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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요구된다. 녹색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녹색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녹색 분류체계는 기
업의 녹색 경제활동의 발굴 및 시행을 도우며, 그린워싱(greenwashing)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투자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발된 EU 택소노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
국제표준기구(ISO)의 녹색융자 택소노미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국가 단위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역량을 감안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분
류체계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국가
분류체계는 기후변화에 더해 현지의 중요한 환경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형 분류체계 개발 시 해외
의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사한 국내 분류체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과의 차이점을 명
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
환 활동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류체계가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국별 분
류체계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녹색활동의 재정 격차를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기존의 분류체
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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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녹색 분류체계의 필요성

2020년 10월 28일,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저탄소

기후위기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이

사회로의 전환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

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세계경제포럼

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이

(WEF)의 글로벌리스크보고서(2020년 1월)에 따

시급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르면, 모든 장기 리스크의 발생확률 상위권을 환

의 수립과 실천에 앞서 그린뉴딜 사업을 판별할

경 관련 리스크가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녹색 사업으로 분류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는 점이 공

할 수 있는 금융 또는 사업의 분류체계가 필요하

식적으로 보고되면서 각국은 저탄소 경제 달성을

다. 이를 통해, 그린뉴딜을 위한 정확한 자금 수요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와 공급을 추적,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 있는 현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어느 때보

연간 6조 3,5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

(OECD, 2017). 이의 해결은 공적 부문의 재원

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

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관 및 민간 투자의

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의 일환

동원이 필요하며, 이때 금융이 핵심 역할을 하게

으로 그린뉴딜, 그린딜 등 녹색 경제활동을 통한

된다. 금융은 기존 산업의 전환적 개선이 가능하

경제성장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을 발표하고 있

도록 하는 핵심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으며, 프로그램 내 각국의 사정에 부합하는 목표

한, 세계적인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이 환경, 사회,

를 제시하고 있다.

지배구조(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그림 1>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시장 점유율 추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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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20).
주 : 전체 상장기업 개수 대비 ESG 점수를 보유하는 상장기업 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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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SG)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

확대된 녹색 투자의 혜택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

면서, 최근 ESG 투자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나면서 그린워싱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각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ESG

국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 다자개발은행(MDB)

중 환경 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등을 중심으로 녹색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기준으

써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의 발굴 및 시행을 용이

로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게 하는 한편,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이 실제
보다 과장되어 녹색 활동으로 둔갑하는 경우(그린

(2) 녹색 분류체계의 개발 현황

워싱, greenwashing)를 최소화할 수 있다. 투자
자로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투자

녹색활동의 분류체계는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색 활동을 원활하게 식

한 경제 전환을 지원할 다양한 툴을 제공한다. 분

별할 수 있다.

류체계는 우선적으로 선별기준을 제공하며, 시간

녹색 경제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 기

이 지날수록 선별기준을 충족하는데 기여할 자본

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게

및 지출을 파악하고 배출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

되면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을 위한 대책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녹색 금융을

녹색활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부담과

판별하기 위한 분류체계는 은행 및 금융기관, 투

<표 1> 녹색 금융 분류체계의 용도
주체

용도

은행, 금융기관

- 녹색 은행상품(대출, 신용, 보증 등)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발굴 및 구성
- 녹색 대출 및 지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자격이 되는 자산의 신속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거래비용 인하
- 불확실성 및 평판 리스크 감소
-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지속가능 투자의 이해 및 공시

금융 감독기관

- 아래의 활동을 통한 금융섹터의 녹색화 촉진
· 은행의 녹색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택소노미에 기반을 둔 규제 지원
· 기후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공시를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향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 흐름 측정
·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평판리스크 방지

투자자

- 임팩트 투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는 기회의 식별
-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지속가능 투자의 공시
- 녹색투자 포트폴리오 공개의 이해 및 고객과 수혜자의 우선권에 부합하는 투자정책 설계

녹색/지속가능 채권
- 금융조달을 보다 더 쉽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활동의 식별
발행자 및 관련자
정책입안자
기타

- 투자가 부족한 분야의 자금 간극 메우기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녹색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증진
-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개발 시 참고자료 제공 및 금융 흐름의 측정과 추적 시스템 개선
- 표준 제정 및 상품 개발의 기준점 제공

자료 : World Bank(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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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기관, 녹색채권 발행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 기업들의 녹색

자,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녹색 사업으로 적격

다. 각 주체가 녹색 금융 분류체계를 활용하고자

한 사업의 발굴을 도울 녹색 분류체계의 개발이

하는 용도는 조금씩 다르지만(<표 1> 참조), 정확

금융권에서도 확대되는 중이다. 우리 정부도 그

한 녹색 금융을 식별하는 기준으로서 분류체계를

린뉴딜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녹색 금융 활동의 범

필요로 하는 점이 공통된다.

주를 규명하고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형

2000년대 들어서 범분야의 성격이 강한 기후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개발 중이다.

변화 및 녹색 활동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

본고는 투자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발된 분

려는 노력이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류체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국가 단위의 분류

루어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투명

체계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녹색금융을 위

하고 객관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을 위

한 가장 대표적인 분류체계인 EU 택소노미와 기

하여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 국

(MRV) 메커니즘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제표준기구(ISO)의 녹색융자 택소노미와 함께 중

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녹색 ODA 사업을 식별하

국과 일본의 국가 단위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

기 위해 개발한 리우마커 등이 그 예이다. 아울러,

였다.

2. 녹색 분류체계의 글로벌 사례
(1)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색 택소노미는 유사한 분류체계들 중 가장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EU가 녹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관한

색 경제활동의 분류체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행동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에 발표

able Growth)을 발표하고(2018년 3월), 지속가

된 유럽 그린딜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개

능한 활동 또는 택소노미를 위한 분류체계의 수

혁에 있어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립을 촉구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20년 3월에

대된다.

1)

는 EU의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기술전문가 그룹

EU 택소노미는 2019년 12월 유럽의회와 이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

사회의 정치적 수준에서 합의된 택소노미 규정

nance, 이하 TEG)이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권
고사항을 담은 보고서1)를 발표하였다. EU의 녹

1)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TE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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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y Regulation, 이하 TR)2)을 법적 근

EU 택소노미는 EU 회원국들이 금융상품이나

거로 둔다. 2020년 4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회사채가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규제할 때 적용

는 TR을 채택, 2020년 6월에 공식적으로 공개

하거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상품 개발 시 투

하였다. TR은 EU 택소노미의 전반적인 구성과

자가 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때 활용할 수

6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환경목표들 중

있다. 또한, TR은 대규모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

①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하면서,

의 비재무정보 공시에 지속가능한 활동에 관한 정

② 다른 목표들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Do

보를 포함하는 데에 있어 택소노미를 활용하도록

No Significant Harm, 이하 DNSH), ③ 최소한

하고 있다.3)

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는 동시에 ④ 기술선

EU 택소노미 규정은 2020년 7월에 발효되었

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하

으며, 기술선별기준을 포함하는 위임법률(Del-

는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egated acts)은 두 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즉,

인정한다(<표 2> 참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의 기술선별

TEG는 TR이 설정한 프레임워크에 대응할 스

기준은 2020년 채택 및 2021년 적용, 나머지 환

크리닝 기준에 관한 권고사항을 개발할 것을 요청

경목표 활동의 기술선별기준은 2021년 채택 및

받고 2020년 3월 택소노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에 적용할 것이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보고서는 택소노미의 전반적인 구성, 택소노미의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실제 어떻게

활용 지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상

적용할지에 관한 위임법률을 채택하여 법제화할

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기술선별기준 등에 대

계획이다.4)

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
EX:32020R0852&from=EN(검색일 : 2020.11.2).

3) https://greenfinanceplatform.org/financial-measures-database/
regulation-eu-2020852-establishment-framework-facilitatesustainable(검색일 : 2020.11.2).
4) TEG(2020).

<표 2> EU 택소노미 개요
택소노미 활용 절차

6대 환경목표

① 택소노미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의 기술선별기준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인정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 수준 기여
- 나머지 환경목표들에 대해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i.e.,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원칙 등)
- 기술선별기준에 부합
② 택소노미의 각 경제활동별 기술선별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친화
활동의 식별과 개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통제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자료 : h
 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0R0852&from=EN(검색일 : 2020.11.2).
주 : 6대 환경목표는 현재 6대 환경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선별기준을 마련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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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경 제 분 석

(2) 국제표준기구(ISO)의 택소노미

원칙과 프레임워크,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에 관
한 표준(ISO-14040, 14044), 제품 탄소발자국

국제표준기구(ISO)는 ISO 14000 시리즈를 통
해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공해 왔다. 특

의 적격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표준(ISO
14067)을 인용한다.

히, ISO의 기술위원회 207(ISO/TC 207)의 분과
4(Subcommittee 4, 이하 SC4)는 환경성과 평가

(3) 중국의 녹색채권 프로젝트 목록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분
야의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성과 측정 툴을

2015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제공하기 위하여 ISO/TC 207의 SC4는 녹색 융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이

자(green debt instruments)의 원칙, 요건 및 지

발표한 생태성과 증진 통합개선계획(The Inte-

침, 적격 프로젝트 및 활동의 기준과 배제 기준

grated Reform Plan for Promoting Ecologi-

을 규정하는 택소노미 표준(ISO 14030-3)을 현

cal Progress)은 국가 녹색금융 시스템을 위한 상

재 개발 중이다. 2020년 9월, 택소노미 초안에 관

위 수준의 설계 작업을 지시하였다. 중국은 기후

한 비밀투표를 마감하였으며, 최종본의 승인이 남

변화 이외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자원 제약의 악

아있는 상황이다.

화, 생태계 훼손의 심화 등 다양한 환경적 도전

ISO 택소노미(14030-3)는 채권과 융자를 포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

함하는 녹색금융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적격

한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

투자 목록을 정의한다. ISO 택소노미는 크게 온

며, 이때 요구되는 재원 분배의 기본 역할을 담당

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하게 될 금융의 설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project), 자산(asset), 활동(activity)을 규정하

녹색투자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기준과 목록이 녹

고, 각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피해 금지 절

색전환의 시작점이라고 판단, 중국은 2015년에

차를 적용하는 요구사항과 2개의 부속서5)로 구성

‘녹색채권 프로젝트 목록(Green Bond En-

된다. 즉, 섹터 및 성과 기준을 정의하고, 프로젝

dorsed Project Catalogue)’을 개발하였다.6)

트, 자산, 활동과 관련된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목록의 기본 원칙은 ① 국가 여건에 부합하면

규명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할 기준 또는 절차를 포

서, ② 환경적 이익을 강조하고, ③ 간단명료하되,

함한다. ISO 택소노미는 녹색융자 수단 중 녹색

④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⑤ 국제표준

채권 절차, 녹색대출 절차, 검증에 관한 표준(ISO

및 관행과 일치한다는 것이다.7)

14030-1, 14030-2, 14030-4)과 전과정 평가의

5) 부속서 A : 부문별 대응 안내(전환 활동, 금융과 보험 활동,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활동 등의 분류와 기준).
부속서 B : 택소노미에서 식별된 임계 값과 배제 기준 사례.

6) Green Finance Committee of China Society of Finance and Banking(2015).
7) Green Finance Committee of China Society of Finance and Banking(2015).

2 0 2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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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은 2015년 목록과 녹색채권 발

적인 사업 활동과 기업들의 청정전환을 지원해야

행 가이드라인(2015)을 업데이트하여 2020년 새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때 금융지원에

로운 녹색채권 목록을 발표하였다. 2015년 목록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과 엄격한 공시 기준

의 6대 상위범주8), 31대 하위범주에서 국내외 환

이 필수적임을 인지하였다. 이에 녹색금융 전문가

경 쟁점의 변화상과 운영 결과 피드백을 반영하

들이 전환금융 지침을 개발한 것이다.10)

여, 2020년 목록은 5대 상위범주9), 16대 하위범
주로 진화하였다.

전환금융 지침은 자산에 관한 A형(A=asset)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형(C=corporate entities 또는 companies)으로 구분된다. 저탄소 사

(4) 일본의 전환금융 지침

회로의 전환은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전환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녹색금융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로 구

이는 탄소 집약적이고 환경 영향이 큰 활동과 기

성된 전환금융스터디그룹(Transition Finance

업에 적용되어, 이들의 잠재적 녹색 전환 방안을

Study Group)이 2020년 ‘전환금융 지침(transi-

제시함으로써 전환금융 지침 역할을 한다. 석탄

tion finance guidance)’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화력 발전, 자동차, 건물, 선박 및 항공기 등 16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의 현재 글로벌 시스템을 지

개의 탄소 집약적인 활동에 관한 A형 택소노미

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탄소 집약

와 전력회사,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철강 등 9
개의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관한 C형 택소노미

8) 에너지 절약, 오염 방지 및 제어, 자원보존 및 재활용, 청정 교통, 청정 에
너지, 생태계 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
9)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오염 방지, 제어 및 자원보존 산업, 청정에
너지 산업, 생태 및 환경 관련 섹터, 인프라의 녹색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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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10) http://rief-jp.org/wp-content/uploads/Pressrelease-for-Finalversion-fo-Transition-Finance-Guidance.pdf(검색일 : 2020.11.6).

2013(정기적으로 개정)

-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에 부합
- 2018년 EU의 지속가능금융 행동 하도록 녹색채권으로 인정할
계획 중 첫 번째 주요 행동 분야
수 있는 사업의 체계적인 분
류와 정의 시스템 요구

2020년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Climate
12), 13)
Bonds Taxonomy)

2 0 2 0 1 1

자료 : 각 기관과 국가의 분류체계 문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특징

-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또는
환경영향이 높은 프로젝트, 자산, 활
동의 녹색 전환에 초점을 맞춤. 따라서
오히려 ‘brown taxonomy’ 개념에 가
깝다고 할 수 있음

- 녹색융자

상품의 발행자, 발기인, - 녹색채권

발행자, 시장참여자,
- 프로젝트

개발자,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등
등급기관, 관련 정보공시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예상되는
프로젝트, 자산, 활동을 규정하고,
각 부문에 중대한 피해금지 절차
- 자산에

관한 A형(Asset)과 기업을 대
- 뚜렷한

환경적 이익이 있는 프
를 적용하는 요구사항
상으로 하는 C형(Corporate entities)
로젝트를 기준으로 5대 상위
- 부문별

대응 안내(전환 활동, 금융
으로 구분함. 탄소 집약적이고 환경 영
범주, 16대 하위범주로 구분하
과 보험 활동, 전문적, 과학적 및
향이 큰 활동과 기업의 녹색전환 방안
고, 세부설명과 정의 기준 포함
기술적 활동 등의 분류와 기준)
제시
- 택소노미에서

식별된 임계값과 배
제 기준 사례

- 가장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택소노 - 금융권이

주로 기준으로 참고 - EU의 그린 택소노미의 내용과
미이며, 다른 다수의 기구 및 국가 하는 대표적인 금융권 녹색 연계되며, 특히, EU 택소노미의 - 화석연료를

포함함
분류체계들이 기준으로 활용함
분류체계의 역할을 해옴
DNSH의 주요 내용을 차용함

- EU 택소노미 전체 구성과 사용법
- 대상

섹터 내 가능한 활동을
에 관한 권고사항
제시하고 신호등체계를 각 활
-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코드의
동에 적용하여, 해당 활동을
섹터에 따른 관련 경제활동의 목
분류체계
녹색활동으로 분류 가능한지
록과 각 활동별 기술선별기준
개요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i.e. 녹
- 온실가스

감축 70개 활동, 기후변
색활동으로 자동 분류, 스크
화 적응 68개 활동을 위한 기술선
리닝 기준에 부합하면 분류,
별기준,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분류 불가, 결정 보류)
(DNSH) 활동 기준을 담은 부록
- EU 내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시장 참여자
- 채권

발행자, 투자자, 정부 및
사용자
- 대기업

지자체
- EU와 회원국

2020년

일본 전환금융 지침
16)
(Transition Finance Guidance)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
무원이 발표한 생태성과 증 -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
진 통합개선계획(Integrated 여 탄소 집약적인 사업과 기업들의 청
Reform Plan for Promoting 정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시 의사
Ecological Progress)의 일환 결정 기준의 필요성 인지
으로 개발
- A형: 석탄화력 발전, 천연가스 발전,
자동자, 선박, 항공기, 건물, 시멘트,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 금속 및 유리, 철강 및 화학, 팜오일,
업, 오염 방지, 제어 및 자원보 식료품, 농업, 직물, 소비재, 부동산,
존 산업, 청정에너지 산업, 생 서비스 등
태 및 환경 관련 섹터, 인프라 - C형: 전력회사, 석유·가스 등 화석연
의 녹색 업그레이드
료 에너지 개발자, 철강 제조사, 화학
산업, 제강산업, 시멘트, 세라믹·유리,
종이·펄프, 인프라

2015년 수립, 2020년 개정

초안에 관한 비밀투표 마감
(2020년 9월)
- 프로젝트(project),

자산(asset),
활동(activity)이 녹색인지 평가하
여, 채권과 대출을 포함하는 녹색
금융 상품으로 적격한 투자 범주
규정과 표준화 필요

중국 인민은행(PBOC)의
녹색채권프로젝트목록(Green Bond
15)
Endorsed Project Catalogue)

국제표준기구(ISO)의
14)
녹색융자 택소노미

- 농림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 농림어업, 제조업의 에너지와 자
및 공기조절 공급, 상하수도·폐기 - 에너지, 교통, 물, 건물, 토지 원 효율성, 전력·가스·스팀·에어
대상 섹터 물 및 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이용 및 해양자원, 산업, 폐기 컨 공급, 물·하수·폐기물·복원,
부동산·건물, 금융 및 보험, 전문 물 및 오염 제어, ICT
운송, 정보통신, 부동산·건설 섹
적·과학적 및 기술적 활동
터의 활동

배경

수립연도

EU 녹색 택소노미
11)
(Green Taxonomy)

<표 3> 해외 녹색 분류체계 사례별 주요 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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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시사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속가능한 인프

과 역량을 감안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를 개발하

라와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 유럽의 그린딜 등을

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0년 구체적인

통한 탄소국경조정관세 또는 탄소국경세는 세계

권고사항이 공개된 EU 택소노미의 영향으로 일

경제와 무역 질서를 재편할 것이다. 이들의 정확

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서 국가 단위의 분류

한 운영 기제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체계 개발이 뒤따르고 있으며,18)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계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형 분류체계(K-taxonomy)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 집약 산업

를 개발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의 탈탄소 청정전환이 시급하

녹색 분류체계 중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므로, 이를 위한 청정전환의 기준이 필요하다. 청

EU 택소노미도 모든 국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정기술 개발과 녹색 금융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표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EU 택소노미가 다

준이 필요하며, 기업의 공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

루지 못하는 활동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면서 관련 역량 배양도 요구된다. 이에 녹색 분류

예컨대, 항공산업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

체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능한 저탄소 대안이 없기 때문에 EU 택소노미를

11)

12)

13)

14)

15)

녹색 분류체계의 주요 사용자의 수요와 용도

통해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

에16)따라 분류체계의 구성과 포함되는 섹터의 범

하여 택소노미 규정(TR)은 EU 집행위원회에 택

17)

주가 다르다.

각국은 공통의 글로벌 환경 과제

소노미의 기술선별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현지의 환경문제와 이슈를

을 요구하였으며, 집행위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교하게 설계된 국제기구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이 이러한

의 분류체계를 참고로 하되, 각국의 특수한 여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19)
이와 같은 국제적 분류체계 또는 국제규범과의

11)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12) https://www.climatebonds.net/files/reports/policy_taxonomy_
briefing_conference.pdf
13) https://www.climatebonds.net/files/files/CBI_Taxonomy_Tables_January_20.pdf
14) https://www.iso.org/news/ref2469.html
15) https://www.climatebonds.net/china/catalogue-2020
16)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Nobuhito_Ochi/publication/344456378_Transition_Finance_Guidance_Final_version_
httprief-jporgbook107163/links/5f77d46c92851c14bca9e4f6/
Transition-Finance-Guidance-Final-version-http-rief-jporgbook-107163.pdf?origin=publication_detail
17) World Bank(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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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역량을 고려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국가 분
류체계는 기후변화에 더해 현지의 중요한 환경 목
적을 고려해야 한다(World Bank(2020)). 따라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 개발 시, 구체적인 현지 환
경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활동 목록을 구축하며,
명료한 측정 지표와 각 경제활동에 대한 선별기준
18) Farmer, A. and Thompson, S., (2020).
19) Farmer, A. and Thompson, 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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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야 한다(TEG(2020)). 또한, 분류체계를

존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활용할 주체, 적용할 대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살펴본 일본의 전환금융이 여타의 분류체계와 차

필요가 있다. 국가 단위 분류체계의 장점은 국가

별되는 이유이다. 저탄소의, 회복력 있는 경제의

의 민감 섹터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또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경제활동의 지속가능한

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향으로의 전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World Bank(2020)).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분류체계가 갖는

한국형 분류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본고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국별 분류체계 수립 시 고

에서 비교 분석한 해외의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국

려해야 한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일차원적으로 지

20)

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기 개발한 분류체계들

속가능한 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함으로써 재정 격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이 개발한 분류체

차(financing gap)가 있는 녹색활동을 규명하기

계의 사용 목적과 용도, 대상 사용자 등을 명확하

어렵다.21) 본고에서 비교 분석한 분류체계 사례들

게 구분하여 차이점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은 녹색금융의 운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재정

이를 통해 녹색 활동 또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

부족을 겪는 녹색활동의 규명이 더욱 중요한 상황

는 주체들이 당면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유사

이지만, 이들은 아직 녹색활동의 재정 격차를 고려

한 기준과 분류체계의 개발로 인한 중복 방지와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분류체계의 녹색

피로도 경감을 모색해야 한다.

활동 목록에 등재된 활동 모두가 재정 부족을 겪

또한,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활동의 지원뿐만 아

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 부족보다 오히려 소비

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 활동도 지원 대

자 수요 부족이나 불리한 세금환경 등의 이유로 인

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녹색활동의 창

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현재의 분류체계

출 및 녹색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존의

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재정 격차에 관

다배출 산업과 인프라를 다수 보유한 선진국은 기

한 정보를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20) 녹색산업분류체계(녹색기술센터(GTC), 통계청 통계개발원), 기후기술분
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센터(GTC)) 등

21)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uropeanunion-green-taxonomy-three-questions-by-stan-dupre2020-01?barrier=accesspaylog (검색일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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