 통한 내외부 이슈 스크리닝

• 평가 질의서 분석 및 대응

• 보완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 제언

• CDP 대응

• DJSI 대응

• 기타 NGO 및 투자평가기관 대응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서비스    03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 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투자 매력도 상승, 대외 

위상 제고, 차별화된 이미지 조성, 이해관계자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와 더불어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여  

전 지구적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효율 증대

투자매력도 상승

대외 위상 제고 

차별화된 이미지 조성

이해관계자 신뢰도 상승

전 지구적 이슈 해결

We help you…



기후변화대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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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 안전 분야와 더불어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후변화대응 전략 수립 및 

녹색경영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신규 사업기회 

발굴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구분 설명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기후변화대응 

전략 수립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준수 전략 및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정부 기후변화 정책(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 전략 수립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재무영향 분석

•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 상쇄사업 등록 서비스

녹색경영체계 

구축

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경영 체계 구축뿐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에너지 분야의 통합 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선진사 벤치마킹

• 내부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 탄소경영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규 투자 수행 시 에너지 비용 영향을 반영한  

투자 및 구매 의사결정 최적화 

• 녹색경영 전략 수립

• 환경·안전 회계 관리 체계 구축

• 탄소보고서 발간 

• 탄소보고서 제3자 검증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 및 

사업타당성 평가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투자 타당성 평가 자문 

(경제성, 공공성, 수익성 분석 포함)

•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문 등 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검토 관련 회계 및  

세무 자문

• 사업 타당성 평가 및 투자 자문 

Service Area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공동의 당면한 과제로써 

정부,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부 정책 준수 및 자발적인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기회 창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상승 등과 더불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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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기후변화대응 

전략 수립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준수 전략 및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정부 기후변화 정책(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 전략 수립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재무영향 분석

•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 상쇄사업 등록 서비스

녹색경영체계 

구축

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경영 체계 구축뿐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에너지 분야의 통합 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선진사 벤치마킹

• 내부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 탄소경영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규 투자 수행 시 에너지 비용 영향을 반영한  

투자 및 구매 의사결정 최적화 

• 녹색경영 전략 수립

• 환경·안전 회계 관리 체계 구축

• 탄소보고서 발간 

• 탄소보고서 제3자 검증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 및 

사업타당성 평가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투자 타당성 평가 자문 

(경제성, 공공성, 수익성 분석 포함)

•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문 등 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검토 관련 회계 및  

세무 자문

• 사업 타당성 평가 및 투자 자문 

We help you…

 

에너지 비용 절감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상승

책임있는 기업시민               사업기회 창출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서비스

900
110development 

specialists i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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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 지원

新기후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기후대응 협력에 

부응하도록 국내 기업·기관의 정책 형성 및 사업 개발을  

지원합니다.

• Post-2020 新 기후 체제에 따른 기후 기술 및  

기후 적응 국제협력 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화  

지원

• 對 개도국 지원·협력 유망 기후  

기술·분야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녹색 인프라’  

사업 개발·관리 

전문 컨설팅 

GCF*, AIIB 型 개도국 개발 사업의 설계 및 사업 

관리(자금, 환경사회 관리 포함)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국내 업체 및 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 녹색 인프라 구축 개발 사업 경제·재무  

타당성 분석

• GCF, AIIB 등 공적 재원 활용을 위한 투자 기준 

부합성 점검 및 사업 개발, 개도국 재원 조달 자문 

및 지원 

• 경제·재무 타당성 & 기후변화·지속가능개발  

효과 조사

• 수원국 정책·제도·시장 분석

• 다자개발은행(MDBs), GCF 등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개발 신청 및 관리 지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자문 

및 모니터링

Equator Principle, IFC PS, MDB 세이프가드 등 

국제 표준에 입각한 사업 이행상의 환경·사회영향 실사,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 개발사업의 환경·사회영향 평가, 실사(Due 

Diligence), 모니터링, 중간 및 종료 평가 지원

• 사업자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 ODA 원조기관의 

사업관리 모니터링 

• MDB 사업 등을 위한 환경·사회관리체계 구축 자문 

• 환경·사회 영향 평가

• 환경·사회 실사 보고서

• 환경·사회 모니터링 보고서

• 현행사업 Gap 분석 및 개선방안·전략 도출 

Service Area

개발효과성과 기후적응력,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민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新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국제 표준의 개발 컨설팅 제공을 

선도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EDCF), KOICA, GGGI, AfDB 등 국내외 양·다자 개발 원조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공공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新 기후 체제 대응 전략 

관련 정책 의제를 선도합니다.

*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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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 지원

新기후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기후대응 협력에 

부응하도록 국내 기업·기관의 정책 형성 및 사업 개발을  

지원합니다.

• Post-2020 新 기후 체제에 따른 기후 기술 및  

기후 적응 국제협력 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화  

지원

• 對 개도국 지원·협력 유망 기후  

기술·분야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녹색 인프라’  

사업 개발·관리 

전문 컨설팅 

GCF*, AIIB 型 개도국 개발 사업의 설계 및 사업 

관리(자금, 환경사회 관리 포함)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국내 업체 및 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 녹색 인프라 구축 개발 사업 경제·재무  

타당성 분석

• GCF, AIIB 등 공적 재원 활용을 위한 투자 기준 

부합성 점검 및 사업 개발, 개도국 재원 조달 자문 

및 지원 

• 경제·재무 타당성 & 기후변화·지속가능개발  

효과 조사

• 수원국 정책·제도·시장 분석

• 다자개발은행(MDBs), GCF 등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개발 신청 및 관리 지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자문 

및 모니터링

Equator Principle, IFC PS, MDB 세이프가드 등 

국제 표준에 입각한 사업 이행상의 환경·사회영향 실사,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 개발사업의 환경·사회영향 평가, 실사(Due 

Diligence), 모니터링, 중간 및 종료 평가 지원

• 사업자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 ODA 원조기관의 

사업관리 모니터링 

• MDB 사업 등을 위한 환경·사회관리체계 구축 자문 

• 환경·사회 영향 평가

• 환경·사회 실사 보고서

• 환경·사회 모니터링 보고서

• 현행사업 Gap 분석 및 개선방안·전략 도출 

We help you…

국내외

메가트렌드

2009

한국 OECD  

개발협력위원회 

(DAC) 가입

KOICA 민관협력부 

신설 등 민관협력

(PPP) 본격화

2012 

대한민국 송도에  

GCF 출범

우리나라 ODA  

규모 확장 &  

다변화 추세

2016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 OD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

2

4

5

3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장, 다변화 및 민간 

참여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과 업체의 기회 포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강화를 

통한 사업기회 포착이 필요합니다.



We help you…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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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 업무 관련 서비스

전략 수립 • 외부환경 분석

• 시나리오 분석

• 환경·에너지 신사업 검토 

• 해외 진출 최적 지역(또는 국가) 도출

• 해외 진출 전략 수립

• 외부환경 분석 보고서

• 국내외 환경·에너지 시장조사 

(규제 정책 및 지원 제도 등)

• 기업 맞춤형 유망 환경·에너지  

신사업 제안

• 시나리오별 최적 사업 모델 제안

파트너 발굴 • 현지 사업 파트너 모색  

- 최적 사업 파트너(또는 고객)는 누구인가?  

- 어떻게 컨택하면 되는가?

• 현지 최적 파트너 리스트

• 1:1 기업 매칭

우리 기업의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시장조사, 사업 전략 수립, 사업 

파트너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hy PwC?

PwC Global
PwC는 각 산업에 특화된 감사, 세무, 그리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158개국  

25만 명이 넘는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CC
전 세계 60개국 8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팀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협업하여 경제, 환경, 사회를 포괄한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전반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C 서비스 전담

Territory 협력 서비스 제공
700 sustainability professionals in 60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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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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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wC Global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S&CC) 
Network is active in over 60 countries with linkages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government entities and private sector 
players in the climate and development 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