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투자자

기후행동 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
버전 1.1(v1.1) 요약 팩, 2021년 10월

NOTE: This document is dated as of
October 2021 and has now been
archived. Please see the Climate
Action 100+ website for more recent
updates on the Net Zero Company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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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 - CA100+ 탄소중립 벤치마크
CA100+ 웹사이트에서 현재 프레임워크(v1.0)와 기업 평가 보기.

추가 리소스는 2021년 3월 22일 보도 자료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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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전 - 벤치마크 버전 1.1(2022년 3월)
• 2022년 3월: CA100+는 다음 기업 평가 세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v1.0 출시 12개월 후 포커스 기업 연차 총회에 앞서).
•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가 제한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v1.1' 버전 출시). 이를 통해 업데이트된 평가를 시기적절하게 우선하여 전달하
고 이전 v1.0 프레임워크와의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 2021년 4분기 공개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
합니다. 이 자료는 v2.0에 포함될 예정입니다(아래 참조).
• v2.0에서는 더 종합적인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2022년(v1.1 출
시 후)에 제안된 v2.0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 공개 협의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정 및 피드백 주요 기회
2021년 9월

v1.1 프레임워크 및 평가 방법론 출시. 기업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기존 프레임워크(v1.1)에 대한 공개 피드백 설문조사 - 세부 정보 향후 제공

2021년 12월

공개 평가 초안에 대한 투자자/기업 검토(비공개)

2022년 1~2월

평가 마무리

2022년 3월

v1.1 최종 평가 출시(CA100+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

2022년

프레임워크 v2.0 공개 협의(v.1.1 출시 후)

질문이 있는 경우 benchmark@climateaction100.org로 문의하십시오.

기업 평가 검토 기간 – 2021년 12월
이 검토 기간의 주요 목적은 CA100+ 기업과 투자자가 벤치마크 공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예비 평가(TPI에서 수행)를 '팩트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정확성에 대한 이의 제기 및/또는 예비 평가 날짜에 기존 공개에 의해
아직 수집되지 않은 공개적으로 공개된 유효 정보(2021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를 제출
하는 사실적 증거 제공이 포함됩니다. 이는 12월 1일에 공유되며 후속 기업 공개는 2021
년 12월 31일까지 고려됩니다.
예비 평가는 CA100+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기밀로 공유되며 최종 평가는 2022년 3월에
발표됩니다. 프로세스와 지원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검토 기간이 시작될 때 제공됩
니다.

* 이 검토 기간은 공개 프레임워크(TPI)에 대한 평가에만 적용됩니다. 자본 배분(CTI, 2DII), 로비 활동(InfluenceMap) 및 기후 회계(CTI)에
대한 조정 평가에는 해당 조직에서 설명하는 다른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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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개요 – 평가 유형
벤치마크는 이 데크에 요약된 조직들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분석 방법론과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
는 독특한 평가 세트로 구성됩니다. 이 평가 세트(집합적으로 벤치마크를 구성함)는 기후변화 위
험 해결에 관하여 포커스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자와 기업에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평가 유형은 두 가지의 지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기업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
기 위한 이중 접근 방식을 구성합니다.
공개

조정

본 지표는 기업 공개의 적절성을 평가합
니다. 이는 기업의 연차 보고서, 지속 가
능성 보고서, CDP 보고서, 보도 자료 등
과 같은 기업의 공개 및 자체 공개 데이
터를 사용합니다.

본 평가는 기업의 기후행동이 파리협약
목표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배출 목표, 자본 지출, 로비 활동 및 회계
와 같은 다양한 기업 활동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CA100+ 데이터 제공자 요약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
(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TPI)*

Carbon Tracker 이니셔
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 CTI)

2도 투자 이니셔티브
(2 Degrees Investing
Initiative, 2DII)

InfluenceMap

TPI에서는 주로 공개 프레임
워크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벤치마크의 10가지 지표가 포
함됩니다.

CTI에서는 기업의 자본 지출
(CapEx) 조정 및 파리협약 목표
에 따른 결과를 분석합니다(자
산 수준 재고 데이터 소스를 토
대로 함).

2DII에서는 기업의 자본 지출
(CapEx) 조정 및 파리협약
목표에 따른 결과를 분석합니
다(자산 수준 재고 데이터 소
스를 토대로 함).

InfluenceMap은 기업의 기
후 정책 참여 및 파리협약 목
표에 따른 기업 로비 활동(해
당 업계의 협회를 통한 직간
접적)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CTI에서는 또한 파리협약 목표
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기업 재무
제표 및 회계 실무에 대한 기후
통합 관련 지표를 평가합니다.

https://2degrees-investing.org/

TPI에서는 또한 3개의 보조
지표(2.3/3.3/4.3)에 대해 파리
협약 목표 1.5°C에 따른 온실
가스 목표의 조정 테스트를 적
용합니다.
https://www.transitionpathwayinitiative.
org/

https://influencemap.org/

https://carbontracker.org/

*TPI(강조 표시)에서 제공하는 평가만 2021년 12월 검토 기간이 적용됩니다. CTI, 2DII 및 InfluenceMap은 각각 고유한 프로세스와 평가
방법론이 있는 독립적인 추가 분석을 제공합니다.

CA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
공개 프레임워크

평가 기관

(1)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목표

TPI

(2) 장기(2036~2050) 온실가스 목표

TPI

(3) 중기(2026~2035) 온실가스 목표

TPI

(4) 단기(2020~2025) 온실가스 목표

TPI

(5) 탈탄소화 전략

TPI

(6) 자본 조정(공개)

TPI

(7) 기후 정책 참여(공개)

TPI

(8) 기후 거버넌스

TPI

(9) 공정한 전환 [베타*]

TPI

(10) TCFD 공개

TPI

조정 평가

평가 기관

자본 배분 조정 (유틸리티/ 석유 & 가스)

CTI

자본 배분 조정 (유틸리티/ 자동차)

2DII

기후 정책 참여 조정

기후 회계 및 감사(공개 & 조정) [잠정적**]
*베타 =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v2.0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잠정적 =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공개적으로 평가함. v2.0에서 변경될 수 있음

InfluenceMap

CTI

데이터 제공자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보완적인 지표 세트를 제공합니다.
TPI(강조 표시)에서 제공하는 평가만 2021년 12월 검토 기간이 적용됩니다.

v1.1 개요 – 방법론 및 리소스
각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이 기여하는 평가에 고유하고 독립적인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지표는 서로 보완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미래로의 전환을 평가하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평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전체(또는 집계) 점수 또는 순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지표 또는 데이
터 제공자 평가에 대한 합산 점수는 없습니다(다양한 방법론 사용 시). 예를 들어 TPI와 InfluenceMap에서
제공하는 로비 활동 평가에 대해 합산된 점수는 없습니다.

기후행동 100+와 해당 연구 파트너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정보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포트폴리오 분석, 기업 참여 및 위임 투표 활동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투자자는 기후행동 100+에서 가용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
는 방법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데이터 사용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
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v1.1 공개 지표와 방법론이 이 프레젠테이션의 커버 노트와 함께 이메일에 포함되었습니다. TPI
의 탄소 성과 방법론(2.3/3.3/4.3)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한 기타 지표의 방법론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또한 CTI, , 2DII, InfluenceMap에 대한 기존 방법론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V1.1 – 업데이트 요약
이러한 각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주요 지표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평가 방법론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2020년 11월 CA100+ 포커스 목록에 추가된 8개 기업을 포함하도
록 확장(이러한 기업들은 v1.0에서 평가되지 않았음). v1.1에서는
166개 기업 모두 평가될 예정.
• 가용 산업부문들에 대해 IEA 1.5°C(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사
용.
• 특정 지표 문구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한 사소한 편집 및 설명.
• 지표 9: 공정한 전환, 의 '베타' 버전 추가. 여기에서 기업들은 내부
적으로 평가되지만 점수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보조 지표 8.3이 v1.0에서 시범 적용되었으며, v1.1에서 오스트레일
리아 기업만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베타'로 사용됨. 다른 모
든 기업은 평가되지 않을 것임.

조정* 평가 업데이트
CA100+에서는 벤치마크 v1.1의 공개 프레임워크와
함께 다음 조정 평가를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CTI에서 평가한 자본 분배 조정(유틸리티 및 석
유 & 가스). v1.0에 포함됨.
• 2DII에서 평가한 자본 분배 조정(유틸리티 및 자
동차). v1.0에 포함됨.
• InfluenceMap에서 평가한 v1.1용 기후 정책 참
여 조정 지표의 추가. v1.0에서는 기업 프로필에
InfluenceMap 평가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었지
만 이제 전용 지표 형태로 제시될 것임.

공개와 조정에 대한 기타 업데이트
•

CTI에서 평가한 기후 회계와 감사에 대한 새로운 '잠정적' 지표 추가. 평가는 v1.1에 게시됩니다.

베타 =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v2.0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슬라이드의 조정 평가는 2021년 9월 현재 기준입니다. CA100+에서는 정기적으
잠정적 =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공개적으로 평가함. v2.0에서 변경될 수 있음
로 조정 분석을 검토하고 2022년 3월 출시 전에 v1.1 벤치마크에 추가 평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포커스 목록에 추가된 8개 신규 기업
기업

국가

ISIN

산업부문

Grupo Argos S.A.

COT09PA00035 콜롬비아

시멘트

Grupo México

MXP370841019

멕시코

Diversified Mining

Incitec Pivot

AU000000IPL1

오스트레일리아

화학

Oil Search

PG0008579883

파푸아뉴기니

석유와 가스

Orica

AU000000ORI1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산업

Petróleos Mexicanos(PEMEX)

XS0775808917

멕시코

석유와 가스

Saudi Arabian Oil
Company(Aramco)

XS1982113463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와 가스

Ultratech Cement

INE481G01011

인도

시멘트

V1.1 업데이트 – IEA 탄소중립 2050(1.5°C) 시나리오
데이터 수집 당시 신뢰할 수 있는 1.5°C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 v1.0에서 기업은 가용 산업부문에 대해 IEA(국
제에너지기구)의 B2DS(Beyond 2 Degrees Scenario)* 를 대체로 반영하는 TPI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되
었습니다(ICCT에서 제공한 시나리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부문 제외). 이는 보조 지표 2.3, 3.3, 4.3
에 적용됩니다.
다음 버전인 v1.1의 경우, CA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2021
년 5월에 발표된 IEA의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위 방안을 대체할 것입니다. v1.1 버전에
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고 50% 확률로 온도 상승을 1.5°C로 유지하는 방안을 설정합
니다.
1.5°C 시나리오는 특정 산업부문**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산업부문의 조정은 계속 v1.0에서 사용된 방
안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벤치마크에서 평가하는 모든 산업부문에 대해 1.5°C 시나리오를 통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관련 데이터
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B2DS(Beyond 2°C Scenario)는 국제 정책 목표에 따라 신속한 탈탄소화 방안을 설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파리협약에 대한 각국의 야
심 찬 열망에 따라 실제 한계까지 밀어붙일 경우 알려진 청정에너지 기술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산업부문에는 작년에 평가된 대다수의 기업이 포함되지만, 화학, 탄광업, 소비재 & 서비스, 석유 & 가스 유통, 기타 산업
재, 기타 수송 부문의 탄소 성과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1.5°C 대신 2도 시나리오(고효율)와 Paper B2DS로 평가됩니다.

V1.1 업데이트 – 방법론 편집 및 설명
공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표와 방법론 문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했습
니다.
• 지표 1: 목표를 추적하는 지표(지표 2, 3, 4)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탄소중립 포부를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지표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 지표 5: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한 포괄적인 탈탄소화 전략을 지표에
서 추적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표가 수정되었습니다.
• 지표 6: 이 지표는 기업이 탄소 집약적 자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세운 경우 평가를 명확
히 하고 가능하게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CA100+는 목표 설정에서 상쇄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려와 지표 2~4(기업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사이의 의존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v1.1이 출시된 후 이
문제를 투자자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v1.1 공개 프레임워크 평가 방법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지표 9 – 공정한 전환 [TPI에서 평가]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업 모델로의 전환이 직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이 고려해야 합니다.
• 2021년 3월 v1.0의 경우, CA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 JT(공정한 전환) 지표(지표 9)는 당
시 개발 중이어서 더 넓은 벤치마크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리 표시자로만 제시되었습니다.
• 첫 번째 버전이 출시된 이후 선정된 전문가들과 함께 더 포괄적인 JT 지표의 초안을 개발했습
니다. 이는 v1.1용 '베타' 지표 버전 형식으로서, JT 데이터는 자체 내부 분석을 위해 수집되지만
2022년 3월에 공개적으로 출시되거나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v1.1에 포함된 '베타' 지표는 향후 버전에서 지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 현재의 이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10월 후속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해주시면 그에 대한 광범위
한 협의를 거쳐 v2.0에 통합할 계획입니다(향후 2022년에).

지표 9 – 공정한 전환 [TPI에서 평가]
이 지표는 v1.1에 포함될 베타 지표입니다. 기업은 v1.1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공개 프레임워크의 일부입니다.
보조 지표 9.1 - 인정
측정항목 a): 기업이 기후변화 전략인 공정한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로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측정항목 b):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및/또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공정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참조했다.
보조 지표 9.2 – 약속
기업은 다음의 공정한 전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측정항목 a): 기업이 공정한 전환 원칙에 따라 탈탄소화를 약속하는 정책을 게시했다.
측정항목 b): 기업이 탈탄소화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유지, 재교육, 재배치 및/또는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보조 지표 9.3 - 참여
기업이 공정한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한다.
측정항목 a): 기업이 근로자, 노동조합, 지역사회 및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정한 전환 계획을 개발했다.
보조 지표 9.4 – 행동
기업이 공정한 전환 원칙에 따라 탈탄소화 전략을 위해 노력한다.
측정항목 a): 기업이 탈탄소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저탄소 이니셔티브(예: 재생,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접근, 부지 용도 변경)를 지원한다.
측정항목 b): 기업이 협의를 통해 탈탄소화 노력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측정항목 c): 기업이 기업의 탈탄소화 전략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한다.

의존성: 9.1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측정항목 9.2~9.4는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9.4는 9.2a에 의존합니다.

신규 - 기후 회계 및 감사* [CTI에서 평가]
CA100+는 더 완전한 기업 재무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 및 관리 의사 결정에 기후 위험을 통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계와 감사에 대한 지표를 통합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이 잠정적 지표의 개발은 CTI(Carbon Tracker Initiative)와 CAP(Climate Accounting
Project)가 주도했습니다. 이 제공자들은 기후 회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많은 조치는 이미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이행되었습니다.
이는 v1.1에 대한 ‘잠정적’ 지표 버전의 형식으로서 2022년 3월에 데이터가 수집되어 공개적으로
평가되지만, 최종 버전은 벤치마크 v2.0에서 수정될 예정입니다(공개 협의 후).

초안의 지표 문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문구와 평가 방법론은 앞으로 몇
달 안에 CA100+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는 CTI와 CAP가 함께 수행한 독립형 프로젝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TPI에서 평가한 공개 프레임워크나 TPI에서 수행한 2021년
12월 검토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후 회계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피드백은 CTI에서 수행합니다.

기후 회계 및 감사 지표* [CTI]
이 지표는 기업의 회계 실무 및 관련 공개, 이에 대한 감사 기관의 보고서가 2050년(또는 이전) 탄소중립 탄소 배출 방안으로의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영향을 반영
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 회계 및 감사 기준에서는 이미 중요한 기후 관련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과 감사 기관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협약 목표에 따라 탈탄소화를 가속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보장할 것을 기
대합니다. 이는 공개와 조정 평가의 혼합입니다.
보조 지표 11.1 - 재무제표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에 기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항목 a): 재무제표가 중요한 기후 관련 문제가 통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측정항목 b): 재무제표가 정량적 기후 관련 가정과 추정을 공개한다.
측정항목 c): 재무제표가 기업의 다른 보고와 일치한다.
보조 지표 11.2 -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감사 기관이 감사에서 중요한 기후 관련 문제의 영향을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측정항목 a): 감사 보고서가 감사 기관이 기후 관련 문제의 중대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식별한다.
측정항목 b): 감사 보고서가 재무제표와 '기타 정보' 간의 불일치를 식별한다.
보조 지표 11.3 - 2050년(또는 이전)까지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춰 조정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에 2050년(또는 이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GHG)을 제로(0)로 만들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협약의 우
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 흐름의 중요한 영향이 포함된다.
측정항목 a): 재무제표가 2050년(또는 이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에 부합하는 가정과 추정을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민감성을 보인다.
측정항목 b): 감사 보고서가 기업이 사용하는 가정 및 추정이 2050년(또는 이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과 일치함을 식별하거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민
감성 분석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현재, 이 지표 문구는 거의 최종 초안입니다. *v1.1 출시 전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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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기 - CA100+ 탄소중립 벤치마크(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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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워크 v1.1 개요 및 데이터 제공자
• 미리 보기(v2.0)

미리 보기
• 기후행동 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는 2023년 v2.0에 대한 더 포괄적인 개정을
통해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 투자자, 기업, NGO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는 벤치마크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의 변
경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입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벤치마크의 향후 개발에는 상쇄, 로비, 공정한 전환, 녹색 수익, 확
장된 산업부문 1.5°C 조정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한 다양한 잠재적 개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A100+는 새로운 벤치마크 개발에 대해 이해 관계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십시오.
benchmark@climateaction100.org

부록: CA100+ 벤치마크 1.0 - 현재 리소스 스포트라이트
벤치마크 방법론과 기업 평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리소스와 지침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표, 보조 지표 및 측정항목 요약
10개의 공개 기반 지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기후행동 100+ 공개 지표 평가 방법론 및 지표 가이드
기업 데이터 및 공개 평가 방법에 대한 심층 지표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 전환 방안 이니셔티브 탄소 성과 방법론
TPI의 배출 목표/강도 평가방법을 참조 기후 시나리오(벤치마크 보조 지표 2.3, 3.3,
4.3)에 맞춰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록: 신규 기업의 약속을 강조하는 프로세스
기후행동 100+는 연차 벤치마크 평가 주기 사이에 게시된 관련성 있는 새로운 기업 약
속/공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목적: 이 정보는 투자자에게 관련성 있는 새로운 기업 약속/공개에 대한 가시성을 제
공하고 주요 개발 사항을 추적합니다.
• 시기: 분기별로 CA100+ 웹사이트의 개별 기업 벤치마크 프로필에 새로운 관련성 있
는 약속/공개가 추가됩니다.
• 이러한 공개는 평가되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벤치마크 프로필(예: Trane
Technologies 평가) 하단의 '참고' 섹션에 보충 정보로 제공됩니다.

• 참고: 새로 강조 표시된 평가되지 않은 약속으로 인해 기업의 초기 벤치마크 점수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