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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 제정 동향

- IFRS지속가능성공시기준제정배경및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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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재단개요

▪ 비영리 ∙공익목적
▪ 3개층위지배구조

IFRS재단의Mission

전세계자본시장에투명성, 책임성및효율성을
제공하는 IFRS 기준을개발

▪ 광범위하고포괄적인정규절차

IFRS회계기준

전세계 140여개국이상에서사용

IFRS재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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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Brazil, Canada, Chile, China, Costa Rica, Egypt, Ethiopia, European Commission, Fiji, France, Germany, Greece, Guatemala, India, Indonesia, 
Italy, Jamaica, Japan, Kenya, South Korea, Luxembourg, Maldives, Mexico, Morocco,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Paraguay, Philippines, Russia, 
Saudi Arabia, Seychelles, Singapore, Spain, Switzerland, Tonga, Turkey, UK, Uruguay, USA

6대륙 40개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ISSB 설립과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지속가능성-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일련의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표를 공개적으로 환영

“

IFRS재단의 ISSB 설립 발표 | CO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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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의 기준제정 방향성

통합 및 협업

G20 재무장관
및 각국 중앙은행

지지

투자자 초점
기업가치 중심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

빌딩블록
접근법

글로벌 기준선
global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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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의 기준제정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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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를 위한 기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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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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B 기준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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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이며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제정을 위해 두 가지 공개초안 발표 (’22.3.31일)

ISSB 공개초안 발표

‘23년 초
IFRS S1 & S2 최종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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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핵심요소를 설정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을 제시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이며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제정을 위해 두 가지 공개초안 발표 (’22.3.31일)

ISSB 공개초안 발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1 2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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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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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 IAS 1(K-IFRS제1001호재무제표표시) & IAS 8(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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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구성

목적(Objective)

적용범위(Scope) 

핵심요소(core content)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와 목표

일반사항(General features)

보고기업 ▪ 연계된 정보 ▪ 공정한 표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공시
▪ 중요성 ▪ 비교정보 ▪ 보고빈도 ▪ 정보의 위치 ▪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 오류 ▪ 준수 문구

부록 A 용어의 정의 B 시행일 C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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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만 제공

→ 중요성 판단 요구

누구에게 무엇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
기업가치를평가하고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기업가치 |  기업의 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기업의 총 가치

단기·중기· 장기에 걸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현금흐름에 귀속되는 가치를 반영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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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 용어의 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정보

-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과 기업의 사업모형 및 그 모형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

한 전략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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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IFRS S1 관련된 재무제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적용

기업의 관련된 재무제표가 IFRS 회계기준이 아닌
다른 (국가별) GAAP에 따라 작성될 때에도 공시기준 적용 가능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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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 4가지 핵심요소에 중점을 둔 공시 요구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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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1) 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도록 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조직 또는 개인)

의 명칭 또는 개인 신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을

기업 위임사항, 이사회 권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도록

설계 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가

통지받는 방법 및 빈도

지배구조 1 지배구조 2 지배구조 3 지배구조 4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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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1) 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도록 함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 시,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를 고려하는 방법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목표의 설정 및 진척을

감독하는 방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에 대한 설명

지배구조 5 지배구조 6 지배구조 7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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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2)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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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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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지속가능성관

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예상 영향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전략의 회복력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위험및기회 기업의전략적계획에통합 기업 전략의핵심인지여부를 평가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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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②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기간

단기, 중기, 장기의 정의 및 해당 정의가 기업의 전략적 계획기간 및 자본할당 계획과 연계되는 방법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자원에 대한 의존성과 자원에 대한 기업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과 의존성에 의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유지하는 관계에서 발생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전략 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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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전략 2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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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

가치사슬에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설명

[예] 지리적 영역, 시설 또는 자산 종류, 투입물, 산출물 또는 유통채널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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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

과거 보고기간에 공시된 계획의 진척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상충

[예] 새로운 영업의 위치에 대한 결정에서 새로운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에서 창출할 고용 기회 간의 상
충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관련 영향

➢ 전략과 의사결정

전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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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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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장 최근에 보고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금액을 중요하게 조정할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위에서 식별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고려할 때, 

(1) 재무상태 및 (2) 재무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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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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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관련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 및 현금흐름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수행된 방법 및 기간을 포함하여 공시

(적용가능한 경우)양적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단일 값 또는 범위를 공시할 수 있다.

➢ 회복력

➢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

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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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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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3) 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을 이해

할 수 있게 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과정(들)

(적용가능한 경우)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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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험관리 2 위험관리 c 위험관리 d
① 그러한 위험과 연관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② 다른 유형의 위험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우선시하는 방법(위험평가 도구에 대한 기업의 사용 포함)

③ 사용하는 입력변수(예: 데이터 출처, 포함되는 운영 범위

및 가정에 사용된 세부사항)

④ 과거 보고기간과 비교하여 사용된 과정(들)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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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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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3) 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을 이해

할 수 있게 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과정(들)

(적용가능한 경우)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들)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및 우선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음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

㈎ 위험(관련된 정책 포함)

㈏기회(관련된 정책 포함)

위험관리 1 위험관리 2 위험관리 3 위험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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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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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3) 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을 이해

할 수 있게 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이 기업의

전체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

되는 정도와 방법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들)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를 식

별, 평가 및 우선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음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

㈎ 위험(관련된 정책 포함)

㈏기회(관련된 정책 포함)

위험관리 5 위험관리 6 위험관리 3 위험관리 4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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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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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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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함

(1)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에 정의된 지표

(2) 다른 원천으로부터

식별된 지표

(3) 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

사업모형에 따른 활동

및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하는

지표를 식별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

하는 지표(설정한 목표에 대

한 진척 포함)를 공시

지표 및 목표 1 지표 및 목표 2 지표 및 목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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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진척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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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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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지표

-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및 진척이 측정되는 기준시점

- 이정표 또는 중간 목표

목표

➢ 지표 및 목표의 정의 및 계산은 일관(시간에 따라)되어야 함

- 재정의 되는 경우 ⇒ 변경 사항 설명, 대체 이유 설명, 재작성된 비교 수치

- 지표에 대한 의미있고, 명확하고, 정확한 이름 및 설명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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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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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보고기업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공시

가치사슬에 걸친 활동, 상호 작용 및 관계, 자원의 사용과 관련

(1) 기업 및 공급업체의 고용 관행, 판매제품의 포장과 관련된 낭비 또는 기업의 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

(2)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 [예] 희소한 수자원에 의존하는 생산 시설

(3)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기업이 통제하는 투자 [예] 공동기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대한 자금조달

(4) 자금원

일반목적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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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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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연계된 정보

①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

②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정보와 연계되는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예]  저탄소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로 인해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주요 공장 폐쇄와 같이 기업의 전략적 대응

이 전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공장 폐쇄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손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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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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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공정한 표시

➢ 공정한 표시는 공시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요구

-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며, 비교가능 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정보를 공시

➢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식별된 공시주제 포함)과 다음을 함께 고려

(1) 산업기반 SASB 기준의 공시주제

⑵ ISSB의 비강제적 지침(예: 물 및 생물 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체계 적용지침)

⑶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내용

⑷ 동종 산업 또는 동일 지역에서 영업하는 기업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S1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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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중요성

현지 법규에서 기업의 정보 공시를 금지 ⇒ 미공시 허용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에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 보고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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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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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내용

비교정보
- 당기 공시되는 모든 지표의 비교정보를 공시 |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 표시

- 단, 적용첫해의경우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

보고빈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보고기간 또한 재무제표와 동일

정보의 위치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part)로 공시 | [예] 경영진설명서

- 상호참조를 통해서도 포함 가능
(단, 상호참조되는 정보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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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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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내용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 유의적인 추정 불확실성이 있는 공시 지표를 식별

-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과 특성,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시

준수 문구

- IFRS S1 및 적용가능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 단, 현지 법률 및 규정이 특정 정보의 공시 금지prohibit하는 경우

→ 해당 정보의 공시 없이 준수 문구 기술 가능

시행일

- 추후 기준이 발표될 시 ISSB가 결정할 예정

- 기업들이 본 제안들의 적용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피드백

및 외부의견조회 검토내용을 고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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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IFRS S2 기후관련공시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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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주요내용

Slide 39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주요 내용의 구성

I. 목적(Objective)

II. 적용범위(Scope) 

III. 지배구조

IV. 전략

V. 위험관리

VI. 지표 및 목표

=

부록.A 용어의 정의 B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C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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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물리적 위험, 전환위험) 및 기회

➢ 단, 기후 변화의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여 ‘기후 관련’의 전체범위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정보이용자(투자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용범위목적

지배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 및 관리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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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물리적 및 전환 위험) 및 기회

<결론도출근거BC49>

기후 변화의 물리적, 경제적 영향은 광범위하며, 해수면 상승, 얼음 커버리지, 극심한 강우 빈도, 산불 사건의 변화, 인류 건강, 토지 사용 및 가용성, 수질 및

가용성, 생물 다양성, 식량 공급 및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영향의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또는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전체 범위(full scope)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안된 요구사항에서는 '기후 관련(climate-related)'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 공개초안은 TCFD 권고안 및

TRWG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한도(parameters)의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식별된 SASB 기준의 산업기반 요구사항과 부합한다. 이 접근법은 기업가치

평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 모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 공시를촉진하고장려하기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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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함

☞ 따라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정보와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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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또는

의사결정기구 내

개인의 신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을 기업의 위임사항, 이사

회 권한 및 그 밖의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감사 위원회, 위험 위

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가

통지 받는 방법 및 빈도

지배구조 a 지배구조 b 지배구조 c 지배구조 d

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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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가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법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가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표의 설정

을 감독하는 방법과 목표를

향한 진척을 감독하는 방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
(위임 여부와 감독 방법 포함)

지배구조 e 지배구조 f 지배구조 g

지배구조

[지배구조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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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란

①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②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

① 단기, 중기, 장기의 정의

② 해당 정의가 기업의 전략적 계획 범위 및 자본 할당 계획과 연계되는 방법

식별한 위험이

▪ 물리적 위험(기상이변의 심각성 증가, 해수면 상승, 평균온도 상승)과

▪ 전환 위험 (규제, 기술, 시장, 법률 또는 평판 상의 위험)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 식별과정에서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부록B)에서 규정한 공시주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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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

가치사슬에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설명

(예: 지리적 영역, 시설 또는 자산 종류, 투입물, 산출물 또는 유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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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전략과 의사결정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

① 기업의 사업모형에 대한 현재 및 예상 변화에 관한 정보

② 이러한 계획에 자원을 제공할 방법

계획을 위한 기후 관련 목표에 관한 정보

① 목표 검토를 위해 시행중인 과정들

②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배출량 감축을 통해 달성할 기업의 배출 목표량

③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상쇄의 의도된 사용

④ 상쇄의 신뢰성 및 진실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 유의적 요소
(예: 탄소상쇄의 영속성에 대한 가정)

⇒ 위에서 공시된 계획의 진척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지표 및 목표 활용)

1) 목표에서 탄소상쇄의 사용에 의존하는 정도
2) 상쇄가 제3자 상쇄 검증 또는 인증 제도 대상인지 여부와 대

상인 경우 어떤 제도인지
3) 탄소상쇄의 유형(예: 자연기반, 기술적 제거기반)
4)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쇄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 유의적인 요소

1) 식별한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해
전략 및 자원배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화

2) 직접적인 적응 및 완화 노력에 대한 정보
(예: 생산 공정 변경, 자재 변경 등)

3) 간접적인 적응 및 완화 노력에 대한 정보
(예: 고객 및 공급망과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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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재무제표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가장)최근 보고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조정될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식별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전략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① 현재 및 약정된 투자 계획과 이들이 재무상태에 미칠 예상 영향

②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예정된 자금조달 원천

전략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재무성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 위 4가지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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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전략의 기후 회복력(resilience)

기후 회복력 분석 결과

분석 방법(시나리오 분석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시나리오 분석 다른 방법

1) 평가에 사용한 시나리오 및 해당 시나리오의 출처

2)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3) 사용한 시나리오 전환 위험 또는 증가한 물리적 위험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4)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했는지 여부

5) 선택한 시나리오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을 평가하는 것

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6) 분석에 사용한 시간

7) 분석에 사용한 투입변수

8)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정

1) 기후 회복력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또는 기법에 대한 설명

2) 분석에 사용한 기후 관련 가정

3) 기업이 선택한 기후 관련 가정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4) 분석에 사용한 기간

5) 분석에 사용한 투입변수

6)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정

7) 전략에 대한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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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들)을 이해하도록 함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들)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

는 데 사용하는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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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과 연관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② 다른 유형의 위험과 관련된

기후 관련 위험의 우선순위 지정방법

③ 사용하는 입력변수(예: 데이터 출처)

④ (과거 보고기간과 비교) 과정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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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위험관리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들)을 이해하도록 함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및 우선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된 정책 포함)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

이 기업의 전체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

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

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위험관리 c 위험관리 d 위험관리 e 위험관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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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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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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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목표

[지표 및 목표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이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측정하고, 감독, 

관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metrics)

산업기반 지표
(industry-based metrics)

*부록 B에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을

측정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사용하는 그 밖의 지표

지표 및 목표 a 지표 및 목표 b 지표 및 목표 c 지표 및 목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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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지표 산업기반지표

SIC 부문 및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 (11개 부문 68개 산업)
소비재 부문 추출물 및 광물처리 부문

…

운송 부문

B1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류 B7 석탄 사업 B60 항공 운송 및 물류

B2 가전제품 제조 B8 건축 자재 B61 항공

… … …

B6 대형, 전문 유통 및 배급 B14 석유 및 가스-서비스 B68 도로 운송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구성

(1) 산업 설명 (2) 공시 주제 (3) 지표 (4) 세부 프로토콜 (5) 활동 지표

지표의 중복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지표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

일부 산업기반 지표는 산업전반 지표와 중복되는 경우도 존재

❶온실가스 배출량

❷전환 위험

❸물리적 위험

❹기후 관련 기회

❺자본배치

❻내부 탄소 가격

❼보상

산업 및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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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지표

❶온실가스 배출량

❷전환 위험

❸물리적 위험

❹기후 관련 기회

❺자본배치

❻내부 탄소 가격

❼보상

산업 및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

관련 정보
❶

(가) Scope 1,2,3 별 절대 총 배출량 (CO2-e(t))※GHG 프로토콜에 따른

(나) Scope 1,2,3 별 배출량 집약도

(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공동기업 등에 대해 (가)에서 공시한 각각의 Scope 1 및 2 배출량

(라)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의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마) (라)의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와 그 선택이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

(바) (가)에서 공시한 Scope 3 배출량의 경우, 
① 측정에 있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을 포함
② Scope 3 측정에 포함된 범주 공시
③ Scope 3 측정에 가치사슬 내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측정 근거를 설명
④ (바)③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술

❷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의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업의 활동

❸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의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업의 활동

❹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업의 활동

❺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❻
(가) 기업이 배출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1톤당 가격

(나) 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한 방법

❼
(가) 기후 관련 사항과 연계되어 당기 인식된 경영진 보상의 비율

(나)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에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기술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S2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주요내용

Slide 61

지표 및 목표 | 산업기반 지표 (예) B9철강 제조(EM-IS)

산업 설명
철강 제조 산업은 제철·제강 시설을 갖춘 철강 제조자 및 철강
주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 제조자
부문은 자체 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품에는 압연강판, 주석도금강판, 파이프,
튜브,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고합금강으로 만든 제품이
포함된다.

공시 주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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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토콜

지표 및 목표 | 산업기반 지표 (예) B9철강 제조(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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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목표

1. 목표 도달 및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진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2. 기업이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3. 절대량 목표인지 집약도 목표인지 여부

4. 목표의 목적(예: 완화, 적응 또는 부문이나 과학기반 이니셔티브에 부합)

5. 해당 목표와 기후 변화 관련 최신 국제 협약에서 창출된 목표와의 비교

및 목표에 대한 제3자 검증 여부

6. 해당 목표가 부문별 감축 방식을 사용해서 도출되었는지 여부

7.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8. 진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

9. 이정표 또는 중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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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목표

S2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주요내용

Slide 66

S2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Slide 67

Ⅳ. ISSB 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
및 ISSB 검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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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안

보고기업 가치사슬의 경계를 공급망 수준으로 축소

중요성 ① 질적 요소 고려한 중요성 판단의 어려움
② 중요성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 추가 공시 필요
③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 형성 목적 부합 의문

보고빈도 및 기간 동시보고에 대비(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할 충분한 준비 기간 필요

산업전반지표- Scope3 국가별 공시규제 및 기업 부담 고려해 산업전반 지표가 아닌 산업기반 지표로 변경함으로서 특
정 산업만 공시

금융배출량 ① 방법론 개선 필요 – 일관된 정보 수입 체계 및 가중치 배정방식
② 추가적 지침 필요 – 정보 수집 단계부터 산출 전반과정 포함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ISSB기준 ED에 수렴된 주요 의견과 ISSB의 대응

Slide 69

수렴된 주요 의견

① ISSB의 목표에 대한 강한 지지 | 투자자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기준선 개발

② 첫번째 기준서 발행을 위한 속도와 품질 중요성 | 예정된 일정안에 고품질 기준서 개발

③ 확장성(Scalability) 강조 | 기업의 역량 및 인프라 부족

④ 상호운용가능성(Interoperability)의 중요성 | SEC 공시기준 및 ESRS

⑤ 산업기반 공시에 대한 지지 단, IFRS S2 부록B를 비강제사항으로 변경 제시

금융 및 촉진 배출량 공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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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품질 중요성

선정된 주제들 재심의할 예정(잠정결정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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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Scalability) 강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제안 → 이를 기반으로 추가 분석 예정

특정 판단기준 수립

➢ 해당 기업은 요구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더 쉬운 대체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 하도록 수정

❖ 단,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그 사유를 공시해야함

1 기업별 공시
면제/간소화 규정 개발

(1) 적용 지침 제공

(2)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토콜 · 프레임워크 · 지침
활용함으로서,
지침 · 측정 방법론 ·
정보 산출 입력값
에 대한 자료 제공

2 추가 자료 제공

공시 요구사항을
기본(basic) 및 고급(advanced)로
구분해 기업별로 기준 적용을
차별화하도록 수정

3 요구사항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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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가능성(Interoperability)의 중요성

ISSB와 유럽(EC·EFRAG)은 다음 사항을 식별

→ 공통 요구사항은 동일한 표현·계산방식으로 공시 |   기업 이중작업 및 투자자 혼란을 축소

가능한 일치

- ISSB 기준과 ESRS에서 동
일한 사항을 상이한 표현과 계

산방식으로 공시 요구 방지

A. 공통 요구사항

ESRS는 투자자 필요뿐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정보 요구(임팩트)

B. ESRS만 요구

ESRS가 식별하지 않은 투자자 관점
에서 중요한 정보

B. ISSB만 요구

예: 온실가스 배출량 예: locked-in 배출량예: 산업기반 기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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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공시에 대한 지지

SASB 기준서와 관련해 미래에 다음 사항들을 결정할 예정

결정할 사항 예비적 제안

S1 공개초안과 SASB 기준
S1 공개초안 내 현재 역할 유지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 시 SASB 기준서 고려

S2 공개초안과 SASB 기준 S2 공개초안의부록B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을 비강제적적용 지침으로 변경

SASB 기준서의

국제 적용가능성
SASB 기준서의 국제적 적용가능성 빠르게 향상

Agenda consultation

우선순위
ISSB의 향후 계획에서 SASB 기준서 개선을 우선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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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공시 - 금융 및 촉진배출량

다음 우려 사항들에 대해 추가 분석해 재심의할 예정

① 금융 및 촉진배출량 지표는 공시 주제 분류에 있어 정보 이용자 혼란 유발 가능

②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에 상업은행 및 보험 산업과 동일하게 금융배출량이란 용어 사용 부적절

③ 투자은행 및 중개 산업 촉진배출량 지표의 정보 산출 방법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임

④ 촉진배출량의 지연 공시 필요성 – 기본데이터 제공자(예: 피투자기업)의 선 정보공개 필요

⑤ 금융 및 촉진배출량은 Scope 3 배출의 일부이므로 중복 공시 위험 있음

⑥ 상업은행 및 보험 산업의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에서 파생상품 배출량 및 관련 지표 제외

⑦ 금융 및 촉진배출량은 정보 산출 복잡하므로 다른 공시 요구사항 대비 시행일 지연 필요

⑧ 측정단위의 명확한 정의 및 정보 산출 방법론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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