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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SK주식회사
이사회 귀중

업무의 범위
우리는 SK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아래 녹색채권과 관련하여 작성한 첨부 투자자안내문(이하 “투자자안내문”)이 회사의
ESG 채권 관리체계(2021 년 2 월 9 일, 이하 “ESG 채권 관리체계”),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제정한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June 2018, 이하 “녹색채권원칙”)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 년 12 월, 이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확신을 제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안내문에는 해당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배분 내역과 환경 성과 보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녹색채권 관련 정보

표준종목코드

KR6034734B20

KR6034734B21

KR6034734B22

KR6034734B23

발행일/만기일

`21.02.24 /
`24.02.24

`21.02.24 /
`26.02.24

`21.02.24 /
`28.02.24

`21.02.24 /
`31.02.24

발행금액/금리

600억원/1.237%

1,500억원/1.603%

300억원/1.746%

800억원/2.025%

회사의 책임
회사는 해당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ESG 채권 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적합한 사업분야 및 지원대상에 배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녹색채권 발행 내역, 자금 배분 보고, 환경 성과 보고 등을 포함한 투자자안내문을 ESG 채권
관리체계, 녹색채권원칙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성과 품질관리
우리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윤리기준(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의 독립성과 기타의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동 윤리기준에서는 성실, 객관성,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품질관리기준 1(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기준과 전문가 기준 및 관련되는 법규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첨부된 투자자안내문에 대하여 제한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인증업무기준 3000,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회사의 투자자안내문에 관하여 제한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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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
첨부한 투자자안내문에 관한 제한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의 검토를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제한적인 확신업무는 합리적인 확신업무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
범위와 시기 등 증거수집절차는 합리적인 확신업무의 경우보다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확신업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이 보고서에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된 우리의 검토 결과 첨부된 투자자안내문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사의
ESG 채권 관리체계, 녹색채권원칙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서 이용의 제한
우리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한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업무와 본 보고서 및 보고서에 제시한 결론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 년 8 월 6 일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홍 종 성

SK㈜ ESG 채권 투자자안내문 (2021. 08)
■ 녹색채권 사후 보고 개요
구분

내용

보고범위

녹색채권의 배분내역 및 환경 성과 보고

보고 기간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될 때까지 매년 1 회

향후 보고계획

국내 수소 기가팩토리 건설 이후 환경 성과 재공시 예정

외부검토기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거 관리체계

SK 주식회사 ESG 채권 관리체계 (2021.02.09)

■ 보고대상 녹색채권 발행 내역
SK295-1(녹)

SK295-2(녹)

SK295-3(녹)

SK295-4(녹)

표준종목코드

KR6034734B20

KR6034734B21

KR6034734B22

KR6034734B23

발행금액 (총 3,200 억원)

600 억원

1,500 억원

300 억원

800 억원

발행일

2021.02.24

2021.02.24

2021.02.24

2021.02.24

만기일

2024.02.24

2026.02.24

2028.02.24

2031.02.24

발행금리

1.237%

1.603%

1.746%

2.025%

■ 자금 배분 보고 (Allocation Reporting)
SK 주식회사(“SK(주)” 또는 “당사”)는 금번 발행한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 3,200 억원 전액을
미국 플러그파워社(Plug Power Inc.)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1.8 조원을

동사에

투자하여

지분

9.9%를

취득하였습니다. 본 지분 투자는 당사의 ESG 채권 관리체계의 “II. 자금의 용도” 중 아래의
배분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분야

세부내용 및 예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및 송전용 기기와 제품을 포함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또는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관련 기계장치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와
관련된 프로젝트 및 이를 영위하는 기업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 대중교통,
철도, 무동력, 복합 수송 등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운송 수단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인프라 및 이와 관련한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온실/유해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이를 영위하는 기업

당사는 향후 플러그파워社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하고,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연료전지 및 수전해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 환경 성과 보고 (Impact Reporting)
금번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플러그파워社에의 지분투자 형식으로 집행되어 환경 성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중인 국내 수소 기가팩토리 건설사업의 환경 성과로
갈음합니다. 다만 본 투자자안내문 발행일 현재 동 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사업과
유사한

규모로

동일 제품(수소연료전지 및

전해조)을

제조하는 기가팩토리의 환경 성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시 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표

수소연료전지 및 전해조 설비 제조 역량 확대

총 사업비

USD 125 백만 (약 1,378 억원, 2021 년 1 월 19 일 환율 기준)

사업장 소재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사업 추진 일정

2021 년 가을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예정

기대되는 연간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신재생 에너지(수소 에너지) 생산

174,067 ton*1

친환경 운송 (수소연료전지차)
*1

플러그파워 500MW 전해조 설비 기준

63,480 ton*2
*2

승용차 60,000 대 기준

SK㈜는 계획 중인 국내 수소 기가팩토리 건설 이후 동 수소 기가팩토리의 환경 성과를 담은
투자자안내문을 공시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