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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BIM, 책임투자 관련 의사결정 공개
 최근 NBIM22)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책임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공개함23)
○ 주요 내용은 1) 투자배제 기업(Exclusion), 2) 적극적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 대상
기업, 3) 관찰(Observation) 대상기업 선정 및 사유 공개임([표 1] 참조)

 노르웨이 은행 이사회는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총 4개사
(PacifiCorp, Tri-State Generation & Transmission Association Inc, JBS SA, Luthai
Textile Co Ltd)를 투자배제하기로 결정함
○ PacifiCorp, Tri-State Generation & Transmission Association Inc는 영업활동의 30%
이상을 발전용 석탄에 근간을 둔 기업에 대해 관찰 하거나 투자 배제하도록 하는 ‘관찰 및
투자배제 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bservation and exclusion from the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이하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24)에 의거하여 투자
배제 기업으로 선정됨
○ JBS SA는 회사의 부패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투자배제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Luthai
Textile Co Ltd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투자배제 기업으로 선정됨
- 동 결정은 가이드라인 제3조25)에 의거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함

 또한 이사회는 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UPL Ltd의 기업 활동에서
아동 노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이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가 동 문제에 대응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심한 끝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사항임

22) NBIM은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운용회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외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편임
23) NBIM, 2018.07.10., “Decisions on exclusion, active ownership and observation”,
[https://www.nbim.no/en/transparency/news-list/2018/decisions-on-exclusion-active-ownership-and-observation/]
24) §2 (2). Observation or exclusion may be decided for mining companies and power producers which themselves
or through entities they control derive 30 per cent or more of their income from thermal coal or base 30 per
cent or more of their operations on thermal coal.
25) §3. Companies may be put under observation or be excluded if there is an unacceptable risk that the company
contributes to or is responsible for:
a) serious or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murder, torture, deprivation of liberty, forced labour and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b) serious violations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in situations of war or conflict
c) severe environmental damage
d) acts or omissions that on an aggregate company level lead to unacceptable greenhouse gas emissions
e) gross corruption
f) other particularly serious violations of fundamental ethic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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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대상기업으로는 Berkshire Hathaway Energy Co와 MidAmerican Energy Co,
Nien Hsing Textile Co Ltd가 선정됨
○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배제 조건의 충족 여부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타 관찰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관찰 대상기업으로 선정됨
○ Berkshire Hathaway Energy Co와 MidAmerican Energy Co는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관찰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Nien Hsing Textile Co Ltd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3조에 의거하여 관찰 대상기업으로 선정됨
<표 1> NBIM의 책임투자 관련 의사결정 사항
구분

투자배제(Exclusion)

적극적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
관찰(Observation)

기업명
-

PacifiCorp
Tri-State Generation and Transmission Associaition Inc
JBS SA
Luthai Textile Co Ltd

- UPL Ltd
- Berkshire Hathaway Energy Co
- MidAmerican Energy Co
- Nien Hsing Tectil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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