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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2019년 9월, 온실가스 (GHG) 회계 방식을 표준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관되

게 측정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회계 금융연합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이 출범

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을 금융배출량 또는 포트폴리오 배출량이라고도 합니다.

PCAF의 운영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기관들 (BN AMRO, Amalgamated Bank, ASN Bank, the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Morgan Stanley, NMB Bank, Triodos Bank)과 United Nations (UN)-convened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표준을 발간할 당시 85개 이상의 은행과 투자자들이 

PCAF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1 이 중, 아래 16개의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 회계의 표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금융

권을 위한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PCAF 코어팀을 구성했습니다. 

PCAF 사무국은 코어팀의 전문적 토론을 조정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본표준을 편집 및 편술함으로써 코어팀의 활

동을 지원했습니다. PCAF 사무국은 금융기관을 위한 에너지, 지속가능성,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등을 전문으로 하

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가이드하우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Barclays, 녹색 기후 기금, 이슬람 은행 및 금융기관을 

위한 협의회 등이 참관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관인으로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 

개발 과정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참여했습니다. 관찰기관의 참여는 공식적인 지지나 

PCAF선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PCAF 회원사 전체 명단: https://carbonaccountingfinancials.com/financial-institutions-taking-action#overview-of-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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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는 글로벌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 개발 전반 (2019년 10월~2020년 11월)에 걸쳐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PCAF 방법론적 접근법을 토의하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PCAF는 또한 2020년 8월과 9월에 

금융기관, 정책 입안자, 데이터 제공자, 컨설턴트 및 비정부기구NGO와 공개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표준은 GHG 프로토콜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 활동에 대한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범위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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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PACF 운영 위원회  

여전히 증가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확산으로 인한 긴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중립을 통해 탄소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편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탄소회계금융연합 PCAF 운영 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기후 금융 생태계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PCAF가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출범한 이래 전 세계 은행과 

투자자들은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영향 관리, 중요 이해관계자의 공시 요구 충족 및 글로벌 기후 목표의 현황 평가

를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금융배출량 회계 표준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PCAF의 글로벌화는 네덜란드 금융 산업의 선구적인 활동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ASN 

Bank를 선두로 14개의 네덜란드 금융기관은 포트폴리오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금융배출

량 산정 방법론 개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금융배출량 산정이 포트폴리오 탈탄소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옳았습니다. 이들은 금융배출량을 측정함으로써 탄소 집약도가 높은 범위를 식별하고, 고객과 피투자

자를 위한 혁신적인 저탄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금융배출량 산정이 정보에 입각한 기후 

행동의 초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과 기회를 이해하고 포트폴리오의 파리협약 부합 여

부를 평가는 과정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금융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PCAF 네덜란드는 2018년 북미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도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

어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시도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선구적인 가치 중심 금융기관들이 PCAF 방법론을 

적용하겠다는 공공 선언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선례가 다른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문의하기 시작했다. 

우리 위원회는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전세계 어디서든 다양한 규모의 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PCAF 글로벌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은 이러한 글

로벌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본 표준은 PCAF 글로벌 코어 팀의 일원인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만든 결과입니다. 

William & Flora Hewlett 재단과 Ikea 재단이 이러한 여정에 아낌없이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산업 전반에 유

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 기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생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

와준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PCAF 운영 위원회

Tjeerd 
Krumpelman

Ivan 
Frishberg

Jeroen  
Loots

James 
Niven

Sean 
Wright

Dinesh  
Dulal

Lizzy  
Eilbracht

Peter  
San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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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ro Asset 
Owner Alliance

forthcoming representativ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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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Mark Carney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 모든 은행, 모든 보

험사 및 투자자가 경영 모델을 조정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

다. 민간 금융은 필요한 정보, 도구 및 시장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계획의 이니셔티브와 혁신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

니다. 

금융기관은 자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 경계 내의 배출량 그 이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 부동산 및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거대 

금융기관들은 이를 선언했으며, PCAF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PCAF는 기후변화와 탈탄소 전환이 관리해야 할 위험이자 포착해야 할 막대한 상업적 기회라

는 금융 업계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표준화된 금융배출량 공시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리스

크 관리를 사업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경제 활동

에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 산업을 위한 글로벌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은 이러한 기후 관련 금융 공시에 상당한 진전을 가능케하

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금융기관은 본 표준을 적용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권고안이 요구하는 기후변화 리스크 측정 및 공시의 토대를 마

련하고,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와 같은 배출량 기반 목표를 수립하며, 파리 협약에 부합

하는 자본 흐름을 위한 전략과 행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P 26을 1년 앞둔 지금이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모든 은행, 자산 운용사, 에셋 오너 및 보

험 회사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PCAF 지침을 적용하여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도와

야 합니다.

Mark Carney

Finance Adviser to the Prime Minister for COP 26 and UN Special Envoy for 

Climate Action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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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탄소회계 금융연합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은 금융기관 주도 이니셔티브로서, 2015년 네덜란드 금융기관들

에 의해 설립되어 2018년 북미로 규모를 확대하고 2019년에 글로벌로 확장되었다. PCAF는 금융기관이 GHG 회계

를 통해 대출과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GHG 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은 정해진 시점에 재무 회계 기간에 부합하도록 금융배출량을 공시할 수 있다. 금융기

관은 금융배출량 측정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탄소 노출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후변화 관련 전환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며,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 배출량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공인된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표준은 없었다. 표준화된 방법론과 공시 규칙의 부재는 금융

배출량 회계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금융기관 간의 일관성 없는 금융배출량 공시를 야기했다. 

PCAF는 표준화된 GHG 회계 접근법에 대한 글로벌 금융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융기관을 위한 글로벌 GHG 

회계 및 보고 표준 (이하 “PCAF 표준”)을 개발했다. 본 표준은 GHG 프로토콜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GHG 프로토

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 명시된 Scope 3 투자 활동 카테고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본 표준은 자산군 별로 상세한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한다. 은행과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쳐, 본 방법론

은 아래 6가지 자산 등급과 관련된 GHG 배출량의 산정과 공개를 지원한다:

상장 주식 및 채권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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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은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물결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각 자산군별로 산

정하기 위한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차주사의 배출량은 각 자산군에 적용되는 구조적이고 일관적인 회계 규칙에 기

초하여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은 자산군별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자산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할 수 있다. 

제한적인 데이터 가용성은 금융배출량의 계산에 있어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제한적 데이터로 인해 금융배출량 회

계 여정의 시작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 추정 또는 proxy 데이터로 시작하여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집

약적인 핫스팟을 식별할 수 있다. 본 표준은 자산군별 데이터 품질 점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데이터 투명성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품질 개선을 장려한다. 또한, 공시에 대한 권고사항과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최소한

의 공시 기준을 명시하여 그 이상 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본 표준을 사용하여 일관적인 방법으로 금융배출량을 측정함으로서 아래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위험 평가  

• 과학기반 감축목표SBTi 이니셔티브에서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기후 전략과 조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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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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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섹터의 역할

국내외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세계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1°C에서 3.9°C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된다. 미래의 공생을 위해 현재의 행동이 시급한 때이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2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탈탄소화 되어야 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금

융섹터는 탈탄소화를 위해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1.5°C 시나리오로의 사회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본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탈탄소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지

지해야 한다. 그 시작은 포트폴리오 상의 기후 리스크와 자산 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배출량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의 산정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은 금융배출량의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 논의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자본의 흐름과 PCAF 탄소 회계의 역할

이전까지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과 회계 방법론을 사용하고 다양한 공시 지표

를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기후 영향 평가는 일관적이지 못했으며, 미흡한 표준화는 금융 섹터의 투명성

과 비교가능성, 그리고 책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글로벌 은행과 투자자, 펀드매니저들은 탄소회계금융연합체PCAF3를 설립하였다. 포트

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주도로 시작된 PCAF 이니셔

티브는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와 아태 지역4에서 빠르게 확장되었다. PCAF는 금융배출량의 산

정과 공시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며, 가입기관의 확대를 통해 일관적인 탄소 회계 방법론의 적용을 확산시키고자 한

다.

금융배출량 산정은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개선을 원하는 금융기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은 금융기관

의 금융배출량 공시를 통해 기관의 대출 및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배출량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금융배출량은 특정 활동의 실행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포트폴리오 스

트레스 테스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배출량 산정은 금융기관이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파리협약에 부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아래 

단계 중 첫 단계이다.

•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 과학기반목표 수립SBTs

• 목표 달성 전략 수립

• 목표 달성 방안 이행

2  (New Climate Institute and Climate Analytics, 2020)

3 웹사이트 https://carbonaccountingfinancials.com/

4 참여 금융기관 목록: https://carbonaccountingfinancials.com/financial-institutions-taking-action#overview-of-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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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이 외에도 목표 달성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자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도 한다.

글로벌 기후금융 이니셔티브들과의 연계

금융기관의 기후 행동 선언,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목표 수립과 보고를 위한 다양한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들이 발

족되었다. 최고 경영진이 승인하는 기후행동 선언 및 정책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금융배

출량의 산정은 시나리오 분석과 목표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기후 행동의 이행과 공시를 가능케 한다.  

(그림 1-1)

그림 1-1. 기후변화 대응의 초석이 되는 금융배출량 산정 

시나리오
분석

목표
수립

기후
행동

공시 금융배출량 
산정

 출처: PCA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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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들은 각 영역에 특화된 목표를 가진다 (그림 1-2).

그림 1-2.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UN Environment Program for Financial Institutions (UNEP FI)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B): Collective Commitment on Climate Action

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or Agenda: Investor Agenda Climate Plan (IACP)

UN Global Compact: Business Ambition for 1.5°C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SBTi-Finance

RMI Center for Climate-Aligned Finance

U.N.-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2dii Paris Agreement Capital Transition Assessment (PACTA)

IIGCC Paris Aligned Investment Initiative (PAII)

Powering Past Coal Alliance Finance Principles

Climate Safe Learning Lab

Climate Action 100+

Bankers for Climate

2dii Evidence for Impact

CDP Financial Services Questionnaire

B B

B

I

I

B I

B I

B I

I

B I

I

B

B I

B I

I

For whom?

I Focus of 
Initiative

B

B I

B I

B I

B I

은행 투자자 은행과 투자자
고위급 
선언

금융 배출량
산정

시나리오
분석

목표수립 기후행동 공시

출처: PCAF, 2020

PCAF는 금융배출량의 산정을 중점으로하며, 다른 이니셔티브들이 금융기관에게 제시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보

완하는 역할을 한다. PCAF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아래 다양한 이니셔티브 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and its Collective Commitment to Climate Action 

• United Nations-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for Financial InstitutionsSBTi-FIs

• Center for Climate-Aligned Finance of Rocky Mountain Institute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EU 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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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위한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의 표준화 

본 표준은 금융 섹터를 위한 글로벌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표준 (이하 “표준”)의 첫번째 버전이다. PCAF 표준의 

목적은 표준화된 금융배출량 산정 및 보고 방법론을 제공하여 금융기관들이 GHG 프로토콜의 기준에 부합하는 금

융배출량의 산정과 공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PCAF 표준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글로벌 투자자들로 이루어진 PCAF 글로벌 핵심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PCAF 핵심 팀은 전문적인 온실가스 산정 경험이 있는 다음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ABN 은행, Access 은행, 

Amalgamated 은행, ASN 은행, NMB 은행, 트리도스 은행, Banco Pichincha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Crédit Coopératif와 그 자회사 Ecofi, FirstR Ltd., 네덜란드 개발은행, 코리아크레

딧뷰로, Lsbankinn 은행, 모건스탠리, Produbanco 은행, 로베코, Vision Banco.

2019년 10월 말, PCAF 글로벌 핵심 팀은 은행, 자산운용자 및 매니저들이 주로 다루는 자산군을 선정하여 표준의 

개발을 시작했다. 첫번째 버전은 이렇게 선정된 6가지 자산군을 다룬다. 향후 자산군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케

이스 스터디 또한 추가될 계획이다. 본 PCAF 표준이 다루고 있는 자산군은 현재 아래와 같다.

상장 주식 및 채권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PCAF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 시민사회 단체들과 PCAF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

고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0년 8~9월간은 금융기관, 정책 입안자, 데이터 제공업체, 

그리고 컨설턴트 및 NGO와 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2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웨비나에 참여했고, 그 중 50

명 이상이 PCAF 표준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했다.



16

글로벌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

GHG 프로토콜에 기반한 PCAF 표준

PCAF 표준은 기업의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를 위한 GHG 프로토콜 표준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5,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6과 Scope 3 배출량 산정 가

이던스7가 여기에 해당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PCAF 표준은 자산군 별 세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8을 보완한다.

PCAF 표준은 GHG 프로토콜의 리뷰 절차를 거쳤으며, GHG 프로토콜의 기업 가치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의 

카테고리 15 (투자)를 위한 조건에 부합함을 인정받았다.

금융기관은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 외에도 위에 명시된 GHG 프로토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Scope 1과 2, 

그리고 연관 있는 Scope 3의 기타 다른 카테고리의 배출량도 산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PCAF 표준의 사용자

PCAF 표준은 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시하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을 위해 개발되

었다. 여기에는 아래 유형의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 상업은행

• 투자은행

• 개발은행

• 자산운용사/매니저 (뮤추얼 펀드, 연기금, 폐쇄형 펀드, 투자신탁)

• 보험사

5  (WRI and WBCSD, 2004)

6  (WRI and WBCSD, 2011)

7  (WRI and WBCSD, 2011) 그리고 (WRI and WBCSD, 2013)

8  (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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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

PCAF 표준에서는 아래의 용어를 사용하여 필수 사항, 권장 사항 그리고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

고 있다.

• “해야한다 Shall” 또는 “요구되는 required”: PCAF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 ”권고한다 Should”: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사항이다.

• “할 수 있다 May”: 선택사항을 의미한다.

• “필요하다 Needs”, “가능하다 can”, “불가하다 cannot”: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때나  

가능/불가능한 사항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를 위한 단계들과 PCAF 표준의 전체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3. PCAF 표준 구조와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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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회계의 정의

온실가스 산정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하였거나 회피 또는 제거한 온실가스의 양을 추적하고 공시할 수 있도

록 일관되게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산정해야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파리 기후변

화협약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로 지정한 다음의 7개 물질이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

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산정의 용이성을 위해 기체들은 이산화탄소 환산톤CO2e으로 

환산하여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산정은 정부와 기업 및 기타 기관에서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하

는 직간접 배출을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9에 의하면 직접 배출은 보고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간접 배출은 보고 회사의 운영 

결과로 발생하지만 타 기업에서 배출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때의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직접 배출과 간접배출은 범위, 배출원 및 가치사슬 내 배출이 발생하는 산업군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

다. GHG 프로토콜에서는 온실가스를 세개의 Scope (Scope 1, Scope 2, Scope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는 

Scope 1,2,3의 간략한 정의이며, 세부 분류는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cope 1: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예.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보일러, 용광로furnaces, 차량 등에서의 연소 배출)

• Scope 2: 보고기업이 구매하거나 취득한 전력, 스팀, 냉난방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

출. Scope 2 온실가스는 물리적으로는 전기, 스팀, 냉난방이 생산되는 시설에서 직접 배출된다.

• Scope 3: Scope 2를 제외한 기타 모든 간접 온실가스로 보고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한다. Scope 3 배

출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업스트림 배출과 최종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에 의해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배출로 다시 나뉘어질 수 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10은 Scope 3 배출을 15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그

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보고 기업의 대출 및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출은 Scope 3의 다운스트림 배출이자, 더 구체

적으로는 Scope 3의 카테고리 15 (투자)에 속한다.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금융배출량 회계란 재무 회계연도에 따라 고정된 일정 기간동안의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 

배출량을 연간 산정하고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9  (WRI and WBCSD, 2004)

10  (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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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HG 프로토콜 scope과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 구분 개요

Scope 3
INDIRECT

investments

processing of 
sol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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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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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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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companyUpstream activities Downstream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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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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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fuel and 
energy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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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employee 
commuting

leased assets

DIRECT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N O2 SF 6 NF3HFCs PFCsCO 2 CH 4

출처: WRI, WBCSD (2011)

금융배출량 회계의 중요성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저지하고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산정은 필수적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Scope 3 카테고리 15 배

출량 (이하 금융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PCAF 표준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기간별, 자산군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배출량 산정은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고, 파리협약 이행 

목표를 수립하며 탈탄소화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이 기후 조치를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 산정이 필수

적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공시된 금융배출량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기관의 책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배출량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고 관리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각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11에 명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탈탄소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가격제를 통해 탄소집약적 사업에 비용을 부과12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강화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배출량을 산정하면 포트폴리오 내에 탄소 집약도가 높은 투자를 식별하여 위험 자산 익스포저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펀드, 녹색 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녹색 모기지green mortgages 등과 같은 기후 친화적인 상품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다.

11 파리 협정 (4조 2항)은 각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NDC를 수립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기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국내 완화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

12  (World Bank Grou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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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금융기관의 파리 협약 이행을 위한 다섯 단계를 제시한다.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산정을 통해 시나리

오 분석과 목표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배출량을 정의할 수 있다. 정확한 기준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는 시나리오 평

가나 감축 목표 수립이 어려우며 파리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은 표준화된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을 통해 탈탄소 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

릴 수 있다.

그림 2-2. 금융기관의 파리협약 가치사슬

반영

2050
넷제로 배출량

 Monitor Progress

시나리오 분석

선정과 공시 목표 수립 전략 수립 행동

제 1장에서 보았듯이, 포트폴리오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후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각각의 이니셔티

브들은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각각 주요한 역할을 가진다.

• PCAF: 금융배출량 회계와 공시의 표준화 

• TCFD & CDP: 기후관련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제공 

• SBTi-FIs: 금융기관의 과학 기반 감축 목표SBT 수립 지원

• Climate Action 100+, Climate Safe Lending Network와 같은 이니셔티브: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기후 행동

과 전략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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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유형: 
발생 배출량Generated emissions, 배출 제거량Emission Removal, 배출 회피량Avoided emissions

온실가스 회계는 회계연도에 부합하는 고정된 일정 기간동안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공시하는 것이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에서 발생, 회피 또는 제거한 온실가스의 양으로 계산할수 있다. 발생 배출량은 기관에서 직

접 배출하거나 자금을 조달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말한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파리협약의 목표

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발생 배출량의 절대값 (이하 절대 배출량)13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모든 투자와 대출이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는 않으며 일부 자산 운용 활동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례로 산림, 토지이용이나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조림사업의 경우 나무를 심어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직

접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배출 제거량으로 간주되어 정량화 및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탈탄소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배출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배출 제거량 산정방법은 토지 사용의 변화나 영속성의 관점을 고려할 경우 무척 복잡하다. PCAF에서는 배출 제거

량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다만 계산방법과 데이터 요구사항의 복잡성 때문에 첫번째 버

전의 PCAF 표준에서는 배출 제거량 산정방법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 GHG 프로토콜에서는 토지 사용으

로 인한 탄소 배출 및 감축량의 추가 가이던스를 개발중에 있다. 배출 제거량 공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PCAF는 앞으로 발간될 GHG 프로토콜의 가이던스에 기반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으로 

발생했을 배출량이 회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배출량을 배출 회피량이라 하며 이를 공시함으로서 금융기

관이 양적으로 탈탄소화에 긍정적 기여를 한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배출 회피량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 배출량 유형을 이용하여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배출 제거량과 배출 회피량은 언제나 금융기관의 Scope 1,2,3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분리되어 공시되어야 한다.

13 GHG Protocol은 종종 발생된 배출물을 절대 배출량이라고 명시한다. 본 PCAF 표준에서 “절대 배출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발생된 배출량을 의

미하며, 회피 및 제거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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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회계를 통한 벤치마킹

절대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들이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 행동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목표를 수립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정규화된 데이터normalized data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정규화된 데이터란 절대 배출량을 배출 원단위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각 목적에 맞는 원단위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원단위 지표마다 이점이 존재한다. 표 2-1에는 가장 흔하게 사용

되는 원단위 지표들이 요약되어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배출 원단위는 절대 배출량을 운용 자산 규모로 나눈 것으로 tCO2e/ 백만€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지표는 포트폴리오 별, 또는 포트폴리오의 자산군 별 비교나 기후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물리적 배출 원단위는 절대 배출량을 산출 값으로 나눈 것으로 tCO2e/MWh나, tCO2e/ton (제품 생산량)으로 표

현된다. 이 지표는 SBT를 수립하거나 같은 섹터 내 기업들의 배출 원단위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 가중 평균 탄소집

약도14의 경우 tCO2e/백만€ (기업 매출액)15으로 표현되며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익스포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2-1. 금융배출량 지표16

지표 목적 설명

절대 배출량 -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이해 

-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배출량 산정 

자산군 또는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적 원단위

배출량 

-  화폐 단위당 온실가스를 비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간의 배출량 비교 

절대배출량을 투자금액 또는 대출 금액으로  

나눈 배출량 (예: tCo2e/$M)

물리적 원단위 

배출량

-  생산 단위 당 온실가스를 비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효율성 비교 

절대 배출량을 생산값으로 나눈 배출량  

 (예: tCO2e/MHh)

평균 가중 탄소 

집약도17 

-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 익스포저 이해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로의 포트폴리오 익

스포저 (tCO2e/백만)18 

14  (TCFD, 2017)

15 피투자 또는 차주 기업  

16  (CRO Forum, 2020)

17  (TCFD, 2017)

18 기업이란 금융기관의 차주 또는 피투자 회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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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회계를 통해 자사의 경영 목표에 기

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금융배출량 회계는 금융기관이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고 넷제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가지 경영 목

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림 3-1). 금융기관은 본 단원에서 기술하는 이러한 경영 목표를 참고하여 금융배출

량 회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3-1. 금융배출량 회계와 금융기관의 경영 목표

금융 배출량 산정

경영 목표 1

이해관계자를 위한 
투명성 강화 

경영 목표 2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 관리 

경영 목표 3

기후변화 관련
금융상품 개발

경영 목표 4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자산 운용

금융배출량 산정의 세부적 단계는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을 어떠한 경영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만약 

금융기관이 배출량 인벤토리를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으로의 투자 익스

포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섹터 단위의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할 것이다.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의 이행을 모니

터링 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결국 인벤토리의 구조는 금융기관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경영 목표 1: 이해관계자를 위한 투명성 강화

포트폴리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자산 운용과 관련된 금융배출

량을 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회계를 이용할 수 있다. 2007-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

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공동의 합의 아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과 산업계 주도의 기후변화 재부

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설립했다.

TCFD는 “일관적이고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업의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19를 위한 권고안

을 개발을 소관한다. 2017년, TCFD 프레임워크20는 기업이 어떻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공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글로벌 지침을 포함하며 확장되었다. 이러한 표준이 발표될 당시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 공개는 자

발적이었다.21 하지만 각국의 중앙 은행들과, 금융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녹색금융협의체Supervisor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그리고 금융권 자체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고려하면, 곧 기업은 새로운 규제적 요구에 맞닥뜨릴 것으

로 보인다.

TCFD의 주요 공시 사항은 금융기관의 투자 및 대출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TCFD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CDP의 질의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CDP는 2020년 금융 섹터를 위한 섹터 질의서에 Scope 3의 카테고리 15 

(투자) 배출량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금융배출량 공시의 첫 단계는 산정이다. PCAF 방법론이 어떻게 

CDP의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여하는지는 박스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FSB 참조: https://www.fsb.org/work-of-the-fsb/policy-development/additional-policy-areas/climate-related-financial-disclosures/ 

20  (TCFD, 2017)

21  정부가 2020년 9월 TCFD 공개를 의무화한 뉴질랜드는 예외이다 (https://bit.ly/2TWUxwm). 영국도 2025년까지 TCFD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s://bit.ly/3kpe6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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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 목표일 수 있다. 금융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과 겨자사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리협약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경영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기회를 창

출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개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금융권 전체의 역할에 부응

할 수 있다.

박스 1. CDP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PCAF

2000년 설립 이후, CDP는 투자자, 기업, 도시, 지역이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정보공개 시스

템으로 자리잡았다. TCFD 권고안이 금융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강조함에 따라, CDP는 금융 섹

터의 질문지에 금융배출량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CDP는 2020년부터 금융기관이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 배출량과 자산군, 섹터, 그리고 지역별로 해당 배출량을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PCAF 

표준은 자산군별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항의 기준에 부합하여 응답할수 있도록 

돕는다. CDP의 해당 문항에는 PCAF가 금융배출량의 산정과 보고에 유용한 툴로 소개되어 있다.

PCAF는 CDP와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는지, 또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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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DP 2020 질의서 발췌

Are you able to provide a breakdown of your organization's Scope 3 portfolio impact? 

Do you conduct analysis to understand how your portfolio impacts the climate? (Scope 3 portfolio impact) C-FS14.1

‘Yes’ ‘No’

What are your organization's Scope 3 
portfolio emissions? 
(Category 15 "Investments" total emissions) 

FS14.1b 

FS14.1b 

FS14.1c

What is your organization's Scope 3 
portfolio impact? 
(Category 15 "Investments" alternative carbon 
footprinting and/or exposure metrics) 

Why do you not conduct analysis to 
understand how your portfolio impacts the climate? 
(Scope 3 Category 15 "Investments" emission or 
alternative carbon footprinting and/or 
exposure metrics) 

'Yes, by asset class' 'Yes. by industry' 'Yes. by country/region' 
     

FS14.2b

FS14.2

FS14.2b FS14.2c

Break down your
organization's Scope 3 
portfolio impact by
asset class. 

Break down your
organization's Scope 3 
portfolio impact by 
industry. 

Break down your
organization's Scope 3 
portfolio impact by
country/region.  

DISCLOSURE INSIGHT ACTION

Note: This is a snapshot of the questionnaire from 2020; the questionnaire might be updated in the future. For the most recent 
information consult with CDP. 

출처: CDP (2020)

경영 목표 2: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에게는 포트폴리오가 기후변화 정책과 규제로 인한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배출량 회계는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투자 및 대출의 어느 부분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자산에 속하는

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산에 속하는 투자와 대출활동은 탄소 가격제나 탈脫 화석연료 정책과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 익스포저를 측정하는 것이 TCFD 목적의 요점이다. TCFD가이던스는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직접

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 (예: 화석연료 생산업체,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 개발 사업자, 또는 농어업 회사 등)에 

대출하거나 투자한 경우, 이러한 자산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2

뿐만 아니라, 업계의 경쟁사들과는 달리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면 평판 리스크에 직

면할 수 있다. TCFD 권고안에 따른 보고 표준을 반영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후

변화 평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금융기관은 PCAF 방법론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자산군의 익스포저를 식별할 수 있고 이

러한 정보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본 표준의 6장의 요구사항과 TCFD 프레

임워크 권고안에 기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후 행동에 대한 진지함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

다. 박스 2는 PCAF 표준이 TCFD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부합하며 이를 촉진하는지를 보여준다.

22  (TCF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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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PCAF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TCFD 권고안의 이행을 지원

TCFD 프레임워크의 목표 중 하나는 넷제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과 규제의 시행에 따른 리

스크를 측정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PCAF는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과 포트폴리오 자산군 별 절대 배출량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TCFD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배

출량 산정의 결과를 통해 높은 전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부문을 식별할 수 있다.

금융배출의 정량화, 이러한 금융배출량의 예상 경로,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배출량을 감

축할 수 있는 역량은 전환 리스크의 영향을 예측하고, 포트폴리오가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도록 운

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영 목표 3: 금융 상품 개발

TCFD 프레임워크는 저탄소 경제23로의 전환과 관련된 경영 기회를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TCFD 프레임워크에 따

르면, 기회는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그리고 탄력성으로 분류된다. 금융기관은 각 카테고

리마다 상당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

한 금융 상품 중 채권의 경우, 표 3-3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에서부터 기업의 특정한 목표 (예를 들면 풍력 단지를 위한 녹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녹색 채권으로 진

화해 왔다.

23  (TCF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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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녹색 채권 진화 과정

손익 계산서의
그린 비율 지원을
위한 펀딩

특정
그린 프로젝트 
또는 활동 펀딩

지속가능성 
KPI를 위한 펀딩

통합된
그린 프로젝트들
또는 활동들 펀딩

대차 대조표의
그린 비율 지원을
위한 펀딩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목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금융기관은 고객사 경영 활동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를 개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원단위 지표를 (표 2-1 참조) 사용하여, 어떤 산업군에

서 탈탄소화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 이들이 넷제로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

출해 낼 수 있다.

경영목표 4: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자산 운용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자산 운용 목표 예시로는 SBT 목표 수립 선언24, 투자 포트폴리오의 2050 넷제로 선언 (예: 

넷제로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25), 그리고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대출 선언 (예: Banks Collective Commitment to 

Climate Action26) 등이 있다.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자산 운용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회계를 통해 금융 활동으로 인해 도출

되는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을 산출하여, 이에 기반하는 탈탄소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섹터별 혹은 자산군별 배출량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다른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들은 시나리오 분석이나 목표 수립에 중점을 두는 반면 (1단원 

참조), PCAF는 오로지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회계에만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회계를 통해 연간 절대 배출량을 추적하고 목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박스 3은 본 PCAF 표준에서 제공하는 PCAF 금융배출량 방법론이 SBTi의 과학기반목표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보여준다. 금융 섹터를 위한 SBTi 가이드라인은 2020년 10월에 공개되었으며27, PCAF 방

법론을 사용한 은행과 투자자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28.

목표 수립 후, 파리 협약에 부합하도록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2050년까지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의 넷제로 

전환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과 투자자는 차주사의 온실가스 감

축을 돕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24 https://sciencebasedtargets.org/financial-institutions/ 

25 https://www.unepfi.org/net-zero-alliance/ 

26 https://www.unepfi.org/banking/bankingprinciples/collective-commitment/

27  (SBTi, 2020)

28 https://sciencebasedtargets.org/financial-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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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 탈탄소화 여정: 금융배출량 회계에서 SBT 수립으로

섹터 탈탄소화 접근법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DA을 활용하여 SBT를 수립하려는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을 

산정하여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준 배출량을 정의하고 목표의 달성을 추적해 나가야 한다.

금융 섹터를 위한 SBTi 프레임워크는 금융기관이 파리 협약에 부합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BT를 수립하여 목표를 이행하는 금융기관은 넷제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SDA는 배출량 기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SBT의 방법론 중 하나이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회계는 필수 단

계이다. PCAF 표준에서 다루는 자산군은 SBT프레임워크의 4가지 자산군과 일치한다.

그림 3-4. PCAF와 SBTI의 자산군 분류

상장 주식 및 채권

기업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기업 금융

(주식, 채권, 대출)

전력 생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상업용 &주거용)

모기지

PCAF 자산군 SBTi 자산군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회계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스크리닝하고 목표 수립의 중점이 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자산군이나 산업군). 또한, SBT의 기점이 되는 기준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량 기반 목표의 달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을 연간 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자산군 또는 섹터 수준의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SDA 목표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이다. 섹터

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이란 활동 데이터 단위당 금융배출량을 의미한다 (예: kgCO2e/m2, gCO2e/kWh, 

tCO2e/ton 시멘트). 아래 그림 3-5는 원단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세 단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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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금융배출량 회계에서 SBT 목표 수립으로의 과정

피투자자 또는 

채무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출 또는 투자 당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금융 잔액에 따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

단위 당 

금융 배출량

SBT 수립을 위한

기준 금융 배출량

금융기관의 

금융 잔액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원단위 

금융배출량 계산

SBT에 부합하는

탈탄소화 목표 수립

SBT의 금융섹터를 위한 가이던스: https://sciencebasedtargets.org/financial-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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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 표준은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29과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30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GHG 프로토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 외에도 PCAF는 일관적인 금융배출량 회

계 및 보고를 위해 다섯가지 주요 규칙을 추가로 제시한다.

4.1 GHG 프로토콜 원칙과 금융배출량 회계 지침

재무 회계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회계 또한 정확성과 투명성, 타당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온실가스 회계의 핵심 원칙은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31과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32에서 제시되었다. GHG 프로토콜의 5대 원칙은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ey, 적절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투명성Transparency이다. PCAF 표준은 온실가스 회계의 5대 원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금융배출량을 산

정하려는 기관들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그림 4-1 참고).

29  (WRI and WBCSD, 2004)

30  (WRI and WBCSD, 2011)

31  (WRI and WBCSD, 2004)

32  (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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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HG 프로토콜에 따른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5대 원칙과 이에 기반한 PCAF 금융배출량 회계 지침

GHG Protocol principles for 
scope 3 inventories 

Completeness  

Account for and report on all GHG emission 

sources and activities within the inventory 

boundary. Disclose and justify any specific 

exclusions. 

Consistency  

Use consistent methodologies to allow for 

meaningful performance tracking of emissi-

ons over time. Transparently document any 

changes to the data, inventory boundary, 

methods, or any other relevant factors in the 

time series. 

Relevance  

Ensure the GHG inventory appropriately re-

flects the GHG emissions of the company and 

serves the decision-making needs of users —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company 

Accuracy  

Ensure that the quantification of GHG emis-

sions is systematically neither over nor under 

actual emissions, as far as can be judged, 

and that uncertainties are reduced as far as 

practicable. Achieve sufficient accuracy to 

enable users to make decisions with rea-

sonable confide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reported information. 

Transparency  

Address all relevant issues in a factual and 

coherent manner, based on a clear audit trail. 

Disclose any relevant assumptions and make 

appropriate references to the accounting and 

calculation methodologies and data sources 

used. 

Additional PCAF requirements

Recognition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account for all 

financed emissions under Scope 3 category 

15 (Investment) emissions, as defined by the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ny 

exclusions shall be disclosed and justified. 

Measurement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measure and re-

port their financed emissions for each asset 

class by “following the money” and using the 

PCAF methodologies. As a minimum, abso-

lute emissions shall be measured, however 

avoided and removed emissions can also be 

measured if data is available and methodolo-

gies allow. 

Attributi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are of emission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site of its exposure 

to the borrower’s or investee’s total (company 

or project) value. 

Data quality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use the highest 

quality data available for each asset cla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data over time. 

Disclosure  

Public disclosure of the results of PCAF as-

sessments is crucial for external stakehold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metho-

dology to have a clear, comparable view of 

how the investment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Paris climat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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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추가 지침

4.2장은 PCAF 표준의 추가 지침을 소개하고, 각 지침이 어떻게 금융배출량 산정과 공시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

시한다. 공시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장에서 다룬다.

경계설정

GHG 프로토콜 회계 및 보고 기준33에 따르면, 온실가스 산정 기관은 아래의 세 접근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

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보고한다.

• 지분 할당 접근법

• 재정 통제 접근법

• 운영 통제 접근법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기업의 가치사슬 내 특정 활동들은 직접 배출 (Scope 1 배출)로 분류될 수도 있고 간접 배출

(Scope 2 또는 Scope 3 배출)로 분류될 수도 있다.34

PCAF 표준은 금융기관이 온실가스를 산정 및 공시할 때 금융기관 간, 그리고 보고기간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

해 운영 또는 재정 통제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스 4의 설명과 같이, 금융기관의 투자 및 대출로 

인한 배출량 (운영/재정 통제 제외)35은 GHG 프로토콜 가치사슬 회계 및 보고 기준36에 따라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로 공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분할당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모든 사업장의 

Scope 1과 2 배출량을 지분 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Scope 1과 2 배출량으로 공시해야하므로 회계 불일치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배출량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를 산정하고 공시하기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일관성을 위해 통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또한 본 PCAF 표준의 핵심이기도 하다. PCAF 표준을 따르는 

금융기관은 Scope 3 카테고리 15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배출량을 공시하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

명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PCAF 표준에서 다루는 Scope 3의 카테고리 15 배출량 공시 외에도 Scope 1, 2 와 기타 Scope 3 배출

량을 GHG 프로토콜 표준에 맞게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박스 4는 금융 섹터에 적용되는 조직경계를 설명한다.

33  (WRI and WBCSD, 2004)

34  (WRI and WBCSD, 2004)

35 금융기관이 차주 또는 피투자자의 사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해당 배출량의 100%가 금융기관의 조직경계내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Scope 1,2 배출량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금융기관이 피투자자의 지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섹터의 자산 

운용은 차주나 피투자자를 통제하기 위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36  (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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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 PCAF 표준이 금융배출량의 산정과 공시에 재정 또는 운영 통제법을 요구하는 이유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37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가

지 조직경계를 제시한다: 지분할당법, 재정통제접근법, 운영통제접근법.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의 조직경계

를 정의하여 일관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택하는 접근법에 따라 기업의 가치

사슬에 따른 활동이 직접 배출 (Scope 1)로 분류되기도 하고 간접 배출 (Scope 2,3)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분 할당 접근법에서는 조직이 사업장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일례로 다른 기관의 15% 지분 비율을 갖고 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모든 scope에

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15%를 배출량에 포함하게 된다.

통제 접근법에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공시하게 된다. 즉, 직접 

배출량의 전체는 Scope 1에, 간접 배출량 전체는 Scope 2 또는 3로 각각 보고한다. 금융기관이 지분을 소유

하고 있지만 통제권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금융기관의 Scope 1과 2 배출량에 포함되

지 않는다. 대신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의 상대적 지분relative share of ownership38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3로 공시하게 된다.

통제접근법은 재정 통제와 운영 통제로 재 분류되며, 기업은 공시를 위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정 통제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기업은 재정과 운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경제적 이

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사의 모든 활동의 온실가스는 배출량을 100% 보고해야 한다. 운영 통제 접근법

의 경우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운영 정책에 대한 통제권 또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집행할 권리

가 있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량을 기관의 배출량으로 취급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이 기업에 의해 통제되

는지 여부는 재정 통제 또는 운영 통제 접근법 간에 다르지 않다.

금융기관이 어떤 조직경계 접근법을 적용하느냐는 금융배출량 산정 과정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지분할당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장의 소유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모든 지분 투자에서 발생하는 

Scope 1과 2 배출량을 금융기관의 Scope 1,2 배출량에 포함하여 공시해야한다. 반면에 다른 자산군에서 발

생하는 금융배출량은 Scope 3로 집계될 것이다.

한편, 통제접근법을 선택할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Scope 1과 2 배출량으로 집계한다. 그 외 다른 금융배출량은 Scope 3 카테고리 15로 산정된다. 자본 또는 부

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PCAF 표준은 금융기관이 

운영 통제 접근법 또는 재정 통제 접근법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를 통해 금융기관은 Scope 3 카테고리 15인 금융배출량을 일관되게 공시할 수 있다.

37  (WRI and WBCSD, 2004)

38 실제로 통제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사업장을 100% 통제할 때 이 사업장의 Scope 1 및 2 배출량도 보고 기업의 Scope1과 2 탄소발자국으로 

보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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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산정

“돈의 흐름을 추적해라”라는 원칙은 금융 자산의 온실가스 회계의 핵심 원칙이다.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최대한 길게 추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각 자산군 별로 PCAF 표준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교토 의정서가 정의한 7 대 온실가스에 대

해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최소한 보고연도마다 투자 및 대출로 인한 온실가스의 절대 배출량 

(Scope 3 카테고리 15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배출 제거량이 있다면 절대 배출량과는 별도로 산정하

고 공시해야 한다. 재생 전력 프로젝트로부터 회피 배출량이 있다면 이 또한 별도로 산정하고 보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회계를 위해 대출 및 투자 잔액 산정 시점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또는 12월 31

일과 같이 고정된 시점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할당계수Attribution Factor를 계산해야 한다. 온실가스 산정 주

기는 회계연도에 부합해야 한다.

할당계수Attribution Factor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 따라, 대출과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량은 차주사 및 피투자자의 여신과 투자자산 중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된 대출과 투자의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할당

되어야 한다.39 배출량 할당은 차주사 또는 피투자자의 연간배출량에 기반하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

소한 연간 단위로 보고하게 된다.

PCAF 표준의 방법론은 모든 자산군에 보편적인 할당 원리를 적용한다 (그림 4-2):

 1.  금융배출량은 피투자자 또는 차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자산군의 종류에 따른 할당계수를 곱하여 계산

한다.

 2.  할당계수는 피투자자 또는 차주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투자에 할당되는 비율

을 의미한다.

 3.  할당계수는 금융기관이 투자한 기업, 프로젝트 등의 자본 및 부채 총액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할당 계수의 공통 분모에 자본equity과 부채debt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하나의 공통 분모를 사용할 수 있다.

 2.  자본과 부채는 차주 또는 피투자자의 총 재무에 (또한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배출량)에 영향을 준다

는 점에서 다르지 않기에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자본과 부채 제공자에 대하여 배출량의 100% 할당을 보장하고, 자본과 부채 제공자 사이의 중복 계산을 방

지한다. 특히 이는 동일한 회사 또는 프로젝트 내에서 자본과 부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중요

하다.

39  (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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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금융배출량 산정 원리

할당 계수 i= 배출량 i
(i=차주 또는 피투자자)

금융 배출량

금융 잔액 i

총 자산 + 부채 i 

X

중복 계산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나 이상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에 집계되는 경우로, 이러한 가능성은 산정 

과정에서 가능한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중복 계산은 금융기관이 동일한 가치 사슬 내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 

및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대출과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Scope 별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발생한다40. 이러한 형

태의 중복 계산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운용 자산의 Scope1,2,3 별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함으로써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다 (6장의 지침 참고).

중복 계산은 다섯가지 단계에 걸쳐 발생한다.

• 다른 금융기관 간

• 같은 활동 또는 회사의 공동융자 시

• 동일한 금융기관의 거래 간

• 다른 자산군 간

• 동일한 자산군 내

공동융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동일한 자산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계산은 적

합한 할당 규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PCAF 표준은 각 자산군에 적합한 할당 규칙을 정의

하고 있다. 올바른 할당 규칙을 적용하여 금융기관내 배출량의 중복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할당 규칙에 관한 자

산군 별 자세한 사항은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회계가 운용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올바르게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내부 및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산정 시 각 자산군 별로 

가능한 가장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PCAF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데

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특정 자산군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의 한계 때문에 인벤토리 작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추정값 또는 프록시 데이터 (대표값)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 

중 탄소집약도가 높은 영역을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이 낮을 경우, 금융기관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접근법을 서서히 적용해 나갈 수 있다.

각 자산군 별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할당 계수와 차주 및 피투자자의 총 배출량이 확보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할당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과 그 차주 및 피투자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차주 또는 피투자자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쉽게 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직접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데이터 품질은 보장수

준에 대한 가정과 상세함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40 한 기업의 Scope 1 배출량은 고객의 Scope 2 또는 Scope 3배출량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틸리티에서 배출하는 Scope 

1은 해당 기업의 Scope 2에 포함되게 된다. 만약 두 회사가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이러한 배출량은 금융기관의 인벤토리에서 이

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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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군에 대해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에는 그림 4-3에 나와있는 데이터 단계도 
hierarchy에 따라 가능한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점수표는 각 자산군 별로 세분화되어 5장

과 부록 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데이터 단계도

데이터 단계 데이터 단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수립 가능 

Score 1

Score 2

Score 3

Score 4

Score 5
1 2 3 4 5

높은 정확도

낮은 정확도 데이터 단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금융기관의 재무 공시와 차주나 피투자자가 제공하는 배출량 등의 데이터 간에는 흔히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곤 한

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은 데이터 간의 생성연도가 다르더라도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2020년에 2019 회계 연도 보고를 할 경우 2019년 재무 데이터와 2018년 (또는 기타 가장 최

신)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은 각 자산군에 따라 달라진다. 데이터 품질과 각 자산군별 데이터 단계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5장과 부

록 10.1에서 다룬다.

금융배출량 공시

금융 절대 배출량의 공시는 PCAF 방법론을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이 미치는 기

후 영향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6장의 지침과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금융

배출량 산출에 대한 방법론, 산정식, 타임프레임 및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시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은 

5장에 제시된 데이터 품질 단계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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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아래 여섯 가지 자산군의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장 주식 및 채권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자산군 별 세부 방법론은 아래 요소들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41

• 자산군 정의

• 배출량 산정 범위

• 배출량 할당

• 금융배출량 산정식

• 필요 데이터

• 기타 고려사항

• 한계

절대 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모든 자산군에서 다루어지지만 배출 회피량의 산정 방법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만 

다루어진다. 배출 포집량과 같은 배출 제거량의 산정 방법은 본 PCAF 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 논의중에 있

으며, 개발이 된다면 향후 개정판에 포함될 예정이다.42

위에서 언급한 자산군 목록은 초안으로, PCAF는 향후 PCAF회원 및 사용자와의 논의를 거쳐 방법론을 업데이트 

하고 자산군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하여 비교 및 실행 가능한 표준을 개발해 나갈 것

이다.

자산군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법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은 차주와 피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금 조달의 유형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 상이하다. 금융기

관은 그림 5-1과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한 자산군과 이에 따른 산정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림 5-1은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적절한 자산군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하며, 각 열에는 적절한 자산군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기

재되어 있다.

41 제시하는 내용들은 각 자산군 방법의 최소 요소들이다. 각 자산군에 따라 필요한 더 많은 정보들을 해당 장에 포함하였다.

42 절대 배출량, 배출 회피량, 배출 제거량의 정의는 2장과 7장 용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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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먼저 제공하는 자금의 유형과 출처를 아래 중 선택해야한다43.

• 기업 금융: 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으로 상장 주식, 회사채,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등이 해당된다.

•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금융으로 주로 상환을 위한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에너지, 전력, 산

업, 인프라, 농업 프로젝트 등이 해당된다.

• 소비자 금융: 개인과 가구household 소비자에 제공되는 금융으로 모기지와 자동차 캐피탈 등이 해당된다.

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돈의 흐름을 추적해라”라는 원칙은 금융배출량 산정의 핵심이다. 대출 및 투자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가능한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그림 5-1의 첫번째 

열은 자금의 유형과 출처이다. 두 번째 열은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3) 회계 및 보고 표준에서 정의

하는 “자금의 용도” 열이다. 해당 열은 자금의 사용 용도가 파악되는 투자 및 대출과 파악되지 않는 투자 및 대출을 

구분한다. 자금의 사용 용도가 파악된 경우는 특정 (기업 또는 소비자) 목적을 위한 투자 및 대출을 의미하며 금융

기관은 해당 자금이 어떤 활동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자금의 용도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 (기업 또는 소

비자) 목적을 위한 투자 및 대출을 의미한다. 일반 목적을 위한 투자 및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이 어떤 활동

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용어들은 하위 장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자금의 용도” 열에서 금융기관은 제공한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정보 보유 여부에 따라 “알 수 있음” 또는 “알 수 없

음”을 선택해야 한다. 자금의 사용이 “알 수 없음”인 경우 다음 열인 “활동 분야”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전체”로 설

정된다. 자금 용도가 “알 수 있음”인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 또는 투자금이 사용되는 특정 활동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대출 및 투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상품과 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금융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은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예: 상업용 부동산CRE, 모기지 및 자동차 대출 상품의 경우). 그 외 기타 모든 분야의 금

융배출량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림 5-1의 “기타” 참조). 단, 추후 PCAF에서 기타 활동 분야, 가령 해운 또는 항공

용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배출량 회계 지침을 개발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그림 5-1의 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적절한 자산군의 산정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각 자산군의 금융배출량 산정은 회계연도 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융상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리볼빙 

대출, 브릿지론bridge loans, 신용장letters of credit과 같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회계연도말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표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고려된다. 같은 논리로, 단기보유자산은 현재 PCAF 표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PCAF는 관련 운용 자산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이후 버전에서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PCAF 표준은 앞서 언급한 6가지 자산군에 대한 지침만을 제공하며, 각 자산군의 정의와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표 5-1에 정리되어 있다.

본 PCAF 표준은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한 배출량 산정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투자신탁재산, 녹색 채권, 국채, 

유동화 대출, 상장지수펀드, 파생상품 (예: 선물, 옵션, 스왑), 기업공개IPO 인수 등과 같은 넓은 범위의 금융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침은 추후 PCAF 표준에 포함될 것이다.

43 자본은 회사 및 프로젝트의 소유권으로 정의한다. 부채는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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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CAF 표준에서 다루는 자산군 목록

자산군 정의 세부 지침

상장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무상태표 상의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한 모든 상장 주식 및 회사채44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없음”)

5.1장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기업 대출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기업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상의 기업,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조직45에 대한 일반

적인 기업 목적을 위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대출 및 신용 한도를 포함 (GHG 프로토

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없음”)

비상장 주식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상의 기업,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조직에 대한 일반

적인 기업 목적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포함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없음”) 

5.2장

프로젝트 파이낸스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대출 또는 지분 투자. 운용 자

금이 가스 화력 발전소, 풍력 또는 태양열 프로젝트 또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과 같은 특정한 활동에 지정되어 조달이 이루어지는 형태 (GHG 프로토콜의 정

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 

5.3장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위한 재무상태표 상의 대출 및 대환과 투자 (특수 기업 목적, GHG 프로

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 상업용 부동산은 유통, 호텔, 사무실 공

간, 산업 또는 대규모 다가구 임대 등을 포함.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 혹은 투자자는 해

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창출. 

5.4장

모기지 재무상태표 상의 개인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및 대환. 

단, 부동산으로 소득 창출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만 해당. 

5.5장

자동차 캐피탈 한 대 이상의 자동차46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특정 목적

을 위한 재무상태표 상의 대출 및 신용 한도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

도 “알 수 있음”)

5.6장

44 상장자본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45 국유기업을 포함하되 정부 자체 대출은 제외된다. 정부에 대한 대출은 추후 PCAF 버전에서 다룰 예정이다.

46 단일대출로 여러 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서든 이 장에 제시된 방법론을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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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산군 식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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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정의

상장 주식 및 채권이란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상장 회사채 및 상장 주

식47을 말한다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없음”).

상장 주식 및 채권은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 일반 기업 목적에 따른 모든 종류의 회사채

• 보통주

• 우선주

상장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간접 투자 (예: 펀드 투자)의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동일한 방법

론적 접근이 가능하다.

본 자산군에 녹색 채권, 국채, 그리고 파생 금융 상품 (예: 선물, 옵션, 스왑)은 포함되지 않는다. 숏 포지션과 롱 포

지션, 또는 IPO기업공개 인수와 같은 특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포함되지 않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지침은 현

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후 버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이므로 해당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 자산군에서 살펴볼 것이다.

배출량 산정 범위

금융기관은 모든 산업군에 대하여 차주사와 피투자사의 Scope1과 2의 절대 배출량을 공시해야한다.

차주사와 피투자자의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할 때는 단계적 접근법Phased-in Approach을 적용한다. 단계적 접근법이란, 

산업군에 따라 단계적으로 Scope 3 공시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Scope 3 배출 공시가 요구되는 필수 산업군에 대하여 산업별로 Scope 3 절대 배출량을 Scope 1, 2와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Scope 3 배출량을 별도 공시할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차주사와 피투자사

의 전체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중복 계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Scope 3 배출량 데이터는 산업군과 데이터 출처에 따라 비교가능성, 투명성, 적용 범위와 신뢰성이 크

게 달라지게 된다. PCAF는 향후 Scope 3 배출량 필수 공시 산업군을 확장시킴으로써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을 향

상시켜 Scope 3 배출량 공시를 꾸준히 보편화 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용성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필수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

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Scope 3 배출량 보고가 필수가 아닌 산업군의 경우, 금융기관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relevant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만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회계 및 보고 표준을 참조하여 산정 및 공시하면 된다.

표 5-2는 차주사와 피투자사의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필수 산업군 목록이다. EU TEG가 적용하는 단계

적 접근법Phased-in Approach에 따라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해야하는 산업군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보충 규정 2016/101148 (EU 벤치마크법 5조)에 제시되어 있다.

47 상장자본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48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 및 EU 파리협정 준수 벤치마크를 위한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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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2021년부터 금융기관은 석유, 가스 및 광업 부문의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해야하며, 2024년부터 

다른 여러 산업군이 추가될 예정이다. PCAF는 2024년을 목표로 데이터의 용이성과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Scope 3 공시 지침을 보강할 계획이다.

표 5-2. EU TEG49가 정의하는 Scope 3 배출량 필수 공시 산업 군

단계별 기간 NACE 레벨 2L2 섹터

2021년부터 에너지 (석유 및 가스)와 광업 (NACE L2: 05-09, 19, 20)

2024년부터 운송, 건축, 건물, 재료 및 산업활동 (NACE L2: 10-18, 21-33, 41-43, 49-53, 81)

2026년부터 모든 산업군

배출량 할당

기본 할당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연간배출량 일부를 금융기관의 간접 배출량으로 산정

한다. 배출량 할당은 금융 잔액 (분자)과 기업의 가치 (분모)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비율을 할당 계수라 한

다.50

 1.  금융 잔액 (분자): 

상장주식 또는 회사채의 잔액으로 구체적 정의는 분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주식의 가치는 시장 가치 (시

장 가격×주식수)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채 잔액의 가치는 부채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융기관

은 연말 또는 회계 연도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선택한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

야 한다.

 2.  기업의 가치 (분모): 

상장 기업의 가치는 현금 포함 기업 가치Enterprise Value Including Cash, 이하 EVIC로 추산한다. 비상장기업의 매매 채권의 

경우에만 기업의 가치를 시장가치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 자본총계51와 부채총계52의 

합으로 결정한다53.

49 NACE는 유럽 표준산업분류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의 약자이다. 표에 제시된 NACE 섹터 코드

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코드와 동일하다 (ISIC REV.4 참조). 비유럽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ISIC 분류 사용이 더 적합할 수 있다. 

50 할당 계수는 피투자자별 재무 데이터가 있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에 대해서만 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가 없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지역 및 업종별 평균 재무자료와 미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배출량 산정식과 필요한 데이터 섹

션에서 설명하였다 (옵션 3b 및 옵션 3c 참조).

51 클라이언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 총 기업 자기자본 가치가 음수인 경우, 금융기관은 자본총계를 0으로 설정해야한다. 이는 모든 배출량이 지분 투자가 

아닌 부채에만 기인함을 의미한다. 실적이 좋은 기업 (이익 잉여금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배출량을 자본 제공자에게 돌리며, 반대로 실적이 저조

한 기업 (보유 손실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배출량을 채무 제공자에게 돌린다. 이는 EVIC의 지분 부분 (즉, 시가총액)이 이익 잉여금과 손실을 암시

적으로 반영하는 상장 기업의 할당 계수의 논리와 일치한다. 일례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와 시가 총액도 증가한다. (이는 이익잉여

금이 음수인 동시에 고객의 대차대조표의 다른 자기자본 구성요소보다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운영 첫 해 동안 마이너스 이익이 높은 신생 기업

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2 부채총계란 유동부채와 장기 차입금을 포함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다. 

53 부채총계나 자본총계가 클라이언트의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차대조표 총계 값 (클라이언트의 총 자산)으로 대체 사용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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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

할당 계수c = 
금융잔액

현금 포함 기업 가치EVIC
c

비상장 회사채:

할당 계수c = 
금융잔액c

자본총계 + 부채총계c

 (c=차주사 또는 피투자사)

현금포함기업가치EVIC의 정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과 부채총계54, 소주주 지분의 장

부가치를 합산한 값이다. 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산출되지 않도록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은 공제하지 않는다.55

PCAF는 아래 참고문헌에서의 EVIC에 대한 정의를 사용한다:

 1. EU TEG가 발간한 기후 전환 벤치마크 핸드북, 파리협약 이행 벤치마크와 벤치마크의 ESG 공시56

 2.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 및 EU 파리협약 이행 벤치마크에 대한 최소 기준과 관련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보충 규정 (EU) 2016/1011. 본 규정에 따르면 EVIC은 벤치마크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

된다.

상장 주식과 회사채의 할당 계수를 계산할 때 EVIC을 사용하는 이론적 원리는 박스5에서 설명할 것이다.

54 EVIC을 정의할 때, EU TEG는 부채총계를 “부채총계의 장부가치”, 즉,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표기된 모든 부채의 합산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부채총계는 

비이자발생부채와 같은 요소들을 제외하는 몇몇 다른 회계적 정의의 부채총계와는 다르다. (15번 각주에서 설명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참고)

55 PCAF 표준에서는 최대한 지표들이 일관되도록 EU TEG에서 내린 EVIC 정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한편, 현재로서는 데이터 제공자들이EVIC 정의에 따라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EU TEG 

(기후 관련 벤치마크 핸드북 16페이지)에서는 UN (1992)의 사전예방 원칙을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장한다: “불확실

한 경우 기업보다는 지구에 이로운 오차가 생기도록 하라”.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EVIC를 계산할 때 금융기관들은 EVIC에서 제외할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다. 가령 비지배지분, 부채의 장부가치 등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결과 EVIC값은 약간 감소하고 금융잔액에 대한 금융배출량의 할당량은 높아질 수 있

다. EVIC을 산출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작은 편차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한 허용 가능하다. (1) 사전예방의 원칙 (2) EVIC에 자본의 시가총액

과 부채총계의 장부가치를 포함

56  (EU 지속가능금융 전문가 그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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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EVIC을 사용하는 이유

4.2장에서 언급했듯이 PCAF 표준은 모든 자산군에 동일한 할당 원칙을 적용한다. 단, 자산군 별로 세부 금

융배출량 산정식과 재무 데이터의 출처는 상이할 수 있다. 모든 자산군의 할당계수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이 투자한 기업, 프로젝트, 부동산 등의 자산 총액과 부채총액의 합산 대비 금융 잔액으로 계산된다. 즉, 상

장 기업의 온실가스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의 자본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지표가 필요하

다.

상장 주식과 회사채의 할당 계수를 계산할 때 EVIC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VIC은 자본과 부채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PCAF의 할당 원칙에 부합하며, 기업 대출과 같은 유사 자

산군과도 일관성이 유지된다.

• EVIC은 금융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업 가치 평가 지표이다. EVIC이 EU TEG와 벤치마크법BMR

에서도 채택된 바,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EVIC의 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총 장부 가치에 대한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데이터 공급자들은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추후 EU 벤치마크

법BMR이 도입되면 EVIC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짐으로 데이터의 가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EVIC 산정은 자본의 시장가치를 포함하며, 이는 금융섹터에서 기업 소유권을 결정하는 가장 보편적

인 접근법이다.

• EVIC 산정은 현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에서 현금을 공제하여 기업가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할당된 금융배출량들의 총 합이 기업의 총 배출량을 초과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아래 예시는 EVIC을 할당 계수의 분모로 사용하면 기업의 배출량 할당이 100%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E예시: 자본=50, 부채=50, 현금=20

접근방식 기업 가치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총합

현금 제외

 (기존 방식)

50 + 50 - 20 = 80 50/80 = 63% 50/80 = 63% > 100%

현금 포함 

(EVIC)

50 + 50 = 100 50 / 100 = 50% 50 / 100 = 50% 100%

예외

금융기관이 주식에만 투자하며 리스크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기업 가치 지표로 EVIC대신 기업

의 시가총액 (기업 발행 주식 X 시장) 가치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PCAF 표준의 최종 목표는 금융기

관의 금융배출량 회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PCAF는 금융기관들이 EVIC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단, 금융기관들이 기업가치를 시가 총액에서 EVIC 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2023까지 최대 3년간 시가총액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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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산정식

금융배출량은 할당 계수에 차주사 또는 피투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한 값이다. 상장 주식 및 회사채 포트폴리

오의 총 금융배출량은 아래 수식에 따라 산정된다.57

금융배출량  =   할당 계수c×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c

 (c=차주사 또는 피투자사 )

할당 계수는 회사의 지분 비율을 반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 잔액 대비 상장 기업의 EVIC, 또는 금융 잔액 대

비 비상장 회사채의 자본과 부채총계 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장 기업: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c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c 
현금 포함 기업 가치c

비상장 회사채: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c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c 
자본총계+부채총계c

 (c=차주사 또는 피투자사 )

상장 주식과 회사채로부터 발생한 금융배출량은 차주사 또는 피투자사의 재무 및 배출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 다

른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다. PCAF 표준은 배출 데이터를 세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따라 상장 주식과 채권의 

금융배출량 계산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기업이 보고한 검증58 또는 미검증된59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해

당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차주사 또는 피투자사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CDP와 같이 제3자 데이터 제공자

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차주사 또는 피투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물리적 활동 데이터 (예: 1MWh

발전당 천연가스 소비량, 또는 생산된 철강 톤)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추정한 배

출량은 할당 계수를 곱해 금융기관에 할당한다. 배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발표하거

나 검증된 값이어야 한다. 배출 데이터는 tCO2e/MWh 또는 tCO2e/생산된 철 ton 과 같이 단위 물리적 활

동량 당 배출 온실가스가 된다.

•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차주사 또는 피투자사의 매출 또는 자산과 같은 경제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

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출량은 경제 활동 당 해당 지역 평균 배출계수, 또는 섹터별 평균 

배출계수를 제공하는 환경투입산출분석EEIO 표나 공식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가능하다 (예: 매출 또

는 자산의 원단위 배출량 tCO2e/€).60

57 금융기관이 더 큰 기업의 자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했을 때, 금융기관이 자회사에 대한 대차대조표 정보 또한 가지고 있다면 “돈을 따라가라 (금전 

추종)” 라는 원칙에 따라 할당 배출량을 자회사 수준에서 산정해야한다.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업의 총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할당 계수를 계산해야한다. 

58 GHG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된 동시에 제 3자 심사원을 통해 검증된 보고 배출량을 의미

59 GHG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되었지만 제 3자 심사원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보고 배출량을 의미. 미검증 배출량의 경우에는 차주 또는 피투자회자외에도 

외부기관에서 산정한 값을 인정한다.

60 기업의 실제 데이터로 표본 조사를 진행하여 포트폴리오 규모에 적용하면 통계나 EEIO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배출량 값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섹터 또는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데이터를 개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과 지역 데이터 제공자 및 통계청

은 금융기관과 다양한 피투자회사가 재무 데이터와 배출량 데이터를 찾아 공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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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

PCAF에서는 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데이터를 세가지로 분류한다.

•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 옵션 3: 경제적 활동 기반 배출량

옵션 1과 2는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이나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의 물리적 활동 데이터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옵션 3는 지역 또는 섹터 별 평균 배출량 통계와 같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61

데이터 품질의 관점에서 옵션 1, 2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더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1, 2가 더

욱 선호된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금융기관은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옵션 1 또는 2를, 그 외 기업들에 대하여는 

옵션 3을 선택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다. 4.2장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데이터 품질의 데이터가 혼용될 경

우 이는 전체 평균 데이터 품질 점수에 반영된다.

표 5-3에서는 적용가능한 옵션과 하위 옵션들을 제시하고 옵션 별 데이터 품질 점수를 보여준다. 이 점수들은 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금융배출량 산정 시 적용된다.

표 5-3. 상장 주식 및 회사채 관련 금융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점수

 (score 1=최고 데이터 점수; 점수 5= 최하위 데이터 점수)62

데이터 점수 금융배출량 산정 옵션 조건

Score 1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1a
기업의 금융잔액과 EVIC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검증되었음.

Score 2

1b
기업의 금융잔액과 EVIC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검증되지 않았음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2a63 

기업의 금융잔액과 EVIC을 알 수 있으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음. 기업의 물리적 활동 데이터로서 에너지 소비량과 

배출계수64를 활용해 배출량을 추산. 관련된 공정배출량 또한 포함.

Score 3 2b

기업의 금융잔액과 EVIC을 알 수 있으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음. 기업의 물리적 활동 데이터로서 기업의 생산량과 

배출계수를 활용해 배출량을 추산.

Score 4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3a
기업의 금융잔액, EVIC, 그리고 매출65을 아는 경우에 해당. 배출계

수는 해당 산업군 매출 사용 (예. 해당 섹터 매출 €당 tCO2e )

Score 5

3b
기업의 금융잔액만을 아는 경우.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군 자산 사용 

(예. 해당 섹터 자산 €당 tCO2e)

3c
기업의 금융잔액만을 아는 경우.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군 매출액과 

자산 회전율과 사용 (예. 해당섹터 매출 €당 tCO2e)

61 2019년 PCAF 네덜란드 팀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옵션 1과 2가 “접근법 1: “에 해당하며, 옵션 3는 “접근법2: 섹터/지역 평균 근사법”과 같다. (PCAF, 

2019).

62 비상장 기업의 채권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때 EVIC은 대상 기업의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으로 정의된다.

63 옵션 2a 방식은 Scope 1과 2 배출량만 적용가능하며 Scope 3 배출량은 이 옵션을 통해 추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외 옵션들에서는 Scope 3 배출량도 산

정될 수 있다.

64 1차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는 공급자 특정 배출 계수가 공급자 비특정 배출 계수보다 항상 선호된다.

65 특정 섹터의 기업 매출이 적합한 경제 활동 지표로 간주되지 않을 때는 더 적합하게 생각되는 대리 지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만약 지표를 대체했을 경우 

대체한 대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 때 데이터 품질 점수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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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단계표는 부록 10.1 (표10-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표에는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산정식도 포함되어 있다. 표 5-3의 세가지 옵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각각 다른 출처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공식 기업 공시

PCAF는 가능하다면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옵션 1), 이러한 직접 데이터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 데이터여야 한다. 또한, 접근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데

이터 출처, 보고 기간 또는 발행 날짜를 함께 명시해야한다.

데이터 제공자 (옵션1)

옵션 1 (보고 배출량)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CDP, Bloomberg, MSCI, 

Sustainalytics, S&P/Trucost 및 ISS와 같은 제3자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SG 데이터 제공자는 기업의 Scope 1, 2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출처 및 보고 기간 또는 발행 날짜를 배출량 데이터와 함께 명시할 것을 권고

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CDP와 같이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나 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은 공식 문서들을 통해 기업이 직접 보

고한 배출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업의 배출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자체 방법론을 통해 기

업의 배출량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출량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이 GHG 프로토콜에 부합한다면, 이는 PCAF

의 옵션 2 또는 3에도 부합한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제공자에게 그들이 적용한 배출량 추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추정 방법이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해당 데

이터의 품질을 정의할 수 있다. PCAF는 데이터 제공자들이 PCAF 데이터 품질 분류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고객과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PCAF는 특정 데이터 공급업체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다만, 표준화된 CDP66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데이터 제공

자를 권고하며, 데이터 제공자들이 표 5-3의 점수 체계에 따라 데이터 품질 점수를 공개할 것을 추천한다. 데이터 

제공자를 결정할 때에는 일관성을 고려하여 모든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제공자를 선택할 것을 권장

한다.

추정 모델 (옵션 2, 3)

모든 기업이 공식 문서나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특성이나 발전 정

도에 따라 데이터 공시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배출량 데이터의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족한 데이터는 

추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주요 경영 활동의 배출량에 기반한 추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생산 기반 모델의 

배출계수 (즉, 물리적 활동 당 배출량)는 경제 기반 모델 (즉, 수익 당 배출 량)의 배출계수보다 우선시된다. 전자가 

환율이나 상품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옵션 2에 따른 생산 기반 모델의 배출계수는 유틸리티, 재료, 에

너지 및 산업재와 같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특히 유용하다. 옵션 3에 따른 경제 기반 모델 (예: 집약도 기반 또는 환

경 입출력 모델)의 배출계수는 데이터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 데이터)의 경우, PCAF는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 전체를 포함

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보고한 실제 에너지 소비량 (예: MWh 발전량 당 소비되는 천연 가스) 또는 생산량 (예: 

생산된 철강 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의 배출량은 이러한 물리적 활동 당 배출계수를 곱하여 추

66 CDP 관련 추가 정보는 우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dp.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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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계수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검증된 계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 또는 승인

한 배출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배출계수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의 예는 ecoinvent,67 Defra,68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69 GEMIS (통합 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배출 모델)70,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71 등

이 있다.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데이터 출처, 보고 기간 또는 발행일에 대한 명시를 포

함해야 한다.

옵션 3 (경제 활동 기반 배출)의 경우 PCAF는 공식 통계 데이터나 지역별 또는 부문별 경제 활동 당 평균 배출계

수 (예: 수익의 tCO2e/€ 또는 자산의 tCO2e/€)를 제공하는 공인 EEIO 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기관은 

가능한 세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논과 벼 재배자들에 대한 기업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일

반 농업 부문에 대한 배출량 계수가 아니라 벼 부문에 대한 부문별 평균 배출계수를 찾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배

출계수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EEIO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로는 EXIOBASE,72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73 또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74가 있다.

PCAF의 웹 기반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는 옵션 2 와 3의 다양한 배출계수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PCAF 

데이터를 사용하여 투자로 인한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PCAF는 대부분의 상장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금융배출량이 보고 배출량 (옵션 1), 물리적 활동 데이터 (옵션 2) 또

는 경제 활동 데이터 (옵션 3)를 통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의된 옵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새

로운 옵션이 개발되는 경우, 배출량 계산을 위해 대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보고 금융기관은 위에서 

정의한 3가지 옵션 외에 다른 대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야한다.

67 https://www.ecoinvent.org/

6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house-gas-reporting-conversion-factors-2019

69 https://www.ipcc-nggip.iges.or.jp/EFDB/find_ef.php?reset= 

70 http://iinas.org/gemis-download.html

71 http://www.fao.org/partnerships/leap/database/ghg-crops/en/

72 https://www.exiobase.eu/

73 https://www.gtap.agecon.purdue.edu/

74 http://www.wiod.or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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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시장 가격 변동

EVIC을 분모로 사용하면 자산은 변동하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원단위 금

융배출량 (배출 집약도) 감축 목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규화된 자산을 적

용하여 목표 기간 동안 가격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일례로, EU TEG 와 벤치마크에 대한 EU 규정은 

시간 경과에 따른 EVIC의 변화에 인플레이션 변화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장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EVIC을 교정하면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경

우 금융기관 간의 결과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다른 많은 변수 (예: 환율, 인플레이션, 신흥 시

장 등)의 교정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비교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CAF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교

정되지 않은 절대 배출량을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된 배출량은 선택적으로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투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향후 PCAF는 금융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교정과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고,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지표를 설명할 것이다.

조직 식별

대규모 상장 주식 및 회사채 포트폴리오의 경우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조직 식별이 필요하다. 이러

한 식별의 예로는 증권 거래소 일간 공식 목록, 국제 증권 식별 번호, 통일 보안 식별 절차 위원회 번호 및 블룸버그 

티커가 있다. 대규모 포트폴리오의 경우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외부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조직 식별은 즉각 이루어질 수 있지만, 탄소 데이터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를 연간 기준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다.

역효과

기업의 절대 배출량을 총 자본 및 부채 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권장되

는 금융배출량 감축 양상은 기업이 절대 배출량 (분자)을 감축하여 할당되는 금융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이지만, 현

재의 PCAF 산정 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지분 또는 부채 상태분모를 증가시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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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정의

해당 PCAF 자산군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업 대출

• 비상장 주식

기업 대출

기업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상의 일반적인 기업 목적으로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의 조직75으로 대출해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대출과 신용을 포함한다76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없음”). 

여기에는 리볼빙 대출, 당좌대월약정,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CRE: Commercial Real Estate 등의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 등도 

포함된다.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대출과 신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리볼빙 대출, 브릿지 론bridge loans, 신용장letters of credit 등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흔히 제공하는 금융 상품의 경우, 연말 또

는 회계연도 기준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만 포함된다.77

특수 기업 목적을 위한 기업 대출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은 기업대출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다루어 지

며,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3장 참조). 상업용 부동산 (5.4장 참조) 또는 자동

차 (5.6장 참조)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금융상품은 각각 CRE, 자동차 캐피탈로 별도의 자산군에서 다뤄진다.78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상의 일반적인 기업 목적으로 비상장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의 조직에 투자

한 시장에서 거래 불가능한 모든 지분 투자를 포함한다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없음”). 

비상장 주식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으로의 지분 투자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다).

본 표준에서 투자 펀드인 사모펀드는 비상장 주식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모 펀드에 대한 지침은 차후 버전

의 PCAF 표준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75 국유기업을 포함하되 정부 자체 대출은 제외한다. 정부에 대한 대출은 차후 버전에서 다룰 예정이다.

76 하위 장에서 “기업”은 비영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조직을 포함한다.

77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은 개발 중이며 다음 버전에 게시될 계획이다. 향후 버전에서는 금융기관의 연말 또는 회계연도 말의 대차대조표만

을 고려할 경우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의 중대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 금융기관은 연말 또는 회계연도 말에 

기업 대출에 큰 변동 (증가 또는 감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금융배출량 값이 크게 늘거나 줄 수 있기 때문이다.

78 금융기관은 이러한 명칭 (기업 금융)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선호되는 경우, 특수 목적을 위한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 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배출량

을 보고할 때 “기업 대출” 자산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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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범위

금융기관은 모든 섹터에 대해 차주와 피투자자의Scope1과 2의 절대 배출량을 공시해야한다.

차주와 피투자자의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할 때는 단계적 접근법Phased-in Approach을 적용한다. 단계적 접근법이란, 산

업군에 따라 단계적으로 Scope 3 공시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Scope 3 배출 공시가 요구되는 필수 산

업군에 대하여 산업별로 Scope 3 절대 배출량을 Scope 1, 2와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Scope 3 배출량을 별도 공

시할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차주와 피투자자의 전체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중복 계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Scope 3 배출량 데이터는 산업군과 데이터 출처에 따라 비교가능성, 투명성, 적용 범위와 신뢰성이 크

게 달라지게 된다. PCAF는 향후 Scope 3 배출량 필수 공시 산업군을 확장시킴으로써 데이터 가용성과 질을 향상

시켜 Scope 3 배출량 공시를 꾸준히 보편화 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용성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필수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이 제공되어야 한다. Scope 3 배출량 보고가 필수가 아닌 산업군의 경우, 금융기관은 연관 있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만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을 참조하여 산정 및 공시하면 된다.

표 5-4는 차주와 피투자자의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필수 산업군을 정리하였다. EU TEG가 적용하는 단

계적 접근법Phased-in Approach에 따라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해야하는 산업군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법

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보충 규정 2016/1011 (EU 벤치마크법) 5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1년부터 금융기관은 석유, 가스 및 광업 부문의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해야하며, 2024년부

터 다른 여러 산업군이 추가된다. PCAF는 2024년을 목표로 데이터의 용이성과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Scope 3 공시 지침을 보강할 계획이다.

표 5-4. EU TEG79가 정의하는 Scope 3 배출량 필수 공시 산업 군

단계별 기간 NACE 레벨 2L2 섹터

2021년부터 에너지 (석유 및 가스)와 광업 (NACE L2: 05-09, 19, 20)

2024년부터 교통수단, 건축, 건물, 재료 및 산업활동 (i.e., NACE L2: 10-18, 21-33, 41-43, 49-53, 81)

2026년부터 모든 산업군

79 NACE는 유럽 표준산업분류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의 약자이다. 표에 제시된 NACE 섹터 코드

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코드와 동일하다 (ISIC REV.4 참조). 비유럽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ISIC 분류 사용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배출량 할당

기본 할당 원칙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연간배출량 일부를 금융기관의 간접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

이다. 배출량 할당은 금융 잔액 (분자)과 기업의 가치 (분모)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비율을 할당 계수라 한

다.80

 1. 금융 잔액 (분자): 상장주식 또는 회사채의 실제 금융 잔액

 a.  기업 대출의 경우, 금융 잔액은 차주가 대출 기관에 빚진 부채의 가치 (즉, 지출된 부채에서 상환 금액

을 뺀 금액)로 정의된다. 정확한 익스포저를 반영하기 위해 잔액 값은 매년 조정되어 대출 기간이 끝날 

때, 즉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0이 된다.

 b.  비상장 주식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잔액은 금융기관이 민간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의 미지불 가치를 의미한다. 재무상태표에 따라 해당 피투자자의 금융기관의 상대적 지분을 피투자자
81의 총 자본에 곱하여 계산한다. 금융기관은 연말 또는 회계연도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

하게 표시하고 선택한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2. 기업의 가치 (분모)

 a.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 대출 및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의 가치를 시장 가치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나

와있는 자본총계82와 부채총계83의 합으로 결정한다84.

 b.  상장 기업에 기업 대출을 제공한 경우, 기업의 가치는 현금 포함 기업 가치Enterprise Value Including Cash, 이하 

EVIC로 추산한다.

80 할당 계수는 피투자자별 재무 데이터가 있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에 대해서만 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가 없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지역 및 업종별 평균 재무자료와 미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배출량 산정식과 필요한 데이터 장

에 설명되어 있다 (옵션 3b 및 옵션 3c 참조).

81 피투자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대적 지분은 금융기관이 각 피투자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를 피투자자의 총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82 클라이언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 총 기업 자기자본 가치가 음수인 경우, 금융기관은 총 자본을 0으로 설정해야한다. 이는 모든 배출량이 지분 투자가 아

닌 부채에만 기인함을 의미한다. 실적이 좋은 기업 (이익 잉여금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배출량을 자본 제공자에게 돌리며, 반대로 실적이 저조한 

기업 (보유 손실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은 더 많은 배출량을 채무 제공자에게 돌린다. 이는 EVIC의 지분 부분 (즉, 시가총액)이 이익 잉여금과 손

실을 암시적으로 반영하는 상장 기업의 할당 계수의 논리와 일치한다. 일례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와 시가 총액도 증가한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음수인 동시에 고객의 대차대조표의 다른 자기자본 구성요소보다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운영 첫 해 동안 마이너스 이익이 높은 

신생 기업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83 부채총계란 유동부채와 장기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다.

84 부채총계나 자본총계가 클라이언트의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차대조표 총계 값 (클라이언트의 총 자산)으로 대체 사용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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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 대출 및 주식 투자:

할당 계수c = 
금융잔액c

자본총계 + 부채총계c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금융 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수c
 × 자본 총계c

총 발행주식수c

상장기업의 기업 대출:

할당 계수c = 
금융잔액c

현금 포함 기업 가치c

 (c=차주 또는 피투자회사 )

현금포함기업가치EVIC의 정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과 부채총계85, 소주주 지분의 장

부가치를 합산한 값이다. 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산출되지 않도록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은 공제하지 않는다.86

PCAF는 아래 참고문헌에서의 EVIC에 대한 정의를 사용한다:

 1. EU TEG가 발간한 기후 전환 벤치마크 핸드북, 파리협약 이행 벤치마크와 벤치마크의 ESG 공시87

 2.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 및 EU 파리협약 이행 벤치마크에 대한 최소 기준과 관련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보충 규정 (EU) 2016/1011. 본 규정에 따르면 EVIC은 벤치마크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

된다.

상장 회사에 대한 할당 계수를 계산할 때 EVIC을 사용하는 이론적 원리는 상장 주식과 회사채 자산군 내용에서 설

명하였다. 

85 EVIC을 정의할 때, EU TEG는 부채총계를 “부채총계의 장부가치”, 즉,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표기된 모든 부채의 합산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부채총계는 

비이자발생부채와 같은 요소들을 제외하는 몇몇 다른 회계적 정의의 부채총계와는 다르다 (15번 각주에서 설명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참고).

86 PCAF 표준에서는 최대한 지표들이 일관되도록 EU TEG에서 내린 EVIC 정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한편, 현재로서는 데이터 제공자들이EVIC 정의에 따라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EU TEG 

(기후 관련 벤치마크 핸드북 16페이지)에서는 UN (1992)의 사전예방 원칙을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장한다: “불확실

한 경우 기업보다는 지구에 이로운 오차가 생기도록 하라”.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EVIC를 계산할 때 금융기관들은 EVIC에서 제외할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다. 가령 비지배지분, 부채의 장부가치 등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결과 EVIC값은 약간 작아지고 금융잔액에 대한 금융 산출량의 할당량은 높아질 수 있

다. EVIC을 산출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작은 편차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한 허용 가능하다. (1) 사전예방의 원칙 (2) EVIC에 자본의 시가총액

과 부채총계의 장부가치를 포함

87  (EU 지속가능금융 전문가 그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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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산정식

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의 금융배출량은 할당 계수에 차주 또는 피투자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한 값들을 합

산한 것이다.88

금융배출량  =  할당 계수c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c 

 (c=차주 또는 피투자회사)

할당 계수는 회사의 지분 비율을 반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장기업의 EVIC 대비 금융잔액, 또는 비상장 회사

의 자본과 부채총계 합 대비 금융잔액 비율을 의미한다.

비상장기업에 제공한 상업대출 및 주식 투자: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c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c 
자본총계 + 부채총계c

상장 주식의 상업대출: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c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c 
현금 포함 기업 가치c

 (c=차주 또는 피투자회사)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배출량은 차주 또는 피투자자의 재무 및 배출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

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PCAF 표준은 배출 데이터를 세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따라 상

장 주식과 채권의 금융배출량 계산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기업이 보고한 검증89 또는 미검증된90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해

당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차주 또는 피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CDP와 같이 제3자 데이터 제공자

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차주 또는 피투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물리적 활동 데이터 (예: 1MWh발

전당 천연가스 소비량, 또는 생산된 철강 톤)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추정한 배출

량은 할당 계수를 곱해 금융기관에 할당한다. 배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기관에서 발표하거나 검

증된 값이어야 한다. 배출 데이터는 tCO2e/MWh 또는 tCO2e/생산된 철강 톤과 같이 단위 물리적 활동량 

당 배출 온실가스가 된다.

•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보고 금융기관은 차주 또는 피투자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과 같은 경제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출량은 공식 통계 데이터 또는 환경투입산출분

석EEIO 표와 경제 활동 당 해당 지역 평균 배출계수, 또는 섹터별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추정가능하다 

(예: 매출 또는 자산의 원단위 배출량 tCO2e/€).91

88 금융기관이 자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했을 때, 금융기관이 자회사에 대한 대차대조표 정보 또한 가지고 있다면 “돈을 따라가라 (금전 추종)”라는 원

칙에 따라 할당 배출량을 자회사 수준에서 산정해야한다.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

의 총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할당 계수를 계산해야한다. 

89 GHG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정된 동시에 제 3자 검증을 마친 배출량을 의미.

90 GHG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산정되었지만 제 3자 산검증을 받지 않은 배출량을 의미. 미검증 배출량은 차주 또는 피투자회사가 직접 산정한 경우일 수 

있다.

91 기업의 실제 보고한 데이터로 표본 조사를 진행하여 포트폴리오 규모로 외삽하면 통계나 EEIO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배출량 값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산업군이나 지역의 데이터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만약 금융기관이 해당 산업군 또는 지역에 전문

성이나 공신력이 강하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역의 데이터 공급자 들은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배출량 관련 공시와 데이터 품질 개

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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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

위에서 설명했듯이, PCAF는 사용하는 배출량 데이터에 따라 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에서 금융배출량을 계산을 

세 가지 옵션으로 구분한다:

•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옵션 1과 2는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이나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의 물리적 활동 데이터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옵션 3는 지역 또는 섹터 별 평균 배출량 통계와 같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92

데이터 품질의 관점에서 옵션 1과 2가 옵션 3보다 선호된다. 옵션 1, 2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더 정확한 배출량을 산

정할 수 있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금융기관은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옵션 1 또는 2를, 그 외 기업들에 대하여는 

옵션 3을 선택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다. 4.2장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데이터 품질의 데이터가 혼용될 경

우 이는 전체 평균 데이터 품질 점수에 반영된다.

표 5-5에서는 적용가능한 옵션과 하위 옵션들을 제시하고 옵션 별 데이터 품질 점수를 보여준다. 이 점수들은 상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의 금융배출량 산정 시 적용된다.

92 2019년 PCAF 네덜란드 팀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옵션 1과 2가 “접근법 1: “에 해당하며, 옵션 3는 “접근법2: 섹터/지역 평균 근사법”과 같다. (PCA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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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관련 금융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점수

 (score 1=최고 데이터 점수; 점수 5= 최하위 데이터 점수)93

데이터 점수 금융배출량 산정 옵션 조건

Score 1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1a
기업의 금융잔액과 기업의 자본과 부채의 총 합계를 알 수 있으

며, 기업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검증되었음.

Score 2

1b
기업의 금융잔액과 기업의 자본과 부채의 총 합계를 알 수 있으

며, 기업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검증되지 않았음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2a94 

기업의 금융잔액과 기업의 자본과 부채의 합계를 알 수 있으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음. 기업의 물리적 활

동 데이터로서 에너지 소비량과 배출계수95를 활용해 배출량을 

추산. 공정배출량 또한 포함.

Score 3 2b

기업의 금융잔액과 기업의 자본과 부채의 합계를 알 수 있으

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음. 기업의 물리

적 활동 데이터로서 기업의 생산량과 배출계수를 활용해 배출

량을 추산.

Score 4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3a

기업의 금융잔액, 기업의 자본과 부채의 합계, 그리고 매출96을 

아는 경우에 해당.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군 매출 사용 (예. 해당 

섹터 매출 €당 tCO2e)

Score 5

3b
기업의 금융잔액만을 아는 경우.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군 자산 

사용 (예. 해당 섹터 자산 €당 tCO2e)

3c

기업의 금융잔액만을 아는 경우. 해당 산업군의 자산 회전율을 

아는 경우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군의 매출 사용 (예. 해당 섹터 

매출 €당 tCO2e)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단계표는 부록 10.1 (표10-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표에는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산정식도 포함되어 있다. 표 5-5의 세가지 옵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각각 다른 출처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이터 제공자 (옵션 1)

옵션 1 (보고 배출량)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CDP, Bloomberg, MSCI, 

Sustainalytics, S&P/Trucost 및 ISS와 같은 제3자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SG 데이터 제공자는 기업의 Scope 1, 2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출처 및 보고 기간 또는 발행 날짜를 배출량 데이터와 함께 명시할 것을 권고

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CDP와 같이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나 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은 공식 문서들을 통해 기업이 직접 보

고한 배출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업의 배출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자체 방법론을 통해 기

업의 배출량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출량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이 GHG 프로토콜에 부합한다면, 이는 PCAF

의 옵션 2 또는 3에도 부합한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제공자에게 그들이 적용한 배출량 추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추정 방법이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럼으로써 금융기관은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정의할 수 있다. PCAF는 데이터 제공자들이 PCAF 데이터 품질 분류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

을 고객과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93 미상장 기업의 채권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때 EVIC은 대상 기업의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으로 정의된다

94 옵션 2a 방식은 Scope 1과 2 배출량만 적용가능하며 Scope 3 배출량은 이 옵션을 통해 추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외 옵션들에서는 Scope 3 배출량도 산

정될 수 있다.

95 1차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는 공급자 특정 배출 계수가 공급자 비특정 배출 계수보다 항상 선호된다.

96 특정 섹터에서 기업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매출이 적합한 경제 활동 지표로 간주되지 않을 때는 더 적합하게 생각되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표를 대체했을 경우 대체한 대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 때 데이터 품질 점수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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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는 특정 데이터 공급업체를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표준화된 CDP97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데이터 제공자를 

권고하며, 데이터 제공자들이 표 5-2의 점수 체계에 따라 데이터 품질 점수를 공개할 것을 추천한다. 데이터 제공

자를 결정할 때에는 일관성을 고려하여 모든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제공자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추정 모델 (옵션 2, 3)

모든 기업이 공식 문서나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특성이나 발전 정

도에 따라 데이터 공시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배출량 데이터의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족한 데이터는 

추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 데이터)의 경우, PCAF는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 전체를 포함한

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보고한 실제 에너지 소비량 (예: MWh 발전량 당 소비되는 천연 가스) 또는 생산량 (예: 생

산된 철강 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의 배출량은 이러한 물리적 활동 당 배출계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계수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검증된 계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 또는 승인한 배

출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배출계수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의 예는 ecoinvent,98 Defra,99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100 GEMIS (통합 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배출 모델),101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102 등이 있다.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데이터 출처, 보고 기간 또는 발행일에 대한 명시를 포함해야 한

다.

옵션 3 (경제 활동 기반 배출)의 경우 PCAF는 공식 통계 데이터나 지역별 또는 부문별 경제 활동 당 평균 배출계수 

(예: 수익의 tCO2e/€ 또는 자산의 tCO2e/€)를 제공하는 공인 EEIO 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기관은 배출

계수를 가능한 세부적으로 적용해야한다.103 예를 들어, 논과 벼 재배자들에 대한 기업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일

반 농업 부문에 대한 배출량 계수가 아니라 벼 부문에 대한 부문별 평균 배출계수를 찾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배

출계수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EEIO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로는 EXIOBASE,104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105 또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106 가 있다.

PCAF의 웹 기반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는 옵션 2 와 3의 다양한 배출계수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PCAF 

데이터를 사용하여 투자로 인한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PCAF는 대부분의 상장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금융배출량이 보고 배출량 (옵션 1), 물리적 활동 데이터 (옵션 2) 또

는 경제 활동 데이터 (옵션 3)를 통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의된 옵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새

로운 옵션이 개발되는 경우, 배출량 계산을 위해 대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보고 금융기관은 위에서 

정의한 3가지 옵션 외에 다른 대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97 https://www.cdp.net/en

98 https://www.ecoinvent.org/

9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house-gas-reporting-conversion-factors-2019

100 https://www.ipcc-nggip.iges.or.jp/EFDB/find_ef.php?reset=

101 http://iinas.org/gemis-download.html

102 http://www.fao.org/partnerships/leap/database/ghg-crops/en/ 

103 대기업의 경우, 각기 다른 수익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금융배출량 또한 이에 따라 분할하여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장 수익이 

높은 분야의 활동이 선택되어야 한다. 

104 https://www.exiobase.eu/ 

105 https://www.gtap.agecon.purdue.edu/

106 http://www.wiod.or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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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옵션3의 일반화

지역 또는 섹터별 평균 데이터는 일반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옵션 3의 경우 피투자자의 직접 데이터보다 

모호하며 신뢰도가 낮기 마련이다. 이는 지역 또는 섹터의 평균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

에 대한 통계 데이터나 EEIO표는 보고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섹터 분류 체계에 정확히 상응되어야 한다. 해당 섹터

가 일대일로 상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배출량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

비일관적 산정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피투자자의 직접 데이터, 특히 Scope 1,2, 그리고 3을 다 포함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정

하고 다른 일부분은 평균 데이터 (Scope 1과 2만 포함)를 사용할 경우 산정이 비일관적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보고 금융기관이 피투자자의 직접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수집한 뒤, 이를 기반으로 평균 데이

터를 개발하여 그 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군의 대출 기업의 대다수가 직

접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섬유 산업군 전체의 평균 데이터 대신 이들의 평균치를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나

머지 일부에 적용할 수 있다.

배출 시점의 한계

또다른 한계점 중 하나는 재무상태표의 시점으로 인한 것이다. 시기적 또는 일시적 변동성이 큰 산업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의 경우,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이 아닌 시기의 활동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회계 연도를 사용하는 보고 금융기관들 또한 서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 (연말 또는 

회계연도)의 금융 잔액 대신 해당 연도의 월평균 잔액을 적용하는 GHG 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보고 금융기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월평

균 잔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러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고 평균 산정 방법과 사용된 가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야 한다.

시장 가격 변동

EVIC을 분모로 사용하면 자산은 변동하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원단위 금

융배출량 (배출 집약도) 감축 목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규화된 자산을 사용

하여 목표 기간 동안 가격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EU TEG와 벤치마크에 대한 EU 규정은 

시간 경과에 따른 EVIC의 변화에 인플레이션 변화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장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EVIC을 교정하면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경

우 금융기관 간의 결과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다른 많은 변수 (예: 환율, 인플레이션, 신흥 시

장 등)의 교정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비교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CAF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교

정되지 않은 절대 배출량은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된 배출량은 선택적으로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향후 PCAF는 금융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교정과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고,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지표를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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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정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특정 목적의 프로젝트를 위한 (GHG 프로토콜에서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 금

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대출과 주식을 의미한다. 이 금융은 가스화력발전소, 풍력·태양광사업, 에너지효

율사업 등 특정 활동을 위해 지원된다. 배출량의 계산은 오로지 자금 조달된 (링펜스) 활동만 포함한다. 자금 조달

된 프로젝트 외의 해당 조직의 기존 활동과 관련된 배출 및 재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배출량 산정 범위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Scope 1과 2의 절대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Scope 3 배출량도 보고할 수 

있다.107 회피 또는 제거 배출량 또한 필요한 경우 보고할 수 있으나, 절대 배출량과는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배출량 할당

기본 할당 원칙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연간배출량 일부를 금융기관의 간접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

이다. 배출량 할당은 금융 잔액 (분자)과 기업의 가치 (분모)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비율을 할당 계수라 한

다.108

할당 계수p = 
금융잔액p

자본총계 + 부채총계p

주식의 경우, 잔액은 아래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수p
 × 자본 총계p

총 발행주식수p

 (c=차주 또는 피투자회사)

금융 잔액은 개별 금융업자가 제공한 부채 또는 자본 금액을 의미한다. 부채의 경우, 금융 잔액은 차주가 대출기관

에 빚진 부채의 가치 (즉, 지출된 부채에서 상환금을 뺀 금액)로 정의한다. 자본의 경우 금융 잔액은 금융기관이 프

로젝트109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금융 잔액이다. 재무상태표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총 자본에 해당 프로젝트

의 금융기관의 상대적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다. 보증은 대출로 전환될 때까지 금융 잔액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금

융기관은 연말 또는 회계연도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선택한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의 경우, 분모 (지분110과 채무111)에는 프로젝트에 들어간 모든 파이낸싱이 포함된다 (프로젝트를 

107 Scope 3 배출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예로는 원자력 발전소, 수력발전소, 인프라 프로젝트 (공항, 고속도로), 석유 및 가스 탐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

지는 않는다.

108 할당 계수는 피투자자별 재무 데이터가 있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에 대해서만 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가 없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지역 및 업종별 평균 재무자료와 미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배출량 산정식과 필요한 데이터 섹

션에서 설명하였다 (옵션 3b 및 옵션 3c 참조).

109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의 상대적 지분은 금융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피투자자의 총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10 프로젝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 총 자본 가치가 음수인 경우, 금융기관은 총 자본을 0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배출량이 지분 투자가 아닌 부채에만 

기인함을 의미한다. 실적이 좋은 기업 (이익 잉여금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배출량을 자본 제공자에게 돌리며, 반대로 실적이 저조한 기업 (보유 손

실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은 더 많은 배출량을 채무 제공자에게 돌린다. 이는 EVIC의 지분 부분 (즉, 시가총액)이 이익 잉여금과 손실을 암시적으

로 반영하는 상장 기업의 할당 계수의 논리와 일치한다. 일례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와 시가 총액도 증가한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음수인 동시에 고객의 대차대조표의 다른 자기자본 구성요소보다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운영 첫 해 동안 마이너스 이익이 높은 신생 기업의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111 부채총계란 유동부채와 장기 차입금을 포함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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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한 지분과 채무의 총합)112.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재무상태표 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재무 정보가 공개되면 (프로젝트 내의 지분과 채무의 총합), 이러한 값을 할당 계수의 분모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 대부분의 절대 배출량 또는 회피 배출량은 채권자에게 귀속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

무가 변제되면서 대부분의 배출량이 자본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그림 5-2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5-2. 시간에 따른 자본/부채 비율의 변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1 23 45 67 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우선순위 부채 비율 자본 비율

금융배출량 산정식

단일 프로젝트에서 금융배출량은 해당 프로젝트의 배출량에 할당 계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여러 프로젝트들을 모

두 고려한 총 금융배출량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금융배출량  =  할당 계수p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p 

 (p=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군의 합계는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나타내고 할당 계수는 주어진 

프로젝트의 비례 지분, 즉 자본과 부채 총계에 대한 금융 잔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p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p 
현금 포함 기업 가치p

 (p=프로젝트)

112 부채총계나 자본총계가 클라이언트의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차대조표 총계 값 (클라이언트의 총 자산)으로 대체 사용가

능하다. 어떤 이유로든 프로젝트의 대차대조표에서 총 부채 또는 총 자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일부의 경우 이러한 값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금융

기관은 총 대차대조표 값 (즉, 프로젝트의 총 자산과 동일한 총 자본 및 부채) 으로 대체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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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 표준은 배출 데이터를 세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의 금융배출량 계산법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보고된 프로젝트의 검증113 또는 미검증된114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에 해당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프로젝트의 물리적 활동 데이터 (예: 1MWh발전당 천연가스 소비량, 또는 

생산된 철강 톤)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출 데이터는 국제 에너지 기구 (IEA)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발표한 값이거나, tCO2e/MWh와 같이 단위 물리적 활동량 당 검증

된 배출계수와 적절한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 가능하다.

•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보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이익 또는 자산과 같은 경제 활동 데이터를 기

반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출량은 공식 통계 데이터 또는 환경투입산출분석EEIO 표와 

경제 활동 당 해당 지역 평균 배출계수, 또는 섹터별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하다 (예: 매출 또

는 자산의 원단위 배출량 tCO2e/€).115

필요한 데이터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은 프로젝트 금융 거래의 실사 및 모니터링을 활용할 경우 대체로 높은 편이

다. 보고 배출량 (옵션 1)은 품질과 일관성에서 가장 선호되지만 항상 접근이 가능하지는 않다. 생산된 MWh와 같

은 물리적 활동 기반 데이터 (옵션 2)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값 또는 추정치 (예: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P50 

추정치)로 제공된다116. 프로젝트별 물리적 데이터가 없고 재무 데이터만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데이터 품질 점수가 

적용된다 (옵션 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데이터 품질은 표5-6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별로 데이터 품질 표를 수정하

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품질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13 GHG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된 동시에 제 3자 심사원을 통해 검증된 보고 배출량을 의미함

114 GHG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되었지만 제 3자 심사원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보고 배출량을 의미함. 미검증 배출량의 경우에는 차주 또는 피투자회사가 

직접 보고한 데이터 외에도 외부기관에서 산정한 값을 인정한다.

115 기업의 실제 데이터로 표본 조사를 진행하여 포트폴리오 규모에 적용하면 통계나 EEIO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배출량 값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섹터 또는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데이터를 개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과 지역 데이터 제공자 및 통계청

은 금융기관과 다양한 피투자회사가 관련성 있는 재무 데이터와 배출량 데이터를 찾아 공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16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과거의 자원 데이터 (바람, 일사량, 수력 흐름 등)를 분석하여 에너지 산출 예측치를 계산한다. P50 값

은 해당연도에 에너지 산출수준이 예측치와 같거나 더 높을 확률이 50%인 예상 연간생산량이다. P90 값은 해당 연도에 에너지 산출 수준이 초과될 확률 

(1년 P90) 또는 10년 기간 동안 평균 연도의 산출수준을 초과될 확률 (10년 P90)이 90%인 예측값이다. PCAF는 P50 예측 생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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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금융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점수

 (score 1=최고 데이터 점수; 점수 5= 최하위 데이터 점수)

데이터 점수 금융배출량 산정 옵션 조건

Score 1
옵션 1: 

보고된 배출량

1a
프로젝트의 금융잔액과 프로젝트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

계를 알 수 있으며,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검증되었음.

Score 2

1b
프로젝트의 금융잔액과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계를 알 수 

있으며,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검증되지 않았음

옵션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

2a117 

프로젝트의 금융잔액과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계를 알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음. 프로젝트의 

물리적 활동 데이터로서 에너지 소비량과 그에 따른 배출계

수118를 활용해 배출량을 추산. 관련된 공정배출량 또한 포함.

Score 3 2b

프로젝트의 금융잔액과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계를 알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음. 프로젝트의 물

리적 활동으로 인한 생산량 1차 데이터와 그에 따른 배출계수

를 활용해 배출량을 추산.

Score 4

옵션 3: 

경제활동 기반 

배출량

3a

프로젝트의 금융잔액,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합계와 프로젝

트 수익119을 아는 경우에 해당.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군 매출

액 또는 유사 프로잭트의 배출계수를 사용 (예. 해당 섹터 매

출 €당 tCO2e)

Score 5

3b

프로젝트의 금융잔액만을 아는 경우.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

군 자산 또는 유사 프로젝트의 경제 활동 기반 배출계수를 사

용 (예. 해당 섹터 자산 €당tCO2e)

3c

프로젝트의 금융잔액만을 아는 경우. 해당 산업군 또는 유사 

프로젝트의 자산 회전율을 아는 경우 배출계수는 해당 산업

군 매출액 사용 (예. 해당 섹터 매출 €당tCO2e)

부록 10.1 (표 10-3)에 필요한 데이터와 금융배출량 산정식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 점수 관련 세부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PCAF는 대부분의 상장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금융배출량이 보고 배출량 (옵션 1), 물리적 활동 데이터 (옵션 2) 또

는 경제 활동 데이터 (옵션 3)를 통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회피 배출량

회피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다. 회피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었더라면 

발생했을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회피 배출량은 GHG 프로토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침에 기반하

여 계산하며, 절대 배출량과는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연간 회피 배출량을 계산하여 이를 금융기관의 공시 시

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금융기관은 보고기간 동안의 프로젝트 연간 전력 생산량을 동기간 국가별 전

력 믹스와 비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인해 특정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감소시켰

다고 추정할 수 있다.

117 옵션 2a 방식은 Scope 1과 2 배출량만 적용가능하며 Scope 3 배출량은 이 옵션을 통해 추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외 옵션들에서는 Scope 3 배출량도 산

정될 수 있다.

118 1차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는 공급자-특정 배출 계수가 공급자 비특정 배출 계수보다 항상 선호된다.

119 수익이 프로젝트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데 적합한 재무 지표가 아닌 경우, 다른 적합한 재무 지표를 대용할 수 있다. 대체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표

를 선정한 이유를 투명하게 제시해야하며, 데이터 품질 점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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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믹스와 이와 연관된 전력 계수는 다양한 가정과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표 5-7 참조).

표 5-7. 전력 믹스 유형 당 배출계수

선호 순위 유형 배출계수 설명

1 운영 마진120 프로젝트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을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기반한 배출계수  

(전력 시스템에서 변동 운영 비용이 가장 큰 발전소로부터의 발전)

2 화석 연료 거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거래된 모든 화석 연료의 배출량에 기반한  

배출계수 (생산+수입-수출)

3 화석 연료 생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화석 연료의 배출량에 기반한  

배출계수

4 평균 전력 믹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 (화석 및 비 화석연료 포함)의  

배출량에 기반한 배출계수

공개 되어있는 다양한 국가 단위와 국제 단위의 데이터를 통해 배출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예: IEA, EPA, EEA).

PCAF는 보고기간 동안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회피 배출량 계산을 위해 운영 마진 배출계수를 사용할 것을 권

고한다. 국제금융기구IFI는 온실가스 회계에 관한 IFI 워킹 그룹이 발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운영마

진 배출계수를 계산하였다.121

운영 마진 계수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은 화석연료 거래 및 생산, 또는 마지막 보루로 평균 전력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PCAF는 IFI 방법론에 상응하도록 원자력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지만, 대부의 화석 연료 

믹스 데이터가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제거 배출량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제거 배출량이 발생할 수 있다. 제거 배출량 중 한 종류인 흡수 배출량은 탄소가 공기

중으로부터 흡수됨으로써 발생한다. PCAF는 흡수 배출량 및 제거 배출량에 대한 지침을 개발중에 있으며, 추후 

PCAF 표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수명

PCAF 방법론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프로젝트의 배출량의 산정 시, 프로젝트 전체 수명기간 동안의 배출량은 고

려하지 않는다. 전 수명기간에 걸친 배출량은 보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배출량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래 시

점에 일어날 풍력 단지의 폐쇄로 인한 배출량은 올해의 보고기간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프로젝트 건설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가스 발전소의 경우, 

건설로 인한 배출량은 건설 기간동안, 운영으로 인한 배출량은 운영 기간동안 산정될 것이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가스 발전소의 운영 시작 후 바로 변제된다면, 해당 대출로 인한 금융배출량은 가스 발전소가 수명기간동안 발생시

키는 온실가스의 극히 일부분만을 반영하게 된다.

120 운영 마진이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위해 UNFCCC의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정의한 용어이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의해 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운영이 감소하는) 기존 발전소 집단을 의미한다.

121  (IF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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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는 보통 프로젝트 개발사와 계약한 제 3의 건설사에 의해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로 인한 배출량과 구매한 상

품 및 서비스로 인한 배출량은 프로젝트 개발사의 Scope 3배출량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Scope 3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결국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러한 Scope 3 배출량이 

관련 있다면relevant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보고연도 동안 금융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전 주기 Scope 1과 2 예상 배

출량을 추정해야 하며, 이를 프로젝트의 계약 연도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어떤 금융기관이 위 예시의 가스 

발전소의 초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연도에 해당 가스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 시기, 예상 탄소 배출량, 

부하율 등을 계산하여 전 수명 시기에 걸친 배출량을 추정하고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VS 수명주기 배출량

다양한 다자간 개발은행들은 온실가스 회계의 일관적인 접근법을 위해 IFI 프레임워크에 따라 프로젝트의 온실가

스 회계 방법론을 연구해왔다122. 해당 금융기관들은 보고기간에 새롭게 체결한 프로젝트의 예상 배출량을 계산하

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123. IFI 방법론은 회피 배출량 계산시 미래 전력망의 저탄소화를 반영한 배출계수 
combined margin를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회피 배출량은 연평균으로 계산되어 대출/지분의 발행 년도에 보고된다.

한편, IFI 방법과는 다르게, PCAF의 포트폴리오 GHG 회계 방법론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에 기반하여 연간 배출

량을 계산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화력 발전소에 기반한 배

출계수를 사용한다 (운영 마진).

PCAF는 포트폴리오 기반 산정법과 (연평균) 수명기간 기반 산정법이 서로 보완적이라고 믿는다. 포트폴리오 온실

가스 회계는 글로벌 탄소 예산에 비교하여 목표를 수립하기에 용이한 반면, 연평균 수명 배출량 방법은 전체 운영 

기간동안의 생산된 또는 회피된 배출량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포트폴리오 GHG 회계는 포트폴리오 단위에서의 

전략적 개발에 용이하며, 수명기간 기반 GHG 회계는 투자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22  (UNFCCC, 2015). https://unfccc.int/climate-action/sectoral-engagement/ifis-harmonization-of-standards-for-ghg-accounting

123 https://unfccc.int/climate-action/sectoral-engagement/ifis-harmonization-of-standards-for-ghg-accounting/ifi-twg-list-of-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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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정의

해당 자산군은 재무상태표 상의 특수 기업 목적을 위한 대출의 한 종류로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및 재융자와 투

자를 다룬다. 상업용 부동산이란 소매, 호텔, 사무실 공간, 산업 또는 대규모 다가구 임대 등을 일컫는다. 상업용 부

동산의 소유자 혹은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창출한다.

이 외에도 자산 소유자Asset owner의 상업용 부동산CRE투자에도 본 방법론이 적용된다.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경우 

외에도 합작 투자, 공동 운영, 공동 소유 등의 부분 소유도 포함한다.

CRE 투자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상장 주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금융기관은 상장 주식 방법론 

(5.1장)을 적용해야 한다.

CRE 외의 목적으로 CRE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거나 CRE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 목적에 

한해서 기업 대출로 분류된다. 해당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기업 대출 방법론 (5.2장)을 적용해야한다.

CRE의 건축 및 개조를 위한 대출은 선택 사항이다. 건물은 주로 프로젝트 개발자와 계약한 제3의 건설사에 의해 

건축되므로, 건축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은 프로젝트 개발자의 Scope 3 배출량으로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건축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는 한 대출 기관이 건축 및 개조 대출의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기 

사실상 어렵다 (추가 설명은 아래 ‘배출량 산정 범위’ 섹션 참조).

배출량 산정 범위

이미 건설된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 건물이 운영되는 동안 소비된 에너지에 대하여 Scope 1, 2 절대 배출

량을 포함해야 한다. 이 때 에너지는 건물의 입주자 및 공유 시설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건물의 건축 또는 개조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공시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해당 배출량 산정 시, 금융기관은 

GHG 프로토콜의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124. 건축 배출량을 산정 및 보고하는 주체가 부동산 개발업자인 경우, 금

융기관은 건물 건축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반대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설 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투자 건물의 건축 배출량 공시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다만, PCAF는 건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등한시되어

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지침125의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건물의 건축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 해당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요구사항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124  (ENCORD, 2012)

125 가령, WBCSD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는 건축물의 전과정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정법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위원회 내 실행반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건축재료 생산자, 건설사와 기술 고문들이 모여 이론적 방법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하여 건물의 평방미터당 내재된 이산화탄소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 값은 건물의 건축유형과 어떠한 기후지대에 있는지에 따

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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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할당

금융배출량 산정 시, 건물의 연간 배출량은 금융 잔액 대비 대출 및 투자가 체결된 시점의 부동산 가치 (이하 “부동

산 계약 가치”)의 비율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할당 계수는 다음과 같다.

할당 계수b = 
금융 잔액b

부동산 계약 가치b

(b=건물)

금융 잔액이란 대출 제공자의 관점에서 분자는 미지급 대출 금액이고,126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투자 잔액이다. 금융 

잔액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상의 대출 또는 투자 가치를 사용한다.

대출 및 투자가 체결된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산정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산 

가치를 사용하고 이 값을 다음 연도부터 분모에 일정하게 적용해야 한다127. 즉, 분모 값 (부동산 계약 가치)은 금융

배출량 회계의 첫 해부터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산 가치에는 토지 및 건물의 가치와 건물 개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RE 대출 금액이 갱신, 재융자 또는 연장 등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산 가치가 적용된 

경우, 이를 부동산 계약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자산 소유자asset owner의 상업용 부동산CRE에 대한 투자도 본 방법론이 적용된다. 이는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경우 

외에도 합작 투자, 공동 운영, 공동 소유 등의 부분 소유도 포함한다.

자산 소유자가 CRE에 투자하는 데는 크게 부동산의 전체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분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다. 부

분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로는 합작 투자나 공동 운영, 또는 다른 자산 소유자와의 공동 소유 등이 있다. 자산 소유자

가 CRE를 통해 전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건물 배출량의 100%가 자산 소유자에게 할당된다. CRE가 자산 소유자 

그룹에 의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배출량 할당은 각 자산 소유자가 투자한 지분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금융배출량 산정식

CRE 대출 및 투자의 금융배출량은 건물배출량에 할당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배출량  =  할당 계수b×건물 배출량b

(b=건물)

건물의 배출량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원의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 

거주자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b

 × 에너지 소비량b,e × 배출계수e
부동산 계약 가치b

 (b=건물,e=에너지 원)

126 대출제공자의 관점에서 분자의 미지급금액은 차주가 대출기관에 빚지고 있는 부채의 가치 (즉, 지출된 부채에서 상환액을 뺀 금액)로 정의된다. 정확한 

익스포저를 반영하기 위해 미지급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대출 기간이 끝나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할당량은 0으로 수렴한다.

127 최초 자산 가치 데이터의 가용성은 국가 별로 상이하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최초 자산가치를 장부에서 얻어 자산가치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반면 그 외 국

가 들에서는 규제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자산가치를 매년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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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

PCAF 표준은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권장하지만, 많은 경우 해

당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실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특성과 이용가능한 공공데이

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 에너지 라벨, 부동산 유형, 부동산 바닥 면적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대규모의 샘플에 적용한다면 배출량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자별 배출계수128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배출계수129를 사용할 수 있다. PCAF는 웹 기반의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건물 유형, 바닥 면적, 대규모 지역의 건물 수 지표 별 배출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 (건물 크기, 건물 용도, 기후대, 건

설 연도)를 수집해야 한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데이터 단계가 적용된다.

표5-9. CRE의 금융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점수

 (score 1=최고 데이터 단계; score 5= 최하위 데이터 단계)

데이터점수 금융배출량 산정 옵션 옵션 선택 가능 조건

Score 1

옵션1: 실제 건물 배출량

1a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즉, 계량 데이터)를 사용가

능한 경우. 배출량은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해당 에너지

원의 공급업체별 배출계수130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1b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본 데이터 (즉, 계량 데이

터)를 사용가능한 경우. 배출량은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해당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Score 2

Score 3

옵션 2: 건물 면적을 통한 건

물 배출량 추산

2a

건물의 공식 에너지 라벨과 바닥 면적을 기반으로 한 바닥 

면적당 예상 건물 에너지 소비량. 배출량은 추정된 건물 에

너지 소비량과 각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계수를 사용하

여 산정한다.

Score 4 2b

건물 유형 및 지역별 통계 데이터 및 바닥 면적을 기반으로 층

당 예상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는 경우. 배출량은 추정

된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각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계수

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Score 5
옵션 3: 건물 수를 통한 건물 

배출량 추산
3

건물 유형 및 지역 별 통계 데이터와 건물 수를 기반으로 건

물 한 개 당 예상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한다. 배출량은 추

정된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각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계

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부록 10.1 (표 10-4)에 필요한 데이터와 금융배출량 산정식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 점수 관련 세부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128 전력에 대한 공급자별 배출계수는 시장기반market-based 배출계수와 동일하다. 

129 전력에 대한 평균 배출 계수는 비공급자별 배출 계수로, 지역기반location-based의 배출 계수를 의미한다.

130 공급자별 배출 계수는 에너지 공급업체 (예: 유틸리티)가 에너지를 고객들에게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로서, 해당 배출 계수는 고객

들에게 제공된다. 평균 배출 계수는 국가 또는 하위 국가 수준 등 설정된 경계에서 발생하는 각 에너지원의 평균 배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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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전력망 배출계수

에너지 소비량에 배출계수를 곱하면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건물의 전기 사용량을 배출량으

로 전환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유형 (예: 전기, 천연 가스, 연료유, 증기)에 적합한 배

출계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의 특성

실제 측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건물의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을 더 정확히 추정

할 수 있다. 많은 나라는 건물 유형 및 지역 별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건물의 특성에는 용적, 건축 원리, 지역, 층수, 건설 연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산업 및 지역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나 에너지 원별 배출량 관련 국가 통계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건물 위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 전력망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국가 수준의 전력망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한계점

추정값

건물 에너지 라벨링 제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드문 만큼, 금융기관은 건물의 에너지 소

비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실제 데이터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해야한다. 

이때, 포트폴리오 상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부동산 투자의 평균치를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일부에 

적용할 수 있다. 투자 시작단계에서 건물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향후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건물에너지 데이터를 배출량 추정에 사용할 수도 있다.

각 국가의 데이터 가용성 및 표준에 따라 국가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분류하는 시스템

은 국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최적화된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치

PCAF 표준에 따라 금융기관은 CRE대출 및 투자가 체결된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분모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

라, 부동산 계약 가치 대비 금융 잔액을 사용하여 해당 자산 운용이 대출과 투자에 기여하는 정도를 일관되게 추정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동산의 가치 데이터의 가용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

융기관이 장부를 통해 대출 및 투자 체결 당시의 부동산 가치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보통 이를 매년 업

데이트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국가는 금융기관이 매년 부동산 가치를 업데이트 하도록 규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이 대출 및 투자 체결 당시의 부동산 가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

하여 산정법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최신의 부동산 가치를 분모로 사용해야 한다. 이후에는 온

실가스를 산정할 때마다 이 가치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즉, 분모는 온실가스 산정의 첫 해부터 일정하게 유

지된다.

부동산 가치에는 토지 및 건물과 건물 개선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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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정의

모기지는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및 재융자로서, 특정 소비자 목적을 위한 재무상태표 상의 대출에 속한다.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개인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으로 소득 창출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모기지로 인정된다.

기존 모기지 제공 금융기관이 재융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모기지를 대체한다. 반면, 다른 

금융기관이 재융자를 제공하는 경우 새 융자와 관련된 건물 배출량은 재융자를 제공한 기관에 할당된다.

주택 담보 대출HEL 및 주택 담보 신용 한도HELOC 관련 상품들은 일반 소비자 목적을 위한 소비자 대출로서 본 방법론

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131

주택 건설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은 주택 소유자에게 할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조하

는 데 사용되는 모기지는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다.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계약한 제3의 건설사가 건설하거

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기에 건설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건설 단계에서 건설사의 배출량으로 산정 및 포함된다.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PCAF는 건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PCAF는 

금융기관이 주택 소유자가 실사 과정에서 저탄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장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지

침133 개발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건물의 건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데이터 수집이 가

능해지면, 해당 배출을 포함하도록 요구사항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배출량 산정 범위

금융기관은 모기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Scope 1 및 2 절대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

다. 건물 거주자가 소비하는 에너지도 사용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령 공동 시설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를 받았을 경우, 전체 자산의 Scope 1 및 2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모기지를 받아 단일 아파트나 주

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 해당 아파트 또는 주택과 관련된 배출량도 포함해야한다.

131 자동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 대출의 경우에는 ５.６장에 제시되어있는 자동차 캐피탈 자산군 방법론을 이용하면된다.

132 이론적으로 해당 배출량은 주택 소유자의 Scope 3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택 소유자는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모기지의 건설 및 

개조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133 가령, WBCSD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는 건축물의 전과정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정법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위원회 내 실행반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건축재료 생산자, 건설사와 기술 고문들이 모여 이론적 방법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하여 건물의 평방미터당 내재된 이산화탄소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 값은 건물의 건축유형과 어떠한 기후지대에 있는지에 따

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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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할당

금융배출량을 산정할 때 건물의 연간 배출량은 할당 원칙에 따라 모기지 제공 금융기관에 할당된다. 할당 계수는 

대출 발생 시점의 부동산 가치 (이하 부동산 계약 가치) 대비 금융배출량 회계 시점의 금융 잔액이다.

할당 계수b = 
금융 잔액b

부동산 계약 가치b

 (b=건물)

부동산 계약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산정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산 가치를 사용하고 이 값을 

다음 연도부터 분모에 일정하게 적용해야 한다134. 즉, 분모 값 (부동산 계약 가치)은 금융배출량 회계의 첫 해부터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할당 접근 방식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도 건물의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금융배출량 산정식

모기지의 금융배출량은 건물 배출량에 할당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배출량  =  할당 계수b×건물 배출량b

 (b=건물)

건물의 배출량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된 각 에너지원의 고유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건물의 총 에너

지 사용량에는 건물 거주자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포함된다.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b

 × 에너지 소비량b,e × 배출계수e
부동산 계약 가치b

 (b=건물, e=에너지 원)

건물의 배출량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원의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 

거주자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134  부동산 계약 가치 데이터의 가용성은 국가 별로 상이하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부동산 계약 가치를 장부에서 얻어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반면 그 외 국

가 들에서는 규제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매년 재산정한다.



80

글로벌 금융배출량 회계 및 공시 표준

필요한 데이터

주거용 부동산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가용성은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성능 인증서 및 에너지 라벨제 도입과 같은 건축 정책과 규제가 도입되어 데이터 가용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

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동질 그룹 내 여러 가구 데이터를 평균 내어 사용함으로 익명 처리된다. 건물 에너지 데

이터는 에너지 라벨, 가구 또는 섹터 유형, 자산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투자한 여러 부동산에 

적용하여 금융배출량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이 개선되고 있음으로 향후 데이터 점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의 점수는 데이터 품질 점수 표의 score ４와 5 사이에 

해당한다.

자산 규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건물 및 지역별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사용할 수 있

다. 금융기관은 사용가능한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출처들을 탐색해야한다.

가능하다면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업체별 배출계수135를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배출계수136

를 사용할 수 있다. PCAF의 웹 기반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는 건물 유형 (예: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바닥 면

적, 대규모 지역에 대한 건물 수 별로 배출계수를 제공한다.

아래의 데이터 단계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1. 모기지의 금융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점수

 (score 1=최고 데이터 점수; score 5= 최하위 데이터 점수)

데이터점수 금융배출량 산정 옵션 옵션 선택 가능 조건

Score 1

옵션1: 실제 건물 배출량

1a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본 데이터 (즉, 계량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배출량은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

과 해당 에너지원과 공급업체의 배출계수137를 사용하여 계

산한다.

1b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본 데이터 (즉, 계량 데이

터)를 사용할 수 있다. 배출량은 실제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해당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 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Score 2

Score 3

옵션 2:

건물 면적을 통한 건물 배출

량 추산

2a

공식 건물 에너지 라벨과 바닥 면적을 기반으로 한 바닥 면적

당 예상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다. 배출량은 추정된 건물 에

너지 소비량과 각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 계수를 사용하

여 산정한다.

Score 4 2b

건물 유형 및 위치별 통계 데이터 및 바닥 면적을 기반으로 층

당 예상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출량은 추

정된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각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 계

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Score 5

옵션 3:

건물 수를 통한 건물 배출

량 추산

3

건물 유형 및 위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당 예상 건

물 에너지 소비량 및 건물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배출량은 건

물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와 각 에너지원 고유의 평균 배출 계

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부록 10.1 (표 10-5)에 필요한 데이터와 금융배출량 산정식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 점수 관련 세부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135 전력에 대한 공급자별 배출계수는 시장기반market-based의 배출계수와 동일하다.

136 전력에 대한 평균 배출 계수는 비공급자별 배출 계수로, 지역기반location-based의 배출 계수를 의미한다.

137 공급자별 배출 계수는 에너지 공급업체 (예: 유틸리티)가 에너지를 고객들에게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로서, 해당 배출 계수는 고객

들에게 제공된다. 평균 배출 계수는 국가 또는 하위 국가 수준 등 설정된 경계에서 발생하는 각 에너지원의 평균 배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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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가능하다면 부동산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데이터에 배출량이 공

시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소비한 에너지 (예: 가스, 전기, 난방유, 목재)는 공급업체별 배출계수 또는 평균 배출

계수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환산량으로 변환할 수 있다. 제공받은 데이터 중 일부는 에너지 사용량만 보고하기도 하

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기도 한다. 중간 단계로 금융기관은 건물 크기 데이터 (지리적 위치 및 건물 유형 추

가)와 에너지 라벨 (가능한 경우) 수집을 통해 모기지 관련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기타 고려사항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확보

실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특정 모기지 포트폴리오에만 해당)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평균 에너지 소

비량을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기후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부 파트너십이 있는 일부 시장에서는 금융

기관이 전력망 운영자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직접 얻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전력망 배출계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으로 모기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출량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능하다면 건물 위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지역 전력망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 사용이 어려

울 경우에는 국가별 전력망 배출량 데이터를 대체 사용한다. 실제 소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모기지 관련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물 크기, 지리적 위치 및 건물 유형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실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가 주택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전기 자동차 (EV)에서도 발

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실제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더 세분화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차량을 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를 구분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등재되지 않은 모기지 및 자회사

해당 방법론의 범위는 재무상태표에 등재된 모기지만 포함하며, 그 외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유의

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등재되지 않는 모기지의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모기지의 구분

개인 모기지론과 기업 모기지론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할당 접근 방식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도 건물의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모기지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은 건물 소유주와 협력하여 추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할 

수 있다. 녹색 모기지, 저탄소 모기지 또는 에너지 효율화 모기지 등이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계점

데이터 품질에 따른 상이한 결과값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모기지 배출량을 계산하려면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산출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데이터 출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가령 평균 소비 데이터

가 실제 에너지 소비 데이터로 대체되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별 차이

각 국가의 데이터 가용성 및 표준에 따라 국가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분류하는 시스템

은 국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최적화된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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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정의

자동차 캐피탈이란 한 대 이상138의 자동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대출 및 신용으로,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특정 목적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대출의 한 종류이다 (GHG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자금의 용도 “알 수 

있음”).

금융기관은 다양한 차량 유형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러한 차량 유형에 대하여 다른 기준과 정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은 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금융기관은 버스와 대형 트럭 

관련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본 방법론은 자동차 캐피탈 자산군에 속하는 차량 유형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금융배출량 인벤

토리에 포함할 차량 유형을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다. 금융배출량 인벤토리에 포함된 차량 유형을 정의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의 책임이며, 특정 차량 유형을 GHG 인벤토리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차량 유형이 제외되는 이유를 

투명하게 제시해야한다.

아래의 목록은 자동차 캐피탈 자산군에 포함될 수 있는 차량 유형의 일부이다:

• 승용차

• 오토바이

• 경상용 트럭（예：승합차）

• 중·대형 상업용 트럭

• 레저용 트럭

• 버스

• 설상차·전륜구동 차량

• 선외 모터를 포함한 보트139

• 광산 및 건설용 토공 차량

이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그 외 차량 유형도 인벤토리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또는 기업 대출을 통해 자동차 캐피탈에 자금을 조달한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대

출에는 개인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자금 조달이 포함되는 반면, 자동차에 대한 기업 대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자금 조달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이 지원되는 차량의 연간 Scope 1, 2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138 단일 대출을 통해 여러 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해당 장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야한다.

139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따라 차량과 해당 차량의 추진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방법론을 차량 전체 뿐만 아니라 

추진 시스템 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 보트가 있는 금융기관이 그 예이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한 대출과 선외기 전용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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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범위

금융기관은 자금이 지원되는 차량의 연간 Scope 1, 2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 Scope 1: 차량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Scope 2: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가 소비하는 발전량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차량을 생산하거나,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거나, 차량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은 금융배

출량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산출하기 어려울뿐더러 미미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모종의 이유로 신차의 생산 배출량 (즉, 생산단계부터 축적된 배출량)을 공시하려는 경우 아래

와 같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 금융기관은 자금조달이 체결된 첫 해에 해당 차량의 생산 배출량을 Scope 3 배출량으로 일괄 보고하고, 해

당 연도에 차량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량은 Scope 1 또는 2 배출량으로 보고한다.

•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해당 차량의 생산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는다. 차량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Scope 1, 2 

배출량만 보고해야 한다.

생산으로 인한 Scope 3 배출량은 신차의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중고차 제외).

배출량 할당

할당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을 제공한 차량의 연간배출량 일부를 금융기관의 간접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배

출량 산정은 금융 잔액 (분자)과 금융 조달이 이루어진 시점의 차량 가치 (분모)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비율

을 할당 계수라 한다:

 1.  금융잔액분자 : 차주가 금융기관에게 지원받은 자동차 캐피탈 실제 잔액이다. 대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잔

액은 0이 되어야 함으로 (캐피탈을 다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상응하도록 잔액은 매년 조정된다. 금융

기관은 연말 또는 회계 연도 중 어떤 시점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선택한 시점을 일관되게 사

용해야 한다.

 2.  초기 자동차 가치분모: 금융 지원이 이행된 시점의 (지분과 채무) 차량의 가치를 의미한다.

할당 계수v = 
금융 잔액v

초기 차량 가치v

 (v=차량)

만약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이 이행된 시점의 차량 가치 (분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100% 할

당량을 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캐피탈이 모두 상환되면 관련 금융배출량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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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산정식

자동차 캐피탈의 금융배출량은 차량 배출량에 할당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아래와 같다:

금융배출량  =  할당 계수×차량 배출량v

 (v=차량)

기본적으로, 차량 배출량은 주행 거리km와 연비 (예: 디젤L/km, 전력kWh /km), 그리고 해당 연료의 배출 계수 (예. 

kg CO2e/디젤L, kg CO2e/전력kWh)를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v

× 차량 배출량v
초기 차량 가치v

금융배출량  =  
금융잔액v

주행 거리v × 연비v,f × 배출 계수f
초기 차량 가치v

 (v=차량,f=연료 유형)

자동차 캐피탈의 금융배출량은 배출량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PCAF는자동차 

캐피탈의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해 데이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옵션을 구분한다.140

• 옵션1: 실제 자동차 배출량141 . 차주로부터 직접 수집한 실제 연료 소비량 또는 실제 주행 거리에 기반하여 

산정된 배출량

• 옵션 1a: 실제 연료 소비량인 1차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정된 배출량

• 옵션 1b: 차량 모델과 제조사를 아는 경우142, 실제 주행 거리와 연비, 연료 유형에 기반하여 산정된 배출량

• 옵션 2: 차량 모델 기반 추정 배출량: 차량 모델과 제조사를 아는 경우, 공공 통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예상 주행 거리를 통해 추정한 예상 배출량

• 옵션 2a: 차량 모델과 제조사를 아는 경우, 현지 통계 자료에서 도출한 추정 차량 주행 거리 및 연료 유

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출량143

• 옵션 2b: 차량 모델과 제조사를 아는 경우, 지역 통계 자료에서 도출한 추정 차량 주행 거리 및 연료 유

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출량144

• 옵션 3: 비특정 차량 기반 추정 배출량: 차량 모델과 제조사를모르는 경우, 공공 통계로부터 수집된 예상 주

행 거리를 통해 추정한 예상 배출량

• 옵션 3a: 차량 모델과 제조사를 모르지만 차량 유형을 아는 경우, 지역 통계 자료에서 도출한 예상 주행 

거리를 통해 연료 유형과 에너지 효율성에 기반하여 산정된 배출량145

• 옵션 3b: 차량 모델과 제조사, 그리고 차량 유형을 모르는 경우146, 지역 통계 자료에서 도출한 예상 주행 

거리를 통해 차량 평균 (비특정 차량) 연료 유형과 에너지 효율성에 기반하여 산정된 배출량

140 모든 옵션에서 귀속 계수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차량 배출량의 계산 방식만 바뀌면 된다.

141 소비자에 대한 자동차 대출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연료 소비량이나 금융기관까지의 거리를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접근방식은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자동차 대출의 경우, 기업은 실제 연료 소비량 또는 주행 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기관과 공유

할 수 있다.

142 차량 제조 및 모델은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름과 차량 제품명을 의미 (예: Toyota Prius)

143 현지 통계 자료는 주 또는 도 수준의 통계 자료를 의미

144 지역 통계 자료는 국가 또는 대륙 수준의 통게 자료를 의미

145 차량 유형은 승용차, 버스, 경상용 트럭과 같은 전반적인 차량 종류를 의미

146 차량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 평균 차량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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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

PCAF는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자동차 캐피탈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의 6가지 계산 방법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옵션 1b, 옵션 2a 및 2b는 모두 연비와 차량 종류에 대한 1차 데이터가 있는 경우로, 특정 차량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옵션 1b의 경우 옵션 2a보다 주행 거리 데이터가 더 높은 품질이며 옵션 2a의 경우 옵션 2b

의 경우보다 더 높은 품질이다. 따라서 금융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배출량 산정 결과

와 사용된 데이터의 품질은 옵션간 동일하지는 않다. PCAF는 데이터 품질이 높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데이터 품

질이 낮을 경우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 1 = 데이터 품질이 가장 높음, 5= 데이터 품질이 가장 낮음). 금융기

관이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예: 실제 주행 거리와 차량 유형이 알려져 있지만 차량 

제조사와 모델은 알려져 있지 않음=옵션 1b와 옵션 3a가 혼합), 이 중에서 낮은 등급의 데이터 점수 (즉, 옵션 3a의 

점수 4)를 가정해야 한다.

표 5-10은 자동차 캐피탈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각 옵션의 데이터 품질을 제시한다.

표 5-10. 자동차 캐피탈을 위한 데이터 품질

 (score 1=최고 데이터 단계; score 5= 최하위 데이터 단계)147 148

데이터점수 금융배출량 산정 옵션 옵션 선택 가능 조건

Score 1

옵션 1: 

자동차 모델 기반 

실제 배출량

1a

금융 잔액과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자동차 가치 알 수 있음. 실제 연료 소

비량에 대한 데이터 존재하며 배출량은 연료 소비량과 연료 종류에 기반하

여 산정.

1b

금융 잔액과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자동차 가치 알 수 있음. 차량 제조사와 

모델이 알려져 있는 경우149, 실제 주행 거리와 연비와 연료 종류에 기반하

여 배출량 추정.

Score 2
옵션 2:

자동차 모델 기반 

추정 배출량

2a

금융 잔액과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자동차 가치 알 수 있음. 차량 제조사와 

모델이 알려져 있는 경우, 예상 주행 거리 (현지 통계)150와 연비와 연료 종류

에 기반하여 배출량 추정.

Score 3 2b

금융 잔액과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자동차 가치 알 수 있음. 차량 제조사와 

모델이 알려져 있는 경우, 예상 주행 거리 (지역 통계)와 연비와 연료 종류에 

기반하여 배출량 추정.151 

Score 4
옵션 3: 

비특정 차량 기반 

추정 배출량

3a

금융 잔액과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자동차 가치 알 수 있음. 차량 제조사와 

모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차량 유형은 알려져 있는 경우152, 예상 주행 거리 

(현지 또는 지역 통계)와 연비와 연료 종류에 기반하여 배출량 추정

Score 5 3b

금융 잔액과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자동차 가치 알 수 있음. 차량 제조사와 

모델, 차량 유형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153, 예상 주행 거리 (현지 또는 지역 

통계)와 평균 차량의 연비와 연료 종류에 기반하여 배출량 추정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방정식을 포함한 자세한 데이터 점수 표는 부록 10.1 (표 10-6)을 참조할 

수 있다.

147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료유형도 전기로 지칭할 수 있다.

148 모든 옵션에 있어, 고유 배출 계수가 평균 배출계수보다 선호된다.

149 차량 제조 및 모델은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름과 차량 제품명을 의미 (예: Toyota Prius)

150 현지 통계 자료는 주 또는 도 수준의 통계 자료를 의미

151 지역 통계 자료는 국가 또는 대륙 수준의 통게 자료를 의미

152 차량 유형은 승용차, 버스, 경상용 트럭과 같은 전반적인 차량 종류를 의미

153 차량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 평균 차량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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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옵션이든,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출처에서 파생될 수 있다. 차량 제조업체, 모델당 연료 효율 및 연료 종

류에 대한 데이터는 미국 EPA의 연방 테스트 절차154 및 EEA의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155와 같은 공

식 통계 데이터 출처에서 수집할 수 있다. 두 데이터 출처 모두 제조사와 모델별로 연료 효율과 연료 종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옵션 1b, 옵션 2a 및 옵션 2b에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 제조사와 모델이 알려지

지 않은 경우 (옵션3), ICCT 교통 로드맵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s156 또는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의 

국제 교통 포럼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admap157을 사용하여 차량 유형 (예: 승용차)으로 연료 효율과 연료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주행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ICCT 교통로드맵이나 ITFOECD 등 데이터 소스를 토대로 차량 주행거리 데

이터를 추정할 수 있다. 여러 지역 통계는 이동 지역에 특화된 주행 거리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carinsurance.com158 및 캐나다 에너지 효율성 사무소에서 주 또는 주 단위 연간 주행 거리를 검색할 수 있다.159

PCAF의 배출 계수 데이터베이스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차량 유형 (예: 승용차)과 제조사 및 모델 (예: VW 

Polo)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배출 계수는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출처에 기반하고 있다.

PCAF는 자동차 캐피탈로 인한 금융배출량이 실제 차량별 배출가스 (옵션 1), 차량 모델에 기반한 배출가스 추정치 

(옵션 2) 또는 비특정 차량 배출가스 추정치 (옵션 3)를 통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PCAF는 

특정 옵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새로운 접근법이 개발되는 경우, 대체 접근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음

을 인정한다. 금융기관은 위에서 정의한 옵션 외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54 미국 EPA의 연방 테스트 절차는 승용차의 배기관 배출 및 연비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주행 사이클 테스트다. 이러한 테스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

동차가 EPA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미국 내 승용차의 도로 성능을 반영한다. 4,000개 이상의 제조업체 및 모델

에 대한 결과는 fueleconomy.gov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155 https://www.eea.europa.eu/data-and-maps/data/co2-cars-emission-16.

156 https://theicct.org/transportation-roadmap#about.

157 https://www.oecd-ilibrary.org/transport/data/itf-transport-statistics_trsprt-data-en.

158 https://www.carinsurance.com/Articles/average-miles-driven-per-year-by-state.aspx

159 http://oee.nrcan.gc.ca/publications/statistics/cvs08/appendix-1.cfm?graph=6&att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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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데이터 가용성

실제 주행 거리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CAF는 차량 주행 거리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PCAF는 금융기관이 실제 차량 제조사와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확한 연료 효율과 종류를 판단할 것을 권

고한다. 차량 제조사와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차량 유형 별 (예: 승용차, 오토바이, 경상용 트

럭, 중형/중형 상업용 트럭, 버스) 또는 지역별 차량 평균 데이터 (해당 지역의 차량 평균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권

고한다.

듀얼 연료 차량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각 연료당 사용량 (예: 가솔린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을 알 수 없다. PCAF는 차량 제조사

와 모델이 알려진 경우 국가 기관이나 차량 제조사의 정보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료 사용량을 연료 별로 

분류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CAF는 평균 지역별 추정치 또는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소 엔진 (예: 가솔린)이 100% 사용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력망 추정치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각 차량에 대해 정확한 전기 공급원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즉, 차주가 어디에서 

전기를 공급받는지 또는 어떤 공급원의 전기를 소비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차주 위치에서 가장 일

반적인 국소 지역 전력망 배출 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고 금융기관 지점의 가장 일반

적인 전력망 배출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 또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수준의 전력망 평균 배출 데이터를 사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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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운용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

게 공시해야 한다. 다음의 공시 지침과 권고사항은 금융기관의 운용 자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금융배출량)

의 공개를 위한 지침이다. PCAF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대신, 기존의 TCFD, 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

원회SASB, 일반회계기준GAAP 및 국제 회계기준IFRS 등을 보완하고자 본 보고 지침과 권고사항을 개발했다. 본 기준은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 명시된 보고 지침을 준수한다.

금융기관은 PCAF 표준을 사용하여 금융배출량을 공개하기로 선언한 경우,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개하는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자산군이나 섹터부터 금융배출량의 산정

과 공개를 시작할 수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의 한계에 따라서도 보고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할 수 있다. 

PCAF는 금융기관이 자산군 별 데이터 가용성에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100%에서 금융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은 PCAF 표준의 적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제

외 범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공시 지침과 권고사항은 최소한의 공개 수준을 전제로 하며, 그 외의 영역은 금융기관의 선택에 달렸다. 공시 지침

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 필수 지침은 “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필수는 아니지만 모범 사례로서 권고되는 경우는 “권장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

였다.

운영 통제 또는 재정 통제 접근법160

PCAF 표준의 자산 분류 법은 금융 투자의 Scope 3 카테고리 15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범위 3) 회계 및 보고 표준161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Scope １, ２, ３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기 

위해 지분할당, 재정 통제, 운영통제 접근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PCAF 보고의 경우 금융기관은 운영 통제 

접근 방식 또는 재정 통제 접근 방식을 사용 해야하며, 그럼으로써 모든 금융배출량은 Scope 3 카테고리 15 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160 조직경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４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1  (WRI and WBCS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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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공시 지침과 권고사항 개요

• 원칙 ： 금융기관은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보고할 때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

• 목적 ：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을 당사의 경영 목표와 일관되게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은 기후 전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배출량을 공시

할 수 있다.

• 주기：금융기관은 최소 연 1회 회계보고 주기에 부합하는 시점을 지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금융배출량을 공

시 해야한다. 해당 시점은 보고연도의 배출량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보고날짜와 

가까운 시일에 배출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한다.

• 온실가스 재산정：금융기관은 GHG 프로토콜 가치 사슬 （Scope ３） 회계 및 보고 표준 지침 （pg.104162)을 

준수하여 온실가스 재산정 정책을 수립하고, 기준 연도의 금융배출량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을 정의해야한

다.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재산정을 통해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성, 비

교 가능성 및 관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정책을 통해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이 필요한 임계 수준163을 설정하고 공개해야한다.

• 보고 형식： 금융기관은 (반기)연차보고서나 웹사이트 기사 및 기타 금융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중

에게 공개된 보고서에 금융배출량을 공시해야한다. 부록 10.2에는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을 공개하는 방식

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다.

• 성과 추적： 경영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교 가능한 여러 시점 (예: 여러 연도)의 금융배출

량을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범위

• 금융기관은 ５장에서 다루는 모든 자산군 또는 섹터164에 대하여 절대 배출량을 공시해야한다. 공시에서 제

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설명을 제시해야한다. 제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데이터 가용성：필요한 데이터가 수집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크기： 해당 부분이 기관의 총 예상 금융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 방법론： 특정 활동의 금융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글로벌 방법론이 없는 경우. 즉, 이 표준에서 다루지 않

는 자산군일 경우.

• 금융기관은 5장에서 다루는 6가지 자산군의 금융배출량 인벤토리가 자사의 총 대출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해야한다.

162  (WRI and WBCSD, 2011)

163 GHＧ 프로토콜의 정의: “유의적 임계수준은 데이터, 인벤토리 경계, 방법 또는 기타 관련 요소를 정의하는 사용되는 정성적 및/또는 정량적 기준이다.”

164 금융기관은 자산군 수준 대신 산업군 수준에서 범위를 넓혀 온실가스를 산정 및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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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단위

• 금융기관은 교토 의정서와 UNFCCC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7가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

해야한다. ７가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

화황SF6, 그리고 삼불화질소NF3이다.

• 7가지 온실가스는 IPCC에서 발표한 100년 기간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지수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환산

량CO2e으로 변환하기를 권장한다. GHG 프로토콜165에서 발표한 AR5 값 또는 IPCC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

한 평가 보고서도 사용가능하다.166

•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등가량tCO2e 또는 기타 적절한 단위 환산 (예: kilotonnesktCO2e, 

megatonnesMtCO2e)으로 표시해야한다. 특정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중요하거나 의의를 갖는 경우, 금융기관

은 해당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 가치 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탄소biogenic CO2 배출량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통합되어 보고하지는 않지만 

공개보고서에 별도로 보고해야한다.

절대 배출량

• 기관은 대출 및 투자의 절대 배출량 (Scope 1, 2 )을 공개해야한다. 금융기관의 경영 목적에 필요한 겨우, 

운용 자산의 Scope 1 과 2의 절대 배출량을 각각 별도로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 PCAF 표준에서 다루는 Scope 3 카테고리 15 배출량 보고 외에도 금융기관은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

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자체 Scope 1,2 배출량 및 기타 다른 연관있는 Scope 3 카테고리

의 배출량을 보고해야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부록 10.2에 기재되어 있다.

• 5장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Scope 3 배출량 공시가 필수인 섹터의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부문을 포

함한 대출 및 투자의 Scope 3 절대 배출량을 Scope 1, 2와 별도로 공개해야한다. 단, 데이터 가용성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필요한 Scope 3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한다.

• 금융기관은 자산군별로 또는 산업군별로, 특히 에너지, 전력, 시멘트, 철강, 자동차와 같이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에서의 절대 배출량 데이터를 분류하여 별도로 공개해야한다.

•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나 대출 기관인 경우, 프로젝트의 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Scope 

1, 2 절대 배출량도 평가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

165  (GHG Protocol, 2014) 

166 The IPCC reports can be found at: https://www.ipc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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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６. 절대 배출량 공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계산

이중계산은 하나 이상의 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에서 온실가스가 두 번 이상 산정될 때 발생하며, 이러한 현

상은 가능한 방지해야한다. 금융기관이 동일한 가치 사슬에 있는 이해 관계자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 운용으

로 인한 배출량이 여러 Scope에 포함되어 중복 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167. 이러한 형태의 중복 계산은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Scope 1, 2, 3의 대출 및 투자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시할 수

는 있다. 이 외에도 이중계산은 5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간

• 공동 융자 시

• 동일한 금융기관 내 거래간

• 각기 다른 자산군 간

• 동일한 자산군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복 계산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해야한다. PCAF의 일관적인 온실가스 할당 

방법론을 사용하면 공동 융자로 인한 중복 계산이나 한 금융기관의 동일한 자산군 내에서 발생하는 중복 계

산을 방지할 수 있다.

올바른 할당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간의 배출량 중복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PCAF 기준의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중복 계산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큰 이중계

산의 위험에 노출될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배출 회피량 과 배출 제거량168

• 금융기관들은 절대적 배출량 외에도,

• 적절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적용가능해지면 운용 자산과 관련된 배출 제거량의 공시를 권장한다.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배출 회피량도 공시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이 배출 회피량 또는 제거량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 회피량 또는 제거량은 Scope 1, 2, 3 

배출량과는 별도로 공시해야한다.이에 대한 예시는 부록 10-2를 참조할 수 있다.

원단위 배출량

• 금융배출량이 경영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경제적 배출 원단위를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 경제적 배출 원단위는 포트폴리오나 자산군 또는 산업군 수준에서 금융지원한 백만 유로나 달러 당 이산화

탄소 등가량tCO2e/€M의 단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 경영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산업군 별 활동을 고려한 물리적 배출 집약도를 공시할 것을 권

장한다. (예: 부동산의 경우 tCO2e/m2, 전력 회사의 경우 tCO2e/MWh, 철강 회사의 경우 tCO2e/철강 생

산 톤).

167 한 기업의 Scope 1 배출량은 고객의 Scope 2 또는 Scope 3배출량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틸리티에서 배출하는 Scope 

1은 해당 기업의 Scope 2에 포함되게 된다. 만약 두 회사가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이러한 배출량은 금융기관의 인벤토리에서 이

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

168 3장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배출 제거량removed emissions은 조림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격리되거나 대기에서 제거되어 고체 또는 액체 형태로 저장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기술과 관련된 배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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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７. 금융배출량의 단위 및 비교가능성

금융배출량을 절대적 단위로 (즉, 절대 배출량) 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은 기준 배출량을 설정하여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행동을 이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만약 기업이나 산업군, 또는 포트폴

리오 수준에서의 벤치마킹이나 비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배출량을 표준화 해야한다. 포트폴리오의 절대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 간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금융기관 간에는 

규모, 금융 상품, 산업군 및 지역에 대한 노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 가능성과 벤치마킹

을 위해서는 절대 금융배출량을 배출량 집약도 (특정 단위당 배출량)로 변환해야 한다.169

시장에서는 다양한 단위가 사용되며 각기 고유한 장점이 있다. 아래 표는 가장 보편적인 단위 유형을 보여

준다.

지표 목적 설명

절대 배출량 -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이해 

-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배출량 산정 

자산군 또는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적 원단위

배출량 

-  화폐 단위당 온실가스를 비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간의 배출량 비교 

절대배출량을 투자금액 또는 대출 금액으로  

나눈 배출량 (예: tCo2e/$M)

물리적 원단위 

배출량

-  생산 단위 당 온실가스를 비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효율성 비교 

절대 배출량을 생산값으로 나눈 배출량  

 (예: tCO2e/MHh)

평균 가중 탄소 

집약도170 

-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 익스포저 이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으로의  

포트폴리오 익스포저171 

데이터 및 데이터 품질

• 금융기관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재무 데이터와 필수 배출량 데

이터（예： 배출 계수나 차주 또는 피투자자의 배출량 데이터）간에 종종 시간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서로 다른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금융기관은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의 유형 및 출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활동 데이터, 가정, 배출 계수 및 발행일이 포함된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다.

• 금융기관은 보고된 배출량 데이터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가중 점수를 제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유를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박스 8 참고).

• 금융기관이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Scope 3 배출량 데이터의 가중 품질 점수는 Scope 1, 2와는 

별도로 공시해야한다.

• 데이터 품질을 공시할때, 5장의 각 자산군 산정 방법론에 제시된 데이터 품질 표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품질과 함께 데이터 품질을 도출한 방법을 설명하기를 권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이 개선될 것임을 표명할 수 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능한 한 데이터를 최소한 제한된 보증 수준으로 검증하기를 권장한다. 금융기관은 

데이터의 검증 여부와 수준을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169 금융기관에 대한 실제 성과 벤치마킹 또는 목표 설정은 본 PCAF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를 위해서는 PCAF 표준에 명시된 회계 지

침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체 방법론 및 접근 방식에 더 적합한 다른 이니셔티브가 있다 (예: SBTi 또는 Center for Climate-Aligned Finance).

170  (TCFD, 2017)

171 기업이란 금융기관의 차주 또는 피투자 회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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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８. 가중 데이터 품질 점수 계산 예시

데이터 품질은 자산군, 산업군, 기업 및 배출 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데이터 품질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PCAF 표준은 금융기관이 각 자산군 및 섹터에 대한 데이터 품질 점수를 총 대출 또는 투자 금액으로 정규화 

할 것을 권장한다.

자산군 또는 섹터 별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잔액i × 데이터 품질 점수i

 금융 잔액i

i＝차주 또는 피투자자

금융기관 대출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산군 산업군 회사 금융잔액 (천 $) 할당된 scope 1과 2 
절대 배출량  
 (kton CO2e

데이터 품질 
점수 (1=낮음, 
5=높음)

기업대출 오일&가스 회사 A 522,425 15 3

기업대출 오일&가스 회사 B 187,449 7 5

기업대출 축산업 회사 C 82,778 8 1

기업대출 축산업 회사 D 108,997 11 1

기업대출 축산업 회사 E 67,556 7 2

기업대출 축산업 회사 F 54,762 5 5

기업 대출 Scope 1, 2 배출량에 대한 가중 데이터 점수：

 ( (522,425×3)+ (187,449×5)+ (82,778×1)+ (108,997×1)+ (67,556×2)+ (54,762×5))

 ( (522,425+187,449+82,778+108,977+67,556+54,762))

=3.03

석유 및 가스 섹터의 Scope 1, 2 배출량에 대한 가중 데이터 점수:

= ( (522,425×3)+ (187,449×5))

 ( (522,425+187,449))

=3.53



7.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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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CH4 Methane

CO2 Carbon dioxide

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

CRE Commercial real estate

EEIO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output

EU European Union

EU TEG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EV Electric vehicle

EVIC Enterprise value including cash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EMIS Global Emissions Model for integrated Systems

GHG Greenhouse gas

GTAP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HFC Hydrofluorocarbon

HEL Home equity loan

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

ICCT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FI Internal Financial Institution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SIC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TF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at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ktCO2e kilotonne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L2 Level 2 (NACE)

MtCO2e megatonne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MWh Megawatt-hour

N2O Nitrous oxide

NACE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

NF3 Nitrogen trifluoride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FC Perfluorocarbon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BT Science-based targets

SBTi-F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for Financial Institutions

SDA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F6 Sulphur hexaflu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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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O2e Metric tonne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S United States

WACI Weighted Average Carbon Intensity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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