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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축사



국회의원

민 형 배 

아주신…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이율범…과장님,…신한금융그룹…박성현…CSO,…기업은행…유인식…팀장님,…삼천리자

산운용…이창석…이사님,…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실장님께…오늘…토론회에…와주셔서…진심으로…고맙다는…인사…올립

니다.…이…분들은…아직…성숙되지…못한…우리나라의…그린뉴딜…금융의…영역에서…고군분투하고…있는…최고의…전문가

들이십니다.…이분들의…고견을…국회와…우리…정부가…정책화하고…적극지원할…수…있도록…잘…듣는…것이…오늘…이…자리

의…숙제입니다.…

기후변화는…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인류의…책무와…같은…숙제입니다.…우리의…자식들이…살아갈…지구와…대한민

국을…위한…일이라는…소명의식을…갖고…그린뉴딜의…성공을…위해…한마음으로…노력해야…할…때입니다.…그리고…그…일

에…저…민형배가…조금이나마…앞장서…돕고자…합니다.…

다시…한번…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머리를…맞대고,…좋은…말씀…주시려…와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

다.…행복하십시오.…감사합니다.

2020.…8.…11.

국회의원…민…형…배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을…국회의원…민형배입니다.…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제정…토론회에…참

석해주신…모든…분들…반갑습니다.

오늘은…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제정…시리즈…토론회의…2차로,…‘성공적인…그린뉴딜…이행…및…기후변화…목표…달

성을…위한…금융지원정책’…이라는…주제로…진행됩니다.…

이번…2차…토론회에도…도와주신…많은…분들이…계십니다.…국회의…그린뉴딜…연구회를…비롯해…미래전환…K-뉴딜…위

원회,…그리고…민간에서…기후변화…대응을…위해…함께…힘쓰고…있는…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UNEP…FI에도…다시…

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지난달…14일…열린…토론회에…대한…반응은…뜨거웠습니다.…우리…당의…한국판…뉴딜…정책의…발표날…열린…이…토론회

에서는…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설립을…제안하여…이낙연…의원님을…비롯한…많은…의원님들의…관심과…지지를…받았

습니다.…한국판…뉴딜…정책과…발맞추어…그린뉴딜에…대한…사회적…인식과…관심도…높아지고…있으며,…이를…뒷받침할…

금융지원의…역할의…중요성도…세삼…주목받고…있습니다.…

이에…오늘…2차…토론회에서는…그린뉴딜의…성공을…위한…금융지원…정책의…나아갈…방향에…대해…얘기해보는…시간을…

가져보고자…합니다.…녹색산업과…이를…지원하는…금융에…대한…정의를…만드는…텍소노미…논의부터,…이를…활용한…녹

색채권,…보증,…대출의…활성화,…뿐만…아니라…기업공시와…금융감독기준…개편을…통해…기업과…금융사가…자발적으로…

저탄소…산업에…투자하고…돈을…대도록…만드는…다양한…제도까지…그린뉴딜에…있어서…금융의…역할은…너무나…크고…

중요합니다.

오늘…발제를…맡으신…임대웅…에코앤파트너스…대표님과…기술보증기금…미래혁신연구소…유왕희…차장님,…토론을…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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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미래전환K뉴딜위원회…그린뉴딜분과위원장
(서울노원구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 성 환

시…등…관련…제도에…대한…국회…내의…논의가…필요한…이유입니다.…

오늘…뜻깊은…토론회…자리를…마련해…주신…민형배…의원님과…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관계자…여러분께…감

사드립니다.…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참석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심도있는…논의를…통해…녹색

금융…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의미있는…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8.…11.

더불어민주당…미래전환K뉴딜위원회…그린뉴딜분과위원장…김…성…환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미래전환K뉴딜위원회…그린뉴딜분과위원장…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가…불러온…경제침체는…인류가…공유하던…신자유주의…경제모델의…방향성에…대한…근본적인…의문을…던져주었습니다.…화석연료

에…기초한…다소비-과잉생산-양적…성장만을…미덕으로…여겨온…인류가…불러온…기후위기는…코로나19보다…훨씬…파괴적으로…시장과…자산

을…위협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입니다.…글로벌…금융시장에서…‘그린스완’…리스크는…더이상…사치가…아니라…생존을…위한…필수적인…고

려가…되어가고…있습니다.

우리…정부도…디지털뉴딜과…그린뉴딜을…두…축으로…하는…‘한국판…뉴딜’을…발표함으로써…기후위기…대응을…국가적…아젠다로…설정하는…흐

름에…동참하였습니다.…그린뉴딜…성공의…열쇠는…결국…정부의…투자가…마중물이…되어…민간자본을…충분히…이끌어낼…수…있느냐에…달려…있

습니다.…석탄발전의…종주국인…영국이…10년도…안…되는…짧은…기간…내에…탈석탄에…가까운…급격한…에너지전환에…성공한…바탕엔,…영국의…

선도적인…녹색금융체계가…있었습니다.…반면…비슷한…시기…대한민국에서는…이명박정부의…녹색성장…구호…아래…녹색금융이…도입되고…녹

색금융협의회가…출범했지만…현재는…유명무실합니다.…녹색금융의…정의,…지원대상,…가치…및…리스크…평가기준…등이…전무하여…산업형성

을…지지하는…투자로…이어지지…못했기…때문입니다.…

아직도…국내…금융시장에서는…녹색금융…기반이…취약합니다.…우리나라는…OECD…2위,…세계…3위의…해외석탄발전…투자국입니다.…한전의…

주주이자…7조달러를…운용하는…세계…최대의…자산운용사인…블랙록이…“기후위험을…고려해…투자기준을…수정해야…한다”고…경고하였음에

도…한전은…석탄투자를…멈추지…않았습니다.…최근…저는…민형배·우원식·이소영…의원님과…‘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4법’을…발의하였습니

다.…입법이라는…강제력…없이는…자발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려운…우리…금융의…슬픈…현실이기도…합니다.…

다행히도…최근…한국판…뉴딜을…맞이하여…정책금융기관…외에도…4대…금융지주사가…한국판…뉴딜에…총…50조원…이상의…투자계획을…발표하

는…등,…녹색금융을…향한…변화의…바람이…불어오고…있는…것은…환영할…일입니다.…녹색산업의…전환과…내수시장의…형성,…국제…경쟁력…획득

을…위해서는…민간자본의…지속적…투자를…유도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합니다.…녹색…분류체계,…녹색채권,…환경·사회책임…투자…공

축  사



임대웅 대표 

에코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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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axonomy

한국형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도입 방안

2020. 8. 11
임대웅대표이사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제정전문가토론회
(2차) 성공적인그린뉴딜이행및
기후변화목표달성을위한금융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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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현황

l 녹색채권원칙(GBP),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중국(녹색카탈로그), EU, ISO(14030), 말레이시아, 몽공등

(2) 대표적 Taxonomy 기준

l EU Taxonomy: 해외에서가장대표적인녹색경제활동분류기준은 EU의지속가능금융기술전문그룹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에서개발중
- 유럽연합금융안정국은친환경투자를촉진하기위한일환으로녹색투자의정의와분류체계로 EU 

Taxonomy제시(3월) à향후 Green vs. Non-green vs. Brown taxonomy로나누어지속개선

l ISO Taxonomy: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녹색금융관련
분류체계규정및기준

- ISO 기술위원회인 ISO/TC 207 환경경영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4 (환경성과평가담당)가
수립주체이며, EU의기술전문가그룹(TEG) 작업에서지원을받았으며,유사한구조보유

- 녹색채무상품의발행인(issuer)과발기인(originator)이사용할수있도록적격프로젝트, 자산및활동의
분류를제공하는 ISO 14040-3 체계수립

- 녹색채권(green bond)과녹색대출(green loan)의정의를충족하는프로젝트, 자산및활동은특정자격, 
임계값또는기준을충족하고적용가능한 ‘배제법칙 (exclusionary rules)’을준수하는한적격한것으로간주

Taxonomy의해외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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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y의해외현황 (2/2)

l 녹색경제전환기조에따라기후·환경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경제성장도모를위한녹색금융의역할강조
- 최근금융제도와산업의근간을이루고있는국제기구들로부터기후변화리스크관리중심으로제도화

- EU는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법제도화패키지)을발표했으며, 지속가능금융관련투자촉진, 리스크관리, 
투명·장기적문화촉진의 3대목표를위한 10가지법·제도패키지를도입중이며, 2020년내완료가목표임

- 중앙은행·금융감독기관의금융시스템녹색화네트워크 (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6대권고안

EU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 (2018~2019) NGFS 6대권고안발표 (2019.4월)

① 기후리스크를금융안정성모니터링및
미시적금융감독에반영

② 지속가능성요소를포트폴리오관리에반영

③ 정보격차좁히기

④ 인식과지적역량구축및기술지원과지식공유장려

⑤ 체계적이고국제적으로통일된기후와환경관련
정보공시체제구축 (TCFD)

⑥ (녹색)경제활동분류체계지원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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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axonomy란무엇인가?

l 정의

- 그린뉴딜을추진위해투자자, 기업, 금융기관
(녹색채권발행자등), 사업촉진자지원툴

l 구성요소

- 녹색경제활동분류체계

- 녹색평가기준

l 주요요건

- (Contribution) 특정환경목표달성에기여하며,

- (DNSH) 다른환경목표에중대한해가없고,
* Do No Significant Harm

- (Safeguards) 다국적기업에대한 OECD 지침, 
비즈니스와인권관련 UN 가이드원칙을준수

기후변화저감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물과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보호

순환자원으로의전환

오염의사전예방과관리

생물다양성및생태계의
보호와복구

<6대환경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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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Green Taxonomy인가?

l (소극적)  대규모그린뉴딜사업으로인한그린워싱방지

l (적극적)  [1] 저탄소산업의성장지원,  [2] 고탄소산업의탈탄소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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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EU Taxonomy 개발원칙 (3/3) – 적응분야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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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필요성및현황

l 국내에서는그린뉴딜정책을도입하고자하고있으나,동시에그린워싱이우려되고있으므로
K-Taxonomy마련을통해민간의녹색금융투자확대유도필요

- 국내도금융회사및일반회사, 정부부처에서녹색채권발행등많은녹색금융상품을출시하고있으나
투자기준이없으므로국내외동향등을고려한녹색금융분류체계(안) 마련필요

l 국내금융상품의현황

- 국내: 녹색인증제도, 환경산업특수분류체계, 녹색산업분류체계등

- 20여개기관이녹색/지속가능채권발행 (금융회사, 공공기관, 민간회사, 정부부처)

• EU, ISO의 Taxonomy 기준을따르는곳은전무

l 한국의 K-Taxonomy 및녹색금융관련현황
- 금융감독원: ’19년지속가능기후금융스터디그룹을통해 EU Taxonomy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ISO 14030 국제표준화에대한 Mirror committee 구성, 약5년간 5억원의예산마련대응중

- 녹색금융TF: 금융위원회 & 환경부 co-lead à녹색채권가이드및 K-Taxonomy 개발

- 금융위원회:녹색금융추진단

- NGFS 가입: 한국은행 (’19.11),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 (’20.?)
* NGFS의금융감독기관을위한기후환경리스크관리가이드발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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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녹색금융분류체계 vs. 녹색경제활동분류체계
- (초기) 녹색프로젝트, 녹색산업

- (현재) 온실가스감축및적응에기여하며, 6대환경목표에중대영향을미치지않는(DNSH)경제활동

l 주요특징

- 경제활동의분류체계로써 ‘산업분류체계’가아님

- 녹색산업이외에도일반경제활동중에서도 Net Zero에도움이되는경제활동을포함함

[Case study] EU Taxonomy 개발원칙 (1/3) 

EU Taxonomy의기술적선정기준 EU Taxonomy의 6대환경목표

7Copyright ⓒ 2020 ECO&PARTNERS 2°C Co., Ltd., All Rights Reserved.

[Case study] EU Taxonomy 개발원칙 (2/3) – 감축분야경제활동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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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섹터및하위경제활동프레임워크

섹터 하위경제활동 (온실가스감축)

1. Forestry

1.1 Afforestration

1.2 Rehabilitation, Restoration

1.3 Reforestration

1.4 Existing forest management

1.5 Conservation forest

2. Agriculture

2.1 Growing of perennial crops

2.3 Growing of non-perennial crops

2.4 Livestock production

3. Manufacturing

3.1 Manufacture of low carbon technologies

3.2 Manufacture of Cement

3.3 Manufacture of Aluminium

3.4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3.5 Manufacture of Hydrogen

3.6 Manufacture of other inorganic basic chemicals

3.7 Manufacture of other organic basic chemicals

3.8 Manufacture of fertilizers and nitrogen compounds

3.9 Manufacture of plastics in primary form

섹터 하위경제활동 (온실가스감축)

4.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4.1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Solar PV
4.2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Concentrated Solar Power
4.3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Wind Power
4.4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Ocean Energy
4.5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Hydropower
4.6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Geothermal
4.7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Gas (not exclusive to natural gas)
4.8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Bioenergy (Biomass, Biogas and Biofuels)
4.9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4.10 Storage of Electricity
4.11 Storage of Thermal Energy
4.12 Storage of Hydrogen
4.13 Manufacture of Biomass, Biogas or Biofuels
4.14 Retrofit of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4.15 District Heating/Cooling Distribution
4.16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lectric Heat Pumps
4.17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Concentrated Solar Power
4.18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Geothermal Energy
4.19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Gas (not exclusive to natural gas)
4.20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Biomass, Biogas, Biofuels)

4.21 Production of Heat/Cool from Concentrated Solar Power
4.22 Production of Heat/Cool from Geothermal
4.23 Production of Heat/Cool from Gas Combustion
4.24 Production of Heat/Cool from Bioenergy (Biomass, Biogas and Biofuels)
4.25 Production of Heat/Cool using Waste Heat

한국형 Green Taxonomy: 프레임워크 (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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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섹터및하위경제활동프레임워크

섹터 하위경제활동 (온실가스감축)

5. Water, 
sewerage, 
waste and 

remediation

5.1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5.2 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5.3 Anaerobic digestion of sewage sludge

5.4 Separate collection and transport of non-hazardous waste 
in source segregated fractions
5.5 Anaerobic digestion of bio-waste
5.6 Composting of bio-waste
5.7 Material recovery from non-hazardous waste
5.8 Landfill gas capture and utilization
5.9 Direct Air Capture of CO2
5.10 Capture of Anthropogenic Emissions
5.11 Transport of CO2
5.12 Permanent Sequestration of Captured CO2

6. Transportation
and storage

6.1 Passenger rail transport (interurban)
6.2 Freight rail transport
6.3 Public transport
6.4 Infrastructure for low carbon transport (land transport)
6.5 Passenger cars and commercial vehicles
6.6 Freight transport services by road
6.7 Interurban scheduled road transport
6.8 Inland passenger water transport
6.9 Inland freight water transport
6.10 Infrastructure for low carbon transport (water transport)
Urban development
Walking infrastructure
Cycling infrastructure
Bike sharing

섹터 하위경제활동 (온실가스감축)
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7.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7.2 Data-driven solutions for GHG emission reductions

8.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activities

8.1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8.2 Building renovation
8.3 Individual measures and professional services
8.4 Acquisition and ownership

섹터 하위경제활동 (기후변화적응)

7. Buildings
7.1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7.2 Building renovation

8. Financial and insur
ance activities 8.1 Non-life insurance

9.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9.1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dedicated to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10.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0.1 Research and development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1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1.1 Provision of specialised telecommunications applications 
for weather monitoring and forecast

한국형 Green Taxonomy: 프레임워크 (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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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axonomy 개발

l Taxonomy분류구조분석프레임워크개발

한국형 Green Taxonomy개발방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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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레임워크구조: 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적응, 환경개선에기여하는경제활동 (10대분야 100개경제활동)
- 구조: EU, ISO, 중국, 환경산업특수분류체계의합집합

- 특징: 경제활동분류코드(NACE) & 산업분류코드 (ISIC/KSIC) 기반

한국형 Green Taxonomy개발방향 (2/2)

18 19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16Copyright ⓒ 2020 ECO&PARTNERS 2°C Co., Ltd., All Rights Reserved.

한국형 Green Taxonomy의향후추진과제(안)

l 후속사업

- (’20 하반기) K-Taxonomy 마련

• 연구를통한 K-Taxonomy 초안마련(~9月)

• 초안을바탕으로산업계, 부처간협의를통한 K-Taxonomy 도출

- (’21~계속) K-Taxonomy를개별금융상품에적용및세부녹색기준개발

• 채권및개별소매금융상품의녹색여부판단기준으로서 K-Taxonomy 활용

• 경제활동별세부녹색기준개발

우리는혁신적지성과협력적행동을통해전지구적지속가능성을실현시키는데기여한다.
We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global sustainability through our innovative intelligence and cooperative action.
Copyright ⓒ 2020 ECO&PARTNERS 2ºC Co., Ltd., All Rights Reserved.

임대웅대표이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2길 37, 701호 (여의도동, 에스트레뉴)
M 010 3211 0430, E dwlim@eco-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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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xonomy 활동별세부녹색평가기준개발을위한추진계획수립 (~9월)

- 특정경제활동의녹색기준은국내각종법·제도, 인증제도와연계되어개발필요

* 배출권거래법, 통합환경관리법, 자원순환법, 환경영향평가법등

- 추진범위, 추진방법, 추진체계, 추진일정등을포함한세부평가기준개발을위한로드맵제시예정

l 단기녹색평가기준적용방안(안)

- 세부녹색평가기준개발은 3~4년에걸쳐장기적으로개발될것으로예상됨

- 단기에는 K-Taxonomy 프레임워크에해당하는산업또는경제활동들에대해 6개목표분야의

국내환경법규준수여부를기초로녹색경제활동여부를판단하는방안제안

• 6대분야: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수자원보호, 자원순환, 오염예방및관리, 

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호

• 국내환경법규준수여부의판단: 판단기준시점이전과거 3년이내중대제재(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명령, 폐쇄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등) 이력이없고,법규준수여부에대한자가진단보고서또는

제3자감사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환경법규를준수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음

한국형 Green Taxonomy: 녹색평가기준개발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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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Green Taxonomy의활용방안

l 단기활용방안

- 녹색금융상품(녹색채권등)의발행, 연례보고등의기준으로활용등

l 중기활용방안

- 환경인프라투자(그린뉴딜등)의기준으로활용등

- 녹색금융상품의환경마크인증기준으로활용 (EU의경우 EU eco-label 제도로검토중)

- 금융회사의비재무정보공개요건시 TCFD와함께녹색금융투자성과산정기준으로활용

- 산업계의미래산업육성정책, R&D 지원사업의기준등으로활용등

l 장기활용방안

- EU의탄소국경세등무역관세의기준및협상·대응논리로활용등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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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녹색금융수단(사례) - 융자, 지분투자

(재정융자사업) 미래환경산업융자(환경부),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산업부)

(미래환경산업펀드) 환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17년~) 

구분 미래환경산업융자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기업/일반기업 공장 지붕 등에 발전설비 설치

지원조건
최대 80억원, 금리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설치비용 최대 90%, 1.75% 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규모(＇20년) 2,000억원 1,000억원

··  사사업업시시행행
::  한한국국벤벤처처투투자자㈜㈜

··  2200년년 예예산산
::  220000억억원원

공공 녹색금융수단(사례) - 녹색보증

녹색기업 등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녹녹색색보보증증

금금융융기기관관
((은은행행 등등))

녹녹색색기기업업··프프로로젝젝트트
((eexx::  태태양양광광 발발전전사사업업자자,,  제제조조기기업업 등등))

보보증증기기관관
((기기술술보보증증기기금금 등등))

44))대대출출 등등 제제공공
((보보증증서서 담담보보))

33))우우대대 보보증증서서 발발급급
((기기업업이이 돈돈 못못 갚갚을을 시시 대대신신 변변제제))

11))보보증증신신청청

22))기기술술평평가가((기기술술사사업업성성,,  탄탄소소가가치치 등등))

공공 녹색금융수단

공공 녹색금융은 통상 재정융자(직접융자, 이차보전, 보증 등)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공급

융자(직접/전대) 이차보전

보증 지분투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출(저금리)

은행 기업/
프로젝트

보증기관

대출

정부
(공공기관)

은행 기업

대출(저금리) 대출(저금리)

이자/원금상환 보증

정부 모태펀드
출연

투자조합

정부 등

출연

출연

프로젝트 기업

출자

투자

민간
출자

은행 기업

정부
(공공기관)

대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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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장점(2)

타 금융수단 등과의 결합 지원성(Blended finance) 높음 : 지원효과 극대화

투자(Equity) 유동화(P-CBO)

· 엔젤투자 연계보증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기업 보증기관

투자 보증
(투자잔액2배이내)

· VC 투자 레버리지 보증

정부R&D
VC

투자펀드

기업

SPC

보증기관

1)투자

출자

2)투자

보증(운전·시설자금)

보증(투자금)

기업

증권사 등

SPC 선순위채권
(시장매각)

후순위채권

보증기관

기업

회사채발행

채권양도

발행

보증(기술이전 + 후속사업화)

대금
대금

은행

신용공여

보증

기업

보증기관
소재부품
공공R&D

정부
(공공기관)

기술

이전

발행기업 인수

상용화 R&D

국내 녹색, 저탄소분야 보증 규모

국내 녹색, 저탄소 분야 보증은 ’09년 약 4조원 규모에서 ’15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

- ‘19년말 기준 약 8조원 규모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힘입어 향후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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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EU Fund

(재원배분) 보증은 4가지 지원영역(windows)에 다음과 같이 분배될 예정

EU예산
152억 유로

총 예상 보증규모 475억 유로

EU예산기반 공적보증
최소 380억 유로

금융 파트너 재원
95억 유로(추정)

공공/민간투자
유인(crowd-in)

총 투자
최소 6,500억 유로

중소기업 사회적 투자 및 역량 연구 및 혁신 지속가능 인프라

지원영역
(windows)

2014-2020(EFSI + FIs) 2021-2027(InvestEU) 비중

공적보증/FIs 투자유인액 공적보증 투자유인액 2014-2020 2021-2027

지속가능인프라 12.215 216.370 11.5 185 39% 30%

연구혁신디지털화 7.560 148.250 11.25 200 24% 30%

중소기업 9.413 171.848 11.25 215 30% 30%

사회적투자 등 2.233 26.520 4.0 50 7% 10%

합계 31.421 562.988 38.0 650 100% 100%

EU 예산 14.521 15.2

(단위: 10억 유로)

(운용방식) EU 예산을 바탕으로 475억 유로의 보증 지원 : 이를 통해 6,500조 유로의 투자 유인

InvestEU 프로그램 특징(1)

공적 보증(budgetary guarantee)을 기본 금융수단으로 채택
- 승수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적은 재정자원으로도 동일한 목표 달성 가능

단일 재원, 단일 보증 프로그램(a single fund, a single budgetary guarantee)

- EU내 파편화(fragmented)되어 운용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InvestEU로 통합
- 신청창구, 지원기준, 프로세스 단일화 : 지원 효율성, 일관성, 기업 편의성 등 향상 기대
- 단일 브랜드 : 가시성 높아짐

InvestEU
(2021-2027)

추가성(additionality) 요건 강화
- InvestEU 지원이 없었다면, EIB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민간영역에서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을 프로젝트 우선 지원(예: 리스크가 높거나 실증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등)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과 공적보증

EU 집행위는 2020.1윌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 InvestEU라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약 2,790억 유로의 민간/공공 투자 유인 예정

InvestEU 프로그램이란?

(개요) EU내 투자, 혁신,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프로그램(’21-27)

EU예산에 기반한 보증을 통해
공공/민간 투자 유인

금융을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
젝트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

투자자와 프로젝트 정보를 모은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베이스

<InvestEU 프로그램 구성요소>

(지원영역) 지속가능 인프라, 연구, 혁신 및 디지털화, 중소기업, 사회적 투자 및 역량 등 4개 영역

지속가능 에너지 | 순환경제 | 
기타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등

연구혁신 | 기술사업화 | 산업 디지털화
| 스케일업 | AI 프로젝트 등

중소, 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교육, 훈련 | 병원 등 SOC | 미소금융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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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1) – 그린뉴딜 전용 보증 프로그램 도입

유럽의 InvestEU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하여, 한국형 그린뉴딜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 승수효과, 민간 투자 유인효과 등이 높은 보증을 핵심 금융수단으로 활용

- 단일 재원, 단일 프로그램 기반 통합 지원으로 효율성 및 기업편의 제고

* 프로그램은 통합, 일원화 하되, 지원대상, 리스크, 상업적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세부 상품 운영

-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그린뉴딜 지원사업과 긴밀히 연계지원 되도록 설계

* 그린뉴딜 사업 선정 및 수행기업이 자금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단계부터 전용 보증 동시 신청가능(One-stop 심사)

(지원분야) 그린뉴딜의 세 가지 큰 축(기후변화대응, 성장동력창출, 공정전환)에 대응하여 설정

- 1)그린 인프라 투자, 2)기술혁신·벤처육성, 3)그린 전환지원

정부예산
(예:1.5조원)

<전용재원>
그린뉴딜 전용 보증 프로그램(15조원)

x 10배

그린인프라
투자

기술혁신, 
그린벤처육성 그린전환지원

x 5배
75조원의
민간투자
유인

InvestEU 프로그램 특징(2)

EU의 타 지원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타 보조금, 금융지원 수단 등과 결합지원 가능
- 만약 어떠한 프로젝트가 EU 보조금과 InvestEU를 동시에 지원받는다면, InvestEU 기준

(rule)이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지원 간소화)

기술자문 제공(InvestEU advisory)
- 사업 개발자, 금융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자문지원

InvestEU 프로그램 특징(3)

InvestEU 도입 후 EU 금융지원 거버넌스 변화

현현재재 상상황황 IInnvveessttEEUU 도도입입 후후

· 다수 재원/독립된(ring-fenced) 보증 : 중복성↑ · 단일재원, 단일보증 : 간소화, 중복성↓, 효율성↑

· 유럽투자은행(EIB) 중심 · 유럽투자은행(메인) + 타 이행 금융기관(NPB, 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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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3) – 녹색투자금융공사와의 역할분담

녹녹색색투투자자금금융융공공사사

기기업업은은행행,,
보보증증기기관관 등등

지지방방은은행행

임임팩팩트트투투자자사사 등등

기타 제언

그린뉴딜 금융지원 허브가 될 (＇가칭＇) 그린뉴딜금융센터 설치·운영

- 그린뉴딜 관련 프로젝트 수행기업, 관련 기술 벤처기업 등에 녹색보증 등 지원

- 기술이전, 기술자문 등 비금융 서비스 종합 연계지원

그린뉴딜
금융센터
(권역별)

그린뉴딜
프로젝트

금융지원
(녹색보증 등)

그린
벤처기업비금융지원

(기술이전 등)

제언(2) – 녹색보증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

녹녹색색보보증증 11..00((’’0099년년~~)) 녹녹색색보보증증 22..00((1177년년~~)) 녹녹색색보보증증 33..00((’’2200년년~~))

기후기술평가모형 적용

녹색인증 기반 분류체계

녹색 전용 평가모델 부재

기업금융 중심 기업금융 중심 기업금융 + 프로젝트 금융

탄소가치평가모델 적용

녹색인증 기반 분류 체계 + 
기후기술 판별표 적용 K-Green Taxonomy 적용

지원실적(output) 중심 지원실적(output) 중심 지원성과, 가치창출 중심

(분류체계 개선) 녹색인증 기반 분류체계 -> 한국형 Green Taxonomy 기반 분류체계 적용

- 기술, 프로젝트 등의 기술·사업성과 더불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환경적 가치 등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 => 민간 금융기관의 정보비대칭성과 식별가능성을 높여 적극적 지원 유도

(프로젝트 지원 강화) 기업금융 중심 지원 -> 프로젝트 금융 지원 역할 및 역량 강화

(성과중심) 지원금액 등 실적중심 -> 민간금융 유발금액, 온실가스 감축효과(탄소가치) 등 성과중심

(기술평가 강화) 금융기관은 녹색사업은 수익 실현가능성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소극적 지원)

- 금융기관 분석 역량 부족, 탐색비용 과다, 높은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

제언(3) – 녹색투자금융공사와의 역할분담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논의 활발 : 그린뉴딜 관련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 그러나, 기존 금융기관(특히 민간)의 제도/상품을 단순 대체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으로
부터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면 중복성 논란 등 불가피

녹색투자공사는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 또는 리스크 및 추가성이
높은 프로젝트 지원에 특화할 필요 (ex: 해상풍력 등)

- 중·소규모 프로젝트 및 기업금융은 기존 보증기관의 역할 강화하고, 상호 협업체계 구축

기존 보증기관

녹색투자금융공사

민간금융

프로젝트 규모

리스크, 추가성

Small Mid Large

low

High

Mid

중위험/중·소규모 프로젝트
벤처기업금융(기존 강점분야)

고위험/대규모 프로젝트
중견·대기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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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범 과장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토 론 
1



녹색 분류체계 관련 토론문

(‘20. 8. 11. 환경산업경제과)

□ 녹녹색색  분분류류체체계계  개개요요

ㅇㅇ (개개념념) 녹녹색색  경경제제활활동동  여여부부에 대한 판판단단  기기준준으로 개개별별  금금융융  

상상품품(채권, 융자 등)의 녹색 여부 판별에 사용됨

ㅇㅇ (중중요요성성) 녹색 금융상품의 기준을 제공해 그그린린  워워싱싱* 방방지지

    * 실제로 환경 개선효과가 없음에도 녹색 경제활동이라 판단하는 행위

□ 국국제제  동동향향

ㅇㅇ (EU) EU 지지속속가가능능금금융융  분분류류체체계계(������	
)를 마마련련한 후 EU

이이사사회회  승승인인  완완료료(�20.4)

- (요요건건) ➀ 6가지 환경적 목적에 기여*

, ② 다른 환경적 목적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③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 준수 필요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이용, 순환경제,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등

- (활활용용) EU 녹색 채권 기준, 녹색 금융상품 표지제도 등에 활용 예정

- (적적용용)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21.末), 기타 4가지 기준

(��22.末) 적용 예정

ㅇㅇ (중중국국) 녹녹색색채채권권  카카탈탈로로그그를 통해 녹녹색색  프프로로젝젝트트  제제시시(��	
)

□ 현현황황  및및  추추진진  계계획획

ㅇㅇ (현현황황)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초초안안  개개발발  연연구구  진진행행(�20.4�‘20.�)

ㅇㅇ (추추진진계계획획) 마련된 분류체계 초안을 바탕으로 관관계계부부처처·산산업업계계  협협의의  

진진행행(�20.下), 채권 등 개별 금융상품에 적용 및 세세부부기기준준  개개발발(‘21�)

- 채권 등 녹녹색색  금금융융상상품품  활활용용이이  큰큰  분분야(에너지 , 건설, 운송 등)를 

우선으로 단단계계적적  세세부부  기기준준  개개발발  예정

    * 현재 세계 녹색채권 발행량의 약 80%가 에너지, 건설, 수송 부문에서 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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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CSO 

신한금융그룹 

토 론 
2



신한금융그룹 그린뉴딜 지원 현황

및 정책 제언

신한금융그룹
그린뉴딜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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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린뉴딜 직접 자금공급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출
친환경대출 3,946 

친환경PF 5,816 

투자

신재생에너지 4,397 

친환경교통 2,333 

친환경건물 1,288 

합계 17,780

1.9조
2.0조 2.1조 2.2조

’20 ’21 ’22 ’23

매년 1천억원 이상 그린뉴딜 자금공급(대출,투자) 확대 → 4년 간 약 8.2조원 공급 계획

[별첨] 그린뉴딜 공급 가이드라인

자체 제작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거, 투자/대출 정합성 제고 추진 중

신한 N.E.O. Project 소개

신신한한 NN..EE..OO..  PPrroojjeecctt (NNew EEconomic growth supporting OOperations)

- 금융의 힘으로 Post 코로나 시대 국가경제 新성장을 지원한다는 의미, 한국판 뉴딜 정책 공조

新 성장산업
금융 지원

新 디지털금융
선도

新 성장 생태계
조성

국가 新성장 산업群

직·간접 금융지원 확대

금융산업 디지털化

가속을 통한 디지털경제

인프라 강화

新성장산업群

스타트업 육성 지원 및

제휴/결합 확대

금융의 본질적 기능
(대출, 투자, 펀드 조성 등) 활용,
데이터 기반 산업 / 비대면 산업 / 

SOC 디지털化 관련 산업 / 
친환경(그린뉴딜 관련) 산업 등

자금 공급

금융데이터 활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핵심 금융서비스(기업대출 등)
디지털化를 통해
보다 넓은 소비자에

더 신속하게 자금 공급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대·내외 제휴 확대를
통해 新사업기회 발굴 및
새로운 산업표준을 선도

N.E.O. Project 세부과제

3대 방향성 11대 추진과제

新성장산업
금융 지원

01. 新성장산업대출공급확대

02. 新성장산업직·간접투자확대

03. “신한사회적가치측정모델”활용일자리창출지원

新디지털금융
선도

04. 금융데이터를활용한데이터경제가속화

05. 데이터/AI 기반신용평가모델강화

06. AI활용금융산업선진화

07. 비대면금융서비스혁신

新성장
생태계 조성

08. 스타트업/인재육성생태계조성

09. 비대면산업·금융간제휴/협업을통한생태계확장

10. 그룹보유기술/역량의개방/활용강화

11. 녹색산업관련대/내외제휴확대추진

그린뉴딜
직접 자금공급
(대출,투자)

민자펀드
확대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

제휴를 통한
녹색금융
표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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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녹색금융 가이드라인 제시

제휴/협력 영역 (例示) 대상

글로벌 분석 툴에 대한 국내 도입 적정성
검토 및 활용 방안
- 기후 시나리오 대비 영향 분석

외부 전문가

금융이 필요한 환경 data 구축
- 개별 기업의 탄소배출량, 탄소 배출권
거래 현황

환경부/한국거래소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제도화
- 영향 분석, 포트폴리오 조정 시나리오
등

금융위/금감원

국내 금융의 녹색 금융 분류 체계 확립
- 글로벌 기준 (EU Taxonomy, Green 
Taxonomy 등) 활용한 국내 분류법 정의

금융위/환경부

친환경기업 및 기업의 친환경 인프라 전
환 금융 지원 확대
- 대출/투자 등에서 지원금 확대

기업/벤처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 생태계 구축
- 정부 부처와 연계 포럼 개최 및 지원
- 친환경 금융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기관/기업

친환경 제휴/협력 확대①

국내에 아직 비활성화된 녹색금융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금융권 참여 확대 유도

녹색금융 국내 가이드라인 제시②

• 금융이 필요한 데이터는?

•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지?

• 글로벌 추진체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은?

녹색금융 참여 유도③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더 많은 금융기관
녹색금융 참여 유도

③가이드라인 구축계획

제휴/협력 영역 (例示) 대상

글로벌 분석 툴에 대한 국내 도입 적정
성 검토 및 활용 방안
- 기후 시나리오 대비 영향 분석

외부 전문가

금융이 필요한 환경 data 구축
- 개별 기업의 탄소배출량, 탄소 배출권
거래 현황

환경부/한국거래소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제도화
- 영향 분석, 포트폴리오 조정 시나리오
등

금융위/금감원

국내 금융의 녹색 금융 분류 체계 확립
- 글로벌 기준 (EU Taxonomy, Green 
Taxonomy 등) 활용한 국내 분류법 정의

금융위/환경부

친환경기업 및 기업의 친환경 인프라 전
환 금융 지원 확대
- 대출/투자 등에서 지원금 확대

기업/벤처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 생태계 구축
- 정부 부처와 연계 포럼 개최 및 지원
- 친환경 금융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기관/기업

親환경 제휴/협력 확대①

녹색산업 관련 대·내외 제휴 확대를 통해 親환경금융의

표준을 선도하고 녹색산업/인프라 확대 등 생태계 조성에 기여

親환경금융 국내 표준 선도②

• 녹색산업 금융공급을 위한 Guide Line 구축
- 주요 산업 분류, 효과/영향도 분석

• 녹색산업 관련 데이터 기반 구축

• 기관 연계 친환경 플랫폼(정보제공/교육/
금융 등) 구축

• 글로벌 녹색산업 추진체계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등

녹색산업/인프라 확대 기여③

• 親환경금융 관련 국내 표준을 선도하고
생태계를 구축하여(②번 참조),

결과적으로는 국내 녹색산업 및 녹색인프라
확대에 기여

정책 제언

②민자자본 유치 그린펀드

Tops
아름다운

펀드

출시일

2005년

투자 대상

환경/사회
책임 실천
기업 주식에
투자

AUM

390억원
(2020년 상반기
기준)

의미

국내최초
사회책임투자
펀드
(장기간 성공적
유지 중)

Tops아름다운 펀드 운용 경험 바탕, 친환경 펀드 출시/판매 강화 추진

③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사무공간, AWS Cloud 등
인프라 제공

인프라 지원

맞춤형 인재 확보
취업박람회를 통해 육성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확보 지원
(’19 채용박람회 총 2,000명이상 참여)

심화 교육 과정
스타트업 임직원을 위한
외부 교육 전문기관 연계직무교육제공
(패스트캠퍼스 등)

은행 RM 매칭을통한 사업자금
조달 컨설팅 및신용보증기금
연계 자금 지원 (신청 시)

자금지원 솔루션

M&A/IPO 연계
대기업매각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을희망하는
경우 그룹사 관련부서 연계 및적극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베트남 및인도네시아로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향후 추가 진출지원국가확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동문기업 네트워킹
선배 기업과의 네트워킹 파티 및
동종업종 선배 멘토 매칭을 통한사업노하우전수

디지털 신기술 자문
그룹의 디지털 전문인력(SDII) 및외부 전문가
멘토단 활용디지털신기술자문지원

직접투자 및 VC 투자 연계
신한퓨처스랩 펀드 조성 등을 통한직접투자
및 Demo Day, IR라운드, 피칭데이 등 VC
투자연계

M&A

1

2

3

4
5

6

7

8

9

그룹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 신한 퓨처스랩(9개 주요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을 활용, 향후 친환경 스타트업 기업 육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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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3: 세제 혜택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편

 개인/기관 투자자의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해 (민간 주도) 친환경 공모펀드

가입 시에도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

제언4: 패스트 트랙

 (그린)뉴딜사업 조속한 사업 시행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및 국민경제의 턴어라운드 중요

 인프라 사업 추진 시 통상적으로 각종 인허가 취득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모되어 사업지연 초래

- 이에 따라 금융 공급 관점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음

 각종 인허가 관련 Fast Track 제도를 구축하여

그린뉴딜 사업 시행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

제언1: 명확한 기준

 가장 큰 애로사항: 명확한 기준 제시

→ 지원 섹터, 기업 등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 필요

 신한에서도 자체 제작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사용

 한국형 Green Taxonomy 큰 도움 될 것

제언2: 플랫폼 구축

 그린뉴딜 주요 참여자 정보공유 및 투자중개 등이 이뤄지는 공유 플랫폼 구축

그린뉴딜

플랫폼

친환경

기업/
사업자

필요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금융

기관

대출/투자 공급

친환경기업 정보 획득

주요 정보 업데이트
(사업정보, 지원제도 등)

민간기관
,개인

투자자

정보
획득

투자
참여

정부,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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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그린뉴딜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방안 제언

유인식 

기후공학 박사

IBK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팀장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 그린 Taxonomy 관련

1) 2010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시 문제점 해결에 집중 필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2020년 그린뉴딜
그린 Taxonomy 여부 ○1) ○

녹색산업·기술·사업 구분 및 정의 여부 ○ ○
인증제도 여부 ○2) ○

그린 Taxonomy 정립 주체 개별 금융기관 정부(국가 표준)
인증제 성공 여부 저조한 실적 ?

주 1)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2010.6.30. 제정)

   2) 녹색인증제 도입(2010.4.14. 시행)

 - ‘10년 당시 금융기관은 정정부부가가  녹녹색색산산업업표표준준분분류류  세세부부기기준준을을  마마련련하하여여  공공표표해해주주길길  요요청청

했으나, 각 금금융융기기관관별별  독독자자적적 세부기준 마련 및 운용으로 결정

    (무엇이 녹색인지에 대해 모두가 확신이 없었던 상황)

     ·그린워싱 발생, 녹색금융 실적에 대한 불신·국정감사시 녹색금융 실적 진위 

여부 논란과 함께 UN 기후변화협상 난항, 재생에너지시장침체 등 동시발생으로 

녹색피로감 누적 → 금융기관의 참여 적극성 급감

     ☞ 금번 국가표준 마련시 문제해결 예상. 단, 고고시시  후후  주주기기적적  개개정정  명명기기  필요

 - ’10년 도입된 녹색인증제 실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인증절차와 매력없는 인증

혜택(인센티브) 때문

     ·녹색인증 실적미흡, 제도에 대한 불만은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녹색예금·녹색

채권 발행으로 전이

         * 녹색예금,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해야 세제혜택 제공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제2조 8, 9항)

     ☞ 新 인증제 마련시 인인증증절절차차  및및  서서류류  간간소소화화((초초기기엔엔  시시장장조조성성,,  관관심심유유발발,,  참참여여

유유도도에에  중중점점을을  두두고고,,  이이후후  엄엄격격성성을을  강강화화해해  나나가가야야)),,  인인증증혜혜택택  강강화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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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그린뉴딜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질문에 유럽 

BNP Paribas는 3원칙 제시(한-EU 컨퍼런스)

     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해야 한다.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

     ② 시스템적인 포괄적 접근이어야 한다. 일회성 정치쇼로 끝나서는 안된다.

     ③ 금융당국이 주도해야 한다.

2) 한국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세는 올해 왜 꺾였나?

 - 올해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은 200조 이상 신규발행 예상되나 여여전전히히  공공급급부부족족

 - 그러나, 한국은 올해 비금융 녹색채권 발행사례 전무.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으나, 

녹색채권으로 투자할 만한 사업을 찾기 어려워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다는 

기업의견

     ·국제 녹색채권 기준의 제한적 사업범위. 자의적으로 넓히자니 외부검증/적절성 

의혹 등으로 발행사가 소극적 ☞ 금번 k-그린 Taxonomy으로 해결 전망

     ·일반기업의 친환경활동의 경우 내년 초 공표예정인 ISO14030 으로 해결 가능

     ☞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중요*하며, 기후금융투자공사의 

중요 사업영역(녹색채권 직접발행, 국내기업 발행 지급보증)이 되야 함

         * 현재 산업은행이 주로 보증. IBK기업은행은 법상 대기업 해외채권 지급보증 불가

     ☞ 녹색채권 발행/투자시 세제혜택, 컨설팅, 지급보증 등 정책지원 필요

3.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기타 제언

1) 민민간간투투자자가가  성성공공의의  핵핵심심. 정권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하고 강한 정책

리더쉽과 법/제도 기반 마련으로 산산업업투투자자  리리스스크크를를  낮낮춰춰줘줘야야**

      * 유튜브 대담(니콜라스 스턴경과 이낙연의 만남) 中 

 - 20∼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가능한 강력한 정책과 정부 리더쉽이 있어야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한국 금융기관은, 과거 녹색금융 당시 정권 바뀐 후 “녹색” 지우기를 경험하며 금번 

그린뉴딜 역시 같지 않을까 우려 중(금융의 소극성 이유)

2) K-그린 Taxonomy의 정부 주체 명확화 및 협업 필요

 - 녹색금융 국제표준(ISO14030)은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으로, 녹색채권 지침 및 

K-Taxonomy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나 상호 소통 부재

     ☞ 범정부 컨트롤타워 및 협업구조 마련 필요, 금융당국의 참여 요망

2. 녹색채권 관련

1) 녹색채권 범주를 명확히 해야.. 그그린린뉴뉴딜딜과과  무무관관한한  現 국국내내  EESSGG채채권권 대부분이  

그그린린뉴뉴딜딜로로  포포장장될될  우우려려

(기준: ‘20. 7, 국내발행)

ESG채권(SRI채권)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 잔액(조원) 비중(%)
지속가능채권 6 16 3.2 5.1
사회적채권(소셜본드) 8 367 57.1 91.4
녹색채권(그린본드)주) 9 22 2.2 3.5
총 계 23 405 62.5 100

주 : GS칼텍스, KB캐피탈, 현대캐피탈, 산업은행, 신한은행, 남부발전, 현대카드, SK에너지, TSK코퍼레이션

 - 글글로로벌벌  EESSGG  채채권권시시장장은 녹녹색색채채권권  중중심심으로 성장* 중이나, 한한국국은은  사사회회적적채채권권  중중심심

    * ‘07년 유럽투자은행 발행, ’15년 일본/중국 등 참여로 급성장, ‘19년 누적발행 1,200조원

      (전체 채권시장의 1%이나 최근 급성장세 라는 점이 중요)

      ICMA의 GBP, CBI의 CBS의 자율 적용. 유럽은 자체 그린본드 기준 보유(GBS: Green Bond standard)

     ·EESSGG채채권권  중중  그그린린뉴뉴딜딜  연연관관은은  33..55%%((녹녹색색채채권권))  뿐뿐(지속가능채권은 사회적채권

과 녹색채권의 합이나, 사회적채권 중심. 그린뉴딜 관련투자는 미미)

     ·블랙록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ESG 중 핵심은 S가 아니라 E임에도 한국은 여전히 

S에만 집중

     ☞  그린뉴딜 금융지원이 목적이라면, EESSGG채채권권  전전체체에에  세세제제혜혜택택은은  부부적적합합..

         EESSGG채채권권  중중  녹녹색색채채권권,,  지지속속가가능능채채권권((일일정정  비비율율  이이상상  그그린린뉴뉴딜딜  투투자자시시로로  한한정정))

에에만만  세세제제혜혜택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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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 금융시스템 변화라는 금금융융당당국국의의  정정책책시시그그널널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이슈라는 “시급성”이 금금융융기기관관        

      경경영영진진에에게게  각각인인되도록 홍보/공청회/토론회 개최

     ☞ TCFD의 금융시스템 내 엄격하고 조속한 적용 필요

2) 9988! 중소기업의 그린뉴딜 동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 중소기업에게 친환경,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등 그그린린뉴뉴딜딜  분분야야는는  CCEEOO  아아젠젠다다가가  

아아니니기기에에  참참여여  동동인인이이  미미미미

      ·그린뉴딜 분야는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초기투자비용이 큰 경우가 많아 CEO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이 필요

     ☞ 대대기기업업  동동반반성성장장지지수수평평가가, 공공기관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에게 그그린린상상생생프프로로그그램램  

제제공공시시  가가산산점점을을  제제공공하하는는  제제도도개개선선  제제안안

3) 금융당국의 주도적 참여 요청

 - ’19년 5월 시작된 금감원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그룹은 현재 중단 상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녹색금융 국제표준, 환경부 녹색채권 지침 및 K-Taxonomy은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

     ☞ 출범 예정인 금융위 “녹색금융 협의체(?)”를 고고위위급급,,  실실무무급급  각각각각  운운영영하고, 실실질질

적적인인  성성과과창창출출이이  가가능능토록 관리되어야 함

        (10년 전 형식적 성향이 강했던 녹색금융협의체의 전처를 밟아서는 안됨)

        금금감감원원  지지속속가가능능기기후후금금융융  스스터터디디그그룹룹  재재운운영영으로 금융기관 역량강화도 필요

God always forgives, human being sometimes forgives, 

nature never forg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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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 이창석 

 

정부의 3020 정책은 현재까지는 달성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고 보입니다. 첫째, 한국은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친환경’ 이어야한다는 굴레를 씌워놓

았고, 둘째,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용성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개발사업자들에게 부여

해 놓았습니다. 풍력발전사업허가가 12GW수준까지 나왔으나, 실제 개발행위허가 후 설치

량은 2GW도 안되는 실정이 이런 정책목표가 비현실적 일수도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몇몇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측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목

표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지원 사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대상지 임차인에게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금융자금을 지원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에 의해 수익 보전이 이뤄지는 사

업’은 SOC 사업으로 인정,  보험사 RBC비율 대출3%, 지분투자 6%로 하락 

àà 실제 설치량 증대(RE 3020)에는 큰 도움 안됨. 풍력은 미실시 중(도입 절실) 

 

[규제 사례]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전기사업법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  

à 사업개시가 준공을 의미한다면 과도. 개발행위허가완료 후로 완화 필요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전기사업법 제 7 조 제 5 항 제 5 호) 

àà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조합에 의무할당토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좀더 현실화하면서 주민동의를 없애면 안될까? (해상풍력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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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었고, 금융권에서도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카인드와 협업하에 딜을 다

수 추진하고 있다. 녹색투자금융공사는 설립된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투자 및 국

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목표로 설립되는 

것이 좋겠다. 

- 추가적으로 정부, 한전 주도의 중앙집중 계획방식의 발전시장에서 민간영역이 수급효

율화를 목표로 경쟁하고 투자하는 발전시장으로의 변화(발전공기업 민영화 조기 검토필

요)와,  

- 소규모 전력거래 시장 개방(개인과 개인, 건물과 차, 공장과 건물 등) 및 전력중개사업

자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 시도를 통해 국가간 전력거래 시장의 도입에 대한 사전적 

노하우 축적까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

니다. 빠른 기술개발, 급변하는 법제도와 정책, 11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기후변화라는 큰 목적을 위한 ESG 비즈니스

임을 자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 설립예정인 한전공대에 녹색금융과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표1 : 해상풍력 총사업비 사례] 

   CCaappeexx  IItteemmss %%  ooff  CCaappeexx  ((%%)) CCaappeexx((kk€€//MMWW)) CCaappeexx((kk€€//WWTTGG)) 
WTGs 39.9% 1,347.45 10,779.59 
Foundations 33.8% 1,142.61 9,140.92 
Substation 4.7% 157.44 1,259.52 
Cabling 6.9% 232.05 1,856.44 

Insurance construction phase 1.1% 35.85 286.81 

Planning costs54 4.6% 155.45 1,243.58 
Studies, construction,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9.1% 306.37 2,450.95 

Total Construction Cost (excl. cost 
reserve) 

110000% 33,,337777..2233 2277,,001177..8800 

Cost  Reserve5 8% 269.06 2,152.50 

Total Construction Cost (incl. cost 
reserve) 

110088% 3,646.29 29,170.30 

  

 

[새롭게 필요한 금융지원 정책] 

- 신재생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한국은 LTV 90%이상 대출 위주 시장으로 성장하여 왔음. 

글로벌 은행 대비 PF에서의 LTV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시장 및 거래시장이 성장하지 못함. 동 시장을 외국

계 금융회사들이 적극 공략하고 있고(맥쿼리, CIP, 에퀴스그룹 등) 특히, 해상풍력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동 시장을 외국계에 잠식당할 우려도 있기에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

하다. 

* 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전용 블라인드 PEF를 설립하여 현재 활발하게 신재생에

너지사업 및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풍력, 특히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정가격 체결된 건설자금 PF 이후 자금

보다는 좀더 초기 단계의 개발자금 투자자 형성이 필요.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3면이 바

다이고 해양구조물건설 능력, 선박건조능력, 해저케이블건설능력 측면에서 한국은 월드클

래스이다. 따라서, 해상풍력사업은 터빈을 제외하더라도 총 사업비의 54.5%(표1) 차지하

는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까지 연계시킬 수 있어 국책사업으로 키울만하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은 바람에 대한 풍황조사 뿐만 아니라 해류의 흐름에 대한 해황조사까지 

필요하며,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싸다. 이 리스크를 누

군가는 짊어져야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  

- 영국은 최근 약 10년의 목표기간안에 ‘발전량’기준 석탄발전을 2% 수준까지 낮추었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40%수준까지 높였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

여줬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해상풍력 관련 연관 산업이 부재하였지만, 영국 정부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 성장에 GIG가 큰 역할을 

하였다. GIG가 에쿼티 투자를 자임하고 상업은행들은 메자닌과 대출로 참여하게 프레임

을 구축해주었다. 이제 영국의 많은 해상풍력 디벨로퍼, 금융회사 들이 전세계 신재생에

너지 시장에서 디벨로퍼로써의 경험을 가지고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발단계 투자, 지분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중단/지연=실패=책임논

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산업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추진 중 일부 중단가능=

전체적으로 성공=책임논란없음으로 이어지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포트폴

리오 추진을 위한 큰 자금이 필요하고, 개발자금이 필요하며, 지분투자가 필요하다.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녹색금융투자공사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결

론에 이른다. 비슷한 사례로, 개발도상국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와 금융회사

들의 해외수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KIND 설립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EPC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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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린린뉴뉴딜딜  금금융융지지원원특특별별법법  제제정정’ 토토론론문문(20.8.11)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 (Green Taxonomy의 경제적 본질) 그린 분류체계(green taxonomy)

는 무엇이 green economic activity인지 정의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는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중의 인프라

― 목적: green washing 방지 통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그린 

에 대한 정의의 상이함에 따른 그린시장의 지역화, 분절화 문제

를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그린경제 발전 촉진

― 내용: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그린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완성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생산함수 접근)의 단계

인 투입, 프로세스, 산출 각각에 대하여 green technica� criteria

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 소비자보호  

Ÿ 외부자금조달 및 최종재를 생산하는 일반회사, 금융상품을 제

조하는 금융회사의 taxonomy-comp�iant 여부를 감독당국에게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reporting

Ÿ 금융상품 판매자: 소비자를 위해 금융상품

taxonomy-comp�iant 여부를 공시(�isc�os�re)

― 참고로, Taxonomy는 유럽의 경우 2019년 여름 초안 발표, 2020

년 3월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

Ÿ 올해 말까지 EU commission이 the first two c�imate-re�ate�

objectives ((C�imate Change Mitigation & a�aptation,에 대

한 법안을 마련하고, 2021년말부터 시행한다는 스케쥴

Ÿ 나머지 4가지 환경 목표(remaining fo�r environmenta�

objectives)에 대한 법안은 2021년말까지 도입하고 2022년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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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글로벌 논의나 금융인

프라는 아직 부족

Ÿ 신용 접근성 개선은 스타트업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

나, 기존 그린기업의 경우 taxonomy가 조달비용에 반영되는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greening이 필요

□ 보증. 보증은 공동부담(co-insurance)를 통해 금융자원 활용 승수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보비대칭으로 외부자금조달 제약이 있

을 수 있는 그린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요한 금융기법

― 다만, 공동부담이 은행이나 보증회사의 감시유인을 약화하여 도

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은 정보비대칭성이 큰 green

industry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Ÿ green 관련 기술평가 혹은 비즈니스모델 평가시스템 고도화

- 2 -

터 시행하는 일정

□ (Taxonomy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 Taxonomy는 겉으로는 경제

적 기술적 분류과정이지만 그 이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타협과정

― Green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taxonomy 과정이며, green이 아닌 것을 정의하고 배제하는 과

정에서 상당한 이해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음

Ÿ 가령, 유럽의 텍소노미는 트럼프정부의 미국에서는 절대 채택

될 수 없는 기준일 것 

― 배제(exclusion) 혹은 green washing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

요하며 그런 점에서 정치적 합의과정이 중요

□ Taxonomy와 배제의 정치과정

― 화석연료 배제(exclusion).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발전도 단기적

으로는 기술혁신으로 환경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climate change mitigation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 원자력. T#G 최종안은 원자력에 대하여 Green activity로 포함

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음. transition activity로 분류하고  원자력

같은 ‘climate-neutral energy'의 배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DNSH(do no significant harm) criteria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으

로 남겨둠

― 가스(gas) 역시 최종안에서 배제도 포함도 하지 않고 나머지 4

가지 환경목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기업입장에서 Green Taxonomy의 편익?

― 특정 기업 혹은 기술 공정, 제품이 green으로 분류되어 green

finance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조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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