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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배경 및 진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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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재단의

전략적 방향성

투자자 초점
기업가치 중심

기후 우선
climate first

기존 전문기구
개념체계 활용

국제 기준선
global baseline

국제 표준 기준을 위한 IFRS재단의 전략적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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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선(global baseline) 접근법

➢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

➢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등에 대해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 (예) 해당 공시 기준을 그대로 활용 또는 해당 공시 기준에 공시 요구사항 추가

⇒ 국제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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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정책
및 규제

IASB 제정

ISSB 제정국제 기준선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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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가 제정할 기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지속가능성 공시의 목적] 투자자가 기업가치 판단 시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관련 정보를 기업이 공시

⇒ 즉, 투자자를 위하여 지속가능성-관련 사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준명이 ‘공시 기준’인 이유]

1. 지속가능성 보고와의 구별(보고는 해당 기준서 적용범위에 미포함)

2. ISSB 기준서 내 공시 요구사항: 일반적으로 측정방법도 제시(IFRS 회계기준과 일관성 유지)

(예) IFRS 7, IFRS 12이 대표적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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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를 위한 기준 체계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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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를 위한 지배구조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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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버: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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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 IFRS재단(Chair) 下

주요 기준제정기구들(CDSB, TCFD, IASB, VRF, WEF)

의 연합으로 구성

➢ ISSB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 단, 본 프로토타입은 정규절차를 거치지 않음

➢ 추후 ISSB의 기준은 정규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 예정

https://www.iosco.org/
https://www.ipsa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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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WG의 프로젝트 결과물 - 프로토타입

총 8개의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예정

5. 기준 안건을 안내하기 위한 기타 항목들

6. 정규절차 특성

7. 디지털화 전략

8. IASB와 ISSB의 연계성

1.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2. 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

3. 기준제정을 위한 개념 지침

4. 기준 아키텍쳐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발표(‘21.11.3.)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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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RWG의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

1. TCFD의 체계 기반

공시의 표시 원칙은 TCFD의 4가지 축(pillars) 활용

① 지배구조(governance)

② 전략(strategy)

③ 위험관리(risk management)

④ 지표와 목표(metrics and targets)

2. SASB의 산업별 특성 고려

3. 보충자료: 기후-관련 공시 프로토콜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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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제정을 위한 개념 지침

➢ ISSB의 개념체계와 유사

- IFRS 기준의 일부가 아님: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요구사항보다 우선시 되지 않음

- IFRS 회계기준의 경우와 같이, 반복 및 정교화되어 특정 요구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음

(예) ‘중요성의 개념‘ - IASB 개념체계에서 개발되어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통합

➢ IASB의 개념체계와 ISSB의 개념체계는 향후 통합 예정

- IASB의 많은 영역이 ISSB에 적용 & IASB 자체도 일부 조정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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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 아키텍쳐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표시
(일반 요구사항)

테마
(첫번째: 기후)

-TCFD 기반 -

산업
(산업별 공시)
-SASB 기반 -

지
배
구
조

지
표
와
목
표

전
략

위
험
관
리

기업의
운영방식에
중요한 문제
에 초점을
맞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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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 안건을 안내하기 위한 기타 항목들

➢ 초기 업무 일정 제안

➢ 안건협의 및 연구를 위한 제안

6. 정규절차 특성

➢ IFRS재단의 정규절차 원칙(투명성, 전체의 공정한 협의, 책임성) 기반

- ISSB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의 정규절차 필요

7. 디지털화 전략

➢ 디지털 재무보고 전략 – IASB와 연계 고려 및 SASB 택사노미 활용

➢ 디지털 경험 - TRWG 회원들의 기존 디지털 제품의 기술 검토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배경 및 진행 현황

Slide 16

8. IASB와 ISSB의 연계성

➢ IASB와 ISSB가 산출하고자 하는 정보의 목적(기업가치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이 동일

➢ 두 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 종합적 정보 세트 산출이 필요

Ⅰ.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ISSB 설립

[연계성 달성을 위한 논의 사안]

▪ 지배구조 및 정관 약정

▪ 운영 사안 - 전문스태프 활용 및 운영스태프 지원

▪ 두 위원회 간 업무범위 및 연관 사안

▪ 기업보고체계의 다른 부분

▪ 정규절차, 개념체계 일치(중요성, 기업가치 창출)

▪ 공동 주제 및 프로젝트 식별

(예) 공동 수행 – 경영진설명서, 협력 수행 – 무형자산

▪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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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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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rototype
(이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개발 목적] ISSB의 순조로운 기준 제정을 돕기 위한 권고안 (by TR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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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rototype
(이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 국제회계기준 제1호(IAS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본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은 IAS 1의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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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rototype
(이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 다만, 기후 및 산업별 기준 외 사안에 대한 기준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예상

⇒  향후,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 공시를 요구할 예정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주요 정보이용자 목적

전 세계 자본시장 참여자들 의사결정및기업가치평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의 중요성 증대

일관되고, 완전하며,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한 정보 요구 증가에 대응 ⇒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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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의 구성

I. 목적(Objective)

II. 적용범위(Scope) 

III. 개념적 요소의 적용(Applying conceptual elements)

중요성(Materiality) ▪ 보고기업의 경계(Reporting entity’s boundary) ▪ 연계성(Connectivity)

IV. 일반적 특징(General features)

지배구조 ▪ 전략 ▪ 위험 관리 ▪ 지표와 목표
비교정보 ▪ 보고빈도 ▪ 보고채널 ▪ 관련 재무제표 식별 ▪ 재무데이터 및 가정의 활용
공정한 표시 ▪ 추정 및 결과불확실성의 원천 ▪ 오류 ▪ 준수 문구 ▪ 시행일

=

부록.A 용어의 정의 B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정보를 포함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C 중요성 판단 D 유용한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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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Objective)

[정보공시 근거] 기업 간, 기간 별 비교가능성 · 일반목적재무보고 내 다른 정보(재무제표 및 주석)와 연계

(K-IFRS 1000호 개념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
한 기준을 정한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누구에게 무엇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정보이용자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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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용범위(Scope) 

➢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가능성 사안은 미포함

- 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부정적 기여를 이해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허용

(K-IFRS 1001호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거래
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그 밖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적용

세부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사안 및
산업-전반, 산업-기반 및 활동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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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요소의 적용(Applying conceptual elements) – 중요성

A.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

B.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현금흐름에 높은 잠재적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사건

(K-IFRS 1000호 중요성)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
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중요한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 할 시

이를 기초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및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요소*에 대한
통찰·이해(insight)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 단기, 중기, 장기의 현금흐름 및
해당 현금흐름에 기인한 가치창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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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요소의 적용(Applying conceptual elements) – 보고기업의 경계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보고기업의 경계] 

➢ 다만, 보고기업의 경계 외부 파트너와의 활동, 상호작용 및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시 요구

(예) 보고기업의 주요 공급사가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상당한 개선을 요하는 제조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일반목적재무보고를위한보고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수행하는 보고기업 재무제표 상 보고기업

연결 및 종속기업(지배력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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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요소의 적용(Applying conceptual elements) – 연계성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의 완전한 집합] 정보이용자가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와 일반목적재무보고 내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 의존성 및 절충(trade-offs)을 이해 가능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일반목적재무보고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 다른 정보(재무제표 및 주석)

연계성 · 의존성 · 절충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Slide 27

III. 개념적 요소의 적용(Applying conceptual elements) – 연계성

➢ 관계 - 서로 다른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

(예) 천연자원의 사용, 공급망 내의 변화 ⇒ 관련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술

➢ 절충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또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설명

(예) 임박한 탄소배출세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 시, 향후 유의적으로 고용 위축 초래 가능

⇒ 기업이 직원을 어떻게 재교육하고, 보상 및 재배치 하고 있는지 기술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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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4개의 축

지배구조
(거버넌스)

보고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

전략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과 전략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

위험 관리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

하는 방법

지표 및 목표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기업의 성과를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되는 정보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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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TCFD의 4개의 축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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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1) 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이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함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자(조직) 식별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해당 조직의 책임이

이사회 권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반영되는 방식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해당 조직이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

지속가능성-관련 사안에

대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조직 및 위원회에 통보하

는 과정 및 빈도

지배구조 a 지배구조 b 지배구조 c 지배구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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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1) 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이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함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 관련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정책의 감독

시, 해당 조직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를 고려하는 방식

해당 조직이

지속가능성-관련

목표 설정 및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방식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을 설명하고,

해당 역할에 대해

경영진을 감독하는 방식

지배구조 e 지배구조 f 지배구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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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2) 전략

[전략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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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사업모형,전략 및 현금

흐름에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경영진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말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전략 a 전략 b 전략 c 전략 d 전략 e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위험및기회 기업의전략적계획에통합 기업 전략의핵심인지여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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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과정(process)에 대한 설명

해당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정의하는 방법 &

해당 정의가 기업의 전략적 계획의 범위 및 자본 할당 계획과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상세 위험 및 기회 & 

각각의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범위(time horizon)에 대한 설명

➢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

전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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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전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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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

특정 가치사슬에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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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

(해당하는 경우) 레거시 자산에 대한 계획 및 중요가정

이전 보고기간에 [전략 b]에 따라 공개된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

경영진 의사결정에 있어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사안

기업의 재무계획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가 포함되는 방법

➢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가 경영진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략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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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지속가능성-관련 위험·기회가 (가장)최근 보고된 기업의 재무성과, 상태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전략에 따른,

기간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 예상(by 경영진) (아래 두가지 사안 반영)

(i) 기업의 현재 및 예정된 투자계획과 재무상태에 미칠 예상 영향

(ii) 해당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계획한 자금원

전략에 따라, 경영진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기업의 평가가 재무제표의 추정 불확실성의 원인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및 해당 원인 기술

전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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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기업의 전략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분석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

(해당되는 경우,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분석의 경계, 시간 범위, 분석결과 포함)

➢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 다음 사안을 (가능한) 정성적, 정략적으로 공시

전략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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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3) 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기존 및 새로운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을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하고, 그 과정(process)을 현재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함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이

식별되는 과정

(적용가능한 경우)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해당 조직이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지속가능성-관련 사안에

대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조직 및 위원회에 통보하

는 과정 및 빈도

위험관리 a 위험관리 b 위험관리 c 위험관리 d

① 해당 위험의 가능성 및 영향 결정 방법

② 다른 유형의 위험과 관련된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의 우선순위 지정방법

③ 사용된 유의적인 입력 매개변수

④ (이전 보고기간과 비교) 과정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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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3) 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기존 및 새로운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을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하고, 그 과정(process)을 현재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함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이

식별되는 과정

(적용가능한 경우)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

유의적인 개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해

해당 위험이 감독, 관리 및

완화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 및 방법

위험관리 a 위험관리 b 위험관리 c 위험관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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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3) 위험관리

[네이버 2020 TCFD보고서]

유형자산으로서의 네이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사옥 및 데

이터센터 관리 조직체계가 운영상의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친환경 시설 건축 및 운영을 위한 녹색구매를 이행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기업 전반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CFO 산하의 전사

ESG 관리 인력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검토, 식별하며

단기, 중·장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CFO는 리스크 대응

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 지출이나 재원 확보를 검토하며, 최종적

으로 주요 비재무 리스크 관리 방향성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하

여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로 인한 극심한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와 CEO 산하 리스크 관리 전담 지원조직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Slide 41

IV. 일반적 특징 (4) 지표 및 목표

[지표 및 목표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 위험 및 기회를

측정하고 감독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함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metrics)

산업-기반 지표
(industry-based metrics)

활동 지표
(activity metrics)

지표 및 목표 a

산업 유형 및 사업모형과 무관

산업별 사업모형의 공통적 특징 및 해당 사업모형을 구성하는 기본 사업 활동이
특정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노출되는 방식에 기반

(기업 간 비교를 위해) 지표를 정규화

주
요
성
과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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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4) 지표 및 목표

[지표 및 목표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 위험 및 기회를

측정하고 감독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함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metrics)

산업-기반 지표
(industry-based metrics)

활동 지표
(activity metrics)

해당 의사결정기구가

설정한 목표

설정한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하는

기타 주요 성과 지표

지표 및 목표 a 지표 및 목표 b 지표 및 목표 c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련 지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특징-공정한 표시’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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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설정한 목표

목표의 성격

목표에 도달하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기타 성과 지표

공시한 목표에 대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유의적인 변화 또는 추세 분석

목표 및 입력값 산출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활용된 유의적인 가정과 해당 방법의 한계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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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 목표가 절대값인지, 정규화되었는지, 집약도(원단위)인지, 또는 활동지표 기반인지

- 해당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 진행율을 측정하는 기준 기간

- 이정표 또는 중간 목표

- 목표가 외부 매개변수에 기반하여 결정되는지, 또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검증되는지 여부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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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관련 위험에 적응 및 완화하거나, 관련 기회를 개선하고, 전략적 목적(goals)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설정한 목표

목표의 성격

목표에 도달하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기타 성과 지표

공시한 목표에 대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유의적인 변화 또는 추세 분석

목표 및 입력값 산출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활용된 유의적인 가정과 해당 방법의 한계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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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4) 지표 및 목표

➢ 지표 및 목표의 정의 및 산출 방법은 일관(시간에 따라)되어야 함

- 재정의 되는 경우 ⇒ 변경 내용, 변경의 이유 및 재작성된 비교수치 제공

➢ 지표에 대한 의미있고, 명확하고, 정확한 이름 및 설명 기술 필요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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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비교정보

➢ 당기 보고한 지표와 주요 성과 지표를 포함한 모든 금액 ⇒ 전기 비교정보 표시

➢ 당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 서술형 정보도 전기 비교정보 표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
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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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비교정보

[네이버 2020 TCFD 보고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1) 2019, 2020년 온실가스 집약도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중단영업(LINE 계열 제외)을 감안한 산정임

사옥 그린팩토리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지속 증

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국내 배출권가격은

2017년 1월 2일 기준 1톤 당 약 7,800원에서 2020년 12

월 말 기준 약 23,000원으로 약 3배 상승하여 배출량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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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보고빈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빈도 식별 ⇒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해 공시

➢ 즉, 최소한 12개월에 한번씩 보고해야 함

[보고빈도가 다를 시] 사유 및 해당 공시의 금액이 충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기술

- 실무적 관행(예, 52주)을 배제하지 않음

- 해당 기준서는중간(interim) 공시, 공시빈도, 공시시점에 대한의무화 X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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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보고채널

➢ 일반목적재무보고의일부(part)로 공시

➢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국가별) 규정들에 의해 일반목적재무보고 內다양한위치에 공시 가능

(예) 사업보고서(또는 연차보고서) 內 경영진설명서 (또는 M&DA, 운영 및 재무 검토보고서, 통합보고서, 전략보고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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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보고채널

[삼성전자 2020 사업보고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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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보고채널

[아스트라제네카 2020 연차보고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LSE) 
프리미엄 부문 상장기업 대상

- TCFD 권고안 요구사항을 재무보
고를 통해 의무 공시(by 2022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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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관련 재무제표 식별

➢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서관련재무제표를식별할 필요

- 관련 재무제표가 IFRS 회계기준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재무제표 작성 기준 공시 필요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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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재무데이터 및 가정의 활용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內재무데이터및가정 & 재무제표에 활용된재무데이터및가정⇒ 일관

- 예: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 내 지표의측정단위가보고통화인 경우 ⇒  재무제표내보고통화사용

➢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서특정정보에 대한 공시를제한한 경우 ⇒ 미공시 허용

- 단, 규정으로 인해 제공되지 않는 (1) 정보의 유형 및 (2) 관련 규제를 기술 필요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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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의 완전한 집합]

➢ 기업이 노출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

➢ 해당기준서및개념체계의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충실하게 표현

(K-IFRS 1001호)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
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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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공정한 표시

(K-IFRS 1001호) … (2)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한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공정한표시를위한공시

목적적합하고, 신뢰할수있고, 비교가능하며이해가능한정보를 공시

공시 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잠재적)영향을

정보이용자가이해하기에충분하지않은경우추가공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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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공정한 표시

➢ 단, 위 판단에 있어 다음 사안을순차적으로고려

(i) 해당 기준의 요구사항

(ii) 유사하고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요구사항

*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가장 최근의 발표 및 인정된 산업별 관행 고려 가능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특정사안에적용할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부재시판단기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요구와관련

특정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와관련된

기업의 위험 및 기회를충실히나타냄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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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추정 및 결과불확실성의 원천

➢ 지표를 직접 정량화 할 수 없고추정만가능한 경우 ⇒ 측정불확실성발생

-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관련 지표 마련에 필수적 요소

-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 및 설명되는 경우, 정보의 유용성의 훼손X

➢ 추정 불확실성이 유의적인 지표를 식별 ⇒원인, 특성및불확실성에영향을 미치는요소를 공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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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추정 및 결과불확실성의 원천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의 일부 요구사항

(1) 재무성과 및 상태에 영향 X (2) 재무제표에 보고 X 

(3) 결과가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대한 설명 요구 ⇒ 경영진의중요성판단요구

➢ 질적 정보 - 지속가능성 요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설명

유의적인 결과불확실성이 있는 미래 사건과 관련

⇒ 유의적인 불확실성의원천및 해당 원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식별 및 공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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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오류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신뢰할만한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누락이나왜곡표시

(1)해당 기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발행승인일에이용가능한 정보

(2)당해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의 작성을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합리적으로기대되는 정보

(예) 산술적 계산오류,지표및목표와주요성과지표에대한정의적용의실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

➢ 단, 과거 기간의 경영진 의도의 가정 및 과거 기간에 공시된 금액을 추정할 시 사후판단은 금지

(K-IFRS 1008호 용어의 정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1)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2)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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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특징 - 준수 문구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 시,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준수 문구(Statement of Compliance) 포함 가능

IV. 일반적 특징 - 시행일

➢ 공표일 (미정)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허용)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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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 용어의 정의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일반목적재무보고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기존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목적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및 위험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성과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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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정보를 포함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a) 사람, 환경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및 관계

(b)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활동

➢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아닌, 규정된(defined)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업가치 동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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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D – 유용한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II.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1

(K-IFRS 1001호 제2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1. 목적적합성(relevance)  

2. 표현충실성(faithful representation)

A.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B.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C. 적시성(timeliness)

D.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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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 Part 2
– 기후-관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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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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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란 무엇인가? 기상은? 그렇다면 날씨는?

기후>기상>날씨
성격>성향>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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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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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후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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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related Disclosures Prototype(이하, 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 발표 이유

▪ 기업과 환경/기후변화 간의 영향 ↑

▪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음의 사항들에 미치는 영향 파악:

1)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성과

2)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가치, 시기, 확실성 → 기업가치 평가

3) 전략 및 사업 모형을 통한 기업의 대응

▪ 기후변화가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향후 영향 및 노출의

수준 및 종류는 부문, 산업, 지리, 규모에 따라,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름

▪ 따라서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일관되게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과 경영에 대해 평가하

고 효율적 자원 배분에 도움이 되는 목표와 지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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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개념

(출처: 국토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국제산림연구센터)

기후변화 대응 설명

완화(mitigation)

-기후변화 원인에 초점을 맞춘 대응으로 원인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흡수에 중점을 둔 활동

예)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속가능 교통수단 확대, 에너지 효율사업, 발전효율 향상, 탄소 포집 및 활용 등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가 초래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대응 활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위험의 최소화, 기회의 극대화에 중점

예) 기후변화 취약계층 원조,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작물유전개량)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벼 종자 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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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 소개

▪ 기후-관련 재무 정보를 식별,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

▪ 기업에게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요구

▪ 정보이용자에게는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제공된 기타 정보와 함께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금액, 시기 및 확실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줌

▪ 궁극적으로 해당 정보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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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 특징

▪ 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은 전문가그룹인 TRWG*라고 하는 5개 기관의 협력 아래 만들어짐

▪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과 SASB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

▪ TCFD권고안이 일반 주요 골격을 구성한다면, SASB는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활용

▪ TCFD의 구성은 4개의 축(pillars)으로 구성

* TRWG: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의 약자로 CDSB, IFRS, TCFD, VRF 및 WEF로 구성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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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 특징, 계속

➢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가 다음의 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지배구조
(거버넌스)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

제 및 절차

예)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전략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

업의 사업 모형 및 전략을 개

선, 위협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위험 관리

기후-관련 위험을 식별, 평

가, 관리 및 완화하는 방법

지표 및 목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되는 지

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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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프로토타입의 구성

I. 목적(Objective)

II. 적용범위(Scope) 

III. 지배구조(Governance)

IV. 전략(Strategy)

V. 위험관리(Risk Management)

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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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용어의 정의
B 산업 공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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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 용어의 정의

➢ [절대목표(Absolute target)] 시간 경과에 따른 절대 배출량 감소 목표. 예) 2010년까지 1994년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감축

➢ [탄소집약도/원단위 목표(Intensity target)] 시간 경과에 따른 비즈니스 지표 대비 배출량 비율 감소 목표. 

예) 2008년까지 시멘트 1톤당 12% 감축

➢ [탄소 가격(Carbon price)] 기업의 투자, 생산, 소비 패턴, 잠재적인 기술 개발, 배출 저감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가격으로 기업의 내부 탄소 가격은 기업의 사업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사용될 수 있음. 예) 탄소그림자비

용 및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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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 용어의 정의

➢ [기후회복탄력성(resilience to climate change)]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하는데 기업의 대응 능력을 말함. 기회는 에너

지 효율 향상, 신제품 개발 및 신 제품 과정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탄력성과 관련된 기회는 장기 보유

자산 또는 광범위한 공급망 또는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Climate scenario analysis)] 불확실성 가운데 미래의 사건으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 예) 기후변화의 물리적 및 전환 위험이 어떻게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사업, 

전략,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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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Objective)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누구에게 무엇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정보이용자

1. 기업의 재무 상태,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미치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영향을 파악하고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가치, 시기, 확실성을 평가

2. 어떻게 경영진의 자원, 해당 지식, 활동, 결과물 및 성과 활용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 및 전략을 지원하는지

3. 기업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을 위한 계획, 사업모형 및 사업장을 도입할 수 있는지 능력 평가

➢기후-관련 공시를 준비하고 공개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을 고려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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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용범위(Scope)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범위 설명

기후-관련 위험
(Climate-related 

risks)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s)  

이상고온, 홍수, 폭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

* 급성 위험(Acute risks): 홍수, 산불, 태풍 등

* 만성 위험(Chronic risks):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평균온도 상승 등

전환 위험
(Transition 

risks)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도변화, 신기술

도입 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간접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Climate-related 
opportunities) 

기후변화에 적응 및 완화 결과로 자원효율성, 에너지원, 제품 ·서비스, 시장,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발생

예)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개발로 인한 매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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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배구조(Governance)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함

➢ 따라서 기업은 다음의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과 함께 7가지를 포함하여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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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배구조(Governance)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자(조직) 식별

해당 조직의 책임이

참조, 이사회 권한 및

기타 관련 정책의 관점에

서 반영하는 방안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해당 조직이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기후-관련 사안에 대한 위

험 및 기회에 대해 조직 및

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

및 빈도

지배구조 a 지배구조 b 지배구조 c 지배구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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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배구조(Governance)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기업의 전략, 

주요거래 관련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정책 감독 시, 

해당 조직과 위원회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안

해당 조직이

기후-관련

목표 설정 및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방안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을 설명하고,

해당 역할에 대해

경영진을 감독하는 방안

지배구조 e 지배구조 f 지배구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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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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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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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략(Strategy)

[전략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도록 함

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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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사업모형,전략 및 현금

흐름에 단기, 중기 또

는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

형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경영진

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말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

성(resilience)

전략 a 전략 b 전략 c 전략 d 전략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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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전략 a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과정(process)에 대한 설명

기업의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정의하는 방법 &

해당 정의가 기업의 전략적 계획 범위 및 자본 할당 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

유의적인 기후-관련 상세 위험 및 기회 & 

각각의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범위(time horizon)에 대한 설명

식별한 위험의 구분: 물리적 위험 또는 전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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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전략 b

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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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

특정 가치사슬에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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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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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경영진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략 c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

레거시 자산에 대한 계획 및 중요가정

앞의 2가지에서 공개한 공개된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

기업의 재무계획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포함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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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말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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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기후-관련 위험·기회가 (가장)최근 보고된 기업의 재무성과, 상태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전략에 따른,

기간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 예상(by 경영진) (아래 두가지 사안 반영)

(i) 기업의 현재 및 예정된 투자계획과 재무상태에 미칠 예상 영향

(ii) 해당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계획한 자금원

전략에 따라, 경영진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기업의 평가가 재무제표의 추정 불확실성의 원인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및 해당 원인 기술

전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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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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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기업의 전략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분석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성과가 어떻게 전략 및 사업 모형의 회복탄력성에 도움이 되

었는지 평가를 동반한 분석 결과

➢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물리적 및 전환)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 다음 사안을 (가능한) 정성적, 정략적으로 공시

전략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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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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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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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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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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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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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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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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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기후-관련 위험을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하는지를 이해하

도록 함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기후-관련 위험이

식별되는 과정

기후-관련 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해당 조직이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지속가능성-관련 사안에

대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조직 및 위원회에 통보하

는 과정 및 빈도

위험관리 a 위험관리 b 위험관리 c 위험관리 d

① 위험의 영향 및 발생빈도

② 다른 유형의 위험과 관련된

기후-관련 위험의 우선순위 지정방법

③ 사용된 유의적인 입력 매개변수

④ (이전 보고기간과 비교) 과정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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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Slide 92

V.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기후-관련 위험을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하는지를 이해하

도록 함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기후-관련 위험이

식별되는 과정

기후-관련 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

유의적인 개별 기후-관련

위험에 대해

해당 위험이 감독, 관리 및

완화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해당 기후-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 및 방법

위험관리 a 위험관리 b 위험관리 c 위험관리 d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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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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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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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개념 및 그림 출처: TCFD)  

개념 설명

지표
(Metrics)

-과거 및 현재 데이터
-검증가능한, 실증적인, 추적가능한, TCFD 4개
축과 연관 있는

목표
(Targets) 

-미래-지향적인 데이터
-인식가능한 지표에 기반한, 정량적이고 정교한, 
적어도 5년에 한번은 검토 및 업데이트 등

“Though not all metrics will require a 
target, all target should be supported by 
appropriate metrics.”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설정한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주요 성과 지표

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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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지표 및 목표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성과를 이해하도록 함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metrics)

산업-기반 지표

(industry-based metrics)

경영진 레벨의

목표

(기후-관련 목표)

지표 및 목표 a 지표 및 목표 b 지표 및 목표 c 지표 및 목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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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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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지표 및 목표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유의적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성과를 이해하도록 함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참고) ISSB가 고려하는 TRWG의 권고안의 내용은 보고기업 간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위해
산업-전반 지표에 열거된 지표(가능한 경우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에 대한 상세한 기술 프로토콜
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있다(예를 들면, Scope 3 배출량 및 원단위 분모의 통합 및 공시). 

현재 산업-전반 지표 중 일부는 지표가 되기 위해 추가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TRWG는 산업-전반 공시와 산업-기반 공시의 관계에 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할 것 또한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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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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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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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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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Metrics) 
지표명 설명

1. 온실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프로토콜 및 탄소집약도(emissions intensity)에 따른 Scope 1, 2, 3의 배출 총량
(단위: 이산화탄소 환산(CO2_e))

2. 전환 위험(transition risks) 기후변화 전환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비율 및 금액

3.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s)

기후변화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기업 활동 또는 자산의 비율 및 금액

4. 기후-관련 기회
(climate-related 
opportunities) 

기후 관련 기회와 연계된 수익, 자산 또는 기타 사업 활동의 비율(금액 또는 백분율로 표시) 

5. 자본 배정
(capital deployment)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을 위해 배정된 자본 지출, 자금 조달 또는 투자 금액(보고 통화로 표시) 

6. 내부 탄소 가격
(internal carbon prices)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가격(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방법 포함)

7. 보상(remuneration) 기후-관련 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영진 보수의 비율(보고 통화로 백분율, 가중치, 설명 또는 금액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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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Slide 99

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Scope 3 배출량

➢ 선택한 카테고리에 대한 활동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예) 온라인 소매상인은 운송 및 배송 서비스로 인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매상인은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에게 해당 배출량 정보가 중요한지 판단 필요

➢ 소매상인은 가치사슬 상의 배출량 정보가 어떻게 Scope 3에 포함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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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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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산업-기반 지표(Industry-based Metrics)

▪ 산업-기반 지표는 기준의 일부로 부록 B에 나와있음

▪ 부록 B는 요약본이며, 전체 산업-기반 지표는 보충서(supplement)에서 확인 가능

▪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

▪ 프로토타입 기후-관련 공시 보충서에서

섹터 및 산업별로 산업 설명, 공시 주제 설명, 회계 지표, 활동 지표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

▪ 각각의 산업에서 기후-관련 위험 또는 기회 관련된 공시 주제 식별 가능

▪ 회계지표와 각각의 공시 주제는 연관이 있음

▪ 기업은 사업 모형과 특정 기후-관련 위험 또는 기회 활동에 연관된 지표를 공시해야 하며

몇몇 기업은 복수의 산업에 속하는 활동 범위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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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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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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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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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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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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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공시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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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기후-관련 목표(Climate-related targets)

1. 목적(완화 or 적응)

2. 절대량 or 집약도(원단위)

3. 과학 기반 목표 및 제3자 검증 여부

4. 부문별 감축 방식(부문별로 탈탄소화 접근법을 이용해 도출했는지)

5. 목표 적용기간

6. 기준 연도(진행상황이 측정되는 기준연도)

7. 로드맵과 중장기 목표

8. 목표 및 전략적 목적 달성까지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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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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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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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 산업공시요구사항

Ⅲ.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프로토타입– Part 2

산업기반 공시 관련 이슈 설명 및 예시

국제 적용가능성
(International applicability)

지표가 특정 국가 규정 또는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
예) 미국 환경보건국의 에너지스타®

기후 관련 직간접적인 지표
(Climate scope)

기후변화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예) 수질

지배구조, 전략 또는 위험 관리 요건에 대한 중복
(Duplication of governance, strategy, 
or risk management requirements)  

기준서 본문에서 중복하거나 반박하는 지표
예) 위험의 설명

산업-전반 지표의 중복
(Duplication of cross-industry metrics)

산업-전반 지표와 같거나 비슷한 지표
예) Scope 1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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