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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 

공개 지표 - 평가 방법론 

이 문서에는 기후행동 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1 (이하 ‘벤치마크’라고 함)를 사용하여 기업 공개 사항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표별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기업 평가 사항이 제시되는 방식('신호등 시스템'을 통해)과 지표 간 의존성에 

대한 요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2 는 기후행동 100+ 웹사이트. 에서 제공되는 벤치마크와 관련된 다른 지원 자료와 함께 읽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벤치마크 배경 및 미래개발 에 대한 정보. 

• 사용된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개요. 여기에는 전체 프레임워크, TPI의 탄소 성과 방법론, 벤치마크와 TPI 도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투자자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들 (FAQ). 

•  데이터 사용 과 기업 검토 및 교정 프로세스.에 관한 면책 조항 및 이용 약관. 
 

기업 평가 자체는 개별 회사 프로파일. 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기업 평가의 전체 세트도 포함됩니다. 
 

추가 질문이나 피드백은 benchmark@climateaction100.org.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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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서에 언급된 데이터는 금융 상품과 금융 계약에서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지수에 대한 유럽 의회 및 2016년 6월 8일 이사회 규정(EU) 2016/1011에 정의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투자 펀드(유럽 벤치마크 규정) 및 벤치마크(개정 및 전환 조항)(EU 회수) 규정 2019(영국 벤치마크 규정)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투자, 법률, 세금 또는 기타 조언이 아니며 투자 또는 기타 결정을 내리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는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주 제안에 대한 투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저자와 출판사가 법률, 경제, 투자 또는 기타 전문적인 문제 및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기후행동 100+ 및 투자자 네트워크(개별 또는 전체)는 오류나 누락,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 또는 

조치 또는 그러한 결정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유발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모든 정보는 완전성, 정확성 또는 적시성, 또는 이 

정보의 사용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없습니다. 다음 또한 참조하십시오: 

https://www.climateaction100.org/disclaimer/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background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background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methodology/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methodology/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climateaction100.org/progress/net-zero-company-benchmark/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t-zero-company-benchmark-data-usage-terms-and-conditions/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t-zero-company-benchmark-data-usage-terms-and-conditions/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t-zero-company-benchmark-company-review-and-redress-process/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t-zero-company-benchmark-company-review-and-redress-process/
https://www.climateaction100.org/whos-involved/companies/
https://www.climateaction100.org/whos-involved/companies/
https://www.climateaction100.org/wp-content/uploads/2021/03/Climate-Action-100-Company-Assessments-Version-1.0.xlsx
https://www.climateaction100.org/wp-content/uploads/2021/03/Climate-Action-100-Company-Assessments-Version-1.0.xlsx
mailto:benchmark@climateaction100.org
https://www.climateaction100.org/disclaimer/
Kerri-Anne Hempshall
NOTE: This document is dated as of March 2021 and has now been archived. Please see the Climate Action 100+ website for more recent updates on the Net Zero Company Benchmark.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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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안 이니셔티브(TPI)는 자산 소유자가 주도하고 자산 운용사가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TPI의 

통찰력과 데이터는 기업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는 연구 및 데이터 파트너인 

LSE(런던정치경제대학)의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그랜섬 연구소, FTSE Russell, 

Chronos Sustainability의 지원을 받습니다. 

 

 

 

FTSE Russell은 전 세계 투자자에게 혁신적인 벤치마킹, 분석,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지수 리더입니다. FTSE Russell은 전 세계 투자 가능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시장과 자산군을 측정하고 벤치마킹하는 수천 개의 

지수를 계산합니다. FTSE Russell은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투자 지수 솔루션을 

개척해 왔으며 투명한 규칙 기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상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TSE Russell은 LSEG(런던 증권거래소그룹)의 일부입니다. 
 

 
 

 

LSE(런던정치경제대학)의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그랜섬 연구소는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의 학술 파트너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세계 최고의 센터입니다. 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며,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Chronos Sustainability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효과적인 다중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산업 부문의 사회 및 환경 성과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Chronos는 글로벌 투자자 및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와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성 관련 문제의 투자 의미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투자 연구와 참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을 

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hronossustainability.com  및 @ChronosSustain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hronossustainability.com/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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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전체 프레임워크  본문은 기후행동 100+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표: 기업이 평가되는 특정 영역(예: 지표 8은 기업의 기후 거버넌스를 평가합니다). 

 

보조지표: 특정 관심 영역으로 구분하는 지표의 구성 요소(예: 보조지표 8.2는 경영진의 보수를 평가합니다). 

 

측정기준: 보조지표를 구성 요소로 분리하여 관심 주제에 대한 평가 기회를 만드는 가장 상세한 평가(예: 측정기준 8.2b는 보수에 대한 

KPI로 기후변화 목표의 진행 상황에 중점을 둡니다) 

1. 2050 년(또는 그 이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이라는 야심 찬 목표 

2. 장기(2036 년부터 2050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 

3. 중기(2026 년부터 2035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 

4. 단기(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 

5. 탈탄소화 전략 

6. 자본 조정 

7. 기후정책 관여 

8. 기후 거버넌스 

9. 공정한 전환 

10. TCFD 공개 

공개 지표 

https://www.climateaction100.org/wp-content/uploads/2021/03/Climate-Action-100-Benchmark-Indicators-FINAL-3.12.pdf
https://www.climateaction100.org/wp-content/uploads/2021/03/Climate-Action-100-Benchmark-Indicators-FINAL-3.12.pdf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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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론 및 지표 지침 

지표 1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1.1 – 탄소중립 약속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a. 회사가 명확하게 최소 95% 이상의 범위 1, 2 배출량을 포함하는 질적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목표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b. 회사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목표 선언서가 회사의 해당 산업을 위한 가장 관련성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포함한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범위 1과 2의 

95% 이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질적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 

선언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약속은 회사에서 순탄소 배출량의 10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의 

특별한 경우이다. 회사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탄소중립 약속을 할 수 있다. 

• 회사에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공개(예: 회사가 "도달", "달성" 또는 "성취", 

"언제까지 순제로" 또는 "언제까지 탄소중립" 또는 "모든 배출 제거"를 명시).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량 감축 비율 “100%”로 설정한다. 

b. 회사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목표는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산업부문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 

범주를 다룬다. 

위와 같이 회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탄소중립 범위 3을 약속할 수 있다. 

•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회사에서 

약속하는 공개. 

•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 또한 포함하는 배출량 감축 목표 비율이 "100%"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회사가 별도의 탄소중립 범위 3 목표를 설정했거나 탄소중립 목표에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세부 정보가 수집된다. 

• 범위 3 목표가 범위 1 및/또는 2 탄소중립 목표의 일부인지 또는 분리되었는지 여부. 

• 목표가 다루는 범위 3 범주(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라 분류됨) 평가는 다음 범주에 중점을 

둡니다.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범주 1-업스트림), 판매한 제품의 처리(범주 10-다운스트림), 

판매한 제품의 사용(범주 11-다운스트림). 모든 업스트림 범위 3 범주 및/또는 모든 다운스트림 

범위 3 목표에서 다루는 경우 이 역시 수집된다. 다루는 범주가 위에 언급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범위 3 배출량 범주는 "기타"로 수집된다. 

• 목표에서 다루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 범주의 비율. 

 

해당 산업부문에서 범위 3 배출량이 CA100+에 의해 평가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범위 3 목표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목표 세부 사항이 수집된다. 측정기준 1.1.b는 1.1.a의 결과에 의존한다. 회사는 1.1.a가 예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1.1.b은 예로 평가될 수 없다. 

 

CA100+ 탄소중립 벤치마크에서 범위 3 배출량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탄소중립 범위 3 목표를 

설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1.b에서 'Na'로 평가된다. 

https://ghgprotocol.org/scope-3-technical-calculation-guidance
https://ghgprotocol.org/scope-3-technical-calculation-guidance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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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 ~ 4 – 장기, 중기, 단기 배출량 목표 

지표 2 ~ 4 – 장기, 중기, 단기 배출량 목표 

지표 텍스트 이 지표는 세 가지 다른 기간에 걸쳐 수집된다. 

• 지표 2: 장기 (2036~2050) 

• 지표 3: 중기 (2026~2035) 

• 지표 4: 단기 (2021~2025) 

 

2020년 목표 연도의 배출량 감축 목표는 이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2020년에 가장 

실질적인 배출량 범위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 경우 아래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각 기간에 대해 각 지표는 다음 세 가지 보조지표로 구성된다. 

• “.1”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 “.2” 측정기준 “.2a”(회사에서 이 목표는 총 범위 1 및 2 배출량의 최소 95%를 포함한다)와 

“.2b”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해당 산업부문에 

대해 최소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가 포함되며, 회사가 범위 3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발표했다. 

• “.3” 회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탄소 집약도 또는 목표 탄소 집약도. 또는 온실가스 

목표에서 파생된 회사의 예상 탄소 집약도가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산업부문 궤적과 일치하거나 그 아래이다. 이 궤적이 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일치한다. 

측정기준 2.a 및 2.b는 보조지표 .1의 결과에 의존한다. 보조지표 3은 보조지표 1과 독립적일 수 

있다. 

  

상세 지침 
 

1.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각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표 세부 정보가 수집된다. 

• 배출량 범위(범위 1 및/또는 범위 2 및/또는 범위 3) 

• 기준 년도 

• 감축 목표 비율(%) 

• 목표 연도 

• 목표 단위(tCO2e, kgCO2e/$, …) 

• 목표가 설정된 연도 

• 목표에서 다루는 배출량 비율 

• 소스 문서 

• 소스 텍스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최소한 공개에서 목표 연도 및 감축 비율(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온실가스 

집약도 측면에서)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경우 목표로 수집된다. 회사가 탄소 배출량을 X 연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경우 이는 0% 감축 목표로 기록된다. 

이 평가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목표 또는 기타 지속 가능성 

목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목표에서 다루는 배출량의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개별 메탄과 

연소 목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회사가 여러 목표를 공개하면 모두 수집된다. 평가의 경우 회사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다루는 목표가 

우선순위로 지정된다(즉, 모든 배출량을 다루는 목표가 배출량 하위 집합을 다루는 목표보다 

우선순위로 지정된다). 모든 배출량(또는 동일한 하위 집합 배출량)을 다루는 여러 목표가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설정된 목표가 평가된다.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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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별도의 장기 범위 3 목표를 설정했거나 목표에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세부 정보가 

수집된다. 

• 범위 3 목표가 범위 1 및/또는 2 목표의 일부인지 또는 분리되었는지 여부. 

• 목표가 다루는 범위 3 범주(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라 분류됨) 평가는 다음 범주에 중점을 

둡니다.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범주 1-업스트림), 판매한 제품의 처리(범주 10-다운스트림), 

판매한 제품의 사용(범주 11-다운스트림). 모든 업스트림 범위 3 범주 및/또는 모든 다운스트림 

범위 3 목표에서 다루는 경우 이 역시 수집된다. 다루는 범주가 위에 언급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범위 3 배출량 범주는 "기타"로 수집된다. 

• 목표 범주 내에서 목표에서 다루는 범위 3 배출량의 비율. 

• 공개된 경우 범위 3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 목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목표 

범주에서 범위 3 배출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배출량 계산 방법론은 가능한 한 수집된다. 

해당 산업부문에서 범위 3 배출량이 CA100+에 의해 평가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범위 3 목표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목표 세부 사항이 수집된다. 회사에 탄소중립 목표에 해당하는 목표가 있는 경우 이는 여기와 

지표 1.1에서 모두 수집된다. 

회사가 2036년 전에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보조지표 3.1에 따라 평가됨), 이는 

보조지표 2.1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비슷한 원리로, 회사가 2026년 전에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보조지표 4.1), 이는 보조지표 3.1과 2.1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 

.2.a. 회사의 목표가 전체 

범위 1과 2 배출량의 최소 

95%를 다룬다고 

명시했다. 

측정기준 .2a는 보조지표 1에서 수집한 정보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확인하는 경우 충족된다. 

• 회사 범위 1 및 2 배출량의 95% 이상을 다룬다 

• 회사가 각각 범위 1 배출량만 또는 범위 2 배출량만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질문에 있는 회사는 이것이 회사의 범위 1과 2를 결합한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공개한 점에 유의한다. 

회사가 2036년 전에 범위 1 및 2 배출량의 95% 이상을 다루는 목표(측정기준 3.2a에 따라 평가됨)를 

사용하여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평가하는 경우 이는 측정기준 2.2a에서 자동으로 수락된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2026년 전에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측정기준 4.2a), 이는 

측정기준 3.2a 및 2.2a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 

.2.b.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최소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다루고, 

회사가 범위 3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발표했다. 

해당되는 산업부문에서 측정기준 .2b는 보조지표 .1에서 수집한 정보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확인하는 

경우 충족된다. 

• 회사의 산업부문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다루면서, 

• 범위 3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 범위 3 범주의 범위 3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2036년 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 3 배출량을 다루는 목표 (측정기준 3.2b에 따라 평가됨)와 함께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이는 측정기준 2.2b에서 자동으로 수락된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2026년 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 3 배출량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측정기준 

4.2b) 평가되면, 이는 측정기준 3.2b와 2.2b에서 자동으로 수락된다. 

범위 3 배출량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회사는 범위 3 목표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기준 .2b에서 'Na'로 

평가된다. 

https://ghgprotocol.org/scope-3-technical-calculation-guidance
https://ghgprotocol.org/scope-3-technical-calculation-guidance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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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B2DS에 대한 장기 조정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탄소 집약도 또는 단기나 중기 목표 탄소 집약도 또는 장기 온실가스 

목표에서 파생된 회사의 예상 탄소 집약도가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를 

1.5°C 증가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부문 궤적과 일치하거나 그 

이하이다. 이는 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같다. 

상세 지침 
 

 
보조지표 2.3은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 방법론을 사용하여 2050 년 기업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한다. 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공개 마지막 해(그리고 장기 온실가스 목표 없이)에 회사의 탄소 집약도가 2050년 각 

산업부문의 벤치마크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는 

 

2) 회사의 단기 또는 중기 목표 탄소 집약도가 2050년 각 산업부문의 벤치마킹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는 

 

3) 회사가 205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공개하고 당시 회사의 목표 탄소 집약도가 각 

산업부문의 2050년 벤치마크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기업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따라서 2.1, 2.2.a, 2.2.b에서 'N' 점수), 

2050년에 예상되는 집약도가 궤적(회사의 각 산업부문에 대해)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지표 2.3에서 'Y' 점수를 받을 수 있다(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동일). 

Kerri-Anne Hemp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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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B2DS에 대한 중기 조정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탄소 집약도 또는 단기 목표 탄소 집약도 목표 또는 중기 온실가스 

목표에서 파생된 회사의 예상 탄소 집약도가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를 

1.5°C 증가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부문 궤적과 일치하거나 그 

이하이다. 이는 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같다. 

상세 지침  

 
보조지표 3.3은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 방법론을 사용하여 2035년 기업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한다. 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공개 마지막 해(그리고 중기 온실가스 목표 없이)에 회사의 탄소 집약도가 2035년 각 

산업부문의 벤치마크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는 

 

2) 회사의 단기 목표 탄소 집약도가 2035년 각 산업부문의 벤치마킹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는 

 

3) 회사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를 공개하고 당시 회사의 목표 탄소 집약도가 각 

산업부문의 2035년 벤치마크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기업이 중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따라서 3.1, 3.2.a, 3.2.b에서 'N' 점수), 

2035년에 예상되는 집약도가 궤적(회사의 각 산업부문에 대해)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지표 3.3에서 'Y' 점수를 받을 수 있다(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동일). 

 

Kerri-Anne Hempshall



11 
 

 

4.3 – B2DS에 대한 단기 조정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탄소 집약도 또는 단기 온실가스 목표에서 파생된 회사의 예상 탄소 

집약도가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각 산업부문에 대해) 궤도와 일치하거나 그 이하이다(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동일). 

상세 지침 
 

 
보조지표 4.3은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 방법론을 사용하여 2025년 기업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한다. 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공개 마지막 해(그리고 단기 온실가스 목표 없이)에 회사의 탄소 집약도가 2025년 각 

산업부문의 벤치마크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는 

 

2) 회사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를 공개하고 당시 회사의 목표 탄소 집약도가 각 

산업부문의 2025년 벤치마크 탄소 집약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기업이 단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따라서 4.1, 4.2.a, 4.2.b에서 'N' 점수), 

2025년에 예상되는 집약도가 궤적(회사의 각 산업부문에 대해)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생태용량 

초과가 낮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지표 4.3에서 'Y' 점수를 받을 수 있다(1.5°C 방안 P1 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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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5 - 탈탄소화 전략 

5.1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는 장기 그리고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 전략이 있다. 

a. 회사는 목표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되는 경우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출처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b. 회사가 해당되는 경우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여 주요 배출원(예: 변화하는 기술 또는 제품 

혼합, 공급망 측정, 연구 개발 지출)과 관련하여 이 전략의 핵심 요소를 계량화한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목표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되는 

경우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출처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보조지표 5.1a는 보조지표 2.1 및 3.1에 의존한다. 보조지표 2.1 및/또는 3.1을 충족하는 목표를 가진 

회사의 경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공개가 평가된다. 이 측정기준에서 

'예'로 평가되려면 회사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하는 일련의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1. 특히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일련의 조치는 회사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명확하게 

관련되지 않은 더 광범위한 배출량 감축 노력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2.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을 명확하게 해결한다. 일련의 조치가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과 명확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생성하는 배출량의 대부분이 범위 1 

배출량으로 구성되지만 설명된 조치가 주로 범위 2 배출량과 관련이 있다면 충분하지 않다(예: 

"본사에 100% 신재생 에너지 사용"). 또한, EU 분류법과 일치하는 GRCS에 따른 녹색 활동의 

수익만 적격합니다. 

3. 구체적인 측정 세트를 배치한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없이 “청정 에너지 

솔루션으로 전환 가속화”, “운영 현대화” 또는 “녹색 솔루션 활용”과 같은 모호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탈탄소화 전략은 각 목표 기간(중기, 장기)과 관련하여 별도로 수집된다. 

이 측정기준에서 '예'로 평가되려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탈탄소화 전략이 장기 및 중기 목표와 

관련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또는, 회사가 장기 또는 중기 탄소중립 목표(해당되는 경우 범위 3 배출량 

포함)가 있고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탈탄소화 전략을 공개하는 경우 

이 측정기준에 대해 '예'로 평가된다. 

b. 회사가 해당되는 경우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여 주요 

배출원(예: 변화하는 

기술 또는 제품 혼합, 

공급망 측정, 연구 개발 

지출)과 관련하여 이 

전략의 핵심 요소를 

계량화한다. 

측정기준 5.1b는 측정기준 5.1a에 의존한다. 측정기준 5.1a가 충족되는 경우 이 측정기준은 탈탄소화 

전략의 핵심 요소가 기업 공시에서 계량화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탈탄소화 전략의 여러 요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인 전체 배출량 감축 비율에 대한 

수치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에너지, 제품 또는 수익 믹스에서 어느 시점에 달성해야 하는 수치를 

계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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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그린수익 약속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의 탈탄소화 전략에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그린수익(green revenues)’에 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a. 회사가 이미 ‘그린수익(green revenues)’을 창출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b. 회사가 전체 매출 중 그린수익(green revenues)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이미 

‘그린수익(green 

revenues)’을 

창출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려면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녹색제품과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한다(“그린수익”). 

• 이러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시 내용에서 명확하게 보고한다.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는 회사의 총 수익에서 이러한 수익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거나 (예: 절대 수익 또는 보고된 부분의 수익 비율) 또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회사의 

전체 매출 중 비율을 직접 보고한다. 

그린수익은 개별 사업 분야별로 공개될 수 있다(예: "풍력" 또는 "태양광"에 대해 별도로); 또는 적격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만 포함하는 보고된 수익/사업 부문(예: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 총 

수익으로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총 수익 데이터는 보고된 부문에 다음이 포함될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a) 녹색 및 비녹색 

제품과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다. 또는 b) 보고된 수익 부문에 어떤 유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외부에서 생성된 수익만 고려되며 회사 내 부문 간 수익은 

평가되지 않는다. 

 

FTSE Russell GRCS(Green Revenues Classification System, 그린수익 분류 체계)에 따라 인정되는 

광범위한 녹색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이 측정기준에 대해 수집된다. CA100+ 벤치마크에서 이 

지표는 현재 유럽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평가된다. 또한, EU 분류법과 일치하는 GRCS에 따른 

녹색 활동의 수익만 적격합니다. 

b. 회사가 전체 

매출에서 

그린수익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 측정기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 

• 회사가 이 목표(예: 2025 또는 2030)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함께 녹색제품과 서비스 수익 목표를 공개하는 경우, 목표를 명확하게 계량화 가능하고 

기간 제한이 있어야 하지만 다음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수익(예: "2025년까지 총 

자동차 판매의 20%를 전기차 판매로 증가") 또는 생산(예: "2025년까지 자동차 5대 중 

1대를 전기차로 생산"). 

• 또는, 이 측정기준은 해당 부문의 평균 EU 분류법에 따른 그린수익보다 높은 EU 

분류법에 따른 그린수익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에서 충족할 수 있다. 

Kerri-Anne Hempshall



14 
 

 

지표 6 - 자본 조정 

6.1 – 미래 자본 지출 조정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자본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회사가 미래의 자본 지출을 회사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조정할 것임을 

명확히 약속하고 있다. 

b. 회사가 미래의 자본 지출을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C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약 목표와 일치시킬 

것임을 명확히 약속하고 있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향후 자본 

지출을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맞출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한다. 

이 측정기준에서 '예'로 평가되려면 회사의 공시 내용에 회사가 자본 지출 결정과 계획을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겠다는 명시적인 성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자본 지출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가 일치한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녹색 

또는 저탄소 자본 지출 계획 또는 프로젝트를 나열하거나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이 지표를 

충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각 회사에 대해 분석자는 다음에 초점을 맞춘 미래 자본 지출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모든 약속을 

수집해야 한다. 

• OPEX/CAPEX 지출: 장기 온실가스 목표에 따라 운영 또는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자본 

배분을 조정하겠다는 약속. 

• M&A 전략: 향후 M&A 활동을 장기 목표의 포부에 맞추기 위한 약속. 

• R&D 지출: 운영 또는 제품을 장기 목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R&D 지출을 조정하기 위한 

약속. 

b. 회사가 미래 자본 

지출을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약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한다. 

측정기준 6.1b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6.1a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회사가 자본 

지출 결정과 계획을 섭씨 1.5°C 방안에 맞추는 데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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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조정을 위한 방법론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미래 자본 지출의 파리협약 조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공개한다. 

a. 회사가 주요 가정과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하여 자본 지출을 탈탄소화 목표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을 공개한다. 

b. 이 방법론은 1.5°C 시나리오에 맞춘 자본 지출의 비율과 탄소 집약적 자산의 자본 지출이 

최고에 달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주요 결과를 계량화한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주요 가정과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하여 자본 지출을 

탈탄소화 목표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을 공개한다 

측정기준 6.2a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는 측정기준 6.1.a(또는 6.1a 및 6.1.b)에서 '예'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탄소 감축 목표 또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자본 지출 결정, 프로젝트 및 계획의 

조정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b. 이 방법론은 1.5°C 

시나리오에 맞춘 자본 

지출의 비율과 탄소 

집약적 자산의 자본 

지출이 최고에 달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주요 

결과를 계량화한다. 

측정기준 6.2b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는 측정기준 6.2.a에서 '예'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다음을 

계량화해야 한다. 

• 자본 조정 평가의 주요 결과(예: 조정을 평가하기 위해 정의한 임계 값, 회사의 자본 지출 

파이프라인이 향후 배출 특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예측 등); 

• 1.5°C 시나리오에 맞춰 계획되거나 약속된 총 자본 지출의 비율 공개; 및 

• 탄소 집약적 자산의 자본 지출이 최고에 달하는 연도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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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7 – 기후정책 관여 

7.1 – 파리협약에 맞추어 조정한 로비 입장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는 파리협약 달성을 위한 로비 입장을 갖고 있고, 직접적인 로비활동은 이 협약의 목적과 일치한다. 

a. 회사는 모든 로비활동이 파리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입장 

성명서가 있다. 

b. 회사는 기후-관련 로비 활동들(회의, 정책 리포트 등)을 기록하고 있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파리협약의 

목표에 따라 로비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입장 성명을 낸다. 

이 측정기준은 회사가 직접 로비 활동 및 옹호 활동이 파리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명확한 성명서를 요구한다. 이 약속은 무역협회의 로비 활동이 아닌 직접 로비 활동을 나타내야 하며 

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회사의 기후 정책 등이 아닌). 

 

모호한 언어 또는 직접 로비 활동 조정에 대한 주의 사항 (예: '가능한 경우' 또는 '직접 로비 위치가 파리 

협약과 일치하도록 목표')을 포함하는 진술은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능한 경우’ 

또는 '직접 로비 포지션이 파리협약과 일치하도록 목표로 함')을 포함하는 진술은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B. 회사가 기후-관련 

로비 

활동(예: 회의, 

정책 제출 

등)을 

열거한다. 

이 측정기준은 회사가 최근 보고 연도에 수행한 기후-관련 로비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정책 입안자 또는 규제 기관과의 회의 개최, 정책 제출 발표 또는 정치적 기부와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개는 기후와 관련된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로비 활동 목록은 

허용되지 않음), 참여한 이해 관계자와 참여의 초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일부 

사례 연구 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로비만 허용된다. 무역협회 또는 기타 이익 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로비 활동은 

이 측정기준에서 다루지 않는다(보조지표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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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무역협회 로비의 일관성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무역협회에 대한 파리협약에 맞춘 로비 활동 기대치가 있으며 무역협회 회원임을 공개한다. 

a. 회사는 회사가 로비의 회원인 무역협회가 파리협약의 목표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다. 

b. 회사는 무역협회 회원임을 공개한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로비의 회원인 

무역협회가 

파리협약의 목표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다. 

이 측정기준은 회사가 무역협회와 로비 활동이 파리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공시 

내용에 명확하고 분명한 진술을 요구한다. 이 약속은 회사의 직접 로비 활동이 아닌 무역협회의 정책 

입장을 직접 참조해야 하며 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예를 들어 무역협회가 발표한 정책 

입장이나 회사의 기후 정책보다는). 

 

무역협회 참여 조정에 대한 모호한 언어 또는 주의 사항 (예: ' '가능한 경우' 또는 '직접 로비 포지션이 

파리협약과 일치하도록 목표로 함')을 포함하는 진술은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약속은 연간 공개의 일부로 또는 파리협약에 대한 무역협회 조정 검토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측정기준 7.3a 참조). 

b. 회사가 무역협회 

회원임을 공개한다. 

이 측정기준은 회사가 무역협회 회원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수집한다.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는 무역협회를 공개한다는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회사가 ‘무역 단체’, ‘업계 협회’, ‘산업 협회’, 

‘업계 단체’, ‘무역 기구’, ‘업계 무역 단체’ 등 무역협회에 대해 대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개가 선택적이라는 표시가 포함된 무역협회 목록('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협회는…'; '우리의 

무역협회는…')은 이 지표를 충족하는 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기후-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모든 협회를 포함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이 측정기준의 목적을 위한 철저한 공개로 

간주될 수 있다. CDP 기후변화 C12.3a에 대한 공개는 일반적으로 무역협회 목록 공개의 대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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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무역협회 파리협약 조정을 보장하는 프로세스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는 해당 무역협회가 파리협약에 따라 로비활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해당 무역협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혹은 파리협약과 일치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b. 회사는 이 검토의 결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설명한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무역협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파리협약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는 파리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무역협회와 로비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회사 자체 기후 정책과의 일치 검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이 검토 또는 평가는 명확한 결과 및 연구 결과와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모호한 일반화된 결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토 또는 평가는 제3자에 의해 수행되었을 수 있다. CDP 기후변화 C12.3c_C2에 대한 공개 

자체는 무역협회가 파리협약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공표된 검토의 대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 회사가 이 검토의 

결과로 취한 조치를 

설명한다.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려면 회사가 측정기준 7.3a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무역협회가 파리협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결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잘못 조정된 것으로 밝혀진 무역협회에 관여하겠다는 약속이나 잘못 조정된 것으로 밝혀진 

무역협회에서 탈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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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8 – 기후 거버넌스 

8.1 – 이사회 감독  

보조지표 텍스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사회 감독체계 

a. 기후 변화 위험 관리를 위한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감독체계 존재의 입증 

자료 

b. 이사회 수준에서 책임을 맡은 직책 

  

상세 지침 
 

A. 기후 변화 위험 

관리를 위한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감독체계 존재의 

입증 자료 

이 측정기준의 목적을 위해 "이사회 감독체계"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 또는 특정 위원회에 있다고 언급한다. 

2. 기후 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을 가진 지속 가능성 책임자와 같은 임원('지속 가능성 성과'뿐만 

아니라)이 있으며 개인이 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이사회 수준 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 

3. 최고경영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 

4. (단순한 지속가능성 성과가 아니라) 기후 변화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반드시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일 필요는 없으나) 위원회가 존재하고 이 위원회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수준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책임 있는 최고경영자가 최근 보고 연도에 기후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지속 가능성’ 또는 '환경'에 대한 이사회 책임을 더 

광범위하게 언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 

b. 이사회 수준에서 

책임을 맡은 직책 

이 측정기준의 목적에 따라 "지명된 직책"으로 인정되는 여러 시나리오/모델이 있다. 

 

1. 기후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회 직책(예: 이사회 이사)이 있다. 

2. 이사회에는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지명된 개인(직책보다는)이 있다. 

3. 최고경영자는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참석한다. 

4. 2 계층 이사회 구조에서 지명된 경영 이사회 구성원/직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이 

있고 기후에 대해 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회사가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는 대용으로는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사회 수준에서 '지속 가능성' 또는 '환경'을 담당하는 지명된 직위 또는 

개인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최고경영자가 감독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독일과 노르웨이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이 측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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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보수 제도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의 경영진 보수 제도에 기후변화 성과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a.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또는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고위 경영진의 보수 제도는 특히 성과 관련 

보상을 결정하는 KPI로서 기후변화 성과를 포함한다('ESG' 또는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한 

참조는 불충분). 

b.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또는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고위 간부 보상 제도는 성과 연계 보상을 

결정하는 KPI에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포함한다. 

  

상세 지침 
 

a.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또는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고위 

경영진의 보수 

제도는 특히 성과 

연계 보상을 

결정하는 KPI로서 

기후변화 성과를 

포함한다('ESG' 또는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한 

참조로는 불충분). 

최고경영자 및/또는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고위 경영진의 보수가 기후변화 관련 KPI에 대한 회사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회사는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KPI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특히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보다 광범위한 'ESG' 또는 '지속 가능성' 목표 또는 목적, 에너지 효율 

목표, CDP 점수 등을 측정하는 KPI는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금전적 보상으로 직접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최고경영자/ExCo 목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ExCo보다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 직위(예: ExCo의 구성원이 아닌 지속 가능성 책임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b.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또는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고위 간부 

보수 제도는 성과 

연계 보상을 결정하는 

KPI에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포함한다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측정기준 8.2a 및 보조지표 2.1, 3.1 또는 4.1 중 하나에서 회사를 '예'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 및/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다른 고위 경영진의 보수는 공개된 회사 전체 배출량 

목표에 대한 회사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보조지표 2.1, 3.1 또는 4.1의 일부로 수집된 목표 

중 하나 일 수 있다. 

측정기준 8.2a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최고경영자/ExCo 목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ExCo보다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 직책(예: ExCo의 구성원이 아닌 지속 가능성 

책임자)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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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이사회 기후-관련 능력/역량 

보조지표 텍스트 이사회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이사회 멤버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b. 회사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이사회 멤버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세한 기준, 또는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 지침 
 

a. 회사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지표를 충족하려면 회사가 기후변화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를 공개했음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고려한 이사회 기술 평가의 공개가 포함될 수 있다. 기술 

매트릭스에 기후변화를 포함하면 결과/매핑이 공개된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한다. 어떤 구성원 

또는 이사회가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된 역량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 

이사회 역량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 '환경' 또는 'ESG'만 다루는 경우 회사가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이사회에 기후 전문가의 존재는 이사회 기후 역량 평가를 수행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b. 회사가 기후변화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및/또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기준 8.3b 충족은 측정기준 8.3a 충족에 의존한다. 또한, 회사가 이사회의 기후-관련 역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특정 기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는, 8.3a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회사가 이사회의 기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현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측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부 또는 내부의 기후 문제에 

대한 이사회 교육 또는 이사회에 "기후 전문가" 임명이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이사회의 '지속 가능성', 

'환경' 또는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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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0 – TCFD 조정 

10.1 – TCFD 권장 사항 지원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TCFD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a. 회사가 공시 내용을 TCFD 권고 사항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약속하거나 또는 

TCFD 웹 사이트 상에 서포터로 등록되어 있다. 

b. 회사가 연례보고서 상에 TCFD 권고 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별도의 

TCFD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TCFD 

웹사이트에 

서포터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시 내용을 

TCFD 권고 사항과 

일치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한다.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회사가 TCFD 웹사이트에 등록된 지원자이다: https://www.fsb-tcfd.org/tcfd-supporters/; 

또는, 

• 회사가 공시 내용에서 TCFD 권고 사항과 공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또는, 

• 회사가 공개 사항을 권고 사항과 일치시켰음을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회사가 TCFD에 대한 약속이 모호한 경우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후 

보고서가 TCFD 권고 사항을 '정보를 얻었거나' '고려한다'고 말하는 회사는 약속에 대해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식' 또는 '승인'은 TCFD와의 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하다. 

b. 회사가 연례보고서 

상에 TCFD에 맞춘 

공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TCFD 

보고서에 발표한다. 

이 질문의 목적은 회사가 TCFD 권고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회사가 연간 보고(예: 연례보고서, 지속 가능성 관련 보고서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TCFD와 

연계된 공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또는 

• 회사가 TCFD 보고서에 TCFD 조정 공개를 발표한다. 

 

이 질문은 회사가 공개에서 투자자를 TCFD 공개로 명확하게 안내하는지 여부를 (기존 공개 전체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독립 보고서에서 요약함으로써) 평가한다. 회사가 모든 TCFD 요건에 대해 

공개하는지 여부, 제공되는 공개의 내용 또는 품질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가 TCFD 요건에 따라 공개했지만 이러한 공개가 발견될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를 제공해야 하며 CDP와 같은 타사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이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향후 TCFD 권고 사항에 대해 

보고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https://www.fsb-tcfd.org/tcfd-supporters/;
https://www.fsb-tcfd.org/tcfd-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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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시나리오 분석  

보조지표 텍스트 회사가 전략적 및 운영적 탄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 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a. 회사가 계량적 요소를 포함해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b. 양적 시나리오 분석이 1.5°C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회사 전체 

부문을 다루고 있고, 사용된 핵심 가정 및 변수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확인된 핵심 위험 

요인 및 기회를 명시하고 있다. 

  

상세 지침 
 

a. 회사가 계량적 요소를 

포함해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질문의 목적은 회사의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회사가 계량적 요소를 포함해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 즉, 수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미래를 설명하기 위한 표 또는 그림 형식이거나 외부 시나리오 또는 

모델에 대한 명시적 참조 (예: IEA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 RCP 2.6)일 수 있다. 그리고 

• 회사가 양적 시나리오의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결과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성적 설명 

또는 계량적 결과 또는 연구 결과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가 사용된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 텍스트만 사용하는 경우 이 질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사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예: 

분석이 수행되었지만, 회사 경영진이 결과를 검토 중이라는 진술은 이 측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b. 계량적 시나리오 

분석은 1.5°C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회사 전체를 다루고, 

사용된 주요 가정과 

변수를 공개하고, 

확인된 주요 위험과 

기회에 대해 

보고한다. 

이 질문의 목적은 회사가 계량적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측정기준의 충족은 측정기준 10.2a에 의존한다. 10.2b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시나리오 분석에서 1.5°C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CA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의 이 반복에 대해 IEA 1.5도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 IEA의 B2DS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회사는 현재 이 질문의 의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 회사의 계량적 시나리오 분석은 회사 전체를 명시적으로 다룬다(특정 제품, 비즈니스 라인 

또는 지역이 아닌). 그리고 

• 회사는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과 변수를 공개한다.  

• 회사는 시나리오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과 기회에 대해 보고한다. 

분석에서 선택된 작업, 원자재, 국가 등만 다루거나 회사가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작업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는 경우, 회사는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사는 위험과 기회의 

공개가 수행된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 질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이 질문의 의도를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위험(하락)과 기회(상승)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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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Traffic light system: Yes / No / Partial 

각 측정기준은 회사에서 게시한 정보와 증거를 기반으로 예/아니오(또는 해당되지 않음, 다음 단락 참조)의 두 가지로 

평가된다. 보조지표와 지표 수준의 집계는 다음 체계를 사용한다. 

• 예(Yes) = 보조지표 또는 지표에 대한 모든 측정기준이 예인 경우 

• No 아니오(No) = 보조지표 또는 지표에 대한 모든 측정기준이 아니오인 경우 

• 일부(Partial) = 보조지표 또는 지표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측정기준이 예인 경우 

모든 보조지표에는 두 개의 측정기준(a + b)만 있다. 지표에는 여러 보조지표와 측정기준이 있을 수 있다(예: 지표 7 = 보조지표 

3개와 측정기준 6개). 측정기준은 적용할 수 없고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측정기준은 예/아니오/일부에 대한 임계 값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지표 결합을 참조하십시오. 

 

보조지표 결합 

모든 보조지표에는 두 개의 측정기준(a + b)만 있다. 다음은 하나의 보조지표에서 가능한 결합을 요약한 것이다. 

측정기준 결합 보조지표 평가 

x.x.a x.x.b 보조지표 

 

 
→ 

Y Y 

Y 해당 없음 

Y N 

N 해당 없음 

N N 

 

      Y 

      Y 

      일부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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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1.1 – …2050년까지 순제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달성하려는 포부. 

측정기준 a): …범위 1 및 2 배출량의 최소 95%를 

포함함. 

측정기준 b):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 범주를 다룸.… 

 

의존성: 측정기준 1.1b는 1.1a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해당 없음 = 회사에 물질적 범위 3 배출이 없다 

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2.1 - …2036년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보조지표 2.2 

측정기준 a): …범위 1 및 2 배출량 범주의 
최소 95%를 다룸 

측정기준 b):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다룸.… 
 

보조지표 2.3 - …목표 또는 회사가 최근에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목표와 일치함. 

 
의존성: 측정기준 2.2a와 2.2b는 보조지표 2.1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보조지표 2.3은 현재 2.1 

또는 2.2의 조건부가 아니다. 따라서 2.1은 

'아니요(No)'이더라도 2.3은 '예(Yes)'가 가능하다. 

측정기준 2.1/2.2a/2.2b는 3.1/3.2a/3.2b가 '예'이고 

탄소중립 목표인 경우 측정기준 2.1/ 2.2a/2.2b는 각각 

'예'가 된다(즉, 중기적으로 탄소중립이 이미 달성됨). 

 
해당 없음 = 회사에 물질적 범위 3 배출이 없다. 

평가되지 않음 = TPI에 관련 산업 부문별 벤치마크가 

없으므로 회사를 평가할 수 없음 

 

Assessment combinations by indicator and contingencies 

다음은 지표별 다양한 측정기준 결합을 보여준다. 지표 수준에서 예, 아니요 또는 일부를 받기 위해 모든 측정기준 결합을 반드시 

표시하지는 않는다. 

 

지표 1 – 탄소중립 목표 
 

  

측정기준 점수 결합 

 
지표 평가 

 1.1.a 1.1.b  지표 1 

 Y Y → Y 

Y 해당 없음 Y 

Y N 일부 

N N N 

 

 

지표 2 – 장기 목표  
2.1 2.2.a 2.2.b 2.3 

지표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2.2b = Na일 때,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3은 'Y'가 필요함 

2.3 = Na일 때,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3은 'Y'가 필요함 

Y Y Y Y 

Y Y Y N 

Y Y Y 평가되지 않음 

Y Y 해당 없음 Y 

Y Y 해당 없음 N 

Y Y 해당 없음 평가되지 않음 

Y Y N Y 

Y Y N N 

Y Y N 평가되지 않음 

Y N N Y 

Y N N N 

Y N N 평가되지 않음 

N N N Y 

N N N N 

N N N 평가되지 않음 

 

Y 

일부 

Y 

Y 

일부 

Y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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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3.1 -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보조지표 3.2 

측정기준 a): …범위 1 및 2 배출량 범주의 
최소 95%를 다룸 

측정기준 b):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다룸… 

 

보조지표 3.3 - …목표 또는 회사가 최근에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목표와 일치함. 

 
의존성: 측정기준 3.2a와 3.2b는 보조지표 3.1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보조지표 3.3은 현재 3.1 

또는 3.2의 조건부가 아니다. 따라서 3.1이 

'아니요(No)'이더라도 3.3은 '예(Yes)'가 가능하다. 

측정기준 3.1/3.2a/3.2b는 

4.1/4.2a/4.2b가 '예'이고 탄소중립 목표인 경우 측정기준 

2.1/ 2.2a/2.2b는 각각 '예'가 된다(즉, 단기적으로 

탄소중립이 이미 달성됨). 

 
해당 없음 = 회사에 물질적 범위 3 배출이 없다. 

평가되지 않음 = TPI에 관련 산업 부문별 벤치마크가 

없으므로 회사를 평가할 수 없음 

지표 3 – 중기 목표  

3.1 3.2.a 3.2.b 3.3 
지표

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3.2b = Na일 때,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3은 'Y'가 필요함 

3.3 = Na일 때,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3은 'Y'가 필요함 

 

지표 4 – 단기 목표 

 

     

 
4.1 4.2.a 4.2.b 4.3 

 지표 평가 

 Y Y Y Y  

 

 

 

 

 

 

 

→ 

Y 

Y Y Y N 일부 

Y Y Y 평가되지 않음 Y 

Y Y 해당 없음 Y Y 

Y Y 해당 없음 N 일부 

Y Y 해당 없음 평가되지 않음 Y 

Y Y N Y 일부 

Y Y N N 일부 

Y Y N 평가되지 않음 일부 

Y N N Y 일부 

Y N N N 일부 

Y N N 평가되지 않음 일부 

N N N Y 일부 

N N N N N 

N N N 평가되지 않음 N 

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4.1 -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보조지표 4.2 

• 측정기준 a): …범위 1 및 2 배출량 범주의 
최소 95%를 다룸 

• 측정기준 b):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위 3 
배출량 범주를 다룸… 

 
보조지표 4.3 - …목표 또는 회사가 최근에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목표와 일치함. 

 
의존성: 측정기준 4.2a와 4.2b는 보조지표 4.1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보조지표 4.3은 현재 4.1 

또는 4.2의 조건부가 아니다. 따라서 4.1이 

'아니요(No)'이더라도 4.3은 '예(Yes)'가 가능하다. 

 
해당 없음 = 회사에 물질적 범위 3 배출이 없다. 

평가되지 않음 = TPI에 관련 산업 부문별 벤치마크가 

없으므로 회사를 평가할 수 없음 

Y Y Y Y 

Y Y Y N 

Y Y Y 평가되지 

않음 

Y Y 해당 없음 Y 

Y Y 해당 없음 N 

Y Y 해당 없음 평가되지 
않음 

Y Y N Y 

Y Y N N 

Y Y N 평가되지 

않음 

Y N N Y 

Y N N N 

Y N N 평가되지 

않음 

N N N Y 

N N N N 

N N N 평가되지 
않음 

 

Y 

일부 

Y 

Y 

일부 

Y 

일부 

P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N 

N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4.2b = Na일 때,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3은 'Y'가 필요함 

 4.3 = Na일 때,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3은 'Y'가 필요함 

 

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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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5.1 - …장기 및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 전략이 있다. 

측정기준 a): …회사가 취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확인한다… 

측정기준 b): …회사가 이 전략의 핵심 요소를 

계량화한다… 
 

보조지표 5.2 -…탈탄소화 전략에는 '그린수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다... 

측정기준 a): …회사가 이미 '그린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측정기준 b): …회사가 그린수익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의존성: 보조지표 5.1은 보조지표 2.1, 2.2(장기 목표) 및 

3.1, 3.2(중기 목표)가 '예'임을 조건으로 한다. 보조지표 

5.1은 2.3 및/또는 3.3(탄소중립 조정)의 조건부가 아니다. 

즉, 5.1은 '예'이고 2.3/3.3은 '아니요'일 수 있다. 

 

지표 5 - 탈탄소화 전략  

 

5.1.a 5.1.b 5.2.a 5.2.b  
지표 

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지표 6 – 자본 배분 조정 

 

 

 

6.1.a 6.1.b 6.2.a 6.2.b  
지표 

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6.1 - 회사가 향후 자본 지출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측정기준 a): …향후 자본 지출을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 측정기준 b): …향후 자본 지출을 파리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보조지표 6.2 - …파리협약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공개한다... 

• 측정기준 a): …향후 자본 지출을 탈탄소화 목표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을 공개한다… 

• 측정기준 b): 방법론에서 주요 결과를 
계량화한다… 

 
의존성: 6.1a 또는 6.1b가 '예'가 아닌 경우 측정기준 

6.2a는 '예'가 될 수 없다. 

Y Y Y Y 

Y Y Y N 

Y Y N Y 

Y Y N N 

Y N Y Y 

Y N Y N 

Y N N Y 

Y N N N 

N Y Y Y 

N Y Y N 

N Y N N 

N N Y Y 

N N Y N 

N N N Y 

N N N N 

 

Y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N 

 

Y Y Y Y 

Y Y Y N 

Y Y N Y 

Y Y N N 

Y N Y Y 

Y N Y N 

Y N N Y 

Y N N N 

N N N Y 

N Y N Y 

N Y Y N 

N Y Y Y 

N N N Y 

N N N N 

 

Y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N 

 

지표 평가 

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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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7.1 - …기후 로비 포지션… 

측정기준 a): …파리협약의 목표에 
따라 로비. 
측정기준 b): …회사가 기후-관련 로비 
활동을 열거한다… 

 
보조지표 7.2 - …무역협회에 대한 기대… 

측정기준 a): ...회사가 로비의 회원인 무역협회가 

파리협약의 목표에 따르는 것을 확인하는 약속을 

한다. 

측정기준 b): 회사가 무역협회 회원임을 공개한다. 

 

보조지표 7.3 - ...파리협약에 따라 

무역협회 로비를 보장하는 프로세스. 

측정기준 a): ...무역협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발표한다... 

측정기준 b): ...이 검토의 결과로 취한 조치를 

설명한다. 

 
의존성: 측정기준 7.3b는 7.3a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8.1 - …이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해 명확한 

감독 체계가 있다. 

측정기준 a): …이사회 또는 이사회위원회 감독 

체계의 입증 자료... 

측정기준 b):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 수준의 직책… 

 
보조지표 8.2 - …임원 보수체계에 
기후변화를 포함한다... 

측정기준 a): ...고위 임원의 보수 제도에 
특별히 기후변화가 포함된다... 
측정기준 b): ...고위 임원의 보수 제도에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이 

포함된다... 

 
의존성측정기준 8.2b는 보조지표 

2.1 또는 3.1 또는 4.1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보조지표 8.3 (2021년에 평가되지 않음) - …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량. 

측정기준 a): … 기후변화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 역량을 평가... 

측정기준 b): ...이사회 역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의 세부 정보... 

 

지표 7 – 기후정책 관여  

 
7.1.a   7.1.b    7.2.a  7.2.b    7.3.a   7.3.b  지표 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6은 'Y'가 필요함 

이 표는 'Y' 또는 'N'의 모든 측정기준 결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표 8 – 기후 거버넌스 

 

 

 

8.1.a 8.1.b 8.2.a 8.2.b  
지표 

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Y Y Y Y Y Y 

Y Y Y Y Y N 

Y Y Y Y N N 

Y Y Y N N N 

Y Y N N N N 

Y N N N N N 

N N N N Y Y 

N N N N Y N 

N N N Y Y N 

N N Y Y Y N 

N Y Y Y Y N 

N Y N N Y Y 

N N Y N Y N 

N N Y Y N N 

N N Y N Y Y 

N N N N N N 

 

Y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N 

 

Y Y Y Y 

Y Y Y N 

Y N Y Y 

Y Y N N 

Y Y N Y 

Y N Y N 

Y N N Y 

N Y Y Y 

N N Y Y 

Y N N N 

N N Y N 

N Y N N 

N N N Y 

N Y N Y 

N N N N 

 

Y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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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텍스트 
보조지표 10.1 - …TCFD의 권고 사항을 이행한다... 

측정기준 a): …공개 사항을 TCFD 권고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측정기준 b): …TCFD(기후-관련 공개 태스크 포스) 조정 
공개 사항에 대해 표시한다... 

 
보조지표 10.2 - …기후 시나리오 계획을 사용한다… 

측정기준 a):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 
측정기준 b): ...시나리오 분석에는 1.5°C 시나리오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의존성: 측정기준 10.2b는 10.2a 또한 '예(Y)'가 아니면 '예'일 수 없다. 

 

지표 9 – 공정한 전환 

이 지표는 더 개발될 것이며 기업은 2021년 기업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표 10 – TCFD 공개 

 

 

 

10.1.a    10.1.b     10.2.a    10.2.b   
지표 

평가 

 

 

 

 

 

 
→ 

 

 

 

부분 요건 

지표 = '부분'인 경우 측정기준의 1/4은 'Y'가 필요함 

Y Y Y Y 

Y Y Y N 

Y Y N N 

Y N Y Y 

Y N Y N 

Y N N N 

N N Y Y 

N N Y N 

N Y Y N 

N Y N N 

N N N N 

 

Y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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