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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의 확대를 발표하여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녹색채권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올해 7월 환경부는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
하기로 결정함
▶ 최근 들어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녹색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싱가폴 및 홍콩은 녹색채권의 발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최근 추세에 발맞추어 녹색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녹색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여 녹색금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지난해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다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녹색금융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녹색 채권, 녹색 펀드 등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환경부는 대상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특히 일부 해당
업종의 기업들에게 향후 3년 동안 기업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고, 이러한 모인 자본은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재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렇듯, 녹색금융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고는 향후 녹색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금융의 현황
지난해 한국 사회는 탈원전으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하여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거친 후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까지만 건설하고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원자력발전의 추가 건설이 요원해짐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가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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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농촌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원자력발전보다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보다 확충되어야 현재의 발전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관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이 생겨나거나 결성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채권의
발행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소버린 본드(sovereign bond)를 발행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 은행 및 기업들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28) 올해 6월에는 KDB 산업은행이
3000억 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국내 최초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29) 8월에는
신한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상장하였다.30)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5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31)을 발행하여 재생에너지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
이며,32) 한국전력도 올해 하반기에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33) 한국수자원
공사도 올해 5월에 아시아 최초로 워터본드를 발행하였다.34) 민간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또한 이어
지고 있다. 2016년에 현대캐피탈이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량용 금융상품 판매에 활용하였다.35) 2017년에는 한진인터내셔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보유한 친환경 인증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old)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3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36) 신한은행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37) 롯데물산은 올해 8월에 2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여 친환경건물(LEED Gold)로 인증받은 롯데타워의 건설자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38)
<표 1>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발행기관

32)
33)
34)
35)
36)
37)
38)

발행금액

비고

`13.2.20

5억 달러

아시아 금융기관 최초 발행

`16.2.2

4억 달러

-

현대캐피탈

`16.3.7

5억 달러

국내 민간기업 최초 발행

KDB산업은행

`17.6.27

3억 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28)
29)
30)
31)

발행일

“국가 아닌 ‘은행･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그린본드”, 이투데이, 2018.3.14.
“국내최초 원화표시 그린본드 상장 및 향후 지원방안”,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8.6.1.
“신한은행 원화표시 그린본드 상장”,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8.8.30.
지속가능채권은 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 모두를 포함하는 채권을 말함(ICMA, “Green bond principles-Voluntary process
guidelines for issuing green bonds”, 2018.6.)
“동서발전, 국내 최초 5억달러 지속가능 채권 발행”, 녹색경제신문, 2018.7.17.
“쏟아지는 ESG 채권… 한전･동서발전도 ‘그린본드’ 발행”, 한국경제신문, 2018.6.11.
“속도내는 녹색채권 발행...문정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 띄우나”, 녹색경제신문, 2018.6.25.
“현대캐피탈, 디 에셋 선정 ‘한국 최우수 그린본드상’ 수상”, 동아일보, 2017.1.12.
Climate Bonds Initiative, “Korea Climate Bond Market Overview and Opportunities”, 2018.
“신한銀, 시중은행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 녹색경제신문, 2018.8.30.
“롯데물산, 지속가능채권 2억달러 발행”, 녹색경제신문,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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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발행일

발행금액

한진인터내셔널

`17.9.25

3억 달러

아시아 최초 보증 녹색채권

비고

한국수출입은행

`18.3.8

4억 달러

아시아 최초 포모사 녹색채권

한국수자원공사

‘18.5.8

3억 달러

아시아 최초 워터본드

KDB산업은행

‘18.5.29

3천억 원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

한국동서발전

‘18.7.17.

5억 달러

국내 최초 지속가능 채권

IBK 기업은행

‘18.7.27.

5억 달러

소셜본드

한국토지주택공사

‘18.8.3.

1억 스위스프랑

소셜본드

롯데물산

‘18.8.3.

2억 달러

지속가능채권

신한은행

‘18.8.30.

2천억 원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출처 : “신한은행 원화표시 그린본드 상장”,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8.8.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계최초 스위스프랑 소셜본드 발행...임대주택 건설 목적”, 녹색경제신문, 2018.8.3.

이밖에도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소셜본드를 발행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다.39)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에 소셜․그린본드 발행사 적격
인증을 받고 올해 8월에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1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소셜본드를
발행하였다.40)41)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2017년 2천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여 두 자산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펀드 약정규모의 50%는 환경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야만 한다.42) 과학기술인
공제회도 국민연금이 출자한 녹색펀드에 400억 원을 출자하였다.43)
SK증권은 지난 6월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가정에 고효율 스토브를 보급하고 발생
되는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국내 도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에 인수단으로 참여하였다.44)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4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 2월에 배출권시장이 개장

39)
40)
41)
42)
43)
44)

“IBK기업은행, 5억달러 소셜본드 발행”, 조선비즈, 2018.7.27.
“LH, 소셜･그린본드 적격 발행사 국제인증 획득”, 데일리안, 2018.7.5.
“한국토지주택공사, 세계최초 스위스프랑 소셜본드 발행...임대주택 건설 목적”, 녹색경제신문, 2018.8.3.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 그린펀드에 2000억 출자”, 조선일보, 2017.7.12.
“과기공, IMM 그린펀드 400억 출자”, 더벨, 2017.10.24.
“SK증권, 친환경금융 참여 적극적 행보...정부 활성화정책 물만났나 국내금융기관 최초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진출, 녹색채권 인수단
참여 등”, 녹색경제신문, 2018.6.29.
45)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환경부 보도자료, 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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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2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2018~20년 3년 동안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4~16년 동안의
해당기업들의 총배출량(17억 4,071만 톤)보다 2.1% 많은 양이다. 작년에 2차 할당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2018년 할당량을 업체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대해 0.85의 조정계수를 일괄 적용하여 정
하였다. 2차 할당계획의 연평균 사전할당량과 비교해 보면, 전환부문이 8.8% 감소하였고 산업부문은
11.4% 증가하여 2018년 사전할당량과 2차 할당계획의 사전할당량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였다.
본 할당계획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1차 할당에서는 배출허용총량을 모두 무상 할당하였는데, 2차
할당에서는 26개 업종에 대하여 할당량의 3%를 유상 할당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들은 배출량을
3% 저감하던지 아니면 할당량의 97%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유상으로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이다. 환경부는 유상할당을 위하여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기준 세분류까지 세분화하여 동일 중분류
내에서도 세부 업종간 경제적 특성의 상이함을 고려하였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세분화로 무상
할당 대상이 되었다.46) 무상할당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
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멘트 제조업은 생산비용발생도가 37.8%이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마지막으로 유상할당으로 인한
수입은 중소기업 및 유상할당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표 2>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 업종
업 종

무역
집약도(%)

생산비용
발생도(%)

업 종

무역
집약도(%)

생산비용
발생도(%)

전기업(발전)

9.8

2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5.7

0.1

도축, 육류 가공

24.0

0.1

인터넷정보서비스업

0.5

0.0

낙농제품․식용빙과 제조

11.6

0.2

종합소매업

1.6

0.3

기타식품 제조

22.3

0.2

숙박시설 운영업

1.1

0.3

알콜음료 제조

22.6

0.2

보험업

0.0

2.3

비알콜음료 제조

9.4

0.1

부동산 임대․공급업

2.5

0.0

섬유제품 염색․가공

26.4

0.1

사회/산업/정책 행정

3.9

0.2

나무제품 제조(목재)

28.2

0.5

고등교육기관(대학)

5.9

5.1

플라스틱제품 제조

28.0

0.1

병원

0.1

0.1

콘크리트 제품 제조

1.0

0.0

유원지․오락 서비스업

0.1

0.3

금속 주조

22.9

0.5

항공운송업(국내선)

20.1

0.4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

29.9

0.1

하폐수․분뇨처리업

0.2

3.8

전기통신업

0.2

0.4

수도사업

0.0

5.5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환경부 보도자료, 2018.7.9.

46) “"시멘트업 2000억 부담 덜었다"…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지정”, 뉴스1,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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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먼저 녹색금융, 특히 에너지관련 금융은 효율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원자력에너지 발전량을 대체하여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만 참여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보다 원활히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며, 민간 기업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47)
또한 CBI(Climate Bonds Initiative)는 한국의 녹색채권시장의 성장저해요인으로 발행기관
(issuer)의 시장 인식 부족과 투자자들의 ESG 투자(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vesting)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였다.48) 올해 들어 녹색채권의 발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발행기관의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SG투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는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녹색금융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9) 녹색채권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과 CBI의 기후채권표준(Climate Bonds Standards)이 있다. 해외 가이드라인 및 표준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은 지난해 녹색채권원칙을
마련하였으며, ASEAN Capital Markets Forum은 지난해 ASEAN Green Bond Standards를
마련하였다.50)
더불어, 녹색금융, 특히 녹색채권의 발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녹색채권 발행기관에 대한 지원
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기업들의 녹색채권 발행을 단순히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식하여 기업들에게 세제
또는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싱가폴과 홍콩은 각각 지난해와 올해 ‘Green Bond Grant Scheme’을 마련하여
녹색채권 발행기관에 최대 10만 싱가폴 달러 또는 80만 홍콩 달러 내에서 발행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다.51)

47) CBI(Climate Bonds Initiative)는 정부 및 규제당국에게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권고하였음(CBI, 2018)
48) 각주 8)의 CBI (2018)
49) CBI는 시장 내 기준(standards) 및 가이드라인(guidelines)의 부족을 녹색채권시장의 성장저해요인중의 하나로 지적하였고 가이드
라인의 마련을 권고하였음.(CBI, 2018) 전국은행연합회에서 2009년에 “녹색금융처리 가이드라인 및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여신심사에만 한정하고 있음.
50) 각주 8)의 CBI (2018)
51) 각주 8)의 CBI (2018); https://www.info.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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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녹색채권의 경우 녹색채권원칙 또는 기후채권표준에 따라 녹색(기후)채권에 대한 외부 검증
기관(verifier)의 외부 검토(external review)52) 또는 인증(certification)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국내에서 이 업무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53) 따라서 국제
기준에 맞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을 육성하여 보다 원활한 외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녹색채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국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한 국내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접근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기관
및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원화 녹색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제 표준에 맞는 녹색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 국내 여건 및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내 검증기관에서 해당 활동들을
검토, 평가, 인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녹색금융 또는 녹색채권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녹색채권 투자자 중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문 공시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CBI는 녹색채권의 성장저해요인 중의 하나로 영문 공시의 부족을 꼽고 있다.54)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영문공시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어떻게 보완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도 올해부터 유상할당을 실시하면서 현대증권처럼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아울러 배출권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녹색채권 및 펀드의 수익률이 일반시장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있으나55) 최근 들어 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그 수익률 또한 일반시장을 상회하였으며,56) 녹색펀드의 경우 위기 시에 더 높은 수익
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7) 결국 녹색성을 띤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녹색금융의 운영주체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녹색채권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녹색저축(녹색
투자신탁,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 13)가 사라졌다. 이 제도는 2010년 1월
1일 도입되어 2012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이었으나, 녹색저축의 도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52)

53)
54)
55)
56)
57)

ICMA는 제2자 의견(second party opinion), 검증(ver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녹색채권 평가(green bond
scoring/rating) 등을 권고하고 있음.(ICMA, “Green bond principles-Voluntary process guidelines for issuing green
bonds”, 2018.6.)
기후채권표준 하에서 승인받은 검증기관 기준 (https://www.climatebonds.net/certification/approved-verifiers)
각주 8)의 CBI (2018)
수익률은 일반채권과 비슷하나 제반비용이 더 많이 듦(“Green Bonds: a fresh look at financing green projects”, Ernst &
Young. 2016.)
“Behind the Green Bond Boom”, Morgan Stanley, 2017.10.11.
Florinda Silva, Maria Ceu Cortez (2016), “The performance of US and European green funds in different market
condi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ume 135, pp. 55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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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녹색산업 재투자비율을 기존의 60%에서 40%로 축소하고 일몰 또한 2년 연장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녹색저축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 소멸되었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도입 및 운용이 전제된다면, 정부는 국내 녹색
금융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라졌던 비과세 녹색저축의 부활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어
친환경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겨울과 봄에 우리는 거의 매일 미세먼지 수준에
대한 공포 속에 있었으며, 미세먼지로 인하여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친
환경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 필요하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윤활유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녹색성장 및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금융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금융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녹색채권 발행의 증가는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녹색금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 또는 기관들이 녹색금융을 활발히 추진하여 범국가적 녹색 성장을 이루고 녹색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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