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그린 딜과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 발전 현황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유럽자본시장협회(AFME)의 최신 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

2020년 9월 22일
국제부 김한조

주요 내용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
□ UN 기후변화협약이 시작된 ‘90년대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글로벌 공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중
ㅇ 교토의정서(‘97년)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마련
되었고, 파리협정(’15년)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데 합의
- 다만,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의 불참*과 후발경제주자인
중국, 인도 등의 반대 등으로 글로벌 공조에 차질
□ 유럽은 글로벌 공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동시에 달성하고, 비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리더쉽 발휘
ㅇ 최초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 대륙이라는 비전하에 미래세대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중
유럽의 그린 딜과 투자계획
□ EU는 ‘50년까지 기후 중립화‘를 추구하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
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통한 기후 행동 촉구를 천명(‘19.12월)
ㅇ 유럽 그린딜은 산업과 교통,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경제영역을 포괄
하여 모든 유럽내 국가가 예외없이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이 핵심
- EU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 추진방안으로 기금조성*, 공공∙민간투자
유인 제공, 실무 지원 등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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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 발전
□ EU는 지속가능금융의 실행을 위한 핵심 과제로 ‘EU 분류체계‘,
‘공시규제 개선‘, ‘벤치마크 개발‘ 등의 규제개선 방안 발표(‘18.5월)
ㅇ 투자자와 기업의 자금이 지속가능경제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정의, 판별 수단인 ‘EU 분류체계‘ 도입
ㅇ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공시 의무 강화1)와 함께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규정2) 신설

ㅇ 이와 함께, 기후관련 투자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의 개발과 벤치마크 운영자의 관련 공시 의무 강화
□ EU는 상기 핵심과제와 함께 그린 본드 기준, 친환경 라벨, 단기
주의 방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
ㅇ ‘20~‘22년내 도입 예정이며, EU내 금융기관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들로 향후 금융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시사점
□ 우리나라도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준비 중이며, 최근 미래성장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
⇒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기반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왔으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
□ 환경부에서는 EU분류체계와 같은 K-Taxonomy를 개발중이며,
금융위도 금융지원 방안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공조 추진중
⇒ 국내 자본시장업계도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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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 (UN 기후변화협약 체결)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후 기후변화에 대한 총회가 매년 개최

ㅇ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생태계가 적응
할 수 있도록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
□ (교토의정서) ‘97년 기후변화에 대한 제3차 총회(일본 교토)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합의

ㅇ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 양적 목표와 법적 구속력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으나,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은 상원비준 실패로 불참
□ (파리 기후 협정) ‘15년 파리 총회에서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를
넘어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합의

구 분

범 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 의무국가

선진국(38개국)

파리협정
2020~
(종료기간 없음)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모든 당사국(197개)

목표 설정방식
목표 설정기준

하향식
특별한 언급 없음

상향식
진전원칙(후퇴없음)

적용 기간
목 표

교토의정서
2008-2020
(1기: ‘08-’12, 2기: ‘13-’2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기 평균 5.2%, 2기 평균 18%)

자료: 기상청

⇒ 하지만, 과거 경제개발 후발주자인 중국과 인도 등의 반대와
현재 美트럼프 행정부의 협정 탈퇴로 글로벌 공조 여전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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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리더쉽
□ (글로벌 리더쉽) 유럽 연합은 글로벌 공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한 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리더쉽을 발휘
ㅇ ‘90년과 ‘18년 사이 EU의 GDP는 61%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축하여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 EU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08~‘12년)의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제2차 공약기간(‘13~‘20년)을 위한 20-20-20 목표* 진행중

□ (전방위적 정책) EU는 최초의 기후 중립(Climate-neutral) 대륙이라는
비전과 함께, 미래세대의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조
ㅇ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 환경, 투자 및 성장,
지속가능한 금융 등을 큰 축으로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

대기오염(유럽)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유아사망자가 연간 400,000명이며, 이 수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연간 90,000명 발생
폭염∙더위(유럽) 5℃상승 시 유럽연합내 연간 66,000건의 추가 망명 신청 가능
4.3℃ 상승 시 16%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를 겪게될 것
매년 50만명이 강의 범람 위험에 노출
물관리∙홍수(유럽)
매년 220만명이 해안침수에 노출됨
지구 평균온도가 3℃ 증가함에 따라 연간 1,900억 유로의 손실 예상
전 세계 강의 범람으로 주택 유실 위기에 처한 사람 연간 5,000만명
경제(글로벌)
폭우∙폭설∙가뭄∙지진 등의 기상이변으로 2050년에 식량가격 20% 상승
폭염관련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연간 400억 유로 이상 예상
자료: EU위원회(“What if we do not act”, ‘19.12월)

◈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공조와 신성장 동력

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20.7월)
☞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EU의 그린 딜과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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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럽 그린 딜과 투자 계획
※ 유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럽 그린딜(‘19.12월)과 투자 계획(’20.1월)을 발표

1. 유럽 그린 딜(Green Deal)
□ (개요) EU는 ‘50년까지 경제의 모든 섹터와 산업의 기후 중립화
(climate neutrality)를 추구하는 ‘유럽 그린 딜‘ 패키지를 발표(‘19.12월)

ㅇ EU는 기후변화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로 보고,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위해 외교 무역 개발협력 등을 활용한 기후행동 촉구를 천명
□ (주요내용) EU의 그린 딜은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을
포함하는 산업과 교통,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
ㅇ 현재의 경제 활동들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모든 지역이
예외없이 공정하게 전환(Just Transition)하는 것이 핵심

정책 분야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음식 시스템
(From Farm to Fork)
지속가능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클린에너지
(Clean Energy)
지속가능산업
(Sustainable Industry)
건물
(Building and renovation)
지속가능한 운송
(Sustainable Mobility)
오염 감소
(Eliminating Pollution)

목적
훼손되지 쉬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방안
(생물 다양성 확보, 손상된 산림 복원, 새로운 숲 조성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친환경 푸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유기농 음식 확대, 살충제, 화학비료와 항생제 사용 축소)
범유럽의 공통농업정책(CAP)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환경의 보존, 농업 기술의 혁신, 현대화)
EU내 에너지 생산과 사용분야의 탈 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안정하고 통합
된 EU의 디지털 에너지 시장 구축)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한 녹색 전환 산업 전략 구현
(섬유, 건설, 전자장비, 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우선 초점)
보다 친환경적인 건설 분야에 대한 필요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활용, 디지털화, 건물의 에너지 성과에
대한 강력한 규제체계,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규모 리노베이션
추진 등)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의 촉진
(화석연료 보조금 삭제, 배출권 해양분야로 확대, 2050년까지
배출량 90%까지 감소하는 것 목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오염(zero-pollutiong)
계획 마련
(과다 영양염류, 미세플라스틱, 약품 오염 감소, 깨끗한 대기 달
성을 위한 지원, 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등)

자료: EU위원회(“What if we do not act”,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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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그린 딜을 위한 투자 계획
□ (개요) EU 집행위는 그린 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GDIP*)을 발표(‘20.1월)

ㅇ 기후 중립적인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금 조성, 투자
유인제공(규제와 인센티브), 실무 지원(자문, 기술지원) 등이 포함
□ (기금조성)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 규모로 EU예산과 기금,
민간 공공 투자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
ㅇ (EU예산) EU위원회가 기존에 제안한 EU장기예산*(‘21∼‘27년)상
기후변화관련 예산(25%)에 3년의 금액을 추가하여 총 5,030억 배정

ㅇ (공공 민간투자 유치) 유럽투자은행(EIB) 등이 지원하는 InvestEU*의
보증을 통해 공공 민간 투자자금

2,790억 유치

ㅇ (공정전환체계 이행)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을 특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 이행 자금 1,430억 조성
※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지원자금의 구성
1. EU예산(€75억)과 회원국 분담금을 바탕으로 한 공정전환펀드(€300~500억)
2. InvestEU를 통한 보증기금(€450억)
3. EIB를 통한 대출기구 여신(€300~500억)

ㅇ (회원국 공동기금) 기존의 유럽구조개발기금(ESIFs)와 농촌개발
기금(EAFRD) 등을 기반으로 회원국 분담기금

1,140억 조성

ㅇ (탄소배출 거래제기금) EU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 수익을
기반으로 약 250억의 기금을 조성되며, 저소득국가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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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위원회(‘20.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 (투자유인제공) 민간, 공공부문의 투자결정 시 지속가능경제에
대한 고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와 인센티브 제공
ㅇ 범유럽의 경제활동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EU분류체계* 도입과
지속가능투자 목적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그린본드기준** 마련 등 추진

ㅇ InvestEU의 보증을 통한 고위험 민간 프로젝트 지원 강화와
공공부문의 인프라, 공공서비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 마련
□ (실무 지원)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해 자문 및 기술지원 등 실무적인 지원 제공
ㅇ EU개선지원(Reform Support) 프로그램하에 EU회원국들에 대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기술 지원
ㅇ InvestEU의 자문 프로그램(Advisory Hub)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자 대상
자문 제공과 공공부문에 ‘지속가능 구매 스크리닝‘ 방안 제공
※ EU지속가능 프로젝트 실제 사례: 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난방시스템 현대화,
➁ 리투아니아의 주택과 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 ➂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전기 및 난방 공급 장치 현대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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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럽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 발전
※ 유럽위원회는 기후 및 에너지, 환경, 투자 및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성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중

1.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금융
□ (배경)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금융은 파리 협정과 UN의 지속가능
개발(SDG) 아젠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추진
지속가능한 투자를 향한 자본 흐름의 전환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long-termism) 육성
□ (실행 계획) EU위원회는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금융주체들과 연계된 10가지 실행 계획(Action Plan)과 함께,

자료: BNP파리바 자산운용

ㅇ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EU 분류체계‘, ‘공시
규제 개선‘, ‘벤치마크 개발‘ 등의 규제개선 방안 발표(‘18.5월)

➀ EU 분류체계(Taxomomy) 도입: EU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➁ 기관투자자와 운용사들에 대한 공시규제 개선: EU공시 규정(Disclosure Regulation)
➂ 저탄소와 탄소 영향에 관한 새로운 벤치마크 개발: EU벤치마크 규정(Benchmark Regulation)
- 9 -

2. EU 분류체계(Taxonomy)
□ (개요) EU 분류체계는 투자자와 기업의 자금이 지속가능경제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마련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정의, 판별 수단
ㅇ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리스트과 개별 환경 목표에 따른
스크리닝 기준을 포함하는 EU분류체계 규정*에 근거

□ (주요 내용) EU분류체계는 농림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 운송,
정보통신, 건물 등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ㅇ 규정상 6개 환경목표 중 1개 이상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포함하여,
4가지의 판단조건들을 모두 충족 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
환경목표
1. 기후 변화 완화(Migration)

판단조건
➀ 환경 목표 6개중 최소 한가지 이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2.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3.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➁ 환경 목표 중 어떠한 항목에도 심각한 피해
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4. 순환 경제, 폐기물 방지, 재활용으로의 전환

➂ 최소한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준수할 것

5. 오염방지와 조절

➃ 기술적인 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을 준수
6. 건강한 생태계의 보호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인권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침등
자료: EU 위원회, KDB산업은행 자료 재인용

□ (추진 일정) EU분류체계 규정은 법률 검토 및 회원국들의 리뷰
과정을 거쳐 ‘20.7.12일에 발효되었으며,
ㅇ 기술적인 선별기준(TSC*) 등 상세기준 등은 위임 법률(Delegated Act)
제정※을 통해 보완될 예정

※ 환경 목표 중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법안은 ‘21년말,
다른 4개의 목표에 대해서는 ‘22년말까지 위임법률을 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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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규제 개선
□ (개요) EU는 ‘14년부터 지침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공시 의무(비재무정보 보고지침*)를 법제화 한 바 있으며,

ㅇ 최근 신설된 ‘EU 공시에 관한 규정(’20.3월)‘을 통해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
□ (비재무정보 공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내 비재무정보에 관한 문서를
통해 제출하며, 기업과 지속가능성 이슈간 영향을 양방향으로 공시*

ㅇ EU위원회는 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고지침을 리뷰중이며,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비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19.6월)
보고

내용

비즈니스 모델

ㆍ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ㆍ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기후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
ㆍ 시간대별로 다른 기후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회사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의 탄력성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

ㆍ
ㆍ
ㆍ
ㆍ

결과

ㆍ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를 위해 사용된 지표 및 목표 설정
ㆍ 목표 설정 및 시간에 따른 위험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량 관련 개발 설명

주요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주요 성과지표

ㆍ
ㆍ
ㆍ
ㆍ

기후 관련 회사 정책(기후변화 완화, 적응 정책 등)
회사의 기후 관련 목표 및 회사 목표의 국가 및 국제 목표와의 관련성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시 경영진의 역할

단기, 중기, 장기적 기후 관련 위험 식별, 평가를 위한 회사 프로세스 설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회사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식별한 주요 기후 관련 위험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회사가 식별한 특정 기후 관련 위험 관리방법 설명
기후 관련 위험 식별, 평가,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회사의 전체 위험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설명

온실가스 배출:
1)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scope 1)
2)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scope 2)
3) 회사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4) 목표 온실가스 배출 절대치
에너지:
1) 재생 가능/불가능한 총 에너지 소비/생산
2) 목표 에너지 효율
3)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생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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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리스크:
급성/만성 물리적 기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입된 자산
상품 및
1) 기후
연도별
전환율
2) 기후
도별 투
자/지출

서비스:
변화 완화/적응 기준을 충족시키는 활동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로의
변화 완화/적응 기준을 충족시키는 활동과 관련된 자산 등에 대한 연
비율

그린 파이낸스: 기후 변화 관련 green bond, green debt 비율
기타 고려 사항: 특정 산업과 관련된 섹터별 지표, 관련 환경문제, 직원교육 채
용, 기회와 관련된 지표

자료: EU 위원회

□ (EU 공시규정 신설) 금융 부문의 서비스 기관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추가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

ㅇ 투자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및 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위험, 영향(impact) 등 관련 정보 공시

금융상품
- MifidII에 정의되어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 대체투자펀드(AIFM)
- 보험기반 투자상품(IBIP)
- 연금 상품
- 연금 계획
- 공모펀드(UCITS)
- 개인연금(PEPP) 등

-

금융시장 참가자
보험기반 투자상품(IBIP) 중개 및 자문기관
포트폴리오 운용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종업원 퇴직 기금 기관
연금 상품 판매사(manufacturer)
대체투자운용사
개인연금 공급자
적격 벤처캐피탈 펀드 운용사
적격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 운용사
UCITS, AIFM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
포트폴리오 운용을 제공하는 신용기관 등

자료: AFME (Status of European Regulatory Development on Sustainable Finance, ‘20.2월)

□ (추진 일정) ESMA(증권), EBA(은행), 보험(EIOPA) 등 EU의 업권별
감독기관들은 ‘20년말까지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
ㅇ 부정적 환경 영향, 사회적 영향, 환경과 사회적 특성 및 지속가능
투자 목적 상품에 대한 계약 전(前) 공시* 등을 기준으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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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치마크의 개발 및 규제 개선
□ (개요) ‘19.2월 EU의회와 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관련 투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의 2가지 범주의 벤치마크 개발에 합의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EU CTB): 탄소배출 수준을 측정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
EU 파리협정-연계 벤치마크(EU PAB): 지구의 평균 온도를 2℃
낮추기 위한 파리협정 목표에 기여한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
□ (EU 벤치마크규정 개정) EU벤치마크 규정*상 지표관리기관들에게
탄소배출 감소 및 파리협약 준수에 관한 공시 의무를 부과

ㅇ 지표의 산출방법, 적용된 모수(Parameter)들에 대한 설명, 데이터의
유형과 출처, 환경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 공시해야함
□ (기후 벤치마크 핸드북) EU위원회산하 기술전문가그룹(TEG*)는
기후 벤치마크와 지표의 ESG 공시에 관한 핸드북**을 발간

ㅇ EU 기후 전환 지표(CTB)와 파리협정-연계 지표(PAB)에 대한
FAQ와 ESG요소 반영에 대한 사용자의 가이드라인 제시
□ (추진 일정) EU벤치마크규정상 지표관리자들의 공시 의무에 대한
개정사항은 ‘20.4.30일부터 적용되었으며,
ㅇ ‘22.12월까지 기후 전환 및 파리협정-연계 지표의 기준 리뷰와
‘ESG 벤치마크‘ 개발 및 규제 영향에 관한 보고서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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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U 녹색채권 기준(Green Bond Standard)

□ (개요) EU 녹색채권 기준(GBS)은 EU기업 뿐아니라 이외 지역의
기업이 EU내에서 채권 발행 시 적용되는 자발적 기준으로,
ㅇ EU는 녹색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자금공급처인
채권시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시장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제자본시장협회
*
(ICMA)의 녹색채권 원칙 에 기반하며, 다음의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

자금의 사용목적이 EU분류체계(Taxonomy)와 일치할 것

그린 본드 체계에 대한 내용이 발행인에 의해 만들어질 것

자산배분 및 영향(impact)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

인가된 인증기관(verifier)*으로부터 외부 인증이 이루어질 것

□ (최신 동향) EU분류체계 도입으로 ‘녹색‘ 또는 ‘지속가능‘을 표방
하는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은 친환경 투자비중을 공개해야함
ㅇ 소위 ‘그린워싱*‘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약 2천억 달러(238조원) 규모인 그린 본드의 수요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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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추진 과제
□ (지속가능금융 추진과제)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에 따라 핵심
과제들과 함께 ‘20~‘22년내 도입 예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ㅇ EU내 금융기관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으로 인해
향후 금융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➀ EU친환경 라벨

□ EU친환경 라벨*은 친환경 여부에 대한 통과(pass or fail) 제도로
평가항목은 ‘의무적(mandatory)‘과 ‘선택적(optional)‘ 두가지로 구성

ㅇ ‘의무적‘인 항목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선택적‘인 항목은
점수제로 최소한의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 친환경 라벨 취득
➁ 단기주의 방지

□ EU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에 따라 유럽내 감독기관은 시장의
단기주의(short-termism)에 대한 압력*를 방지하고자 노력

ㅇ ESMA는 장기투자결정 지원 방안으로 국제적인 ESG기준 도입,
비재무정보의 요건 구체화, ESG를 반영한 임원 성과보상 등 제시
➂ 스트레스테스트

□ (스트레스테스트) EU은행감독청(EBA)는 피감독기관의 ESG요소에 대한
종합적 위험과 환경위험에 대한 내구성 평가 계획을 발표(‘19.12월)
ㅇ 영란은행은 기후변화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 중앙은행과 네델란드 중앙은행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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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까지 UN에 제출
ㅇ 우리나라는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대비 37%의 감축 목표를
제시(‘15년)한 바 있으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 진행중
국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EU
한국*

탄소배출량(총량)
10.06GT
5.41GT
2.65GT
1.71GT
1.16GT
0.65GT

감축 목표(기준연도)
60∼65%(‘05년)
26∼28%(‘05년)
33∼35%(‘05년)
25∼30%(‘90년)
26%(‘13년)
40%(‘90년)
60∼65%(BAU)

자료: UNFCCC INDC 포털, 환경부 자료 재인용,
* 미국은 ‘25년까지 목표, 한국은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BAU 방식

⇒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왔으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

□ (그린 뉴딜과 지속가능금융) 최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 뉴딜‘ 발표와 함께 관련 정부 부처별 지원방안을 협의 중
ㅇ 환경부에서는 EU분류체계와 같은 K-Taxonomy를 준비중이며,
금융위는 금융지원 방안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의체* 가입 추진중

⇒ 지속가능금융은 그린 뉴딜의 핵심 축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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