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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春季　金融學會                         
　   學術大會發表論文

 韓國의 綠色金融 現況과 發展方向

姜哲勝（中央大）

                          Ⅰ.  序  論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녹색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녹색 우위(Green Advantage)'가 

국가와 기업의 장기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금융계

의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2009년 2월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녹색성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과 융을 연계한 녹색

융이 주목받고 있으며 융회사도 녹색 융을 사회  책임은 물론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

회로 인식하는 분 기다.

   녹색 융은 환경보존과 련된 사업과 기존 융수단을 목시킨 것을 의미하며,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에 설비자 을 출하거나 환경보존사업에 기부하는 등 융수단을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녹색 융의 사업 역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일반 개인 융 역에서는 ㆍ , 모기

지, 신용카드, 출 등 기존 융상품을 환경보존 사업과 연계한 에코(ECO) 상품이 가장 

표 이다.

   탄소배출권과 련된 역에서는 융회사가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지분(equity) 참여 

는 출(debt)하는 모델도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신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소량 구매를 

원하는 기업을 상으로 배출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은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직  투자하는 사모펀드, 탄소배출 련 기 자산을 

상으로 하는 구조화 펀드 등의 융상품을 개발해 매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융회사는 CDM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비한 보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융회사들이 녹색 융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장기

인 에서 단계 이고 체계 인 비 과정이 필요하다. 경 자, 융회사의 CEO, 정책

입안자 등은 재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자국 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유럽과 달리 탄소배출권 거

래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 도입 이 에 기업들이 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녹색 융이 정착되기 해서는 상당

한 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극 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출 이자에 한 감세, 신용보증기 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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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 확 , 벤처기업의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친환경 기업을 지원

하는 것이다. 태양 , 풍력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한 경제성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융

회사의 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정부 보증을 통한 리스크의 분담이 필요하다. 

　 한 녹색 융에서 정부의 역할이 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융회사의 연계 로그램

도 개발해야 한다.  를 들어 지난 2005년 시행된 일본의 `도쿄도 환경 융 로젝트'와 유

사한 로그램을 개발해 융회사가 녹색 융 련 상품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해당 융상

품에 한 홍보를 담당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녹색 융의 활성화는 융회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 으로 감독당국과 융회사는 공동으로 환경리스크(environmental risk)에 한 

규제를 강화해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기업의 유가증권보고서에 탄소배출 련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

하기로 하 으며, 바젤II에서도 신용리스크 평가 시 친환경 부문을 추가하는 등 환경리스크

에 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련 감독 규정이 만들어지고 융회사가 출 심사에 

이러한 정보를 반 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친환경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실화되기 해서는 환경 문제에 한 사회  공감 가 형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친환경 사회가 만들어져야한다.

   녹색 융의 궁극 인 목표가 친환경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감독당국과 융회사는 

기업의 재무평가 시 환경리스크를 반 하기 한 제도  장치를 비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은 벤처적 성격으로 인해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녹색금융에서 금융권과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금융이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 산업 발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다. 그러므로  

금융권이 녹색기업·기술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색기업․기술 인증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기업․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은행의 녹색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선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녹색버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 인력 영입·육성으로 판단된다. 전 세

계적인 친환경 운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금융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조성이 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자금이 수

익성이 검증된 부분에만 몰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해야 하며,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은 기술 상용화 시간 때문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기원과 녹색 융의 개념  선진 각국의 녹색 융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재 추진 황을 살펴본 후 녹색 융 산업의 문제 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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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綠色金融의 槪念

 2.  1 녹색성장의 기원과 의미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용어는 2005년 3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주 으로 개최된 유엔 아시아 태평양 환경개발 장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개발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제성장 단

계에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한 략을 수립하 는데, 이것을 녹색성장 략

이라고 불 다.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은 지구 환경 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

속할 수 있는 국가성장 발  략이 필요했으며, 그 일환으로 탄생한 패러다임이 녹색성장

이라고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이란 탄소화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증 시키는 신성장 

개념이다. 여기서 탄소화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  환경 변

화에 응하는 것이고,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

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통령은 화석연료 사용을 이기 해 체에 지, 연료 약형 자동차 

등의 개발에 투자하는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정에 지 산업

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도 2050년까지 8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기 한 구체  실행 략을 포함한 ‘Cool 

Earth 50’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 석탄 화력발 소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제로 기술, 원자력 발 기술, 고효율 비용 태양발 기술, 수소연료화 기술, 극

고효율 에 지 기술 등 신기술 개발에 력을 다해 신시장 선 을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하여 새로운 국가발  패러다임으로 ‘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지속 으로 후속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들은 녹색(환경)과 경제성장이란 말 자체부터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녹색성장 략에 동의하지 않는 분 기이다. 이들은 녹색성장이란 구호 이면에

는 규모 개발과 성장 논리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조력, 풍력 등 신재생 에 지 개발 사

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더 큰 환경 괴를 낳게 되는 반환경  재생 에 지 

개발 사업의 형 인 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신재생 에 지로 옮겨갈 경우 기존 에 지보다 값비싼 에 지를 사용

하게 됨으로써 장기 으로 에 지 비용 부담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겠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괴하는 부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 인 일자리 증가는 사회 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 한다. 한 녹

색성장 산업에 정부의 지원이 있다 해도 민간 기업이 가까운 장래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기

회가 상되지 않으면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뿐 주도 인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정부가 지

나치게 나서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의 투자 인센티 를 높일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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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2　  녹색금융의 개념

　　　
   “녹색금융”이라 함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

하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여

기서 “저탄소”라 함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

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

는 것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라 함은 에너지 ·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말하며, 
“녹색 기술”이라 함은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

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와 수  불균형에 의한 에 지 문제가 세계 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는 이미 녹색경쟁의 시 에 돌입했으며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  이용

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 이산화탄소 녹색성장’에 국력을 집 하고 있다. 이러한 시  

상황에 맞춰 정부에서도 미래 국가발  비 으로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친환경 기술 

 청정에 지 재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 지 기를 극복하겠다는 략이다. 이

는 기후변화에 극 으로 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 을 꾀하는 선진 각국의 노력에 발맞추

기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  신재생 에 지 기술의 필요성

   재까지는 에 지 쟁이 가 석유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이었다면, 앞으

로 녹색성장 시 의 에 지 쟁은 가 신재생 에 지 기술을 먼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배출권 시장이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모

건스탠리는 2020년 신재생 에 지 시장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망들은 세계가 이미 소리 없는 녹색 쟁에 돌입하 으며, 신재생 에 지 기술과 녹색기술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것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4  녹색금융의 발전 가능성

　　 앞으로 녹색사업 성장가능성이 크므로, 녹색 사업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은 향후 금융회

사의 주요 경영방침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이 법

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즉, 제 26조(녹색금융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⓵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⓶ 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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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⓷ 공시제도 등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공개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⓸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지원

 ⓹ 녹색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4　 기업의 장기존속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녹색성장과의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

녀야 될 책임을 의미하며,  경제적 책임은  지속경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으로 기업은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노동 및 
인권, 안전, 제품책임 등을 말하며,  환경적 책임은  기업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에 대해 책

임과 공헌을 다하는 것이며,  생태적 환경은 기업 경영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친환경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을 말한다.
  기업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책임중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Ⅲ. 　綠色金融의 國際動向

   ３.1　 글로벌 최대 이슈는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에너지 효

율화 등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국가와 기업 모두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린 IT로 에너지․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비용절감과 지속적인 부가가치 ․ 
경쟁우위 달성을 꾀하고 있다.

   그린 IT란 기업운영․공급자관리 과정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상품․서비스․자
원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최적의 IT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 OECD 등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환경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즉, 지구온난

화가 계속되면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C,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 전망

(IPCC)1), 지구 평균기온 1.5~2.5°C 상승 시 20~30% 동식물 종 멸종, 3°C 상승 시 1,500

만 명 홍수 위협,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 해안 30% 침수 위험을 예상하고 있다.

   지구표면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1906~2005) 0.74°C  상승하였는데, 1970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12~22cm 상승하였으며 그 추세는 다음 그림과 

같다(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2007).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 약 1.5℃ 상승, 제주지역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 하는 등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지구평균의 2~3배 상회하고 있다.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로 기후변화 

   관련 과학자 모임이며 총 3,000여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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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  기후변화의 영향 >

  

　　３.2  그린환경에 한　주요 이슈 

   세계 1, 2차 대전 비용 보다 많은 약 9조 6천억 달러가  지구 온난화 예방에 소요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GDP 1%(매년 130억 파운드)로 지구 온난화 예방에 투자

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공산주의 몰락이나 인터넷 혁명에 맞먹을 정도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 예상

(모건스탠리 기후변화보고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환경재앙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하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기

- 8 -

후변화는 세계 경제․사회․기술․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07.1)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경영의 최대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문」채택('07.9)하고,  에너지 효율성 ‘30

년까지 25% 개선('05년 기준), 산림 ‘20년까지 2,000만ha 확대․조성하고, '12년 이후 온실

가스 감축(포스트교토체제: Post Kyoto Regime)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 하고,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교토체제 논의를 위한 「발리로드맵」채택('07.12)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국의 경우 ‘20년 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 미국 등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상 진행을 통해 ’09년까지 기후환경 협약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  미국 주도로 

온실가스 多 배출 17개국이 모여 비구속적․자발적 중장기 감축 논의('07.7, '08.1)를 해 왔

으며, 선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U는 '20년까지 20%, 영국 '50년까지 '90년 대비 80%, 독일 ‘20년까지 '90년 대비 

40%, 일본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호주‘50년까지 '00년 대비 60% 감축할 계획이

다.

 　 3.３ 지구온난화 관련 환경　보고서

    3.３.1  OECD ‘2030 환경전망　보고서’('08.3)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산림 황폐화, 동․식물 멸종 등

의 생태계 파괴를 경고했다. 온실 가스는 ‘05년 기준으로 37%('30) → 52%('50), 지구 평

균기온 산업화 이전보다 1.7 ~ 2.4° 증가하고, 물 부족 인구는 29억 명('05) → 39억 명

('30),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명 당 기준으로 7.5명('05) → 30명('30)으로 증

가하고 있다.

    한국․일본의 대기오염 노출은 가장 위험한 수준 : 대기오염 사망자가 13명('00) → 88

명('30)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수준이다.

   환경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하며, 매년 세계 GDP 성장률 0.03%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환경재앙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농업보조금과 관세 50% 삭감, CO2 1t에 $25 탄소세 부과 → ‘30년 온실가스 

13% 정도만 증가하고, ‘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0년보다 39% 감축하는 경우는 경제적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３. 2   IPCC 보고서('07)

   '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평균기온 상승 2°C 이내로 유지하고, ‘50년까지 대기

권 온실가스를 50% ~ 85% 감축이 필요하며,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0.8°C, 해수면 

10~20cm 상승, 2100년경 평균기온 최대 6.4°C, 해수면 최소 18cm 상승하며, 평균기온 

1.5°C~2.5°C 상승 시 20%~30% 동식물 종 멸종 위기를 맞을 것이다. 평균온도 2°C 이내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 GDP의 0.6%, '50년까지는 GDP의 

1.2%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권고로 청정에너지 확대, 자발적 협약, 배출권거래제도, 세제 등 다양

한 정책 실시하며,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 기술, 장기적으로 CCS 등 에너지 공급기술활용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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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

    글로벌 환경규제가 다양․복잡해지고 있으며, 제품단위 및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화와 전

기전자제품 재활용(WEEE), 유해화학물질 제한(RoHS), 에너지효율(EuP) 등 EU 중심의 제

품 환경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가. 각국의 환경규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가전 및 생활용품에 까지 적용 

확대하고, EU는 신규등록차량의 CO2 배출 한도를 ’15년부터 125g/km, '20년 95g/km, ’25

년 70g/km로 규제 강화(’07.10.24)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탄소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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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EuP(Energy-using Products) 지침 시행(‘08.1) : 가전 및 생활용품의 사용단계 시 

CO2 배출량을 20% 감축할 수 있는 제품설계지침을 도입했다.

  유엔, NGO 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SR)을 요구하고, 유엔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으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10개 원칙’을 제시, 이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율 규정으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기준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09년 시행 목표로 기업·정부·노조·비영리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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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하는 ‘ISO 26000/SR 규격'을 제정('08년 완료 예정)했다.

   SR(Social Responsibility)는 원만한 노사관계, 인권, 환경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의 사회적 책임으로,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100대 지속가능기업', Fortune지는 '사회적 책임 

경영 100대 기업' 발표해 오고 있다.

   전세계 1,257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 보고서 GRI2) 등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기업의 탄소정보 공개 요구(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금융기관

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08년 CDP6에는 메릴린치, HSBC, AIG 등 385개 금융기관 참여, 매년 기업들이 공개한 

탄소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SRI 펀드 규모 3조 달러 수준으로,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기

업의 재무성과와 환경　 ․ 사회적 성과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투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CDP 참여기관수와 각 기관의 운용자산 규모>        <탄소정보분석 리포트>

<자료> 정해봉, “그린 IT 국내 현황과 대응전략”, 그린IT Grand 컨퍼런스, '08.2.21

  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세계적인 환경 표준 기구로 회원 기업이 자사의 환경, 사회활동, 수익에 대한 지속가능경

영리포트 등록 www.globalreporting.org

　　  3.３.4  에 지　소비 련 주요 이슈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자원과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자원․에너지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의 발전과 함께 빠르

게 증가(OECD/IEA)3)하고 있다.  

   미국 1,600.8Mtoe, 중국 819.2Mtoe, 일본 354.3Mtoe, 한국 143.7Mtoe(세계 10위) 이

다.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평균 3.9%(‘03~’04), 중국 13.7%(‘03~’05 기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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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에너지 소비량>     

    

                           <주요국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o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최근 2~3년 동안 급등

-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 원유 가격이 금년 2월말 기준으로 배럴당 100.18달러로 ‘04년 

말 33.11달러에 비해 약 3배 폭등

- 동(銅)은 톤당 3,264달러→8,502달러로 2.5배 이상 상승

- 우리나라는 ‘07년 원유 수입 물량이 전년에 비해 1.9% 증가 했으나, 수입액 자체는 

28.3% 증가하여 에너지 비용 급증

<자료> 경향신문, “원자재 급등→물가 자극 '구조적 인플레’ 우려”, '08.3.10

※ 국내 자동차산업 수출액(329억달러)의 2.6배인 855억달러 정도의 막대한 비용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에너지 수입률 97.3%, 10년 전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 　

　　3배 증가

3) 김경환, “IT 정보통신과 에너지 절감”, 주간기술동향 통권 1336호, ‘08.3.5

　　 3.３.5  그린　IT 주요 이슈

    IT 확산, 에너지 사용 급증으로 온실가스 多 배출 산업으로 주목되면서 IT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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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IT로 인한 CO2 배출은 글로벌 CO2 배출량의 2%를 차지, 

이는 항공기가 배출하는 양과 동일(가트너)하다．- 전 세계 기업의 전산설비 전력 소비량은 

한 해에 1천억KW로 파리도시 전체가 1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 1,400백　만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

- 하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인구 3만~4만 도시의 전력 소비량(월스트리트　　

　　저널, 2007)

※ ‘09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비용은 인건비 다음으로 크게 차지(가트너)

o 디지털 컨버전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 등으로 컴퓨팅 요구 사항 증가, 에너지 사용 급　　

　　속 증가 예상

-‘08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 25% 증가 예상(IDC)

- 매년 증가되는 서버 수 연평균 13%, 데이터저장 요구량은 연평균 56% 증가

-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Multi-core, blade 등)와 신규 장비의 밀집도 증가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３.４　녹색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표준 및 협약

 3.4.1 Why Green Finance?

 High capital mobility

 Longer term view, especially capital markets

 Highly leveraged means more risk from climate change

  Market mechanism to reduce carbon

 Carbon Finance
  Climate change provide opportunities and risks

 Ability to hedge themselves and help customers to hedge

  Information generation in capital markets with additional risk from climate change

 3.4.2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표준 제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GRI 가이드라인

　– ISO26000(2008예정) 등

- 14 -

　3.4.3  자발적 협약

　– UNEP/FI
　– UN FRI
　– UN Global Compact
　– 기후변화협약

　– 적도원칙

　– 온실가스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등

３.５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탄소배출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탄소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다. 

 탄소배출을 550ppm CO2e 수준으로 안정화시면 글로벌 GDP 성장률에 연간 -1%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Barker T, Qureshi MS, Köhler J (2006), The Costs of Greenhouse Gas Mitigation with 

Induced Technological Change: A Meta-Analysis of Estimates in the Literature, 4CMR, 

Cambridge Centr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세계경제성장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산업섹터와 기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 UN 서명: 421개 금융기관(CalPERS, ABP, Munich Re, Swiss R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 UN Global Compact 가입: 372개 금융기관 (Deutsche Bank, ING　Group, Mitsubishi UFJ, 　　　
　　　Citibank 등)
○ UNEP/FI 가입: 160개 금융기관 (Bank of America, Credit Suisse　Group, JPMorgan Chase & 　
　　　Co., Lloyd’s, UBS AG 등)
○ GRI 등록: 858개 금융기관 (ABN AMRO, HSBC, Citigroup, Barclays,　Standard Chartered, 　　
　　　Mizuho Financial Group 등)
○ CDP 가입: 385개 금융기관 (Goldman Sachs & Co., Morgan　Stanley, Hermes, Sompo Japan 　
　　　Insurance, Wachov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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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유럽 선진 은행들의 환경리스크 고려

① 채무불이행 방지 리스크 관리

② 담보가치 유지 리스크 관리

③ 좋은 평판의 유지

④ 차별화 ․ 가치창출

⑤ 법 ․ 제도적 환경대응

 –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업여신 포트폴리오의 53%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관련해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75%가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 있는 기업

 – 대부자 책임법률이 강하지 않은 국내의 경우 현재 리스크는 낮지만 향후 급격한 리스크 　
　　 증가 예상

3. 7 환경위험을 고려한 여신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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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글로벌 금융기관의 CDP 참여 

가.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자산규모 57조 달러 385개 금융기관들의 카본정보공개 　
　　　글로벌 이니셔티브

나. 해외금융기관: ABP Investment,  CalPER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AIG, Barclays, 　
　　　 HSBC, etc.
다. 국내금융기관: 교보투자 신탁운용,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미래 에셋 자산운용, NH-CA 　
　　  자산운용,  SH자산운용, 템피스 자산운용, 대구은행, 신한 은행

 

3. 9  글로벌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동향

가. 고객의 리스크 관리 반영 :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 부분에 CO2 항목관리

• ABN AMRO: 고객이 직면하게 될 Climate risk를 분석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National Australia Bank: 자동차, 알루미늄, 광공업 산업 등 주요 고객에 대한 기후변화 관

련 리스크 연구 · 분석

• Westpac: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포트폴리오에 반영

나.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 다수의 금융이관이 Carbon 시장 참여의사 선언

• KfW Caisse des Depots, Fortis Bank: ECF, KfW Carbon Fund등 Carbon Fund를 조성하여    
  CDM/JI 사업에 투자

• ABN AMRO: 배출권 수요, 공급, 가격 시나리오 분석

• Dowjones: “Emissions Trade watch” 발행, 지속적인 시장 정보 모니터링

• GHG offset, clean energy project에 대한 Insurance
• Emissions Trading에서의 거래 보험, 보증 등 관련 서비스 제공

다.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CDP2이후 43% 금융기관이 재생 에너  

   지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

• Dexia  €350 million,  Fortis €241 million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 풍력발전:  Santander Central Hispano와 RBC는 각각 35개 및 20개의 풍력발전단지에 
             총 €250M, ＄50M 투자

• Scotiabank: 고객의 수력, 풍력, 바이오 매스 발전 시설의 투자기회 제공, 전력산업에 대한  
             선도투자은행

• MIZUHO: 환경/사회를 배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일본 최초로 채택,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12 Equator Principles 투자신탁상품 에코펀드 출시(1999년) 신재   

          생 에너지 발전사업 여신대출사업, 이산화탄소 배출권 취득 지원 금융상품 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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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韓國의 綠色金融 現況

４. 1 　국내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현황

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현대해상 등

나. UN PRI 서명 : SH자산운용, 농협CA투신운용, 미래 에셋 자산운용, 알리안츠 자산 운용, 　
　                　아크 투자자문, 서스틴 베스트, 솔라빌리티, 에코프론티어

다. UN Global Compact 가입 :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우증권  마이더스 자산운용,  산업은　　
　　　                 행, 우리은행 등

라. UNEP/FI 가입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 은행, 대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마이더스 자산운용 삼성투신 현대해상

 

4. 2　  국내기관의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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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녹색금융 관련 금융정책:  환경부    16페이지 그림  

4. 5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국내 금융기관의 환경관련 금융상품 출시 확대와 기후 변화 등 환경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펀드 등 ‘환경 금융’ 상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산

업자원부와 함께 3,300억 원 규모의 신ㆍ재생 에너지 사모펀드를 설립한 후 태양광 발전 설

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신한 은행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사회책임　경영　대출을 시작 

하면서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다. 신한 은행은 최근에는 태양광 발

전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환경 금융 사업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다. 도이체방크ㆍ모건스탠

리ㆍ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은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국의 코오퍼

레이티브 뱅크,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뱅크처럼 환경ㆍ사회 문제에 특화한 금융기관도 등

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금융에 환경리스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오는 2009년 도입 예정인 ‘바젤Ⅱ’에서는 담보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리스

크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도 환경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

다. 신한 은행 FSB연구소의 장미화연구원은 “환경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 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분야인 동시에 21세기 금융업을 관통할 메가트렌드가 될 것”
이라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환경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인재를 육성해 환경금융을 테마로 한 
상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울경제 2007년  6월 18일).

 
4. 6  국내 SRI 펀드 현황

○ 광의의 국내 SRI 펀드는 약 9,362억 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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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대상(13개)은 3,805억 원, 해외투자대상(15개)은 5,557억 원 규모임

• 국내 10개는 ESG펀드이고, 3개는 지배구조 펀드임

• 해외 3개는 ESG펀드이고, 12개는 환경 펀드임

• SRI 펀드를 협의로 분류하여 ESG 펀드로 한정하면, SRI 펀드규모는 국내투자(10개) 2,398  
  억 원과 해외투자(3개 )198억 원으로 총 2,596억 원 수준임

− 3차례에 걸쳐 4,500억 원을 SRI펀드에 배분한바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의 SRI기준 제정이  

    예상됨

− 그러나 국내에 설정되어 있는 SRI 펀드는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음

• 특히 국내 SRI 펀드는 업종 대표주와 우량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우량주 펀드와   
  특별한 차별 점이 아직 크지 않음

• 국내 기업들이 기존 재무제표 이외에 SRI 관련 정보 공개를 기피

• 국제 기준에 맞는 공식적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표준 양식 및 지속가능 관련  
   국내 대표지수 없음

                  ○ 국내 SRI 펀드 종류 및 수익률(20페이지 그림)

           ○ 국내 SRI 펀드 종류 및 수익률(21페이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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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社會責任投資

5. 1 　SRI의 의의

가.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기업의 재무적 수익만이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투자를 의미한다.

−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는 전통적인 위험평가와 재무적 관점만을 중시한 데 비하여, SRI   
  는 기업의 장기존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관련 요소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임

− 최근에는 수탁자의 책무를 강조하여 의도적으로 UN을 중심으로 SRI에서 S(Social)를 제  

   외하고 RI(Responsible Investment)로 표기

− 개념 자체가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투자자에 대한 책임”으로 바뀌고 있음

5. 2 사회책임투자원칙 

가.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제정과정

• PRI는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주도하에 UNEP Initiative(이하 UNEP/FI)와 선진 금융기관과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4차례의 대규모 미팅을 통해 제정한 RI 원칙임

• 원칙 제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UNEP/FI는 유엔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산하에 설립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은행 및 투신사 등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1991년에 설립

• PRI 제정 및 확산을 위하여 UNEP/FI 산하 AMWG(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에서

는 각 산업별 ESG 이슈 발굴 및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나. 내 용

• PRI 주요 내용은 6개 분야 33개 주요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

• ESG 이슈들을 투자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

•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로 역할

•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

• 금융산업의 PRI 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

• PRI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

• PRI 원칙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

•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 책무와 투자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 발전 추구

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자체 RI 방침

− CPP(Canada Plan)  Schroder Chase 등에서 환경 및 사회적 이슈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의 요소로 고려

 

5. 3  SRI 관련 각국의 제도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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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과 주법 등 법률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행위가 규제됨

−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재량권에 대한 주된 제약

− 신중한 투자원칙(prudent investor rule)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강조함

− 법률의 공통적 요소는 현대적 투자자 규칙의 적용이며, 이는 투자 결정의 중요 잣대

○ ESG 고려사항을 투자행위에 반영하는 것이 신중한 투자원칙의 맥락에서 평가되는 바, 
ESG 고려사항은 투자 결정과정의 일부를 구성

− 수익자의 이익과 펀드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없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한 ESG 
고려 사항을 펀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 되지 않음

2) 캐나다

○ 연기금 수탁자, 관리자가 수익자의 재무적 이익에 앞서 ESG이슈를 우선 고려하도록 강  

   제하는 입법이나 정부차원의 지침은 없음

− 일부 연기금은 이익극대화 차원에서 ESG 이슈 고려

− 뮤추얼 펀드의 신탁증서와 투자목적에서 요구하는 경우 ESG 반드시 고려해야 함

− ESG 이슈를 투자전략에 포함하려는 입법적 시도들이 최근에 있음

3) EU
○ EU에서는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SRI를 논의하여 왔음

− EU는 SRI를 CSR을 촉진하는 중요 수단으로 간주

− 유럽국가들은 대개 EU의 회원국으로 EU의 법제와 결정을 따름으로써 ESG요소 고려한  
   투자에 관해 노력중임

○ CSR/SRI에 있어 많은 민간차원의 Pan-European initiative 존재  Eurosif  CSR Europe     
   Social  Platform 등이 있음

4) 영국

○ 기관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ESG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기관투자자의 ESG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정도에 있어 신인의무는 투자결정자에게 한계   
     제공

  • 이런 의무는 연기금, 뮤추얼펀드와 같이 신탁으로 구성된 투자에만 발생

  • 기금수탁자자가 ESG 이슈 고려 여부와 정도를 공시하도록 규정 도입

− 현재 정부와 업계 주도로 많은 제안들이 이 원칙의 도입 촉구

○ 법령상 사회책임투자 관련하여 명시적 행동을 강제하거나 금지되는 규정은 없음

5) 프랑스

○ 연기금에 대하여 특별 규정은 없음

− FRR(French Pension Reserve Fund)의 투자정책에 관한 일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리자

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가치를 금융자산과 회사지배구조의 투명성 분석

에 포섭하도록 독려

○ 프랑스 법상 여타 기관투자자의 투자결정시 ESG이슈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인 규정을 두지 않음

− 다만 뮤추얼펀드나 보험회사의 경우 법 규정을 준수한 ESG이슈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됨

6) 독일

○ 기관투자자가 투자결정시 ESG 이슈를 고려하는 것은 연금펀드와 보험회사의 적립금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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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금펀드가 윤리적 투자형태에 투자 결정시 반드시 이에 관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 뮤추얼펀드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회사의 의무는 투자법에 규정,동법에서 ESG   
   이슈에 관해서는 침묵

− 투자 결정시 투자회사와 투자자간 계약조건에 ESG이슈 고려할 것을 명시한 경우만 가능

7) 일본

○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는 이미 ESG이슈를 고려한 다양한 상품 출시

−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ESG 이슈 고려는 아직 초기단계임

○ 법상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다만 ESG이슈와 예상 수익간 상관관계　　
　　에 대한 실증조사가 나오고 있음

− 다만, − 투자포트폴리오 구성 시 ESG요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5.  4 　 ESG 요소와 투자 결정

1) ESG관련 기업의 정보 획득 및 SRI 지수

○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미국),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스위스), EIRiS(영국)  
   등이 RI를 위해 기업의 ESG를 평가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ESG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기업에 가이드  

   를 제공

○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및 FTSE4Good Index 등이 SRI관련 주가지수 발표

2) ESG를 고려한 투자에 대한 규제조치와 과제

○ 다음의 경우 ESG 요소를 투자결정에 반영

− 수익자 동의시 ESG 요소 투자결정시 고려

− ESG 요소가 재무적 성과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으로 합리적 기대시 고려

− 투자전략적 측면에서 많은 대안의 하나로 ESG 사항 고려한 분석에 전력을 다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음

○ ESG를 고려하여 투자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 면책 방안 검토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 ESG 요소를 투자 분석시 반영한 경우, 투　　
　　　자자가 요구하거나 투자결정에 대해 합의된 경우 책임 면책방안 고려

○ ESG고려 여부에 관해 공시 의무화, 비고려의 경우 이유를 밝혀 면책　받게 하는 방안 토　　
　　　의 필요

− ESG　고려한 투자 상품 판매시 반드시 ESG 고려 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투자자에

게 제공해야 함

            　 

6. 2. 5   SRI와 투자성과

1) 기업 매출

○ 2005년 미국의 사회적 책임에 주력하는 100대 기업의 매출이 S&P가 선정한 500대 기업  

  의 매출보다 평균 30∼40% 이상 더 높게 나타남(박찬흥(2006) 및 www.business-ethics.com)
2) SRI 관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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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개월 10개월 1년간 3년간 5년간 10년간

DSI 400 3.67 10.46 14.07 9.55 7.05 9.02

S&P500 3.26 12.06 16.34 11.44 7.26 8.66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펀

드

*“Social Investment Forum" 조사에 근거하여 수익률    

  (펀드등급) 현황 비교  

 -대형(자산 1억 달러 이상) SRI펀드의 73%(2000년),    

 58%(2006)가 상위 2개 등급에 포함

* 대다수의 대형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SRI가 양환 실적을 보임

*City그룹 자산운용 보고서에 근거 SRI펀드 수익률 비교

 -대형(자산 1억 달러 이상) SRI 펀드의 약 73%(2001년  

  9월말 기준)가 모닝스타 및 리퍼의 1년간 및 3년 간    

  펀드수익률 순위 최상위 그룹에 포함

* 모닝스타로 부터 별 4개 또는 5개를  

   받은 펀드

 - SRI 중 35% 

 - 전체 뮤추얼펀드 중 32.5%

 

 산

 업

 별  

 주

 가

* Innovest 사가 EcoValue21 모형을 통해 산업별로     

  환경위험이 낮은 기업과 높은기업 간의 주가차이 분석

* 산업별로 두 그룹간 투자수일률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자동차산업(-5~28%)

  - 철강산업(-5~40%)

  - 통신산업( -10~170%)

  - 공공산업(-2~35%) 

* 환경위험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낮은 기업에 투자할 때 보다 투자     

   수익률은 적게 28%,  많게는 170%   

   까지 발생

○ DSI400(Domini400 Social Index)지수와 S&P 500과의 비교

− 장기로 갈수록 DSI400지수 수익률이 S&P 500지수 수익률보다 높음

• 지속가능지수들이 일반벤치마크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굿모닝신한증권(2006))

 

○ SRI관련지수를 일반주가지수와 비교 장기적으로 SRI 관련지수가 더 나은 성과를 보임

                     <  DSI400와 벤치마크 수익률 비교1) >

           주1) : 2006년 10월말 기준으로  각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산출
            자료:  KDL(2006)

3) 펀드　및　산업별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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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 국제 SRI 펀드 현황

가. 전 세계　지속가능　투자의　규모 US$6.3 trillion(€5 trillion)

– 캐나다

• 규!모 US$0.5 trillion(2007년

• 87%가연기!금투자!

– 미 국

• 규모 US$2.71 trillion(2007년

• 260여!개의RI 뮤!추얼!펀드!

• 주!요RI 투자!자 Citigroup, CalPERS, Capital Group, Chase Manhattan Bank 등

– 유럽

• 규!모 €2.665 trillion(2007년

• 영!국 스웨덴등의 연기금 지속가능 투자법 통과

• 주요RI 투자자 ABP, Deutsche Bank, UBS, ING, Credit Suisse, Hermes, Barclays,    

   Lloyds 등

– 아시아 및 기타 지역

• 규모 US$60 billion

• 일본 1999년 최초로 RI 펀드를 도입한 이래 50개의 펀드로 성장 약8조 원

• 주요 RI 투자자: Nikko, Yasuda Global, DIAM, UBS-Japan, Ashai Life, Partn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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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綠色 金融 産業의 向後 發展方向

6. 1  한국의 녹색금융사업의 문제점

1. 녹색금융 개념의 불명확

2. 기업의 ESG 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미흡

3. 투자분석 기관의 분석 체계 미 확립

4. 녹색 투자자의 취약

5. 증권유관기관 주도의 SRI 지수(환경지수 포함) 개발 미흡

6. 금융기관과 정부의 유기적 녹색금융 전략 체계 불비

7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해외 협력 체계 미흡

6. 2   한국의 녹색금융 산업의 발전방향

6. 2. 1   녹색금융 개념의 명확화

   녹색금융에는 환경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개념과 녹색성장 지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

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녹색금융이 인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환경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1980년 미국의 포괄적 환경대회 보상책임법(CERCLA법)이 제정되어 토지 오염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이 법제화되어 금융이 환경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SRI의 경우에도 국내외적으로 개념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UN에서 의도적으로 SRI 중 

S(Social)을 제외하고 RI로 표기하자는 것은 사회책임투자가 사회운동의 성격을 넘어 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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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주
미국 없 음

캐나다 없 음

  유    럽

프랑스 의무화

독일 의무화

이탈리아 의무화(pending)

영국 의무화

스페인 없 음

  아  시 아
일본 없음

호주 의무화

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배경은 SRI 투자를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수년간의 연구결과에 바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확산의 추진과정에 있어 사회운동으로 SRI를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나라도 수탁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투자기법으로서의 SRI를 발전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6. 2.2  기업의 ESG　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방안 마련

 가. 기업의　ESG　요소에　관한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관련　 정보를　 공개　　　

　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자발적　관련　정보공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ESG　 요소를　 고려한　 리서치　 정보요구 자산관리자　 투자의사　　

　결정에　ESG　리서치　정보통합　시키고　더　나은　리서치　정보제공을　촉구

– 투자자나　 자산관리자는　 ESG 이슈에　 대한　 대리투표전략과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하며　의결권행사　전략　개발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나.  ESG　관련　기업의　정보획득　및　SRI 지수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ESG 이슈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기업에  

   가이드를 제공

–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및 FTSE4Good Index 등이　 SRI관련 주가지수     　

　발표

다.  ESG　요소의 투자반영에 대한 각국 현황 :  많은 입법례의 경우 특히 연기금과 관련  

     투자의사결정가로 하여금 ESG 사항 고려여부 및 정도를 공시하도록 입법조치

          자료 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UNEP(2005)

6. 2 3  투자분석 기관의 분석 체계 확립

 가.  투자분석기관은 투자 및 분석 프로세스에 ESG이슈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도록 노력

– ESG분석에 대한 장기적 목표 설정, 애널리스트에 대한 트레이닝과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

  템 마련

– 실질적인 SRI 방침과 절차 수립



- 29 -

○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미국),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스위스), EIRiS(영국)등이 RI를 위해 기업의 ESG를 평가

6. 2. 4   녹색 투자자의 육성

가.  녹색성장에 내재하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적합한 투자자 육성

   – Energy & Environmental Hedge Fund의 육성

 

6. 2. 5   증권유관기관 주도의 SRI 지수(환경지수 포함) 개발

가. 증권거래소 또는 자산운용사 등의 주도로 SRI 지수 개발 필요

나.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
  – 스위스의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사가 다우존스사와 공동으로 199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

 – 다우존스글로벌지수(DJGI : Dow Jones Global Indexes) 2500에 포함되는 기업의 지속가능  

   성을 평가하여 산업별(18개 섹터, 60개 산업)로 상위 10%(약 300개)를 추려 지수 구성

  • 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보고서, 사회보고서, 재무보고서, 연차보고서와 언론  

    에 노출된 지속 가능성 이슈 및 설문지 조사 등을 종합하여 정보를 평가지수를 산출

 –  DJSI는 금융기관에서 투자대상을 선정하는데 주로 활용됨

 
 다. FTSE4Good 지수

  – 영국의 주가지수 전문기관인 FTSE인터내셔널이 SRI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1년 7월 개발하여 발표

– 기존의 FTSE지수에 포함된 75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인권, 사회적 책임의 3가지 항  

   목을 조사해 상위기업만 포함

  • 담배제조업, 우라늄추출업, 핵무기제조 관련업, 무기류 제조업, 발전소 운영기업 등은 원  

     천적으로 배제

  라. Domini Social 400 Index(DSI400)
   – DSI400은 다양한 사회적 스크린닝에 의한 주식 포트폴리오 최초의 벤치마크

   – 윤리적 기준으로 선별된 미국의 400개 기업들로 편성

    • 지역사회와의 관계, 노사관계, 다양성, 인권, 생산의 질,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환경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선별

    • 시장 전체 뿐만 아니라 산업과 섹터의 내용도 고려하여 평가

    • 주류, 담배, 도박, 핵 및 군사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배제

   – 현재 S&P 기업 약 250여개, 섹터 다양화와 시가총액 등의 요소에 의한 비S&P 기업    
     100 여개 및 대표적 사회환경적 실적을 가진 50개 기업으로 지수 구성

    – DSI400 Committee에서 지속적으로 평가

    • 기업이 반사회적, 반환경적, 비윤리적 행위시 DSI400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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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6  금융기관과 정부의 녹색금융 전략 수립

가. 금융기관

–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 및 보급 확산

– 녹색경영 보고서 발간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UN PRI, UN Global Compact, UNEP/FI, CDP 가입 등

– 지속가능경영 리스크와 여신성과(회수율 및 부도율 등)DB 구축 및 인과관계 리서치

– 지속가능 은행여신 시스템 구축: 스크리닝 또는 유의미한 가중치/가산점으로 반영

– 중소기업․ 오염산업의 스크리닝 보다는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관점의 여신연계 체제 구축

– 환경 심사역 육성

– CDP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 및 리서치

– 기후변화에 따른 개별 금융기관의 사업전략 재설계 및 정책통합

 – 기후변화 관련 사업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정부 ․ 금융감독 기관

 – 녹색금융을 통한 금융 선진화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BaselⅡ와 연계 대응

 – 정부부처 간 DB통합 및 기업정보공개: 사업장 및 기업단위 데이터 제공(미국 EPA 등)
 – 은행여신관리에 비재무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구축(인도네시아 등)
 – 대부자 책임 등 법적 기반구축(미국, 캐나다 등)
 – 대출심사 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 제출요구 제도화(캐나다)
 – 국내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온실가스 저감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개발  

   촉진    

 – 탄소 배출권의 자산가치화

   –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대응

 

6. 2. 7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해외 협력 강화

가. 증권유관기관은 해외 협력 강화를 통해 녹색금융에 대한 해외조류를 국내에 전파시키는  
   역할 수행할 필요 있음

 – UN Global Compact 또는 UNEP/Finance Initiative (UNEP/FI : UN Environmental           
    Programme/Finance Initiatives)에 가입 또는 교류 강화

나. UNEP FI Korea Group
  – UNEP/FI는 UNEP 산하기구로 전세계 금융권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 간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수행할 역할과 방법  

    론을 제시

   • UNEP/FI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명서 채택과 현재 기후변화, 자  

     산관리(investment) , 지속가능경영 및 보고기준(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Reporting)  
     에 대한 Working Group
   • 전체 가입 금융기관은 총 161개사이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이 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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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 FI Korea Group은 UNEP FI의 지속가능금융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발

  전적인 실천 방안 모색 위해 2006년 7월 설립

   • 설립 이후 분기별 서명기관 교류 및 현재 온실가스 정보공개 프로젝트 CDP5참여 및   
     GRI 금융산업 가이드 교육 등의 활동 수행

                           Ⅶ.    結     論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녹색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녹색 우위(Green Advantage)'가 

국가와 기업의 장기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금융계

의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2009년 2월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녹색성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과 융을 연계한 녹색

융이 주목받고 있으며 융회사도 녹색 융을 사회  책임은 물론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

회로 인식하는 분 기다.

   녹색 융은 환경보존과 련된 사업과 기존 융수단을 목시킨 것을 의미하며,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에 설비자 을 출하거나 환경보존사업에 기부하는 등 융수단을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녹색 융의 사업 역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일반 개인 융 역에서는 ㆍ , 모기

지, 신용카드, 출 등 기존 융상품을 환경보존 사업과 연계한 에코(ECO) 상품이 가장 

표 이다. 탄소배출권과 련된 역에서는 융회사가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지분(equity) 

참여 는 출(debt)하는 모델도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신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소량 

구매를 원하는 기업을 상으로 배출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청정개발체제

(CDM)사업에 직  투자하는 사모펀드, 탄소배출 련 기 자산을 상으로 하는 구조화 펀

드 등의 융상품을 개발해 매하는 방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융회사는 CDM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비한 보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융회사들이 녹색 융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장기

인 에서 단계 이고 체계 인 비 과정이 필요하다. 경 자, 융회사의 CEO, 정책

입안자 등은 재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녹색 융 산업의 발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요약 제시한다.

   1. 녹색금융 개념의 명확화

   2. 기업의 ESG 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유도

   3. 투자분석 기관의 분석 체계 확립

   4. 녹색 투자자의 취약

   5. 증권유관기관 주도의 SRI 지수(환경지수 포함) 개발 

   6. 금융기관과 정부의 유기적 녹색금융 전략 체계 구축

   7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해외 협력 체계 구축  

  녹색성장 산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국의 IT 기술과 융합하여 미지의 창조적 벤처

성격의 기업들이 창업되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산학연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녹색성장산업을 한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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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통합과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과거 IT 벤처 버블 같은 정책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고, 녹색금융기관들도 녹색산업 기업지원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전향

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에 관련된 학문적인 연구도 과거 친환경과 

관련되어 역사적으로 장기간 연구되어 왔지, 최근 세계 경제 불황극복과 일자리창출을 하는 

방안으로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녹색 우위(Green Advantage)'

가 국가와 기업의 장기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녹색산업과 금융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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