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GLOBAL
ESG NEWS

DATE 2017.10.19.
자료문의 ESG 분석2팀 책임투자파트
담당자 방문옥 선임연구원 (moonoki@cgs.or.kr)
박성식 연구원 (sspark0716@cgs.or.kr)

1.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시사점과 재무정보 공시 권고사항
2. 페이스북, 무(無)의결권종류주식 발행 포기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시사점과 재무정보 공시 권고사항
TCFD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정보 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이하 TCFD)는 일관성, 비

(Task Force on Climate-

교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보 공시 방안을 마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련하여 권고사항을 G20에 제안하고, 채권자(lenders), 보험사(insurer) 및 투자자
(investors)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임1)
∙ 회원구성 및 존속기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이용하는 기관, 그 외 유관
기관 및 개인 전문가로 구성(2017년 6월 기준 32인)되었
으며, 권고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18년 9월까지 존속 예정(연장 가능)
◦ 2017년 6월,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정보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
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권고사항 보고서」를 발간함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TCFD 권고사항을 반영한 비재무정보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2), 영국 정부는 TCFD를 공식적으로 추인
(endorse)하여 영국 내 모든 상장 기업의 공시 기준으로 권장하였음3)
∙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또한 TCFD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짐4)

∙ 이처럼 TCFD의 권고사항이 기후변화 관련 공시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TCFD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기후변화관련 위험·
기회요소 및 재무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G20 각 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에 금융 섹터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FSB는 G20내 산업 및 금융 분야에서 재무정보를 공시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의
인사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TCFD를 창설하였음
2) EC, 「Commission takes further steps to enhance business transparency on social and environmental matters」,
2017.06.26
CDSB, 「EU Non-Financial Reporting guidelines in line with TCFD recommendations make strong case for climate
disclosure」, 2017.06.27
3) UK Government, 「Press release: UK government launches plan to accelerate growth of green finance」, 2017.09.18
4) CDSB, 「The SASB and CDSB Outline TCFD Readiness」,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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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시사점과 재무정보 공시 권고사항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과

◦ TCFD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규정하고, 이들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게 될 실질적인 영향을 제시하였음

재무적 영향

<표 1>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 및 기회 요인과 재무적 영향
구분

내용

재무적 영향

-영업비용의 증가
• 정책 및 법적 위험: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탄
-자산의 손상차손, 조기소멸
소배출 규제 강화 등 정책 및 법제도의 변동
-과징금 등 예상 외 비용 발생

전환
위험
위험
요인

• 기술적 위험: 재생에너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자산의 조기 소멸
저장장치 및 탄소배출 절감과 관련된 기술의 격차 -R&D비용 및 투자지출 증가
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의 약화
-신기술 및 공정 도입 비용
• 시장 위험: 급속한 기후변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특 -매출액 감소
정 재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생산,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
가 급격히 감소
-화석연료재고 등 자산가치변동
• 명성 위험: 탄소배출량 절감 및 기후변화 완화에
-매출액 감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고객 및 지역
-자본조달능력 감소
사회의 인식 악화 등

물리적
위험

• 단기적(Acute) 위험: 태풍, 허리케인, 홍수 등 자연 -매출액 감소(생산량 감소)
재해의 심화
-근로자 관련 생산비용 증가
-자산 조기소멸 및 손상차손
• 장기적(Chronic) 위험: 해수면 상승 및 장기적인 온 -영업비용의 증가
난화 현상 등
-자산 보험비용의 증가
-영업비용의 감소
•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매출액 증가(생산능력 증대)
기업의 영업비용 절감 등
-친환경 고정자산의 가치 증가
• 에너지원 관련 기회: 세계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을 확보하는 기업의 에너지

기회 요인

-(저탄소 기술)투자수익 증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비용 상승 노출도
점차 비용이 상승하는
감소
그 외 다양한 에너지원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에 대한
비용 절감
민감도 감소

•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기회: 온실가스 절감 제품과
-매출액 증가(저탄소제품 수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내
증가, 경쟁우위 증가)
공급자 및 수요자의 선호도 상승
• 시장 기회: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선제
-매출액 증가(신시장 개척)
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의 사업 다변화, 시장 내 포
-투자 대상 다변화
지셔닝 우위 강화
• 기후변화 관련 탄력성 확보: (특히 고정 자산의 비 -자산 가치의 상승
중이 높고, 공급 및 유통망이 크거나, 장기적인 자 -기후변화 관련 공급사슬 전반
금조달 및 운용이 필요한)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을 의 신뢰성 강화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고 기회를 포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
착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등 적응적인 역량을 강화 응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
의 제공으로 인한)매출액 증가
* 출처: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 위험요인: TCFD는 저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한 기업들은 정책 및 법·제도적 위험, 기술적 위험, 시장 위험 및 명성위
험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함
- 위험요인이 미치는 재무적 영향: TCFD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배출,
온실가스 감축 등 시장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매출액 감소, 자
산의 손상차손 및 소멸, 영업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과징금 부담의 증가, 자본조
달제한 및 보험비용 증가 등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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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요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공정, 온실
가스의 감축을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재
생에너지 및 저탄소에너지로 에너지원 다변화, 시장기회의 포착 및 공급사슬의 기
후변화 관련 적응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 기회요인을 포착하여 기업이 얻게 될 재무적 성과: 모든 기회 요인은 생산 능력
의 증대, 시장의 수요 증가 및 새로운 매출처의 발굴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기
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개선된 공정, 기존 화석연료 비용
상승에 대한 노출도의 감소 등을 통해 영업비용의 감소, 자산가치 상승 등 재무
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음

TCFD 주요 권고 내용

◦ TCFD는 보고서에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5)
∙ 공시 내용: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 및 위험요인이 기업의 재무상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라는 4가지 영역에 걸쳐 구성됨
<표 2> TCFD의 공시 관련 권고사항
구분
지배구조

공시 권고 사항
a.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관련 사항을 서술할 것
b.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할 것
a.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조직이 직면하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을 공시할 것

전략

b. 기후변화관련 위험이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기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
c.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조직차원 전략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할 것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조직의 인지, 평가 관련 프로세스 공시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를 설명할 것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 관련 인지, 평가, 대응 프로세스가 다른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되는지 설명할 것
a. 조직 전략과 위험관리와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측정 방식
에 대해 공시할 것
b. 온실가스의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공시할 것.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타간접배출(Scope 3)도 공시
c.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조직 차원의 목표와 성과를 설명할 것
* 출처: Overview of Recommendations, TCFD

∙ 공시 방안: TCFD는 모든 섹터의 기업들이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후변
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의의 및 시사점

◦ TCFD가 제시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회·위험요인, 기업의 전략 의사결정과 재무상
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도식은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음

5) 소개하는 TCFD의 권고사항은 모든 산업 섹터에 일반적으로 적용됨. TCFD는 추가적으로 개별 섹터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Global ESG News에서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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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TCFD의 권고사항이 시장 내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반영된다면 투자자들은 개
별 기업의 공시자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 분석 및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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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북, 무(無)의결권종류주식 발행 포기

페이스북, 무(無)의결권종류주식 발행 포기

사건의 경과

◦ 앞서 2016년 4월, 페이스북 이사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Class C)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결정하고, 6월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함
∙ 창업자 Zuckerberg는 의결권의 60%를 행사할 수 있어 주주총회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표 1> 페이스북 발행 주식 (2016년 4월)

1)

구분

Class A

의결권

Class B

의결권1)

의결권 합계

총발행주식 수

2,311,935,975

2,311,935,975

548,369,546

5,483,695,460

7,795,631,435

Zuckerberg의
의결권

3,999,241

3,999,241

467,873,984

4,678,739,840

4,682,739,081
(60.1%)

직접 보유
주식

3,999,241

3,999,241

418,981,071

4,189,810,710

4,193,809,951
(53.8%)

의결권
대리행사

-

-

48,892,913

488,929,130

488,929,130
(6.3%)

1 주당 10 의결권 행사
* 출처: Facebook 2016 Proxy Statement

◦ 4월 이사회의 발표 이후, 페이스북 이사회는 스웨덴 연기금 AP7 (Class A 주식 2
억 유로 상당 보유)의 소송에 직면하였고, 페이스북은 판결까지 새로운 종류주식
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함
◦ 판결을 5일 앞둔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은 무의결권종류주식(Class C)의 발행을
포함한 정관개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시함

주식발행 포기
예상 사유

◦ 페이스북의 이와 같은 결정은 AP7의 소제기와 함께 S&P, FTSE, MSCI 등 주요
지수사업자의 최근 발표가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월, SNAP이 기업공개를 할 때 무의결권 주식만을 상장하면서 해당 주식을
주요지수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음
∙ 이는 주요지수에 해당회사가 편입되면서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매입
하게 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됨

◦ 세 지수사업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의결권 주식에 대한 지수편입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설정함
∙ S&P는 S&P 1500, S&P 500, S&P Midcap 400, S&P SmallCap 600에 대해 차등의
결권을 도입한 회사를 편입시키지 않되, 기존 편입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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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북, 무(無)의결권종류주식 발행 포기

∙ FTSE Russell은 일반(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유동주식 의결권이 5% 미만인 회사
를 모든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기존 편입회사에는 5년의 유예를
적용함
일반기관투자자 보유 유동주식 의결권
유동주식의결권비율  
총발행주식 의결권
예시) Vmware 사례

Class A (1 vote)
Class B (10 vote)
유동주식의결권 비율

발행주식 수
Float
유동주식 의결권
108,423,739
65%
70,745,430
300,000,000
100%
3,000,000,000
70,475,430 / 3,108,423,739 = 2.27%
* 출처: FTSE Russell Voting Rights Consultation – Next Steps

∙ MSCI는 상장주식의 의결권 비중이 총발행주식의 의결권 대비 25% 미만인 경우
MSCI GIMI 및 MSCI US Equity Indexes에 포함하지 않는 지침 개정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한편, 미디어회사인 IAC 또한 CalPERS의 소제기로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음

시사점

◦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반대하는 투자자 집단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IPO 시장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증권거래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과 IAC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논의 진행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FACEBOOK Proxy statement 등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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