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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
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
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리니엄(greenium)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
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
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총 70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
을 발행하였다. 민간 발행 녹색채권은 전체 누적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를 차지하였다. 민간 발행 중 금융기업의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
를 차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
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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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누적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
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
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이니셔티
브(CBI)는 녹색채권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는 녹색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런 원칙의 수립 목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기준 정립이다. 녹색
채권원칙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
(reporting)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원칙을 기초로 자신들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자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녹
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녹색채권 발행
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후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 후에는 민간기업이 녹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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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투자 및 환경 관련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녹색투자
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녹색
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
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
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
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다만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
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
고 있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
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자원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
는 재원조달 목적 외에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투자자의 환경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기후변화 준비도와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녹색채권 발행량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국가신용도
가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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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규제체계의 발전 양상, 그리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제
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다. EU는 EU의 녹색채권기준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의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이 중요하다. 둘째,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
장의 실질적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까지 외부검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
채권 발행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부
검토 비용 등 녹색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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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1년 미국의 바이든 정부
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더욱 강화되었
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195개 당사국들이 지구의 기온 상승폭
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
했다.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약화되는 듯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동 협약에 재가입하고
2021년에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 미국과 EU 간 동
맹 강화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 등이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전환은 물론이고 소비와 생산 등 경제구조
전반의 근본적 변화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운송을 비롯한 인프라, 에너지 전환, 생산설비, 건축물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
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이런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조달방법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금
융기관들은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
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런 자금의 사용 및 그에 따른 탄소 감축 등 친환경 효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자는 다양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보
공개 및 검증 절차는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이다. 소비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후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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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ESG 성격의 자금조달
방식이 증가하고 또 ESG 성격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ESG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ESG 채권 혹은 GSS 채권(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이다. 전 세계적으로 ESG 채권 발행 규모는 2016년에
1,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단 5년 사이에 채권 발행 규모가 1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ESG
채권 누적 발행량의 절반 이상이 녹색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채권 발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한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
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
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전년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이것
은 국내 기업들 사이에 EGS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 발행 증가에 대응하여 한
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2020년에 개설하고 여기에 등록되기 위한 채권의 요건을 정하였
다. 그리고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
여 발표하였다. 2021년 말에는 환경부가 녹색채권 조달자금 사용처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녹색채권은 사전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행되고 관리된 것이 아니라,
발행자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책임하에서 발행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유형의
녹색채권이 발행되어 녹색채권의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나아가 일
부 기업들은 녹색채권의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것을 친환경 목적에 사
용하지 않거나 단순히 기존 투자자금을 차환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준의 모호성과 불투명성은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녹색금융의 발
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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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A) 등 국제 민간 협의체가 녹색채권의 원칙을 마련하여 시장기반 자율규
제를 하고 있다. 또한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조달자금 사용 등을 검증
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외부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
색채권의 기준과 관리에는 자의성과 모호성, 불투명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규
제도 대부분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의 형식으로 구속력이 약하다. 그리고 규제체
계의 구조도 발행자의 내부 관리체계,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국제적 원칙 등
으로 중층적이라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규제의 형식과 내
용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의 현황을 정리하고,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녹색채권 발행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
의 발전 및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90여 개에 가까
운 국가에서 녹색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 녹색채권 시장의 성
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
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녹색채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녹색채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 프랑스의 녹색채권 발행 사례연구,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 현황에
대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녹색채권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 매우 빈약하다. 그 이유는 최근에야 녹색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되어 분석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에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
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녹색채권의 규제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국가의 사
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 의미가 있다.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 현황을 일관된
통계자료(Datastream)를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것도 이 보고서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데이터 출처를 사용하여 일관된 현황 파악이 어
려웠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발행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특징을 통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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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본 연구의 기여이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녹
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녹색채권의 정의와 발행
동기, 쟁점 등을 검토한 후, Datastream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와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추세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녹색채권의 중층적 규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이다. 제3
장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사례를 발행주체별로 살펴볼 것이다. 녹색채권 발행
자는 크게 국제기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주체는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 주체별로 발행의 절차, 규모,
관리체계 등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실제로 어떤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로부터 도
출한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 및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EU가 규제체계를 자율규제에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규제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의 규제도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속력 있는 규제의 도입
이 필요하며, 녹색채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검토 기관의 역
량강화와 검토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설명할 것이다. 또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
행하여 녹색채권 관리의 모범 사례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녹색채권 발행자의 다변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
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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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가. 정의와 유형
2015년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과 관련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여타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가
아닌 모든 국가가 자국 상황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으
며, 이러한 온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와 수송 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
요한 상황이다. 특히 EU가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녹색사업 재원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 투자가 쉽고 전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녹색채권
(green bond)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혹은 녹색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정의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기후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
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적 금융 상품”이다.1) 녹색채권
은 넓게 보면 ESG 채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요소
외에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
다. 기업들이 이런 비재무적 가치 창출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ESG
채권이라고 한다. ESG 채권은 크게 발행 자금이 친환경ㆍ녹색 프로젝트에 사

1) IFC(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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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녹색채권,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 투자되는 사회적 채권(social bond),
그리고 친환경사업과 사회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지속
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ESG 채권 시장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이 녹색채권이며, 2020년 기준으로 녹색채권
은 전체 ESG 채권의 약 62%를 차지했다.
녹색채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 협회 등이 통일된 원칙이나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 나라 단위에서도 이런 기준을 활
발히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2)의 정의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의 전
체 또는 일부가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 또는 차환 조달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는 채권을 말한다.3) 이러한 채권은 녹색채권에 대한 가이드
라인 혹은 규제체계에 부합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ICMA가 정한 녹색
채권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과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해
야 한다. 녹색채권의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본 장의 4절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
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달된 자금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천연자원의 보
존,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오염방지 및 억제 등 환경 목적의 프로젝트, 즉 녹
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 프로젝트는 사회적 편익을 함
께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목적에 근거해 발행자가 녹색채권을 결정한다.
녹색채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녹색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ICMA의 녹
색채권원칙은 2021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행된 녹색채권도 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만 일반적으로 녹색채권으로 인정한다.

2)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스위스에서 설립된 민간 협회로 다양한 자본시장 참가자들(발행자, 펀드매
니저, 딜러, 투자자 등)의 요구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국제자본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거래 관행 등을 제정하여 거래 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3) ICMA(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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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A와 별도로 국제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Climate Bond Initiative)4)
도 기후채권기준(CBS: Climate Bonds Standard)과 네 가지 인증요건과 자
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채권 수익
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에 사용되는 채권, 대출 또는 기타
채무상품을 녹색채권으로 정의한다.5) 우리나라 환경부는 녹색채권을 “발행 자
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
성 성립을 위한 네 가지 핵심요소를 충족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6)
녹색채권의 발행자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금융기구도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세계 최초의 녹색채권은 2007년 다자개발
은행인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 재생에너지와 에
너지효율 사업 지원을 위해 6억 유로화 규모로 발행한 기후인식채권(Climate
Awareness Bond)이었다. 그 후 2008년 세계은행은 스칸디나비아지역 투자
자들을 위해 23억 스웨덴 크로나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7)
ICMA-GBP에 따르면 현재 녹색채권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일
반형 녹색채권(standard green bond)은 기준에 맞춰 발행되고 발행자의 신용
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둘째, 수익형 녹색채권(green revenue
bond)은 발행자의 신용이 아닌 수익(revenue)ㆍ요금(fee)ㆍ세수(taxes) 등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이다. 셋째, 프로젝트형 녹색채권(green
project bond)은 단일 또는 복수의 녹색 프로젝트 위험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프로젝트 채권이다. 이 유형의 채권은 발행자에게 잠재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넷째, 유동화형 녹색채권(green securitized bond)은
4) 국제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는 영국 소재 비정부기구(NGO)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 금융
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투자자 협의체다. 기후에 초점을 맞춘 표준 및 인증제도와 다양한 부문의 최소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후 관련 환경 문제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5) CBI(2019), p. 8.
6) 환경부(2021), p. 6.
7) GGGI(202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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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또는 복수의 녹색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된 채권으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과 이외의 구조화된 채권 등을 포함한다. 이 유형
의 일차적 상환 재원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다.

나. 시장 참여자별 기대효과
녹색채권 발행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원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탄소배출 감축, 생태계
보호 및 보전,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적 외부효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녹색채
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참가자인 채권발행자와 채권투자자 역시 일반
채권과는 구별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녹색채권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환경과 기후 관련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부상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수익을 창
출하는 녹색 프로젝트(예: 재생에너지, 도시기반시설 등) 자금조달을 위한 적합
한 금융수단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곧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기대되는 편
익이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채권 발행자가 기대하는 녹색채권 발행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
행자는 녹색채권 발행을 ESG 성과 향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의 비재
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탄소배출 감소와
대체에너지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녹색채권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녹색채권
은 장기적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채권 발행자의 평판 제고와 환경전략의
명확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인해 발행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ㆍ평가ㆍ공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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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을 얻는다. 녹색채권 발행 과정의 외부평가와 인증 절차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중장기적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발행
자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대중에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기여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8)
둘째, 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보고는 프로젝트 수행 측과 기업의 재무관
리 측 사이의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사회책임투자를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투자자가 다변화하
는 상황에서, 녹색채권 발행은 자금조달 규모 확대와 채권 수요 변동에 따른 위
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의 채권 발행
을 통해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발행자는 일반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이른바 ‘그리니엄(greenium)’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인증 및 보고 등을 위한 추
가 비용이 따르지만, 발행 규모 및 횟수가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이 비
용은 계속 줄일 수 있다. 그리니엄이 이 추가 비용을 넘어서면 녹색채권 발행의
유인이 더 강해질 것이다.
녹색채권 투자자, 특히 기관투자자의 기대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채권의 ‘녹색 라벨’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9) 채권
자금을 외부검토를 통해 공시하기 때문에 자산과 프로젝트 식별이 용이해 검색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자금의 사용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발행자의 보고는 불투명한 고정수익 시장의 위험 개선과 투자할당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투자 고객에 대한 보고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보고 의무는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프로젝트
8) GIZ and SEB(2018), p. 26.
9) Jun et al.(2016),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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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부사항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므로 녹색채권 투자자는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10)
둘째, 녹색 라벨은 투자 고객과 대중들에게 책임 있는 투자 약정 및 의무 준
수를 입증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행자의 내부 지배구조
개선과 신용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11) 이를 통
해 투자자는 녹색채권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
발행자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녹색채권 투자를 통해 위험 조정된 수익과 환경 편익의 균형
을 맞출 수 있으며, ESG 요구사항과 친환경 투자 의무사항을 다할 수 있다. 나
아가 녹색채권 자금이 사용되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녹색채권과 같이 특수한 목적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은 대체투
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는 일반 채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을 낮추고 분산을 통한 투자위험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에 탄소배출 집약 자산을 포함한 투자자의 경우, 녹색채권 투자를 통해 기후정
책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2)
넷째, 증가하는 녹색채권 투자 수요로 인해 투자은행은 수수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적ㆍ사회적으로 건전한 프로
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환경ㆍ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투자자
의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채
권은 주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어 투자자 유형의 다양
화와 발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OECD(2021), p. 15.
11) Ibid., p. 15.
12) GIZ and SEB(201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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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채권 시장 현황
본 연구에서는 녹색채권 시장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해 레피니티브
(Refinitiv, 구 Thomson Reuters)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인 아이콘(Eikon)의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자료를 이용하였다.13) 분석자료는 데이터스트림
의 채권 및 전환사채(bonds & convertibles) 메뉴에서 녹색채권으로 표기된
채권 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 10월 말
기간 동안 4,765건의 녹색채권(총 발행액 약 1조 5,000억 달러)이 발행되었다.14)

가. 세계 전체
녹색채권은 2007년과 2008년을 전후하여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연
간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
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
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82억 달러에 이르렀다. 매년 발행되는 녹색채권 수도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4건, 2010년에는 50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999건의 채권이 발행되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가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대로 회사채 비
중이 늘어나면서 녹색채권 시장 전체가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200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 세계 녹색채권 연도별 발행 추이는 [그림 2-1]과 같다.
13) 대표적인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로는 블룸버그 프로페셔널(Bloomberg Professional)과 데이터스
트림이 있다. 이중 데이터스트림은 녹색채권 현황 및 관련 기업의 주가 및 재무자료의 시계열 자료 접
근이 보다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블룸버그 프로페셔널과 데이터스트림의 녹색채권 리스트를 모두
확인하였고 두 자료가 약 80% 수준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14) 데이터스트림 자료의 최종 접근 시점은 2021년 11월 1일이다. 즉 2007년부터 2021년 10월 말의 현
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데이터스트림에서 녹색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총 4,838개이다. 이 중 발행기관의 정보 부정확(23건), 발행일자 부정확(2건), 미국달러 기준의 발행
액 추정 곤란(48건)을 제외한 총 4,765개의 녹색채권 자료를 본 절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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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 세계 녹색채권 연도별 발행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건(우))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발행자 유형
녹색채권의 발행을 국제기구, 민간(금융기업, 비금융기업), 공공(국가, 지자
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2-1]은 녹색채권 발
행자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 표이다. 데이터스트림 자료에서는 공공 및 민간의
발행이 2010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총 70개국에 위치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발행자가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15)
민간의 녹색채권은 65개 국가에서 발행되었고, 전체 누적 자료 중 발행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민간의 발행 중 금
융기업의 누적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즉
녹색채권의 발행은 금융기업에서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국가, 지자체, 공
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
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를 차지했다.
15) 데이터스트림에서의 채권 발행자의 국가 정보는 발행자의 법적 국가(데이터스트림 코드 BGEO)와 채
권 발행자가 지리적으로 위치한 국가(데이터스트림 코드 GEOGC)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행자
의 실제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국가 정보(GEOGC)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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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발행자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개, 십억 달러, %)

공공
(40개국)
민간
(65개국)

발행자 유형

누적 발행 건수

비중

누적 발행 금액

비중

국제기구

498

10.5

156.6

10.1

국가

45

0.9

180.0

11.6

지자체

158

3.3

30.6

2.0

공기업ㆍ공공기관

351

7.4

190.6

12.3

비금융기업

1,520

31.9

393.5

25.4

금융기업

2,193

46.0

595.5

38.5

4,765

100.0

1,546.8

100.0

합계(국제기구, 70개국)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발행 국가 및 지역
[그림 2-2]는 국제기구를 제외한 발행자의 국가별 현황을 보여준다. 특히 누
적 발행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가 전 세계 녹색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행한 국가이며 2021년 10월까지의 누적 발행
규모는 약 1,72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12.4%를 차지한다. 중국과 독일은
각각 1,602억 달러(11.5%)와 1,574억 달러(11.3%)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
하며 녹색채권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최초로 3건을 발행하
였고, 2016년 34건, 2017년 92건으로 급격히 발행 규모를 늘려서 누적 발행
액이 전체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339억 달러(9.6%)로
전체 누적 발행액 4위이다. 그러나 공공발행과 민간발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
면 미국의 민간발행(회사채) 금액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표 2-2 참
고). 녹색채권의 발행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0개국 중 공공발행만 하였
던 세르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셰이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65개국에서
민간의 녹색채권 발행이 있었다. 중국과 미국의 회사채가 전체 민간발행 녹색
채권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발행은 총 40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독
일과 프랑스가 전체 공공발행 녹색채권의 42.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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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녹색채권 누적 발행 규모 상위 10개 국가(2007~21)
(단위: 십억 달러)

주: 2021년은 10월까지의 발행액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2. 발행주체별 녹색채권 누적 발행액(2007~21)
(단위: 십억 달러, %)

공공발행
상위 10개국

민간발행

누적
발행액

비중

상위 10개국

누적
발행액

비중

1

독일

92.2

23.0

1

중국

142.9

14.4

2

프랑스

77.5

19.3

2

미국

133.4

13.5

3

스웨덴

25.8

6.4

3

프랑스

95.0

9.6

4

네덜란드

22.4

5.6

4

네덜란드

94.8

9.6

5

영국

21.2

5.3

5

독일

65.2

6.6

6

중국

17.3

4.3

6

스웨덴

37.7

3.8

7

이탈리아

16.3

4.1

7

영국

37.6

3.8

8

캐나다

14.0

3.5

8

스페인

31.0

3.1

9

한국

13.6

3.4

9

한국

30.0

3.0

10

스페인

13.4

3.3

10

일본

28.8

2.9

기타국가

87.5

21.8

기타국가

292.5

29.6

총 40개국

401.2

100.0

총 65개국

989.1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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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부문별 녹색채권 발행 국가 수 추이
(단위: 국가 수)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발행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녹색채권 시장은 민간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
가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녹색채권의 최초 발행은 2007년이나 민간 및 공공이 발
행한 녹색채권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국영 철도망 회사인 에스엔시
에프 레조(SNCF Reseau), 노르웨이 지방정부 자금조달 공공기관인 케이비앤
(KBN)을 시작으로 녹색채권을 민간 및 공공에서 발행하는 국가 수가 급격히 증가
했다. 2021년의 경우 55개국에서 민간발행이, 22개국에서 공공발행이 이루어졌다.

3) 국제기구
[표 2-3]은 국제기구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보여준다. 유럽투자은행이 전
체 누적 발행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33.2%로 가장 활발히 녹색채권을 발
행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16)에서는 유럽투자은행이 발행한 전체 채권 중 녹
색채권의 비중이 2020년 10%에 달하였으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유럽기반의 국제기구들, 국제부흥개발은행, 아
시아개발은행의 녹색채권 발행도 활발하였다.
16) EIB(2021a), p. 21; EIB(2021b),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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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제기구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개, 십억 달러, %)

발행자 유형

누적 발행 건수

비중

누적 발행액

비중

유럽투자은행

58

유럽연합

1

11.6

52.1

33.2

0.2

14.0

유럽부흥개발은행

8.9

19

3.8

5.1

3.2

유럽철도연합

10

2.0

4.4

2.8

미주개발은행

3

0.6

5.8

3.7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111

22.3

20.5

13.1

국제금융공사(세계은행)

50

10.0

7.9

5.1

노르딕투자은행

18

3.6

6.9

4.4

아시아개발은행

41

8.2

9.0

5.8

기타

20

4.0

5.1

3.3

미확인

167

33.5

25.9

16.5

합계

498

100.0

156.6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증권거래소 상장 여부
녹색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여부를 살펴보면, 누적 녹색채권 4,765개 중
약 68.6%에 해당하는 3,269개의 녹색채권이 상장되었으며, 약 31.4%의 녹색
채권은 상장되지 않았다. [표 2-4]는 발행된 누적 녹색채권의 상장 여부를 나타
낸다.

표 2-4. 녹색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현황(2007~21)
(단위: 개, 십억 달러, %)

여부

발행 건수

비중

발행 규모

비중

상장

3,269

68.6

1,305.0

84.4

비상장

1,496

31.4

241.9

15.6

총합

4,765

100.0

1,546.8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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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다수의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된 녹색채권 현황(2007~21)
(단위: 개, %)

상장된 증권거래시장의 개수

녹색채권 건수

비중

10

54

1.7

9

25

0.8

8

42

1.3

7

126

3.9

6

173

5.3

5

128

3.9

4

188

5.8

3

227

6.9

2

469

14.3

1

1,837

56.2

합계

3,269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상장된 녹색채권 중 56.2%는 한 곳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또한 두 곳
이상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녹색채권 비중은 43.8%이며, 최대 10곳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녹색채권도 존재하였다. [표 2-5]는 다수의 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녹색채권 현황을 나타내며, [표 2-6]은 증권거래소별 상장된 녹색채권 개
수를 나타낸다.
증권거래소별로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뒤셀도르프 등 유럽
의 증권거래소에 녹색채권이 가장 많이 상장되었다. 아시아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에서 녹색채권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표 2-6]
의 총 합계 7,927개는 녹색채권이 중복 계산된 값이다. 분석자료에서 상장된
녹색채권은 3,269개로 평균 2.4곳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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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증권거래시장별 상장된 녹색채권 건수(2007~21)
(단위: 개)

증권거래시장

건수

1

Frankfurt

1,273

2

Luxembourg

786

3

Dusseldorf

721

증권거래시장

건수

15

Oslo

128

16

Over The Counter

125

17

Hong Kong

124

4

Munich

695

18

Korea

124

5

Stuttgart

607

19

New York

96

6

Berlin

452

20

Milan

91

7

Stockholm

394

21

Swiss SE

86

8

London

372

22

Gretai Securities

66

9

Dublin

266

23

Berne

56

10

Shanghai

225

24

EUROMTF

55

11

Hannover

219

25

Euronext Amsterdam

50

12

Singapore

206

26

Euro TLX

48

27

13

Hamburg

203

14

Euronext Paris

143

German Composite

48

그 외 48곳의 증권거래소

268

합계

7,927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최근 발행되는 녹색채권들의 증권거래소 상장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공공, 민간,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모두 70% 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었고, 2021년은 모두 80% 이상 상장되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녹
색채권 발행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을 다수의 증권거래
소에 상장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하고, 녹색채권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상장된 증권거래소가 대부분 유럽으로 녹색채권 거래시장이 유럽을 중심
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외화채권 유형 및 발행통화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자국통화 또는 외화로 발행할 수 있다. [표 2-7]
은 발행자의 국가 및 통화 개념이 모호한 국제기구를 제외한 공공 및 민간 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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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외화표시 녹색채권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개, 십억 달러, %)

유형

설명

발행
건수

비중

발행
규모

비중

국내채권

거주자가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2,451

57.4

604.3

43.5

캥거루채권

비거주 법인이 호주에서 발행한 호주
달러 표시 채권

7

0.2

3.2

0.2

양키채권

비거주 법인이 미국에서 발행한 미국
달러 표시 채권

18

0.4

2.6

0.2

팬더채권

비거주 법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중국 인민폐 표시 채권

4

0.1

0.5

0.0

사무라이채권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발행한 엔화 표시 채권

4

0.1

0.4

0.0

일반외화채권

일반외화채권

217

5.1

99.6

7.2

유로채권

유로채권

1,363

31.9

566.5

40.7

글로벌채권

대규모 글로벌 기업이 동시에 여러
통화 및 여러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153

3.6

107.8

7.8

우리다시채권

일본 가계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외화(엔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채권

20

0.5

0.8

0.1

알파인채권

비거주 법인이 스위스에서
발행한 일본 엔화 표시 채권

1

0.0

0.2

0.0

정보 없음

-

29

0.7

4.5

0.3

합계

-

4,267

100.0

1,390.3

100.0

주: 외채 유형 ‘정보 없음’은 Datastream에서 외채 유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료임. 국제기구 발행 채권 제외함.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외화채권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거주자가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행하는 국내채
권은 녹색채권 누적 발행 건수의 57.4%, 비거주 법인이 발행하는 국내통화표
시 채권 등은 0.8%를 차지한다.
외화표시가 가능한 유로채권이 총 발행 건수의 31.9%로 두 번째로 높은 비
중을 보여주었다. 유로채권은 국내채권에 비하여 발행 건수 비중은 작지만,
발행 규모는 국내채권(43.5%)과 거의 유사한 40.7%이다. 글로벌채권은 대규
모 글로벌 기업이 동시에 여러 통화 및 여러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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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의 녹색채권이 글로벌채권 형태로 발행되었다. 글로벌채권은 전체 발
행 규모의 약 7.8%를 차지하며 전체 녹색채권 시장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외화채권 유형이다.
녹색채권은 자국통화뿐 아니라 글로벌 통화인 유로화와 미국 달러로 많이
발행된다. [표 2-8]과 같이 유로화로 발행된 녹색채권은 전체의 약 44.5%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유로화 녹색채권
의 주요 발행국이다. 다음으로 미국 달러가 27.7%를 차지한다. 중국 위안화는
전체 발행 통화의 약 9.5%를 차지한다. 위안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의 녹
색채권 발행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크로나와 영국 파운드가 누적 녹색
채권 규모의 각각 4.5%와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2.2%)와 일본
엔화(1.8%)가 뒤를 잇는다. 한국 원화로 발행된 녹색채권은 누적 규모의 약
0.7%를 차지한다.

표 2-8. 발행 통화별 녹색채권 분포
(단위: 개, 십억 달러, %)

발행 통화

발행 건수

비중

발행 규모

비중

유로(EUR)

1,136

23.8

687.6

44.5

미국 달러(USD)

1,019

21.4

427.8

27.7

중국 위안(CNY)

628

13.2

147.2

9.5

스웨덴 크로나(SEK)

628

13.2

69.4

4.5

영국 파운드(GBP)

76

1.6

51.4

3.3

캐나다 달러(CAD)

70

1.5

34.2

2.2

일본 엔화(JPY)

277

5.8

28.2

1.8

기타*

931

19.5

101.0

6.5

합계

4,765

100.0

1546.8

100.0

주: *발행 통화 ‘기타’는 호주 달러(1.5%), 노르웨이 크로네(0.9%), 스위스 프랑(0.8%), 한국 원화(0.7%) 외 30종이
포함됨.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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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녹색채권 발행 통화와 자국 통화 비교
(단위: 건, %)

발행 통화와 자국 통화 일치

발행 통화

전체(건)

건수

전체 대비 비중

역외
발행 국가 수

유로(EUR)

1,079

908

84.2

23

미국 달러(USD)

884

344

38.9

34

중국 위안(CNY)

621

596

96.0

8

스웨덴 크로나(SEK)

572

524

91.6

6

영국 파운드(GBP)

71

43

60.6

6

캐나다 달러(CAD)

55

51

92.7

3

일본 엔화(JPY)

275

240

87.3

8

기타*

710

514

72.4

30

총합

4,267

3,220

75.5

37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9]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발행 통화와 자국 통화를 비교하였다. 녹색채권에서 발행 통화와
자국 통화가 일치하는 비중은 평균 75.4%이며 전 세계 35개의 통화로 발행되
었다. 발행자가 속한 국가의 통화와 발행 통화가 일치한 경우를 보면 중국 위안
화가 96.0%로 가장 높다. 이는 위안화로 발행한 녹색채권이 중국에서 편중되
어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로화의 경우 일치율이 84.2%로 높으나, 다양한
역외 국가(23개국)가 유로화로 발행하였다. 미국 달러로 발행된 녹색채권에는
더욱 다양한 역외 국가(34개국)가 참여했으며, 통화 일치 비중이 38.9%로 가
장 낮다. 즉 많은 발행자들이 자국 통화보다는 미국 달러로 녹색채권을 발행하
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6) 산업별 발행 규모
회사채의 산업별 발행 현황은 [표 2-10]과 같다. 전 세계에서 발행된 녹색
회사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 보험 및 부동산(60~67)의 비중이 58.7%
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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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산업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십억 달러, mt톤, %)

표준산업분류(SIC)
농림수산(01~09)

누적 발행 금액

CO₂ 배출 2015~19 평균

십억 달러

비중

mt톤

비중

2.1

0.2

65.6

2.4

광업(10~14)

3.1

0.3

8.4

0.3

건설(15~17)

39.4

4.0

322.3

11.6

제조(20~39)

69.7

7.0

729.5

26.2

전자 및 장비업(361~369)

19.6

2.0

운송 및 통신(40~48)

44.3

4.5

258.8

9.3

456.4

16.4

전기, 가스 및 위생 서비스(49)

200.3

20.3

전기서비스(491)

188.1

19.0

가스 및 위생서비스(492~495)

12.2

1.2

도소매 무역(50~59)

9.4

0.9

219.4

7.9

금융, 보험 및 부동산(60~67)

580.4

58.7

120.7

4.3

상업은행(602)

270.5

27.4

투자사무소(672)

120.0

12.1

기타

189.9

19.2

서비스(70~89)

39.8

4.0

494.8

17.8

행정(91~97)

0.5

0.1

104.8

3.8

합계

989.0

100.0

2,780.6

100.0

주: 산업분류는 Datastream에서 제공한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코드 기준임. 산업별
CO₂ 배출은 유럽연합의 최근 5년간 평균치임.
자료: Datastream, Eurostat ENV_AC_IO10코드(검색일: 2022. 2. 17).

세부 분류로는 예금금융기관인 상업은행(602), 투자사무소(672)에서 녹색
채권을 주로 발행하였다. 금융기관들이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활발
히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위생서비
스업(49)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 세부 분류로 살펴보면 전기서비스
(491) 산업의 기업에서 녹색채권을 대부분 발행하였다. 특히 전기서비스는 CO₂
배출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탄소배출 감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산업이다. 운송 및 통신(40~48), 특히 운송산업 역시 CO₂ 배출 비중과 녹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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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발행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20~39)은 전 세계 배출의
26.2%를 차지하지만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7.0%에 불과해 타 산업에 비하여
녹색채권 발행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제조업 중 전자 및 기타 전기 장
비업(36)의 발행이 활발한 편으로 전체 규모 중 2.0%를 차지했다. 해당 업종에
속한 녹색채권 발행 기업은 테슬라, 애플,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이
있다.

7) 채권 유형
현금흐름 성격에 따라 채권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녹색채권
의 경우 3,924개의 녹색채권이 투자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고정 이자를 지급하
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고정금리채인 보통채로 발행되었다. 보통채로 발
행된 녹색채권은 누적 발행 규모의 약 92.7%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녹색채권은
보통채로 발행되었다. 일반적인 고정금리채(보통채)와 달리 이자가 계약기간
동안 변동되는 채권인 변동금리채 유형으로 721개의 녹색채권이 발행되었으
며, 전체 누적 규모의 약 6.1%를 차지한다. [표 2-11]은 녹색채권의 현금흐름
성격에 따른 채권 유형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차용인의 자산에 대한 청구 측면
에서 법적 지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러 유형의 채권이 있지만 녹색채권의 자
산 유형은 크게 일반 채권과 커버드 채권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녹
색채권이 일반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반 채권 유형으로 발행된 녹색채권은
총 4,697개로 누적 발행 규모의 약 98.6%를 차지한다. 발행된 녹색채권 중 약
1.4%에 해당하는 68개의 녹색채권은 커버드 채권 유형으로 발행되었으며, 누
적 발행 규모의 약 3.2%를 차지한다. [표 2-12]는 자산 유형에 따른 녹색채권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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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채권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건, 십억 달러, %)

채권 유형

건수

비중

규모

비중

보통채

3,874

81.3

1434.0

92.7

변동금리채

721

15.1

94.9

6.1

전환사채

16

0.3

8.9

0.6

지수연계채권

70

1.5

5.5

0.4

무이표채권

82

1.7

3.9

0.2

UNK

2

0.0

0.0

0.0

총합계

4,765

100.0

1547.2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2. 자산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건, 십억 달러, %)

자산 유형

건수

비중

규모

비중

일반 채권

4,697

98.6

1,497.0

96.8

커버드 채권

68

1.4

49.4

3.2

총합

4,765

100.0

1,546.4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8) 녹색채권 인증
제3장의 설명과 같이 녹색채권은 외부의 인증을 받기도 하는데, 237개의 녹
색채권이 CBI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누적 발행 규모의 약 9.3%를 차지한다.
비록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CBI의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 CBI
연계 녹색채권은 CBI 인증 채권 다음으로 많다. 전체 누적 발행 녹색채권의 약
57.2%에 해당하는 2,725개의 녹색채권이 CBI 연계 녹색채권으로 분류되며,
누적 발행 규모 대비 가장 큰 발행 규모(62.5%)이다.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 라
벨이 붙은 녹색채권은 1,039개(21.8%)로 CBI 연계 녹색채권 다음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764개의 녹색채권이 인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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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표 2-13]은 녹색채권의 인증 여부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그림
2-4]는 CBI 인증 또는 연계 녹색채권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라벨이 붙은 녹
색채권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3. 인증 수준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건, 십억 달러, %)

구분

발행 건수

비중

발행 규모

비중

CBI 인증 녹색채권

237

5.0

143.8

9.3

CBI 연계 녹색채권

2,725

57.2

966.6

62.5

자체 라벨이 붙은 녹색채권
(self-labelled green bond)

1,039

21.8

296.6

19.2

정보 없음

764

16.0

139.9

9.0

합계

4,765

100.0

1546.4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CBI 인증 여부별 녹색채권 발행 금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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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 신용등급
[표 2-14]는 무디스사를 기준으로 녹색채권의 신용등급 현황을 나타낸 표이
다. 녹색채권의 신용등급(무디스사 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등급인 Aaa등
급의 녹색채권이 전체 발행 규모의 13.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
고 있다. Aaa등급부터 Baa3등급까지를 투자등급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등급
녹색채권은 1,283개로 발행된 녹색채권의 약 26.9%가 투자등급 채권에 해당
한다.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누적 발행 규모의 약 51%가 투자등급 채권에 해당
한다. 비투자등급에 해당하는 Ba1등급부터 B3등급까지의 녹색채권은 총 143개
표 2-14. 녹색채권의 신용등급 현황(무디스사 기준)
(단위: 개, 십억 달러, %)

등급

개수

비중

규모

비중

Aaa

321

6.7

204.0

13.2

Aa1

43

0.9

21.7

1.4

Aa2

103

2.2

99.1

6.4

Aa3

83

1.7

43.5

2.8

A1

131

2.7

63.7

4.1

A2

60

1.3

43.4

2.8

A3

149

3.1

68.9

4.5

Baa1

174

3.7

108.9

7.0

Baa2

108

2.3

65.1

4.2

Baa3

111

2.3

70.2

4.5

Ba1

30

0.6

14.0

0.9

Ba2

44

0.9

25.4

1.6

Ba3

30

0.6

16.7

1.1

B1

11

0.2

5.2

0.3

B2

14

0.3

6.5

0.4

B3

14

0.3

6.5

0.4

Caa1

2

0.0

0.7

0.0

Caa3

2

0.0

0.7

0.0

C

4

0.1

1.1

0.1

NR(Not rated)

238

5.0

27.9

1.8

WR(Withdrawn)

421

8.8

119.7

7.7

정보 없음

2,672

56.1

534.0

34.5

합계

4,765

100.0

1546.8

100.0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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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누적 발행 규모의 약 4.8%만이 비투자등급 녹색채권이다. 전체 녹색채권
4,765개 중 오직 8개의 녹색채권이 투기등급(Caa1부터 C)을 받았다.
녹색채권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발행된 채권 4,836개 중 2021년 10월
기준 거래 가능 채권은 3,888개로 전체 채권 약 80.4%가 거래 가능 상태이다.
이는 전체 누적 발행 규모의 약 88.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녹색채권은 조달자본의 사용처가 환경 관련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발행
절차, 사후관리, ESG 등급, 녹색채권 인증 등의 측면에서 일반 채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발행 통화, 발행 규모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있을 수 있다.
Chiesa and Barua(2019)는 채권 특성, 발행자 특성, 시장 특성의 관점에서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녹색채
권 발행 규모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으며, 발행자의 재무건전성이
높을수록 발행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특성과 관련해, 발행 통화
와 채권 발행 규모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분석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녹색채권에서 민간기업의 발행이 건수나 규
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유로화
및 미국 달러 등 주요 통화로 발행되며, 특히 유럽의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으로 유
로화 표시 녹색채권 비중이 가장 크다. 유럽을 제외하면 미국 달러 표시 녹색채권
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 50% 이상의 녹색채권이 CBI 인증 및 CBI와 연계된 채권
이지만, 데이터스트림 자료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녹색채권 라벨을 붙인 경우도
20% 수준이다. 또한 투자등급 이상의 녹색채권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만,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기업도 상당한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나. 한국
한국에서 녹색채권은 2013년 수출입은행이 글로벌시장에서 5억 달러 규모
로 발행한 것이 첫 사례다. 위의 세계 전체 현황자료에서 사용한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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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2021년 10월 30일)까지 국내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공기업ㆍ공공기관, 국가 등 72개 기관이 194건, 약 437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그림 2-5]와 같이 2013년
첫 발행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다. 녹색 회사
채와 금융채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처음 발행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발행 건수가 10건 이하로 유지되다가 2019년 25건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해
6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녹색 국채도 첫 발행되었다. 2021년 들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신규 기업들의 양적 증대와 함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다양화되고, 발행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0월 말까지 137건의 녹색채권 발행이 있었다.17)
그림 2-5.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7) 2018년부터 발행된 채권이 등록ㆍ공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사이트(https://
sribond.krx.co.kr/index.jsp)에 따르면, 2018년 5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녹색채권의 총
발행기관은 62개, 종목은 135개(특수채 13개, 회사채 122개), 상장잔액은 14조 890억이다. Datastream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 녹색채권 발행 건수 185개(특수채 29개, 128개 회사채, 26개 금융채, 2개 국채)
가 72개의 기관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거래소 등
록 채권의 경우 거래소에서 제시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또 만기 도래 후에는 비공
개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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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한국의 주체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합계

발행 건수

2
(1.0%)

36
(18.6%)

130
(67.0%)

26
(13.4%)

194
(100%)

발행 금액

1,814
(4.2%)

11,820
(27.1%)

25,893
(59.3%)

4,143
(9.5%)

43,670
(100%)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특수채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행 채권을 지칭함.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발행 주체별로는 [표 2-15]와 같이 회사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건수 기준 67.0%, 규모 기준 59.3%), 특수채(건수 기준 18.6%, 규모 기준
27.1%), 금융채(건수 기준 13.4%, 규모 기준 9.5%) 순이며, 국채는 2019년과
2021년에 각 1건씩 발행되었다(건수 기준 1.0%, 규모 기준 4.2%).
[표 2-16]과 같이 발행 시장과 발행 화폐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국내기업
들은 한국, 미국, 스위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
행화폐는 원화로 125건을 발행하여 발행 건수 기준으로 64.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미국달러(50건, 25.8%), 유로(9건, 4.6%) 순이다.18) 발행 규모로
살펴보면, 미국달러 발행의 경우 1건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행되어 원화
발행의 규모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표 2-16. 한국의 통화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원화
(KRW)

미국
달러
(USD)

유로
(EUR)

스위스
프랑
(CHF)

중국
위안화
(CNY)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인도
루피
(INR)

호주
달러
(AUD)

발행 건수

125
50
(64.4%) (25.8%)

9
(4.6%)

3
(1.5%)

2
(1.0%)

2
(1.0%)

2
(1.0%)

1
(0.5%)

발행 금액

11,555 24,150
6,631
(26.5%) (55.3%) (15.2%)

784
(1.8%)

235
(0.5%)

192
(0.4%)

100
(0.2%)

24
(0.1%)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8) 이 외에 스위스 프랑(CHF)이 3건, 중국 위안화(CNY), 인도 루피(INR), 인도네시아 루피아(IDR)가
각 2건, 호주 달러(AUD)가 1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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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한국의 시장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발행 시장별(2007~21)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한국

글로벌

미국

스웨덴

발행 건수

125
(64.4%)

45
(23.2%)

21
(10.8%)

3
(1.5%)

발행 금액

11,554
(26.5%)

20,770
(47.6%)

10,562
(24.2%))

784
(1.8%)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발행 시장별로 보면 [표 2-17]과 같이 건수 기준으로 국내 비중이
64.4%를 차지하고 다음이 글로벌 23.2%, 미국 10.8%, 스위스 1.5% 순이다.
건당 발행 규모는 해외 발행 시 4억 6,000만 미국달러인데 비해 국내 발생 시
에는 9,200만 미국달러로, 해외 발행의 건당 규모가 국내 발행에 비해 5배가
량 크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194건의 녹색채권 중 장외시장인 OTC(Over
the Counter) 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125건으로 모두 국내 발행에 해당한다. 거래
소별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 발행 녹색채권은 싱가포르(Singapore)거래
소 54건, 프랑크프루트(Frankfurt)거래소 27건으로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만 살펴보면 동기간 총 13조 5,490억 원이 원화
로 발행되었는데, 2018년 5월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것
이 국내 녹색채권 발행의 첫 사례다. 발행주체는 공기업, 금융기업 및 일반기업
등이며, 일반기업이 발행 건수의 73.6%, 발행 규모의 68.7%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표 2-18 참고).
표 2-18.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건, 억 원)

구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합계

발행 건수

12
(9.6%)

92
(73.6%)

21
(16.8%)

125
(100%)

발행 금액

17,700
(13.1%)

93,090
(68.7%)

24,700
(18.2%)

135,490
(100%)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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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같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되는 녹색채권의 규모도 2021년 들
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녹색채권의 관심이 크게 고
조되면서 발행 규모와 발행 건수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2021년 발행액이
2020년 대비 무려 18배가량 증가했다.
한편 녹색채권 발행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7월 그린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이 포함된 정부
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녹색
금융추진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녹색채권가이드라
인(2020.12)｣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2021.12)｣도 발표되었다.

그림 2-6. 국내 녹색채권 발행 추이(2007~21)
(단위: 억 원(좌), 건(우))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자료: Datastream 통계 자료(검색일: 2021.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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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
녹색채권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서, 탄소저
감 등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녹색채권 발행이나 더 높은
범주에서 녹색 ‘라벨링’ 그 자체가 곧 환경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소비자나 투자자의 환경친화적 선호를 자신들의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ESG 활동을 실제보다 과장하거
나 실제 조달 목적과 다른 곳에 자금이 투입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발
생할 수 있다.
Choice(2010)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상충효과 감추기(hidden trade-off) 유형은 상품의 일부 친환경적 속성에
만 초점을 맞춰 다른 속성의 환경적 여파를 숨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결
과적으로는 환경을 위한 제품ㆍ서비스일지라도 제작 과정에서는 환경적 영향
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증거 불충분(no proof) 유형은 검증된
인증이나 뒷받침하는 정보가 없이 친환경적 특성을 주장하는 유형을 말한다.
셋째, 모호성(vagueness) 유형은 “개선된”, “친환경적인”, “무독성의” 등과 같
이 문구의 의미 파악이 불가하거나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해 친환경적 특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넷째, 허위 라벨 부착(false labels) 유형은 허위인증 라벨
을 사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증 혹은 제3자의 검증을 받은 제품임을
암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비관련성(irrelevance) 유형의 그린워싱은 사
실이기는 하나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연결해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유해상품 정당화(lesser of two evils)는 친환경적 요소가 맞으나 환경에 해로
운 상품ㆍ서비스에 적용하여 본질적 측면을 정당화시키는 유형의 그린워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와 같이 범주가 전체적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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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이지 않지만 동일 범주의 다른 발전소보다는 비교적 환경적으로 건설한다
고 주장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마지막은 거짓말(fibbing) 유형인데 사실이
아닌 점을 광고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그린워싱 행위를 말한다.
그린워싱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워싱을 행
한 기업의 브랜드와 기업 조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의
환경과 관련한 제품ㆍ서비스ㆍ활동 등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자체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판매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소비자 및 투자자는 그린워싱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할 뿐 아니라 녹색 이미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제
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해 투자 판단 시 기업 평가에 대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녹색 투자자와 소비자의 잘못된 수요 증가는 반환경적 제품ㆍ활
동 혹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공급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린워싱으로 인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는 녹색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켜 사
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녹색채권의 발행 증가와 함께 소위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
다. 녹색채권은 기업의 그린워싱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그린
워싱은 소비자와 채권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기업 이미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녹색채권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린워싱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도 강해지고 있
는 추세이다.20)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 프로젝트
와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그린워싱 위험은 공공 혹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채권 거버
19) Berrone et al.(2017); Lyon and Montgomery(2015); Marquis et al.(2016).
20) “Bond Investors Challenge Wall Street Greenwashing”(2021. 1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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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부재로 발생된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국가가 ICMA-GBP나 CBI-CBS
와 같은 민간 거버넌스 체제에 의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력
한 규제나 의무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익은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
라서 녹색채권의 친환경 효과 향상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투명한 자금사용을
위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녹색채권과 관련한 그린워싱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
가 큰 ESG 펀드 20개 중 6개는 기후변화와 위기를 초래하는 석유회사와 석탄
채굴 회사에 투자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21) 댐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녹
색채권이 결과적으로 열대우림의 홍수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녹색채권 발
행으로 인한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기업의 친환
경 시설 구입대금 차환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이에 대해 엄밀한 학문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
이다. 최근에 Arouri et al.(2021)은 제조품의 친환경적 속성을 속이거나 과장하
는 그린워싱 행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시장구조와 그린워싱 위험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경적 비용과 제
품시장 내 경쟁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부추겨 그린워싱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 비용이 높을수록 그린워싱 경향이 높음을 보였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그린워싱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Flammer(2021)의 연구는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다양한 기업 성과지표들을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두 기업군의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 ESG 등급, 기관투자자의
21) “Sustainable Finance is Rife with Greenwash. Time for More Disclosure”(2021. 5.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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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탄소 배출량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탄소 배
출이 녹색채권 미발행 기업의 탄소 배출량보다 감소해 환경적 성과가 개선되었
음을 발견하였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다소 한계가 있지만, 이 결과
는 녹색채권으로 인한 그린워싱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탄소저
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녹색채권의 발행 증가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탄소저감 등과 같은 효과는 아직 측정하기 이르므로, 녹색채권의 환경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더욱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효과
녹색채권이 발행 기업의 경영성과에 기대한 이익을 실제로 발생시키고 있는
가도 중요한 논점이다. 대표적인 기대 이익이 소위 그리니엄(greenium)이다.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인 그리니엄은 녹색채권의 차입
금리가 일반 채권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발행자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친환경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같은 발행자의 채권
일지라도 일반 채권에 비해 녹색채권 투자로부터의 낮은 위험 조정 수익을 감
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증가하는 녹색 투자 수요로 인해 채권 발행
자는 낮은 차입금리의 녹색채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자산운영사인 아문디(Amundi)의 보고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기업
과 정부는 일반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녹색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
달했을 때 약 0.11%p의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를 통
해 녹색채권의 그리니엄이 존재하여 녹색채권 발행자가 녹색채권을 통해 경쟁 우
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리니엄 현상은 독일 정부가 발행한 녹
색채권에서도 확인되었다.23) 독일 정부는 녹색채권의 그리니엄 존재를 확인하기
22) 한국금융연구원(202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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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 채권의 쿠폰 등을 공개했으며 투자자들이 판단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결과적으로,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반 채권에 비해 높은 투자 수요를 보였다. 이는 녹색채권 발행자가 채권
발행을 통해 그리니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apraun et al.(2019)도
녹색채권과 일반 채권을 비교해 녹색채권의 그리니엄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녹색채권의 녹색 라벨이 제3자
에 의해 인증을 받은 채권일수록, 일반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녹색채권
일지라도 투자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 수요 증가를 바탕
으로 녹색채권 발행자의 그리니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니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Larcker
and Watts(2020)는 지방채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녹색지방채와 일반지방
채 수익률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Flammer(2021)는 녹색채
권 회사채를 중심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과 유사한 재무적 특성을 가진
녹색채권 미발행 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녹색채권과 미발행 기업의 일반
채권 사이에 유의미한 가격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ESG 투자를 먼저 시작한
유럽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녹색채권 선호로 인한 수요 증가가 발행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뚜렷한 하락 효과는 보
이지 않고 있다. 녹색채권을 비롯한 ESG 채권은 신용평가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 채권에 비해 높은 발행 비용이 들어 중견․중소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 상태이다. 또한 녹색 및 ESG 채권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이므로 그리니
엄이 발현되기까지는 녹색채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충분
한 수요와 발행 기업의 확대로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그리니엄의 존재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니엄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ESG 투자나 녹색투자에 대한 초기의 과도
23) “Germany proves ‘greenium’ theory with green bond demand”(2020. 9. 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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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풍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니엄의
존재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금리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 상황에서 그리니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
은 굳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없다. 왜냐하면 녹색채권은 발행 및 운용과
정에서 인증 및 보고와 같은 추가적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
색채권의 그리니엄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ESG 투자가 투자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린워싱의 수단으로 녹색채권 발행과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녹
색채권 발행 권장은 신용위험이 금리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가격
체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4. 녹색채권 규제체계
가. 규제체계의 구조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구분되어 녹색(green)이라는 명칭(label)을 붙이고
있다. 이 명칭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는 다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
고 있어야 하며, 그 요건이 준수될 때만 녹색채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이처럼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녹색채권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규제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다양한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그래서 그 후 녹색채권에
대한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런 시도는 국제
적 차원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먼저 진행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ICMA나 CBI의
녹색채권원칙 제시가 대표적이다. 그 후 이런 원칙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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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국가 단위 혹은 EU와 같은 국가 간 연합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이런 노력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녹색
채권의 발행자 단위에서도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자신이 발
행한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의 환경적 영향의 평가방법과 구체적 보고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는 아직 미완일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준이 법적 집행력을 지닌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구
가 마련하였다는 점,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라는 점, 국가 사이에 내용과 구
속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 보고서에는 규제체계에 대한 현재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
해 우선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간략히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혼용되고 있는 다
양한 녹색채권 기준 관련 용어를 ‘기준 수립의 주체’에 따라 [그림 2-7]과 같이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7. 녹색채권 규제체계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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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녹색채권원칙’은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여 수립한 녹색채권의 가장 상위 원칙으로서, 현재 녹색채권 시장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기준이다. 본 연구는 ICMA가 2014년 발간한 ‘녹색채권원
칙(GBP)’과 CBI가 2010년 발행한 ‘기후채권기준(CBS)’을 녹색채권원칙으로
부른다.
다음으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개별국가 또는 EU와 같은 국가 연합체가
수립한 것으로, 앞의 녹색채권원칙을 바탕으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과 상
황에 맞게 작성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다. 본 연구는 EU의 녹색채권기준
(EU-GBS)과 ASEAN의 녹색채권기준(ASEAN-GBS), 한국의 녹색채권 가이
드라인과 같이 녹색채권 명칭 사용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주체가 수립한 기준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으로 명명한다.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녹색채권 발행자가 녹색채권원칙이나 녹색채권 가이
드라인을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기준이
다. 주로 조달자금의 사용처 및 선정절차, 자금관리 방법, 사후보고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통상 영문으로 Green Bond Framework로
표현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대부분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정한 녹색채
권 인증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세부지침’은 주로 ICMA와 같은 초국가 연합체나 EU
와 같은 국가 연합체가 개발한 실무 지침이다. 녹색채권 발행기관이 녹색채권
관리와 보고 등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양식과 구체적인 활용법을 소개하여 각
기관이 보다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앞서 언급된 녹색채권원칙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구속
력이 없는 자발적인 지침이라는 한계를 띠고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ICMA와 EU,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가 협력하여 일부 항
목에 대해 국제공통의 세부지침을 수립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
한 녹색채권 세부지침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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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색채권원칙과 핵심 구성요소
2007년 녹색채권이 최초로 발행된 이후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
에 따라 ICMA와 CBI는 녹색채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ㆍ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채권원칙
을 수립하였다. ICMA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수적
인 글로벌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촉진을 위해 조직된 기구로 은행, 증권사, 채
권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이다. ICMA는 녹색채권 발행
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best practice) 제시를 통한 녹색채권 시장의 투명성 강
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2014년 녹색채권원칙을 발표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개정하였다. CBI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국제기관으로 투자자에 초점을 맞춘 기구이다. CBI는 2010년 ‘기후채
권표준’을 발표한 이후 2019년까지 세 차례 개정을 하였다. 이런 표준 수립의 목
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 기준 정립이다. 녹색채권원칙은 녹색채권
이 갖추어야 할 핵심 구성요소로 [그림 2-8]과 같이 네 가지 요소를 명시하였다.
각 구성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은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는 발행자가 녹색채
권 조달자금을 투자할 사업 선정과 관련된 명확한 절차와 지침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는
발행자가 녹색채권 조달자금을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후보고(reporting)’는
발행기관이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배분 결과와 자금이 투자된 사업으로 인한 환
경개선 효과를 적절히 보고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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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CMA-GBP의 녹색채권 핵심 구성요소

자료: ICMA(202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현재 녹색채권 시장에서는 ICMA-GBP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기관, 투자자, 중
개기관 등 녹색채권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 역시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녹색채권원칙과 함께 EU와 ASEAN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사례로 제시하
고자 한다. EU 가이드라인은 가장 선도적인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고, ASEAN
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개도국들이 녹색채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
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EU 녹색채권기준(EU-GBS: EU Green Bond Standard)은 더 많은 자본이
환경적 목표를 가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EU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다. EU 집행부(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3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발표하고,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기준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금융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속가능금융 전문가그룹은 2019년 6월 EU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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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준 모델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EU 의회와 EU 집행위원회
는 2021년 8월 ’EU 녹색채권기준 규정(Regulation for a European Green
Bond Standard)’을 제안하고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EU 녹색채권기준
은 ICMA-GBP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나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EU 녹색채
권기준은 [그림 2-9]와 같이 EU 녹색채권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네 가지 조
건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녹색채권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는 각
조건의 세부내용에서 언급된다. EU 녹색채권기준에 따르면, 발행자가 EU 녹색
채권 명칭 사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EU 분류체계(EU-Taxonomy)를 따르는
녹색 프로젝트에 채권발행 조달자금이 사용되어야 하며,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배분보고서(allocation report)와 영향보고서
(impact report)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녹색채권 관리체계와 최종 자
금배분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외부검토를 받아야 한다.
ASEAN 녹색채권기준(ASEAN-GBS: ASEAN Green Bond Standards)은
ASEAN 지역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의 투명성과 균일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ASEAN 자본시장에서 녹색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수립된 ASEAN 차원의 녹색

그림 2-9. EU-GBS의 녹색채권 필수요소

자료: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20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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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이드라인이다. ASEAN 각 회원국의 자본시장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ASEAN 자본시장포럼(ACMF: Capital Markets Forum)은 ASEAN-GBS를
수립하여, 2017년에 처음 발표하였으며 2018년에 이를 개정하였다. ASEANGBS는 ICMA-GBP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로도 ICMA와의 협력을 통해 수립
되어 그 내용과 구성이 ICMA-GBP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ASEAN 녹색채권
기준은 발행자가 ASEAN 녹색채권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보다 구
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ASEAN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발행자는 이 지침 준
수 여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녹색채권 시장의 구조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채권 시장과 비교할 때, 녹색채권 시장에는 추가적인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 [그림 2-10]과 같이 녹색채권 시장에는 채권 발행 전에 발행자
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녹색채권 인증기관과 채권 발행 이후 조달자금
배분 결과와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후에 검토하는 외부검토 기관이 존재
한다. 바로 이 부분을 녹색채권 시장과 일반 채권 시장의 구조적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림 2-10. 녹색채권 시장의 구조

자료: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Green Bond Struct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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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주요 권고사항인 ‘외부기관
의 검토’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EU와 ASEAN의 가이드라인을 사례
로 이용할 것이다.

다. 조달자금의 사용
녹색채권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중 첫 번째는 ‘조달자금의 사용’에 관
한 것이다. ‘조달자금의 사용’은 각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
금의 적격 사용처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다.
ICMA-GBP에 따르면 조달자금은 적격 녹색사업, 다시 말해 명확한 환경개
선 효과가 있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 채권 발행에 필요한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ICMA-GBP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
자원의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방지와 억제 등 환경적 목적을 가진 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인정하며, [표 2-19]와 같이 적격 녹색사업 분야를 제시한다. 한
편 ICMA-GBP는 적격 녹색사업의 상위 영역과 일부 예시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분야나 지역에 따라 녹색사업에 대한 정의와 환경적 성과에 대한 견
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 시장 참여자들
은 ICMA-GBP와 다른 녹색기준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녹색사업 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표 2-19. ICMA-GBP의 적격 녹색사업 분야
분야

세부 내용

재생 에너지

∙ 발전, 송전 관련 장치와 제품 등

에너지 효율

∙ 신축ㆍ리모델링 건물, 에너지 저장, 지역난방, 스마트 그리드 장치와 제품 등

오염 방지 및 억제

∙ 오염 물질 배출 감소, 온실가스 억제, 토양 정화,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감소,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ㆍ배출 방면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이용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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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계속
분야

세부 내용

천연자원 및
토지이용 관리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 양식업, 생물학적 곡물관
리, 점적관개와 같은 기후 스마트농업, 식림이나 삼림재생과 같은 환경적으
로 지속가능한 임업, 자연경관의 보전과 복원

생물다양성 보존
청정 운송

∙ 연안, 해양, 하천유형 환경의 보호를 포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중교통, 철도, 비동력 수송, 복합수송, 청
정에너지 차량과 유해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 청정 수자원이나 음수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폐수처리, 지속가능
한 도시배수 시스템, 하천 치수 및 홍수 완화 대책 등
폐수 관리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충격 회복력을 가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관측 및 조기경보 시
스템 등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환경효율적 생산기술 ∙ 재활용, 지속가능한 친환경제품 개발과 도입, 자원효율적 포장 등
녹색 건물

∙ 환경적 성과에 대해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나 인증을
획득한 건축

자료: ICMA(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U-GBS는 조달자금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U는 EU
분류체계가 녹색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을 EU 녹색채권의 적격사업으로
정의한다.24) EU 녹색채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행자는 EU 분류
체계가 정의한 환경 목표 중 최소 1개 이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에 조달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또한 그 배분결과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U-GBS는 녹색채권원칙이나 다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EU 분류체계를
‘적격 녹색사업’ 기준으로 적용한다. EU-GBS는 EU 녹색채권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으로 엄격한 EU 분류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과 배분결과에 대한
24) EU 분류체계는 EU의 지속가능금융 전문가그룹의 주도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수
립되었다. 2020년 6월 EU 분류체계 규정이 통과되어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U 분류
체계는 6가지 환경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와 억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와 회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세부내용은 유럽연합
홈페이지 참고.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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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검토를 필수화한 점에서 그린워싱 위험 경감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의 가치가 있다.
한편 ASEAN-GBS의 ‘조달자금의 사용’ 관련 지침은 녹색채권원칙과 큰 틀
에서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ASEAN 녹색채권 명칭 사용을 위해 발행자는 적
격 사업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 조달자금
의 사용처를 채권 발행을 위한 공식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녹색사업은 1개 이
상의 환경적 목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등 녹색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ASEAN의 적격 녹색사업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 방지 및 억제와 같은 환경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표 2-20]과 같이 구분된다. ASEAN-GBS는 구체
적인 녹색사업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ICMA-GBP와 유사하게 상
위 수준의 사업 분야만 명시하고 있다.25) 한편 ASEAN은 2018년 기준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를 활용한 전력개발 사업을 녹색사업 분야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별도 항목을 통해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ASEAN 녹색채권의 잠재적 그린워싱
위험을 줄이고, ASEAN 녹색채권의 평판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2-20. ASEAN-GBS의 녹색사업 분야
∙ 재생 에너지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 방지와 억제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관리와 토지 사용
∙ 육상 및 수상 생물 다양성 보존

∙ 청정 운송
∙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폐수 관리
∙ 기후변화 적응
∙ 환경효율적 생산기술
∙ 녹색 건물

자료: ACMF(2018)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25) ASEAN은 2021년 11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분류체계(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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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기후금융 추적을 위한 일반원칙’ 녹색사업 적격성 기준
∙ 영역: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 적격 사업활동: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 적격성 판별 기준
- 재생가능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탄소포집 없는 화석연료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현저하게 낮아야 함.
- 1세대 액체 바이오 연료는 포함되지 않음. (폐기물을 활용한 연료는 포함 가능)
∙ 적격성 판별 지침(예시)
- 태양열, 풍력, 조력과 같이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에너지 형태에는 온실가스 배
출량 측정이 필요하지 않음.
- 고체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 연료의 경우, 연료 생산이나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까
지 포함하여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측정되어야 함.
자료: IDFC and MDB(2021)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조달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녹색채권 세부지침으로는 다자개발은행과 국제
개발금융클럽(I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lub)이 개발한
기후금융 추적을 위한 일반원칙(Common Principles for Climate Mitigation
Finance Tracking)이 있다. 이 문서는 [글상자 2-1]과 같이 녹색사업 분야
별 적격성 판별 기준과 지침 등 녹색채권 발행기관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26)

라.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녹색채권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중 두 번째는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각 발행자가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
정을 위한 절차와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녹색채권원칙에 따르면,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사
용될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어야 한다. 발행자가 투자자에 알려야 할 정보는 지속가능한 환경적 목표,
26) 2021년 10월 해당 문서의 3차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https://www.eib.org/attachments/documents
/mdb_idfc_mitigation_common_principle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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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녹색사업과 관련된 사회적ㆍ환경적
위험 식별을 위한 내부절차 등이 포함된다.
EU-GBS는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에 대해 별도의 섹션을 할애하지 않
고 ‘녹색채권 관리체계’ 관련 지침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EU 녹색채권기
준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자는 조달자금의 투자 대상 사업이 EU 분류체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기술적인 판단기준, 최소한의 세이
프가드 지침을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선정
에 참고한 다른 녹색사업 기준이나 인증제도를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ASEAN-GBS의 경우, ICMA-GBP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일부 내용에
서 세부적인 지침이 포함된다. ASEAN 녹색채권 명칭 사용을 위해 발행자는
채권 발행 시점 이전에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와 지침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발행된 ASEAN 녹색채권의 만기일까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웹사이트
게재 등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 한편 ASEAN-GBS 역시 발행자의 ‘프로젝트 평
가와 선정 절차’와 관련된 지침에 대해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녹색채권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ADB 녹색
채권 관리체계에 따르면, ADB 녹색채권의 조달자금이 투자되는 모든 사업은
ADB 세이프가드 정책성명서(Safeguards Policy Statement)에 명시된 관련 정
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녹색채권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ADB의 세
이프가드 전문가(safeguard specialists)는 조달자금의 투자후보 사업이 세이프
가드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사업이 세이프가드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ADB는 이 사업의 환경적ㆍ사회적 위험 관리 역량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을 부여한다. 이후 분기별로 진행되는 ADB 녹색채권 실무그룹 회의에서 분야 전
문가들은 사업의 적격성을 재확인한다. 실무그룹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공고된다(그림 2-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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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ADB의 녹색채권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자료: ADB(202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마. 조달자금의 관리
녹색채권원칙의 핵심 구성요소 중 세 번째는 ‘조달자금의 관리’에 관한 것이
다.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관리에 대한 지침, 특히 기관
의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ICMA-GBP에 따르면 발행자는 녹색채권의 순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을
별도 계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별도 계정이 없는 경우, 발행자가 조달자금을
적절하게 추적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행자의 공식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녹색채권의 조달자금이 모두 배분될
때까지 정기적인 조정을 통해 순 조달자금과 배분액, 미배분액 수치를 정확하
게 기록해야 한다. 특히 미배분액의 경우 이에 대한 임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
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녹색채권원칙은 조달자금의 관리 관련 절차와 지침
에 대해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EU-GBS는 ‘조달자금 관리’ 관련 지침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채권 관리체계’ 항목에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 EU 녹색채권기준에 따르면,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녹색채권 발
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투자와 운용 절차를 담고 있어야 하며, 발행기관은 공
식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자금 배분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ASEAN-GBS의 ‘조달자금의 관리’ 관련 지침 역시 ICMA-GBP와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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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 ASEAN의 맥락에 맞게 구체화된
지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ASEAN 녹색채권 명칭을 사용하기 원하는 발행자
는 채권 발행 시점 이전에 ‘조달자금의 관리’ 지침을 투자자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과 조달자금 관리에 대한 외부검토 결과의 공시 방법 관련 지침은
ICMA-GBP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EU-GBS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바. 사후보고
녹색채권원칙의 핵심 구성요소 중 마지막 요소는 ‘사후보고’에 관한 것으로
발행자가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배분 결과와 자금이 투자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적 효과를 적절히 보고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ICMA-GBP에 따르면 발행자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생성하여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연간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금이 사
용된 사업에 대한 정보와 배분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정성ㆍ정량 성과지
표를 활용하여 사업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U-GBS는 발행기관이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보고
서를 발표하도록 규정한다. 하나는 자금배분보고서(allocation report)이며,
다른 하나는 영향평가보고서(impact report)이다. 각 보고서는 사업 단위나
포트폴리오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자금배분보고서는 조달된 자금이 사용된
사업과 EU 분류체계와의 부합성, 세부 배분내역(최소 섹터 수준에서 녹색사업
을 구분), 사업의 지역적 분포(국가 수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조달자금이
모두 배분될 때까지 최소 연 1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조달자금이 배분
된 이후 작성하는 최종 자금배분 보고서는 외부기관의 검증(ver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기관은 조달자금이 모두 배분된 이후부터 채
권 만기일 사이에 최소 1회 이상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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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조달자금이 사용된 녹색사업과 사업의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
각 사업의 자금조달 내역과 세부회계내역, 사업의 실제 환경개선 효과와 성과
측정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외부기관의 검토는 필수사
항이 아니나, EU는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EU는 녹색채권기준 사용자 가이드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자금배분보
고서와 영향평가보고서 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EU는 EU 녹색채
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공통된 항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
무적인 지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ICMA-GBP나 다른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ASEAN-GBS의 ‘사후보고’ 관련 지침은 EU-GBS와 비교할 때 다소 원론적
인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ASEAN-GBS에 따르면, ASEAN 녹색채권 발행을 희
망하는 기관은 조달자금이 배분된 사업과 배분 금액,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성
과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영향보고는 연간보고서를 최소 기
준으로 하나, 배분결과 보고의 경우 조달된 자금이 모두 배분되는 시점까지는
보다 자주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연간보고서의 경우, 외부검토를 통해
결과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ASEAN-GBS는 ASEAN 녹색
채권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자는 연간보고서와 외부검토를 진행한 경우 그
검토 결과를 채권 만기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투자자에 관련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편 ICMA가 2020년 12월 발행한 영향평가 보고체계 핸드북(HandbookHarmoniz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은 녹색채권의 영향 보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한다.27) 이 핸드북은 발행자가 녹색채권 영향평가보고서를

27) ICMA(2020a). ICMA는 2015년 11개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개발한 영향보고체계(Harmoniz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와 기존의 영향보고 관련 지침을 종합·정리하여 이 핸드북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한 실무그룹 활동에는 EBRD, EIB, IFC, KfW, NIB, 세계은행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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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녹색채권 영향보고체계 핸드북 보고 양식(예시)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명

약정금액

총 사업비 대비
약정금액 비중(%)

적격 녹색사업
비중(%)

재생에너지 분야
활동 비중(%)

××

××

××

××

××

배분 총액

사업기간

××

××

핵심성과지표 측정치
연간 총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

××

대안지표
××

자료: ICMA(2020a, p. 36)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16개 핵심원칙과 제언사항, 녹색사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핵심 성과지표와 대안 지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분야
의 핵심 성과지표로 ①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CO₂ 감축량/톤) ② 연간 재
생에너지 생산량(MWh/GWh 또는 GJ/TJ) ③ 신축 또는 재건된 재생에너지 발
전소의 발전량(MW)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핸드북은 [그림 2-12]와 같은 보
고 양식을 통해 영향평가보고서의 필수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사. 외부기관의 검토
‘외부기관의 검토’는 녹색채권원칙이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
목으로 발행자가 자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와 녹색채권 결과보고서에 대해 외
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에서 외부검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주
로 채권 발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이며, 다른 하나
는 채권 발행 이후 발행자가 발표하는 녹색채권 결과보고서이다. 그리고 녹색
채권 결과보고서는 배분결과보고서와 영향평가보고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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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A가 발행한 외부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ternal Review)28)에
따르면 녹색채권에 대한 외부검토 유형은 제2자 검토의견(SPO: second-party
opinion), 검증(ver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등급평정(scoring/rating)
으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검토의견’은 발행기관으로부터 독
립성을 가진 외부기관이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녹색채권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발행기관의 환경적 목표와
전략, 정책과 내부절차에 대해 평가한다. 주로 CICERO, Sustainalytics와 같은
전문 ESG 리서치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검증’은 검토기관이 미리 정
의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과 운용을 위해 수립한 내부
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발행기관의 조달자금 추적방법이나
조달자금 배분 결과, 영향평가보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주로 회계법인이
‘검증’을 위한 평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증’은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
체계나 발행된 채권이 외부기관이 수립한 일련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
를 공인받는 것이다. CBI의 기후채권인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급평정’은 발행될 녹색채권이나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점수 혹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검토 형태로, 주로 신용평가 기관이 수
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외부기관의 검토’와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원칙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ICMA-GBP는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
성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외부기관이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채권 발행 이후에는 발행기관의 자금추적시스템과 조달자금이 적격 녹색사업
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녹색채권원칙은 이를 통해 발행사의

28) ICMA(2020b). 외부검토 가이드라인은 외부검토와 관련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촉진하기
위해 ICMA 주도로 개발된 것으로 채권발행 기관, 투자 기관, 외부검토 기관에 외부검토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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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 관리를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ICMA-GBP는 특정 외부검토 유형을
권고하지는 않으며, 발행기관 자체적으로 외부검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그 유형을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외부검토 기관의 경우 기관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공개하고, 외부검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투명하게 밝
힐 것을 권고한다.
EU-GBS는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와 최종 자금배분보고서에 대한 외
부검토를 EU 녹색채권 명칭 사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EU-GBS에 따르면, 발행기관은 외부검토 기관을 통해 자사의 녹색채권 관리
체계가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금이 EU 분류체계에 따라 배분
되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한편 EU-GBS는 녹색채권 외부검토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외부검토 기관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 기
관은 활동수행 경험, 기록 보관, 투명성, 위기관리 역량 등 광범위한 자격조건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등록 후에는 반드시 유럽증권시장국(ESMA:
European Securities Markets Authority)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EU-GBS는 발행자가 EU 녹색채권 명칭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외부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ASEAN-GBS를 포함한 대부분의 녹색채권 가
이드라인이 외부검토를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EU의
지침은 녹색채권에 대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외부검토 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차별화된 부분이다. EU는 ESG의 거의 모
든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분야에서도
EU의 가이드라인을 국제적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ASEAN-GBS는 ICMA-GBP가 제시한 ‘외부기관의 검토’ 항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ASEAN 기준에 따르면, 외부검토 범위는 녹색채권
관리체계, 개별 녹색채권의 발행과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될 수 있다. 발행자는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ASEAN 기준의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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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외부
검토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ASEAN은 발행자가 자율적
으로 외부검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외부검토 기관의 경우 자사의 전문성
과 자격, 외부검토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의 외부 기관 중 가장 대표적이며 권위 있는 검토기관으로 노르
웨이 오슬로대학의 국제기후환경연구소(CICERO: Center for Inter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earch)가 있다. 1990년 노르웨이 정부가
설립한 CICERO는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의
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ICERO는 세계은행이 첫 녹색채권을 발행한
2008년,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를 수행한 바가 있으
며,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기구, 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 독일재건은행
(KfW)등 다양한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CICERO의 외부검토는 [그림 2-13]과 같이 ① 외부검토 의뢰
② 검토대상 자료 접수 ③ 자료 검토 ④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의 순서로 진행
된다. 검토대상 자료는 녹색채권 관리체계, 기관의 지속가능 전략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적격사업 선정기준, 프로젝트의 배경, 녹색채권 적격
사업 분야와 발행자의 녹색채권 목표의 연계성, 녹색채권 관리체계 전반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한다. CICERO는 평가결과와 함께 의뢰기관의 녹색채권 관리
체계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 잠재적 도전과제 등 세부내용을 보고하고, 이와 함
께 녹색등급을 부여한다.
또 다른 외부검토 기관으로 신용평가 기관을 들 수 있다. 신용평가 기관은 주
로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는지 여
부와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해당 녹색채권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부검토를 실시한다. 한 예로 국내 신용평가 기관 A사는 자체 개발
한 ESG 인증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녹색채권을 검토한 후, 평가등급(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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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로는 프로젝트의 적합성, 프
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관리의 적정성, 외부공시의 충실성이 있으며, 각 평
가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델등급을 산정한다. 이후, A사는 발행사의
친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 논란이 되는 이슈, 그린워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
여 최종등급을 결정한다.

그림 2-13. CICERO의 외부검토 과정

자료: CICERO(201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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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2008년 첫 번째 녹색채권을 발행한 이래로 그동안 전 세계 녹색
채권 시장의 선도자로서 녹색채권 시장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으로서 녹색채권의 가치를 알리는 데 특
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기관과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채권 관련 가이드라인과 문서 발간을 통해 녹색채권의 발행과 관리
측면에서도 녹색채권 시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의 녹색채권 영향평가보고서는 녹색채권 영향평가 보고 양식과 투명성 측면에
서 투자자와 타 녹색채권 발행기관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
세계은행은 200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23개 통화로 185개 이상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총 발행 규모는 160억 달러이다. 2020년 회계연도에도
7개 통화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세계은행이 발행한
2020년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달된 녹색채권 자금 중 약 117억 달
러가 32개국의 111개 사업에 배분되었다.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크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표 3-1]과 같이, 전체 약정
금액 중 약 71%는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나머지 29%는 기후변화 적응 프
로젝트에 약정되었다. 사업 분야별로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36%의 조달자금이 약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청정 운송(27%), 농업,
토지, 산림, 환경자원(15%), 수자원과 오ㆍ폐수(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
역적으로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33%의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약정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남아시아(23%)와 중남미 지역(22%), 유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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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14%), 중동 및 북아프리카(6%)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 약정된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약 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약정금액의 1%
에 지나지 않았다(표 3-2 참고).

표 3-1. 세계은행 녹색채권 자금 분야별 약정 및 배분 현황(2008~2021. 5)
(단위: 십억 달러)

분야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약정금액
합계

배분
총액

약정 비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6.1

0.1

6.2

36%

4.6

청정 운송

4.4

0.2

4.6

27%

3.5

수자원과 오폐수

0.3

1.5

1.8

11%

0.8

폐기물 관리

0.1

0.0

0.1

<1%

0,1

생물다양성

0.1

0.5

0.6

4%

0.5

농업, 토지, 산림, 환경자원

0.6

1.9

2.5

15%

1.1

기후복원력을 갖춘 인프라 등

0.5

0.8

1.3

8%

1.2

총계

12.2

4.9

17.1

100%

11.7

비중(%)

71%

29%

100%

-

-

주: 반올림으로 인해 금액 합계와 비중 총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Bank(2021), p. 46.

표 3-2. 세계은행 녹색채권 자금 지역별 약정 및 배분 현황(2008~2021. 5)
(단위: 십억 달러)

지역

총 약정금액

총 배분금액

비중
(약정금액 기준)

아프리카

0.2

0.0

1%

동아시아 및 태평양

5.7

4.0

33%

유럽 및 중앙아시아

2.4

1.7

14%
22%

중남미

3.8

3.2

중동 및 북아프리카

1.1

0.8

6%

남아시아

3.9

2.0

23%

총계

17.1

11.7

100%

주: 반올림으로 인해 금액 합계와 비중 총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Bank(202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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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은행 녹색채권 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

자료: World Bank(N.d)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9) 녹색사업의 정의, 적격사업의 선정, 조달자금의 배분, 보고는 ICMA-GBP
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동일하나, 모니터링과 규정 준수 점검을 추가로 명
시하고 있다.

1) 녹색사업의 정의
세계은행은 탄소저감과 기후 복원적 성장(climate resilient growth)을 촉
진하는 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정의한다. [표 3-3]과 같이 세계은행은 녹색사업
을 크게 기후변화 완화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세부적인 녹색사업 분야를 제시한다.

29) 세계은행 홈페이지, “The World Bank Green Bond Process Implementation Guidelines”
(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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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세계은행의 녹색사업 분야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 태양열 및 풍력 관련 시설 구축
∙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
∙ 홍수피해 경감사업(삼림 복원과 유역관리 포함)
∙ 온실가스 배출 경감을 위한 발전소 및 송전설비 재건 ∙ 식량안보 향상과 삼림 황폐화 속도를 늦추는
∙ 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연료 전환, 대량 운송 등) 농업시스템 구축
∙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축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 삼림 복원 및 삼림 황폐화 예방을 통한 탄소 감소
자료: World Bank(N.d)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적격사업의 선정
세계은행이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세계은행
의 일반적인 사업 선정과정에 더하여 추가적인 녹색채권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그림 3-2 참고). 녹색채권 적격심사는 후보 사업의 환경ㆍ사회적 측
면의 잠재적 효과, 세계은행의 환경ㆍ사회적 세이프가드 정책 준수 여부, 실제
적인 결과보고 가능 여부, 영향평가 보고체계 핸드북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진행한다. 녹색채권 적격심사를 거쳐 신
규 후보사업이 세계은행 시스템에 등록되면, 주무 사업팀(Operations Policy
and Country Services team)은 기후금융 추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사
업의 재원을 구별하고, 기후변화 전문가는 대상 사업이 시스템에 적절하게 코
딩되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의 재무부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유
익한 사업(climate co-benefits)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일부를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며,30) 그 결과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
종 확정된다.31)

30)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투자 대상 사업 규모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전체 기후금융 규모보다 작으며, 회
계연도 2011~2015년의 경우, 전체 기후금융 규모의 1/3 이하 수준이었다. 한편 세계은행의 녹색채
권 발행 규모는 녹색채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격 대상사업의 규모보다는 세계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과 전략, 투자자의 녹색채권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31) GIZ and SEB(2018),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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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투자사업 선정 절차

자료: GIZ and SEB(201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조달자금의 배분
세계은행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일
반자금과 분리된 특별계좌로 관리되며, 적격 녹색사업에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세계은행의 보수적 유동성 관리정책(conservative liquidity policy)에 따라
투자된다. 적격사업에 대한 지급요청은 세계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
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통 수년에 걸쳐 지급된다. 녹색채권 투자사업으
로 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액이 녹색채권 특별계좌에서 일반차관
계좌(general lending pool)로 배분되는데, 이 배분은 적어도 분기별로 진행
된다. 이후 세계은행은 기후금융 추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배분된 자금을
세분화하여 추적ㆍ관리한다.32) 예를 들어 총 사업비 1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
권 투자사업에서 1,000만 달러가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투입된 경
우, 전체 사업비 중 1,000만 달러만 기후금융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적하여 보
고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배분된 재원이 중
복 집계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분된 자원
을 세분화하여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 질적 평가나 선행경험기반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해당하는 활동의 비율을 식별하여
자금 추적에 반영한다.

32) World Bank(N.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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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링과 보고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투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결과 보
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녹색사업 수
행국 정부는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측정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은다. 모니터링은 보통 녹색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기 결과보고서를 검토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세계은행은 녹색채권 조달자금 배분 결과와 영
향 보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녹색채권 영향보고서(World Bank Green
Bond Impact Report)를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당해 발행
한 녹색채권 규모, 녹색채권 사업 투자 현황(지역별, 섹터별), 전반적인 녹색채
권 사업의 성과, 개별사업별 현황과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녹색채권 투자 사업의 컨셉페이퍼와 제안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계약서, 회
계감사보고서, 조달계획서 등 사업의 핵심 문서와 주요 결과보고서를 세계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보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33)

5) 규정 준수 점검
세계은행은 녹색채권 조달자금 투자 사업이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정책과
조달정책, 기타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세계은행의 분야전문가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회계관리, 조달 등)는 전체 대상 사업 중 약 25%의 사업
에 대해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의 독립평가그룹
(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은 전체 녹색채권 투자 사업 중 약 25%의
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사업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34)

33) Ibid., p. 2.
34)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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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은행 녹색채권의 성과
세계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녹색채권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계은행 녹색채권은 실제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계은행의 녹색채권 투자사업은 영향평가 보고체계 핸드북이 제시한 핵심 성
과지표와 대안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이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은행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한다. 2020년
세계은행 녹색채권 영향평가보고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은행 녹색
채권의 구체적인 누적 성과를 녹색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세 가지 SDG 목
표에 연계하여 소개하고 있다(글상자 3-1 참고). 한편 이 보고서는 별도의 섹션
을 두어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투자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를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다.35)

글상자 3-1. 세계은행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예시)
∙ SDG 7.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접근성 보장
- 매년 51,462GWh 규모(2018년 그리스의 총 전력 소비량 또는 연간 790만 대의 차량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에너지를 절약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7,316GWh 규모(87.6만 가구의 연간 총 전력 사용량)의 전력을
생산
∙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
- 총 76만 4,000명의 주민에 깨끗한 식수가 공급
- 총 120만 헥타르의 농지에 관개시설이 보급 또는 재건
∙ SDG 15.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 총 884,932헥타르(축구장 120만 개 규모)의 산림이 복원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로 연간 1,150만 톤 규모(차량 230만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이산
화탄소 저감
자료: World Bank(202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5) 영향보고서 내 ‘프로젝트별 보고(Project-by-Project Reporting)’ 장에서 녹색사업 분야별로 구분
하여 개별 프로젝트 요약, 사업 국가, 사업 기간, 총 약정금액, 세계은행 조달자금의 비중, 배분금액, 관
련 SDG 목표, 사업 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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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은 녹색채권 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세계
은행 녹색채권이 실제적이고 중요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자평한다.
다른 녹색채권과 비교할 때, 세계은행 녹색채권은 적격사업 선정과정이 엄격하
며, 조달자금의 배분과 사용, 보고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있어 그린워
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투자
금액 대비 환경개선 효과 비교를 위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점은 세계은
행 녹색채권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은행이 녹색채권의 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인
영향평가보고서 발행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
다. 또한 녹색채권 시장의 선구자로서 세계은행이 조달자금의 관리 및 보고와
관련된 녹색채권 세부지침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실제로도 이를 적
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녹색채권 시장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녹색채권의 주요 발행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도 국내의 녹색채
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시장 원칙 및 표준 가이드라인 수
립, 국가 녹색채권의 전략적 발행, 녹색채권을 활용한 기업의 수출 증대 및 리
스크 감소 지원, 세금 인센티브, 수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녹색채권 공개발행은 초기 시장의 파이프라인 구성, 유동성 제
공, 투자자 참여 독려 등의 이점을 가진다. 특히 녹색국채 발행 시장은 2016년
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2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19개국이 45개의
녹색국채를 발행했다. 지방정부나 국책은행, 국가개발은행 등이 환경 및 기후기
반 시설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조달한 지방채나 특수채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 85

녹색채권이 발행되었다.36) 그 결과 정부 주도로 녹색채권 시장도 확대되었다.
본 장에서는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관리체계, 그
리고 녹색국채와 지방채 발행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국채나 지방채 형
태로 발행된 녹색채권은 현지 녹색채권 시장의 촉진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채 발행국으로서 국가는 다른 유형의 발행자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유동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가 녹색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더 큰 전략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거나 발행한 국가의 경우 SDGs 목표와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과 관
련 정책을 수립하고, 국채 발행 장기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는 탄소 배출
감소와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과 연동된다. 또한 정
부가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수익금 할당 및 영향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예산을 녹색 프로젝트에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와 의회
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런 투명성 제고 효과는 투자자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
자로 확대된다. 한편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의 ESG 투자전략 이행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점과 가시성 향상, 평판 제
고 효과로 인해, 개발은행,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발행 주체들의 녹색채권에 대
한 관심과 발행 확대가 유발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녹색채권의 국채와 지방채 발행 사례로 선진국인 영국, 독일, 캐
나다의 사례,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영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 프랑스와 더불어 가장 많은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G20 차기 의장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녹색채권
36) Datastream 데이터 기준 2021년 10월 말 기준 총 5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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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채로 최초 발행한 국가이다. 캐나다는 지방정부가 녹색채권을 활발히 발
행하고 있는 나라다.

가. 영국
1) 국가의 기후변화 및 녹색금융 전략
영국은 COP26 의장국이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
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의 리더십은 1992년 유
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서명 등을 통해
오랫동안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이후 파리협정에 서명하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영국의 약속은 파리협정 목표와 일치한다. 영국은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43% 감축했는데 이는 G7 국가 중 빠른 속도이다.
최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은 온실가스 배출 축소 대상 7개 영역이 명시
되어 있다.37) 그리고 [표 3-4]와 같이 7대 정부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표 3-4. 탄소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 내 영국 정부의 지원 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net zero)
녹색투자(Green Investment)
녹색 일자리, 기술 및 산업(Green Jobs, Skills, and Industries)
정부 내 탄소중립 기반 조성(Embedding Net Zero in Government)
지역 기후 행동(Local Climate Action)
대중과 기업이 녹색 선택을 하도록 권한 부여(Empowering the Public and Business to
Make Green Choices)
⑦ 국제 리더십과 협력(International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자료: HM Government(2021), pp. 206-29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7) 온실가스 배출 축소 대상: ① 전력(Power) ② 연료 공급 및 수소(Fuel Supply and Hydrogen) ③ 산
업(Industry) ④ 난방 및 건물(Heat & Building) ⑤ 운송(Transport) ⑥ 자연자원, 폐기물, F-가스
(Natural Resources, Waste & F-Gases) ⑦ 온실가스 제거(Greenhouse Gas Remova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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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인 국제기후금융(ICF: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기후금융 제공 규모를 약 2배로 늘릴 계획이다.38)
이러한 영국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원동력으로서 녹색
금융 또한 주목된다. 이를 위해 2019년 영국은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녹
색금융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수립했다. 녹색금융전략은 [표 3-5]와
같이 녹색화금융(Greening Finance), 녹색 자금조달(Financing Green), 기
회의 포착(Capturing the opportunity)으로 나누어지며, 시장 및 정책 프레임
워크,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영국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 3-5.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
구분

주요 전략

내용

녹색화 금융
(Greening
Finance)

재정과 전략적
필수요소로서 기후 및
환경적 요인 주류화

∙ 공유된 이해 구축
∙ 역할과 책임 명확화
∙ 투명성 제고 및 장기적 접근방법 접목
∙ 강력하고 일관된 녹색금융 시장 프레임워크 구축

녹색 자금조달
(Financing
Green)

깨끗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민간 금융
조달

∙ 강력하고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녹색투자를 위한 금융 접근법 개선
∙ 시장 장벽 완화 및 역량 구축
∙ 혁신적 접근법 및 새로운 작업 방식 개발

기회의 포착
(Capturing the
Opportunity)

녹색금융 내 영국의
리더십 확인

∙ 녹색금융의 글로벌 허브로서 영국의 지위 공고화
∙ 녹색금융 혁신과 데이터 분석의 최전선에 영국을
포지셔닝
∙ 녹색금융에 대한 기술 및 역량 구축

자료: HM Government(2019), pp. 17-6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8) FCDO(영국 외무ㆍ영연방부) 등은 국제기후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해
역량강화, 기술이전, 금융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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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39)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경
제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재무 정보의 보고를 세계 최초로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2021년 6월 그린워싱을 식별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기업
의 녹색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녹색기술자문그룹(GTAG:
Green Technical Advisory Group)을 발족했다.40) GTAG는 기업의 활동과
투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를 수립하고 그린워싱을 감시할 예정이다.

2) 녹색채권 발행 현황
Datastream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99건,
587억 달러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41)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이 발행
되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5건 정도가 발행되었다. 2018년에는 19건
을 발행하며 발행 건수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행 건수 기준으로는
금융채, 정부채, 회사채 순으로 발행되었으며, 금융채가 전체 발행 건수의 60%를
상회하고 있다(표 3-6, 그림 3-3 참고). 한편 영국 정부는 2021년 최초로 녹색
국채(Sovereign Green Bond, 혹은 Green Gilt) 2건을 발행했는데, 1건당
발행 규모는 타 채권에 비해 큰 편이다(표 3-7 참고).

39) 기후변화가 재무나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하
기 위한 금융시스템 모니터링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주도로 2015년
12월 창설된 글로벌 협의체이자 이니셔티브로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40) 2016년 설립된 싱크탱크인 녹색금융연구원(Green Finance Institute), 영국 환경청, 세계자연기금
(WWF), 영국산업연맹(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등 정부, 학계 및 산업계 기업ㆍ기
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41) 국제기구가 영국에서 발행한 녹색채권을 제외하였고, Datastream에서 GEOG 기준으로 영국으로
표기된 녹색채권만을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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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영국 녹색채권의 발행자별 발행 현황(2007~21 누적)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합계

발행 건수

2
(2.0%)

2
(2.0%)

34
(34.3%)

60
(61.6%)

149
(100%)

발행 금액

20,400
(34.7%)

792
(1.3%)

13,271
(22.6%)

23,480
(41.3%)

64,564
(100%)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특수채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행 채권을 지칭함.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영국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7. 영국 녹색국채 발행 현황
발행일

발행 규모(억 파운드)

만기

이자율(%)

발행 시장

1

2021. 9. 22

100

3년

0.875

영국

2

2021. 10. 22

60

3년

1.5

영국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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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과 10월에 걸쳐 발행된 녹색국채는 국민저축투자 및 녹색소매
저축상품(NS&I: National Savings & Investment Green Retail Savings
Product)의 형태로 160억 파운드(약 204억 미국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녹색국채는 저축형 녹색채권이자 고정기간 채권이다. 채권 구매자는 100파
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사이의 3년 고정 녹색 저축 채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단 투자하면 만기가 될 때까지 돈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대가로
3년 동안 고정금리가 보장된다. 이와 같이 발행된 녹색국채는 무공해버스, 해상
풍력 및 주택ㆍ건물의 탄소 저감 등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3) 녹색국채 관리체계
영국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은 ‘영국 정부 녹색금융 관리체계(UK Government
Green Financing Framework)’를 따른다. 이는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 등 환
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관리체계로, 2021년 ICMA-GBP에 따라 개
발되었다. 더불어 이 관리체계는 영국에서 개발 중인 영국 텍소노미와 연계할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를 의장으로 한 범부처 녹색채권 이사회(Interdepartmental
Green Bond Board)가 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42) 정부의 녹색채권 관리
체계는 Green glits와 소규모 저축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과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관리체계는 [표 3-8]과 같이 ICMA-GBP의 4
개 핵심구성요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녹색 프로젝트의 식별과 선택,
검증 및 보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2) 범부처 녹색채권 이사회는 영국 재무부(HM Treasury)를 의장으로 영국 부채관리 사무소(UK Debt
Manage Management Office), 저축투자청(NS&I),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환경식품농촌부(Defra), 교통부(DfT), 외무영
연방부(FCDO)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 이사회는 녹색금융관리체계의 설계 및 구현, 유지관리, 적격 녹
색 지출 평가 및 선정, 녹색금융 수익금 배분 및 관리, 투자자 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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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영국 정부 녹색금융 관리체계
구분

내용

조달자금 사용

∙ 채권 조달자금은 ICMA 녹색채권원칙에 명시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프
로젝트인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 발행자의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 발행자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선정 절차,
발행자의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 식별 및 관리 절차 투자자에게 제공

조달자금 관리

보고

∙ 채권 발행의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은 발행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추적
∙ 투자자에게 보고서 발행을 통해 매년 할당보고, 최소 2년마다 영향보고
∙ 담당 부서의 적격 녹색지출(할당금액, 환경영향 및 사회적 이익) 정보 수집
→ 녹색채권위원회의 할당 및 영향 보고서 통합 → 외부감사인 검토 →
재무부 발행

자료: HM Treasury and DMO(2021), pp. 12-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채권의 조달자금은 ICMA-GBP에 명시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인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하는데, 적격 녹색 프로젝트란 [표 3-9]와 같이
① 청정 교통 ② 재생에너지 ③ 에너지 효율 ④ 오염 방지 및 제어 ⑤ 생활 및
천연 자원 ⑥ 기후변화 적응 분야로 구성된다.

표 3-9. 영국 정부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구분

내용

청정 교통

∙ 휘발유 및 디젤 차량과 기타 운송 수단의 유해 배출물질 저감
∙ (예시) 무공해 버스를 위한 기금

재생에너지

∙ 풍력 및 태양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 (예시) 풍력 및 수소 연구 지원

에너지 효율

∙ 낭비 에너지 감축을 위한 건물 효율 향상 등
∙ (예시) 공공건물의 탄소 제거, 재생가능 난방 등

오염 방지 및 제어

∙ 탄소 포집, 저장, 재활용 프로젝트, 오염물질 저감
∙ (예시) 탄소 포집 및 저장

생활 및 천연 자원

∙ 환경과 농촌지역, 자연 보호 관련 프로젝트
∙ (예시) 산림 조성 및 보전

기후변화 적응

∙ 지구 온난화 관련 위협 대응 역량 구축
∙ (예시) 홍수 방어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자료: HM Treasury and DMO(2021), pp. 15-2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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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정부의 관리체계 내 외부검토는 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제2자 검토
의견(SPO), 발행 전 영향 평가, 발행 후 외부 검증, 이해관계자 토론 포럼(SDF:
Stakeholder Discussion Forum)의 구성 등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먼저 영국 재무부는 녹색금융 관리체계에 대한 외부검토를 Moody’s
의 계열사이자 투자자 및 공공, 민간 조직을 위한 ESG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Vigeo Elris에 위탁하여, 해당 관리체계가 신뢰할 수 있고 ICMA-GBP(2021)
를 따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녹색금융 자금이 의도된 분야에 할당되고, 영국 정부의 기후 목표 및 환
경 정책과 연계되는지를 Carbon Trust사로부터 발행 전 평가를 받았는데, 의
도된 할당이 영국 정부의 목표 및 정책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발행 후
외부 검증의 경우 연간 실시하는 할당보고와 최소 2년마다 실시할 영향보고에
대해 승인된 독립기관의 외부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친환경
적 측면의 고려 및 Green glit 발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토론 포
럼(SDF)’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외부의 견해를 수렴하고, 구성원의 전
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국 정부가 작성한 녹색금융 관리체계는 어떤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는 않으며, 관리체계의 준수 여부의 감독에 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다만 본 문서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녹색’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
한 법적 규정이나 시장합의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리
체계의 제공을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가 녹색금융 활용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가 스스로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목적과 정
보의 관련성, 적합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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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1) 국가 기후변화 및 녹색금융 전략
EU는 저탄소 경제 및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해 활발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협정과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U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50년까지 경제회복과 세계 최초
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장기적 전환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은, 첫째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재정 지원, 둘째 민간ꞏ공공
부문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셋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다.43) 이러한 정책은 유럽이 직면한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에 대처하는
한편, 혁신 역량 및 유럽 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또한 세계 전반과 유럽 내 국가들의 움직임에 맞춰,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2016년 11월 ‘기후행동계획 2050(Climate Action Plan
2050)’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파리협정과 관련한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선도적으로 제출했는데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1990년 수준 대비
80~95%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2021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21)에서도 독일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목표로 분야별 목표를
설정했다. [그림 3-4]는 2045년까지 각 분야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독일은 2020년 현재 1990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40% 이상을
줄였는데, 2030년까지는 6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45년
기후 중립을 위해 에너지, 건물, 운송, 산업 및 농업을 포함한 주요 부문 및 활
동 영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43)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식품, 생태계, 오염 등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로드맵이다. 이 로드맵은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뿐
아니라 법률의 제정과 개정도 포함한다. 특히 민간․공공 부문 투자 프레임워크에는 지속가능금융 분류
체계, EU 녹색채권 표준, 기후 벤치마크, 기후 관련 비금융 정보 공개제도 등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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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독일의 분야별 탄소감축 목표
(단위: MtCo2e)

자료: Bundesrepublik Deutschland Finanzagentur GmbH(2021), p. 7.

2) 녹색채권 발행 현황
독일의 자본시장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리스크로 빈번
하게 등장하였다. 이런 결과는 녹색 및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환경 관련 자본시장이 2015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녹색채권은 2013년부터 공공은행을 중심으로 발행되기 시작하
여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림 3-5]와 같이 2020년에는 발행 규모와 건수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총 422건의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1,574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었다. 독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국,
스위스, 호주 금융시장에서도 발행되고 있다. 발행 통화도 유로화, 미국달러,
파운드, 위안화뿐만 아니라 호주달러, 홍콩달러, 멕시코페소 등으로 매우 다양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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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독일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 녹색채권의 발행자를 보면 발행 건수 기준으로는 금융기관, 공기업, 비
금융기업, 중앙정부 순으로 많다. 발행액 기준으로는 공기업이 전체의 40.4%
를 차지한다. 건당 녹색채권 발행액을 보면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비해 큰 편이다(표 3-10 참고).

표 3-10. 독일 녹색채권의 발행자별 발행 현황(2007~21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합계

발행 건수

4
(1.0%)

68
(16.2%)

32
(7.6%)

316
(75.2%)

420
(100%)

발행 금액

28,033
(17.9%)

63,121
(40.4%)

16.148
(10.3%)

49,101
(31.4%)

156,403
(100%)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특수채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행 채권을 지칭함.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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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독일 연방정부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발행일

발행 규모(백만 유로)

만기

쿠폰 이자율

1

2020. 6. 19

6,500

10년

0%

2

2020. 7. 10

5,000

5년

0%

3

2020. 8. 15

6,000

30년

0%

4

2021. 6. 18

6,500

6년

0%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최초로 녹색국채를 발행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변
화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공공기관, 금융기관, 시민사회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금융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녹
색채권 관리체계 마련을 포함한 녹색채권 관리감독을 위해 내무부, 경제 및 에
너지부, 환경부 등이 ‘범부처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도 했다. 독일의 녹색국채
발행은 다른 유럽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유로존 내에서 독일 채권이 가장 안전
하게 평가받기 때문에 독일 녹색국채의 시장 진입은 ESG 투자 시장 전반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6월에 최초 발행된 독일의 녹색국채는 65억 유로 규모로 10년 만
기, 쿠폰 이자율 0%로 발행되었다. 독일 연방의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대부분
200억 유로 이상으로 발행되지만 녹색국채는 이보다 작은 규모로 발행되었다.
독일 연방정부의 녹색국채는 [표 3-11]과 같이 2021년 10월 말까지 4건, 총
240억 유로가 발행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녹색자금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른 원조 공여국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12]는 독일
녹색국채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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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독일 연방정부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사례
분류

프로젝트명

세부 내용

교통
(국내)

∙ 연방정부의 ‘2030년 국가 사이클링 계획’ 수립, 패스트 자전
자전거 전용도로
거도로(Radschnellwege) 건설 연간 2,500만 유로 지원
(국가 사이클링 계획)

국제협력
(해외)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공동자금 조성하여 EnDev
개도국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독일 국제협력공사(GIZ)가 수행
및 중소기업 지원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가구의 기후친화적 에너지
(EnDev)
접근성 향상, 사회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농림업,
생물다양성
(해외)

카리브해 해양오염
방지
(PROMAR)

∙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해양폐기물 감축
을 목표로 순환경제 솔루션 설계 및 구현
- 해양 유입 폐기물 감시시스템 구축
- 협력 국가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 타 중남미 국가와 사업 결과 공유 실시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21), pp. 34-4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녹색국채 관리체계
2020년 수립ㆍ발표된 독일 연방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2020(Green Bond
Framework 2020)’은 ICMA-GBP를 따르고 EU-GBS 초안의 중요한 요소들
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관리체계에 따라, 녹색채권의 검증, 적격 녹색
지출 및 선정을 포함하여 연방정부 녹색국채의 주요 결정을 감독하고 검증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그룹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해 ‘핵심 녹색채권팀
(CGBT: Core Green Bond Team)’도 구성되었다.
그리고 독일 연방 녹색국채의 가장 큰 특징은 ‘쌍둥이채권(twin bond)’ 접
근법이다. 쌍둥이채권 접근법이란, 이자 지급일 및 만기일, 쿠폰 이자율이 동일한
녹색국채와 일반 국채를 함께 발행하는 형태이다. 다만 발행량은 기존의 일반
국채가 녹색국채보다 더 많이 발행되며, 쌍둥이채권은 서로 다른 국제증권식별
번호(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44)를 갖는
다. [그림 3-6]은 쌍둥이채권의 개념을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44) ISIN은 국제 증권 식별 번호로 주식, 어음, 채권, 부채, 펀드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식별하는 12자리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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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독일의 녹색 쌍둥이 국채의 특징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20), p. 7.

쌍둥이채권 구조에 따르면 녹색채권에 투자한 투자자가 원할 때마다 녹색채
권에 상응하는 독일 일반 국채로 일대일 교환 권리를 갖는다.45) 투자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국채로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므로, 대규모 기관투자자들
을 녹색채권으로 유인하고 이 시장의 규모를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교환
받을 수 있는 일반 국채는 투자자가 소유한 녹색채권과 같은 만기와 이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유한 녹색채권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46)

45) “German sovereign innovates with its Bund’s inaugural green twins”(2020.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30).
46) 임지영 외(2020),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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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독일 연방 녹색국채 관리체계
구분

내용

조달자금 사용

∙ 적격 녹색 프로젝트 분야: 기반 시설, 빌딩, 경광 및 산림과 같은 실물자산과 인
력 및 조직, 연구 및 혁신, 과학지식과 같은 무형 자산 등
∙ 원칙적으로 기 사용된 지출은 제외
∙ 군비, 국방, 담배, 주류, 도박, 화석연료 및 원자력 기반 활동, EU 기본권 헌장
14를 위반하는 모든 지출(아동 노동, 현대 노예 등과 관련된 활동)은 연방 예산
에서 제외

지출 평가 및
선정 절차

∙ 각 적격 녹색 지출에 대해 CGBT에서 매년 검토하며, 기본 지출의 성격이 크게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검토 실시
∙ 적격 녹색 지출의 최종 구성 및 정확한 금액은 실제 지출을 기반으로 차년도 지
출을 결정하는데, CGBT가 준비하여 IMWG에서 검증

조달자금 관리

∙ 연방 녹색국채 수익금은 연방 정부의 재무정책에 따라 독일 재무부에서 관리,
독일 연방 녹색국채 조달자금을 적격 녹색 지출에 할당하면 CGBT가 이를 추적
확인

법적 문서작성

∙ 연방 녹색국채의 발행 및 입찰 권유,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와 신디케이트 발행
시 채권 발행 세부사항과 함께 다음 문구를 포함: ‘독일연방공화국은 각각의 독일
연방 증권의 발행으로부터 파생된 수익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보고

∙ 2021년부터 매년 할당 보고서를 발행하며, 전년도의 최종 적격 녹색 지출의 구
성 및 금액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
∙ 발행 후 1~3년 사이 각 녹색 부문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발행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20), pp. 9-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독일 연방 녹색국채의 주요 구성요소를 소개한
다. 관리체계는 ICMA-GBP와 유사하게 △ 조달자금의 사용 △ 지출 평가 및
선정 절차 △ 조달자금의 관리 △ 법적 문서작성 △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면 ICMA가 요구하는 4개의 구성요소 외에 법적 문
서작성(legal documentation)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표 3-13 참고).
독일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조달자금을 크게 5개의 녹색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교통, 국제협력, 연구혁신 및 인
식제고, 에너지 및 산업, 농업ㆍ임업ㆍ생물다양성. 각 분야의 구체적 내용은
[표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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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독일의 녹색 분야 및 세부 내용
녹색 분야

세부 내용

교통

∙ 철도 운송, 대체 드라이브 시스템 및 연료, 대중 교통, 수로, 자전거 기반 시설 등

국제협력

연구혁신 및
인식제고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호
- 위 범주는 독일 법률 및 국제 협정 및 조약, 국제지침에 부합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 개발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등 에너지 연구
∙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자연보호, 해양 및 극지방 등에 관한 연구

에너지 및 산업

∙ 에너지 연구,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국가 기후 이니셔티브 등

농업, 임업 및
생물다양성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해안 및 식품 보호, 생태계 보호 등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21), p. 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5개 녹색 분야는 EU의 환경목표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표 3-15]와
같다. 독일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한 외부검토는 채권 발행 전 ESG 솔루션
제공 및 책임 투자회사인 ISS ESG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당보고서 및 관리
체계와의 적합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3-15. 독일 녹색 분야와 EU 환경목표 간 조응
독일 녹색 분야
EU 환경목표

교통

국제협력

연구혁신 및
인식제고

에너지 및
산업

농업, 임업,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V

V

V

V

V

기후변화 적응

V

V

V

V

V

V

V

V

V

V

V

V

V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제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

V

V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21), p.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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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네시아
1) 국가 기후변화 및 녹색금융 전략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기후로 인한 재난에 매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온실
가스 배출 5위의 석탄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에 파리협약을
비준하고, NDC 목표를 제출하면서 저탄소 및 기후회복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 행동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목표를 가진 ‘녹색성
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9개 전략적 개발 우선순위인 Nawacita
를 통해 국민 보호, 농촌 및 지역 개발 장려, 삶의 질 향상, 생산성 및 국제 경
쟁력 향상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 경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 중기개
발계획 2015~2019(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인도
네시아어 약어 RPJMN)’ 에서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다양성 등에
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표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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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구분

주요 정책문서 및 내용

완화
(Mitigation)

∙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정책적 도구를 활용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가 실행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채택
∙ 2015년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비조건부 감축목표를 기존 26%에서 29%로,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산업은 41%까지 조건부 감축목표 설정
∙ 완화 규정은 에너지, 폐기물,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IPPU),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초점

∙ 국가 개발 계획에 주류화된 적응 이니셔티브를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가 실행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채택
적응
∙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모든 부문(농업, 수자원, 에너지 안보, 임업,
(Adaptation)
해양 및 어업, 보건, 공공 서비스, 인프라, 도시 시스템)의 위험 축소
∙ 지식 관리 개선,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융합 정책, 적응 기술
적용 등
생물다양성
(Biodiver
-sity)

∙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 계획 2015~2020(IBSAP: Indonesia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채택
∙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책 개발, 제도 강화, 기술 혁신, 사회 문화적 접근 방식, 개선
된 재정 및 자금 지원 메커니즘 활용

자료: The Republic of Indonesia(2018), pp. 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지출을 식별하
는 메커니즘인 기후예산태깅(CBT: Climate Budget Tagging) 제도를 도입했
다. 이는 UN의 개발 및 환경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인도
네시아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각 부처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의 기후 혜택(benefits)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초기에는 CBT 내 기후완화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인도네
시아 약어 RAN-GRK)과 관련된 농업부,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교통부, 산업부,
환경임원부, 공공주택부 등 6개 부처가 포함되었지만, 2018년부터는 기후변
화적응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인도네시아 약어 RAN-API)과 관련된 17개 부처 및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CBT의 절차는 [그림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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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계획 및 예산 주기에 따른 기후예산태깅 절차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UNDP(2018), p. 14.

각 부처와 기관은 탄소 배출 감축 및 회복탄력성에 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가개발기획청(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과 함께 각 실행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기관은 업무 및 예산 계획을 도출하
고, 국가개발기획청과 환경 및 산림부,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지수화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구조이다.

2) 녹색채권 발행 현황
인도네시아는 다른 많은 신흥경제국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활발한 채
권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활발한 채권시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녹색
금융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CBT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정
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국가 녹색채권과 그
린수쿠크(Green Sukuk)를 활용하고 있다. 그린수쿠크는 녹색이슬람채권으로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채권의 특성과, ‘샤리아(Shariah,
이슬람율법)’를 준수하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그린수쿠크(Green
Sukuk)는 ‘이슬람’과 ‘녹색’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 특성
은 샤리아 원칙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무이자 채권의 특성이
다. 투자자는 이자 대신 투자자가 부분적으로 소유한 기초자산의 풀 내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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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몫을 받게 된다.47) 한편 ‘녹색’의 특성은 해당 채권이 녹색채권의 기준을
준수함을 의미하는데, 채권 조달자금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최초 녹색국채는 2018년 3월에 5년 만기 3.75%의 쿠폰 이자
율로 12.5억 달러 규모로 발행되었다.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CICERO로부터
외부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가 발행한 최초의 녹색국채이며,
인도네시아의 녹색채권 및 그린수쿠크 관리체계와 ASEAN-GBS 및 ICMAGBP의 기준에 따라 발행되었다. 이 그린수쿠크의 투자자는 이슬람국가 32%,
아시아 25%, EU 15%, 미국 17%, 인도네시아 10%로 구성되었다. 2021년까
지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녹색채권은 총 6건으로 해외와 국내 시장을 대상으
로 각각 4건(총 27억 5,000만 달러)과 2건(6조 8,0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발행되었다(표 3-17 참고).

표 3-17. 인도네시아 녹색채권/그린수쿠크 발행 현황48)
발행일

발행 규모

만기

이율

발행지역

1

2018. 3

12.5억 달러(USD)

5년

3.75%

해외

2

2019. 2

7.5억 달러(USD)

5.5년

3.9%

해외

3

2019. 11
(ST-006)

1.4조 인니 루피아(IDR)

2년

6.75%
(변동금리)

국내

4

2020. 6

7.5억 달러(USD)

5년

2.3%

해외

5

2020. 11
(ST-007)

5.4조 인니 루피아(IDR)

2년

5.5.%
(변동금리)

국내

6

2021. 6

7.5억 달러(USD)

30년

3.55%

해외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UNDP(2018), pp. 26-2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7) World Bank(2020), pp. 17-19 재인용: Dina Azhgaliyeva(2021), p. 1.
48) 본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자료에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채권 발행 건이 미
반영되어,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관리
및 리스크관리국 홈페이지, 검색일: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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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인도네시아 녹색채권/그린수쿠크 투자 프로젝트
구분
1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및 지역

철도 복선화 프로젝트

자카르타-수바라야 구간 철로 복선화(727km)

철도 인프라 개발/관리 및
시설 지원 프로젝트

치피낭 기관차 창고시설, 동자카르타, 자카르타 시 등

2

지속가능한
교통

3

재생에너지

태양광 플랜트 프로젝트

탐볼라카 공항, 숨바, 동누사텡가라

4

해외

댐, 호수, 기타 저수시설 관리

카라스 섬, 바탐 시, 리아우제도 주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UNDP(2018), pp. 31-3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투입된 주요 프로젝트는 철도, 태양광 플랜트,
물 관리시스템 등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활동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주요
사업은 [표 3-18]과 같다.

3) 녹색국채 관리체계
2017년 수립된 ‘녹색채권/그린수쿠크 관리체계(Green Bond and Green
Sukuk Framework)’는 ASEAN-GBS 및 ICMA-GBP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CICERO의 외부검토에서 중간녹색(medium green shading) 등급을 받았
다.49) 해당 관리체계는 △ 조달자금의 사용 △ 사업평가 및 선정 절차 △ 조달
자금 관리 △ 보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표 3-19]와 같다.

49) CICERO의 외부의견은 밝은(light), 중간(medium), 어두운(dark) 프로젝트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중
간녹색은 적격한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장기비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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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인도네시아의 녹색채권 및 그린수쿠크 관리체계
구분

조달자금 사용

내용
∙ 적격 녹색 프로젝트는 9개 적격 부문 중 하나에 속해야 함
- 재생가능한 에너지
- 에너지 효율
- 고취약 지역 및 부문 기후변화 복원력/재난 위험 감소
- 지속가능한 교통
- 폐기물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녹색 투어리즘
- 녹색 빌딩
- 지속가능한 농업 등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은 CBT 절차에 따라 실시
∙ 각 프로젝트의 환경 편익을 국가개발계획청 기후변화 사무국 중심으
로 개별 부처와 기관에서 평가, 환경 및 산림부가 NDC와의 일치성
여부 판단, 재무부가 태그 프로젝트 검토 및 선정

자금 관리

∙ 관련 부처의 지정 계좌에 적립
∙ 관련 부처는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 편익을 추적,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보고

보고

∙ 재무부는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별 자금 할당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UNDP(2018), pp. 26-27; The Republic of Indonesia(2018), pp. 3-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녹색채권 혹은 그린수쿠크의 조달자금은 적격 녹색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지출 및 재융자에 사용된다. 적격 프로젝트는 이 관리체계에 명시된 기준 및 절
차에 따라 기후 완화, 적응 및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저배출(low-emission)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있는 성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적격 녹색 프로젝트는 [표 3-20]에 제시된 분야 중 하나 이상에 속해야 한다.
한편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은 2015년 도입한 CBT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과 재무부가 국가 예산에 포함될 승인 프로젝트와
예산 할당, 보조금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식별한다. ‘태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① 관리체계에 따라 하나 이상의 녹색 적격 부문에 속하고 ② 해당 녹색채권 또
는 그린수쿠크의 취지와 일치하는 프로젝트 개발 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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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조달자금은 정부의 재무관리정책에 따라 일반회계 내에서 관리되며, 각 부
처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계정에 적립된다. 또한 수익금은 적격 녹색 프로젝트
의 자금조달 및 재융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녹색 자금이 융자 및 재융
자에 사용된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표 3-20. 인도네시아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구분

적격 녹색 프로젝트 세부

재생에너지

∙ 해상 및 육상 풍력, 태양열,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및 지열
∙ 터빈 및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생성 제품 및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 동등한 기반 시설의 평균 에너지 소비 대비 최소 10% 에너지 절감 기반시
설의 개선
∙ 기본 자산, 기술, 제품 또는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절약 제품 및 기술의
R&D 및 구현: LED 조명, 냉각기 개선, 조명 기술 개선, 제조 작업의 전력
사용량 감소 등

고취약 지역 및 부문 ∙ 지속 가능성 혜택으로 기술 혁신을 이끄는 연구
기후변화 복원력 / ∙ 식량 안보, 홍수 완화, 가뭄 관리
재난 위험 감소
∙ 공중 보건 관리
지속가능한 교통
폐기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청정 교통 시스템 개발
∙ 기후 탄력적 설계를 통한 수송망 개선
∙ 폐기물 관리 개선
∙ 폐기물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
∙ 매립지 재건
∙ 신규 조림, 황폐 지역 재식림, 가뭄/홍수/온도 저항 종 사용
∙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녹색 관광

∙ 녹색관광 원칙에 따른 관광 지역 개발
∙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관광 복원력 제고

녹색빌딩

∙ 녹색빌딩위원회(GBC Indonesia)의 그린빌딩 6개 범주
∙ 적절한 부지 개발
∙ 에너지 효율 및 절약
∙ 물 절약
∙ 재료 및 자원 순환
∙ 공기질 및 여가 공기(수중 실내 건강 및 편안함)
∙ 건물 및 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 유기농법, 살충제 감소, 기후 회복력 종자 개발, 농업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 농업 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 신축 및 효율향상, 30MW 이상 수력 발전소, 원자력 등은 제외됨.
자료: The Republic of Indonesia(2018), pp. 3-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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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녹색 자금을 사용한 각 부처와 기관은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적
편익을 추적,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매년 녹색채권
및 그린수쿠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하며,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동
보고서는 발행 1년 이내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 녹색 프로젝트의 목록과 설명
△ 해당 프로젝트에 할당된 자금운용 보고 △ 환경적 편익 추정50) 등을 포함하
도록 되어 있다. 관리체계에 따르면 독립적인 제3자를 이용하여 관리체계 준수
여부를 확인(assurance)할 계획이다.

라. 캐나다 온타리오주
1)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캐나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내에서도 에너지 기술 개발 분
야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북미 최초
로 관련 법령과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내 다른 주에 비
해 천연자원이 적고, 1990년대부터 발전한 제조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문제
가 되고 있다.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
을 기울였는데, 그중 하나가 2009년 수립된 녹색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이다.
녹색에너지 법령은 환경 관련 새로운 투자 유치 및 확대를 통한 친환경적 경
제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표 3-21]과 같다.

50)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원 소비 감소,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수혜자 수,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
한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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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에너지법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절약정신 및
문화확산

∙ Energy Star 등 북미 에너지 효율 인증과 효율적 물사용 촉진
∙ 주택 판매 전 주택 에너지 효율 검사 의무화
∙ 에너지 효율 규범(Ontario’s Building Code) 제정
∙ 공공기관 건물의 친환경 문화 확대

전력 기준가격 매입제도(Feed-in-Tariff)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와 전기배전망의 연결 확대
프로젝트 서비스 보장과 승인 절차 간결화
프로젝트 시 필요사항 확립

자료: KOTRA(2009. 3. 30),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

2) 녹색채권 발행 현황
온타리오주는 북미지역 지방정부 최초로 2014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했으며, 같은 해 지역 환경 보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51) 이는 캐나다 최초의 녹색채권 발행으로 온타리오주 전역
의 교통수단 및 기타 환경친화적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여, 일자
리 창출 및 경제 강화를 도모하였다. 온타리오주는 [표 3-22]와 같이 2014년
이후 2021년 10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107억 5,0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표 3-22.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발행일

발행 규모
(캐나다 달러)

만기

이율

1

2014. 10. 9

500,000

4년

1.75%

2

2016. 1. 29

1,550,000

7년

1.95%

3

2018. 2. 5

2,700,000

7년

2.65%

4

2020. 2. 1

3,250,000

7년

1.85%

5

2021. 5. 1

2,750,000

3년

1.55%

주: 2021년은 10월까지 발행액임.
자료: Datastream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1) 캐나다 중앙정부는 아직 녹색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퀘백주, 오타와시, 토론토시, 벤쿠버시 등은
녹색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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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투자자들이 온타리오주 녹색채권에 투자했으며, 조
달된 자금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청정 운송 및 기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
자되었다. 특히 첫 번째 녹색채권 발행은 캐나다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녹
색채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대중
교통 공기업인 메트로링스(Metrolinx)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메트로링스의
다양한 철로사업에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활용될 수 있었다.
온타리오주의 녹색채권은 유동성이 높고 수익률은 유사한 채권과 비슷한 수
준이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므로 위험이 거의 없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과도 관련이 없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자가 현재의 녹색 및
ESG 정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녹색 지방채 관리체계
온타리오주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온타리오주의 환경계획과 일치하며
CICERO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었다. 온타리오주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비교
적 간단하여, △ 온타리오주 내 녹색채권 비전 △ 5개 적격 분야 △ 적격 프로젝
트 선정 절차 △ 투명성의 4부문에 대해 간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녹색채권 발
행에 적격한 프로젝트는 청정 교통,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청정 에너지 및 기술,
임업, 농업 및 토지관리, 기후 적응 및 회복력의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채권 적격 프로젝트
구분
청정 교통

세부 내용
∙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 및 절약

∙ 공공부문 건물 효율성 개선
∙ 승인된 건축 법규를 충족하는 건물

청정 에너지 및 기술

∙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 에너지 저장
∙ 재생가능 투자(생산, 송전, 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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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속
구분

세부 내용

임업, 농업 및 토지관리
기후 적응 및 회복력

∙ 지속가능 산림관리
∙ 자연경관의 보존 및 복원
∙ 홍수방지 및 빗물 관리
∙ 극한 기후에 대응 기반시설

자료: Province of Ontario(2021), p.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적격 프로젝트의 선정 절차를 보면, 주의 각 부처가 그린 프로젝트를 선정하
여 신청하면, 온타리오 재정청(OFA: Ontario Financing Authority)이 주정
부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선별한다. 1차 선별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주정부의
녹색채권 자문패널(GBAP: Green Bond Advisory Panel)의 자문을 받아 대
상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자문패널은 환경보존공원부와 OFA 등의 부처 및 기
관으로 구성되는데, 자문패널은 [표 3-24]의 내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프
로젝트를 선정한다.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온타리오주의 통합기금에 포함되지만, 계좌를 지정하
여 사용 및 할당을 추적한다. 또한 자금 추적과 검증(assurance audit)은 온타
리오의 감사원이 수행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한편 온타리
오주는 최초 녹색채권 발행 이후 관련 뉴스레터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본 뉴스
레터에는 △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개요 △ 프로젝트 할당 예산 △ 최근
프로젝트 상황 △ 검증 감사 내용 △ 예상되는 환경 편익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온타리오 재정청은 환경보존부 등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의 환경적 편익 분석
에 대한 전문성 축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3-24.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 프로젝트 평가 기준
∙ 측정 가능한 결과 또는 환경 편익의 명확한 성과 지표를 포함한 환경 프로젝트
∙ 차기 녹색채권 발행 전 6개월 및 발행 후 12개월 내 발생하는 자금조달 요건 충족
∙ 선택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자금조달 추적 가능성
자료: Province of Ontario(2021), p. 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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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내 기업들의 녹색채권 발행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녹색채권 발행을 선도하면서 가장 많은 발
행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앵글리안워터사(Anglian Waters),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녹색채권을 발행한 민간기관인 만디리은행(Bank Mandiri), 독일 최
초 녹색채권 발행 금융기관이면서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뎀
뷔르템베르크 지방은행(LBBW)를 사례로 선정했다.

가. 영국 앵글리안워터사
영국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지만, 영국의 민간기업
은 녹색채권 발행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다. 2013년 영국 내 송배전 회사가 처음
으로 영국의 녹색채권을 발행한 이래,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량은 계속 증가하여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95건(비금융 34건, 금융 61건)을 기록하였다.
여기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한 영국의 43개 기업(비금융 16개, 금융 27개) 중
2017년부터 5년째 꾸준히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앵글리안워터 서비스 파
이낸싱(Anglian Water Services Financing PLC)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앵글리안워터 그룹(Anglian Water Group)은 잉글랜드 동부와 하트리플
(Hartlepool) 지역 600만 시민을 대상으로 물의 공급 및 물 관련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앵글리안워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속가능
성’ 관련 사업이라 녹색채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앵글리안워터는 [표 3-25]와 같이 2017년 처음으로 스털링 녹색채권을 발
행하였다. 2억 5,000만 파운드의 8년 만기채권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 이자율은
1.625%였다. 그 이후의 녹색채권은 파운드화, 달러화, 엔화 등으로 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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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21년 10월 현재 발행 총액은 11억 달러에 이른다. 앵글리안워터는 녹
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혁신적인 물 추출 프로젝트, 가뭄 및 홍수 복원
작업, 점진적인 물 재활용 및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등 2015~20년 동안 약
850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ICMA-GBP에 따르면 앵글리안워터의 녹색 프로젝트에는 ‘지속가능한 물
및 폐수 관리’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청정 식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
설, 폐수 처리, 지속가능한 도시배수 시스템, 홍수 대응 등이 있다. 또한 녹색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 자원 보존,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방지 및 관리 등 5가지 환경목표에 이바지해야 한다. 한편 녹색채권 관련
자금 지출은 앵글리안워터의 자체 자산운용 5개년 계획(AMP6: Asset Management
Plan 2015–2020)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표준연구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의 PAS2080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3-25. 앵글리안워터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발행일

발행 규모
(백만 달러)

발행 규모
(백만 통화)

쿠폰 이자율
(%)

만기

1

2017. 8. 10

324

£ 250

1.625

8년

2

2018. 10. 26

385

£ 300

2.75

11년

3

2018. 12. 3

32

£ 25

3.00

13년

4

2018. 12. 3

53

U$ 53

4.27

11년

5

2019. 6. 20

66

7,000 Yen

0.855

20년

6

2020. 4. 3

80

£ 65

0.835

20년

7

2020. 11. 13

64

£ 50

1.76

15년

8

2020. 12. 23

66

7,000 Yen

0.85

20년

9

2021. 9. 15

35

U$ 35

1.16

11년

자료: Datastream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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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앵글리안워터의 녹색 프로젝트 사례: Tempsford 물 재활용 센터
∙ 수익창출 계획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신규 주택개발계획에 대한 환경 문제 해결(전체 사업비: 121만
파운드)
- 프로젝트의 폐기물 중 100%가 매립지 내에서 전용
- 2019년 12월에 완료된 동 프로젝트는 90%의 자본 탄소 절감을 달성
- 굴착 및 유지 보수로 인한 흙과 자갈을 재사용
- 배수관 청소용 물은 순환 방식으로 재활용하며, 오염된 물은 정화 및 방류를 위해 처리장 헤드
로 회수
- 정량적 결과: 1차 탄소 저감 규모: 161 CO2e (T) (81%), 효율성 향상을 통한 절감액:
£622,000 (34%), 물 절약 규모: 23.6 H2 Oe m3 (76%)
자료: Anglian Water Services Limited(2020a), p. 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앵글리안워터는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2017년 7월 녹색채권 관리체계
(Green Bond Framework)를 수립했으며, 2020년에는 확장된 개념의 지속
가능 금융 프레임워크(SFF: Sustainability Finance Framework)를 수립했
다. 이는 기업 자체의 자산운용계획(AMP)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채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SFF는 녹색채권과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성 채권 운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SFF는 ICMA의 GBP(2018), 사회적채권원칙(2020), 지속가능채권가이드
라인(201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시장협회
(LMA: Loan Market Association)의 녹색대출원칙(2020)과도 일치한다고
한다. 여타 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해당 SFF는 조달자금 사용,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적격성 기준), 자금 관리, 보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3-26]과 같다.
앵글리안워터의 SFF는 DNV GL52)의 검토를 받았는데, 동 관리체계가 앞에
서 말한 다양한 국제적 원칙이나 가이드라인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한 SFF는 조달자금 사용에 관한 적절한 외부감사인의 검증의견을 매년 받도록
52) DNV GL는 평가 및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로 100개국 이상에서 350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행된 150개 이상의 녹색, 사회적 및 지속가능성 채권, 대출 및 관리체계에 대해 제2자 의견
과 검증보고서를 제공하였다.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 115

하고 있다. 그리고 CBI에서 정한 필수 요건을 채택하여 물 기후 채권(Water
Climate Bond)의 인증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앵글리안워
터는 사후보고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된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총
16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회사의 2010년 탄소기준선 대비
62% 감축했다고 밝히고 있다.

표 3-26. 앵글리안워터의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익금 사용

∙ AMP7(2020-2025) 기간 동안 현재 AMP에 맞춰 환경 및 사회적 투자를 하며,
적격한 다음 프로젝트에 자금 투입
- 원자재 소비와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설계를 통해,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프로젝트
- 깨끗한 식수 및 하수 위생 등 저렴한 기초 기반시설 프로젝트

∙ 모든 자금 지출은 회사 거버넌스 체계(Anglian Water Governance Framework)
를 충족해야 하며, 개별 목표 설정을 통한 엄격한 관리
∙ 다음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 예상 성과, 전략 및 고객 요구에 대한 잠재적 산출물 도출
- 위험 식별
프로젝트 평가 및
- 가치 측정 및 투자 승인을 위한 사적/사회적 비용 활용을 통한 위험 완화
선정 절차
방안 개발
(적격성 기준)
- 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투자 및 투자 시점 논의
-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내부 승인
- 실행 계획 실시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 산출물 및 성과 리뷰
수익금 관리

보고

∙ 재무팀에서 관리
∙ 항목별 지출 계획에 기반한 예산 조정, 이중 계산 방지
∙ (할당보고) 조달자금의 완전 할당 시까지 매년 지속가능성 재무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및 외부감사 실시
∙ (영향보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투자 및 지출,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등에 대
하여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연례보고서 발행

자료: Anglian Water Services Limited(2020b), pp. 14-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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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 만디리은행
인도네시아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민간 금융채나 정부의
녹색국채도 발행된 바 있다. 여기서 살펴볼 만디리은행(Bank Mandiri)은 인
도네시아 최대 기업 대출기관으로, 이슬람뱅킹, 일반 예대업무, 보험, 투자 등
종합적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만디리은행은 GSS(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채권 발행의 기반이 되는 책임 있는 대출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금융 실행 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인도네시아어 약
어 RAKB)’을 수립하였다. RAKB는 크게 지속가능한 금융,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실행 계획은 은행의 우선순위
에 따라 도소매 부문에서 먼저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53)
만디리은행은 ‘지속가능성 채권 관리체계(Sustainability Bond Framework,
SBF)’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녹색채권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이 관리체계는
ICMA-GBP와 ASEAN-GBS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있다. SBF 역시 네 가지 핵
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 사용, 프로젝트 평가 및 선택, 자금 관리, 보고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표 3-27]과 같다. 만디리은행의 적격 녹색범주
(Green Eligible Categories)는 UN SDG와 연계하여 설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표 3-28]과 같다. 만디리은행은 SBF가 ICMA-GBP 및 ASEAN-GBS
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의 검토를 받았
다. 그리고 사후보고와 관련해서는 제3자 검증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53) Mandiri(2021),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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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만디리은행의 지속가능성 채권 관리체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익금 사용

∙ GSS 채권 조달자금은 UN의 SDGs를 촉진하는 ‘미래’ 혹은 ‘기존’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에 전체/부분적으로 사용
∙ 적격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명시(표 3-29), 적격범주 적용 여부와 지속가능
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
∙ 조달자금은 은행의 대출 자금 조달 및 녹색, 사회적 적격성에 대한 자체 투
자 및 운영 활동에도 할당 가능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 적격 지속가능한 금융/대출은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현행 법률 및 규정’,
‘신용정책의 준비 및 이행 책임에 관한 금융서비스위원회(OJK) 규정(No.
42/2017)’을 준수
∙ 적용가능한 규제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상업 은행을 위한
은행 자금조달 관련 자격 기준’과 부합해야 함
∙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식
1) 자격 및 제외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자체 심사 후, 자금 투입 혹은 재융
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
2) 재무, 신용 포트폴리오 위험, 전략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지속가능금융실
무그룹’이 적격 자산 여부를 검토
3) 위험관리 및 신용정책위원회(RMPC)*가 최종 결정

수익금 관리

∙ (추적) 자금 사용을 추적, 할당을 기록하기 위한 전용 레지스터가 설정되며
은행 내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적
∙ (모니터링) ‘지속가능금융실무그룹’에서 적격 자산 목록에 대한 수익금 할당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미지불 금액 및 만기 불일치에 예기치 않은 변동이 있
는 경우 수정 요청
∙ (미할당 자금 사용) 적절한 용도가 식별될 때까지 은행의 유동성 관리 전략에
따라 현금 또는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보고

∙ 매년 자금할당 보고서와 영향 보고서 발행
∙ (할당보고) 프로젝트별 적격자산의 양과 미할당금 잔액 포함
∙ (영향보고) 환경 또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보고, 정량 지표 제공

주: RMPC(Risk Management & Credit Policy Committee)는 이사회 산하 집행위원회로, 위험을 식별, 측정 및 모니터링
실시, 위험 관리 정책 및 전략을 결정.
자료: Mandiri(2021), pp. 8-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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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만디리은행 적격 녹색범주

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

적격 녹색
자산 구분

적격성 기준

∙ 깨끗한 물 또는 식수를 위한 인프라의 설치 및 개선
지속가능한 물과
∙ 물 재활용 및 폐수 처리 시설
폐수 관리
∙ 홍수 완화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 에너지 효율 20% 이상 향상
∙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과 구현, 제조
시설

녹색 건물

∙ 다음 중 1개 이상을 획득한 신축 건물의 개발 또는 기존
건물의 개조
- 건물연구시설환경평가모델(BREEAM) 우수 이상
-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LEED) 골드 이상
- 인도네시아 녹색 건물 위원회 골드 이상

재생가능한
에너지

∙ 재생가능자원(풍력, 태양열, 소규모 미니 수력, 바이오매스
(임업 및 농업 잔류물), 지열 등)에서의 에너지 생성
∙ 재생 에너지 기술의 부품 제조
∙ 재생 에너지 연계에 필요한 송배전 사업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깨끗한 교통

∙ 자동차의 순환 감소 및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전기 철도, 무동력 복합운송 등)
∙ 전기자동차(예비 부품 포함) 제조
∙ 청정 에너지 차량을 위한 인프라

12.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친환경 적응
제품

∙ 자원효율적인 연구개발 / 지속가능한 바이오재료 라운드테
이블에 의해 인증받은 바이오 기반의 재료를 이용한 저탄
소 제품, 과정 및 기술 / 재활용 및 폐기물 바탕의 원료

13. 기후행동

재생가능한
에너지

∙ 기후 관찰 및 조기 경보시스템과 같은 정보 지원 시스템

7. 적정하고 깨끗한
에너지

자료: Mandiri(2021), pp. 9-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방은행
독일의 녹색채권 시장은 금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전체 발행
건수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공기업으로 전체 건수의 18%를 차지한
다. 독일의 최초 녹색채권은 국가 은행인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ftliche
Rentenbank)이 2013년 8월 발행한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은 2015년에 처음
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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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LBBW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발행 수

1

1

6

79

64

151

금액

887

578

2,232

3,091

2,342

9,130

자료: Datastream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여기서 독일의 녹색채권 발행 기업 사례로 바덴뷔르뎀베르크 지방은행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이하 LBBW)을 살펴보고자 한다. LBBW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기업과 소매 고객 및 저축은행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총 자산 가치는 3,040억 유로(2021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이며, 독일에서 세 번째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독일 전체
녹색채권 발행 건수의 5.8%, 금융기관 발행 건수의 35.1%를 차지한다. 2017년에
유럽 민간은행 중 최초로 상업용 부동산 기반 녹색채권 거래에 대해 CBI 인증
을 획득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표 3-29]와 같이 2020년과 2021년에 발
행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151건, 약 91억 달러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2020년 2월부터는 매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LBBW는 2014년 ICMA-GBP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LBBW는 녹색채
권이 녹색 자산에 자금을 할당하려는 투자자에게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제공
하며 환경친화적인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UN SDG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SDG11), 기후행동(SDG 13) 및 적
정한 가격의 청정에너지(SDG 7)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며 독
일 민간 금융기관 중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더불어 이 은행은 EU 행
동계획(EU Action Plan)과 국가기후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한편, 녹색 및 기
후 관련 시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LBBW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2017년 처음 수립되었
다가 ICMA-GBP(2018)에 따라 2019년 개정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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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에 발표된 EU-GBS 초안과도 연계하여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LBBW 녹색채권 관리체계 역시 ICMA-GBP에 따라 [표 3-30]과 같이
크게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LBBW는 ISS-oekom로부터 관리체계에 대
한 외부검토를 받았다. 또한 발행 후 검증과 관련하여 ISS-oekom을 통하여 포
트폴리오에 추가된 자산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검토ㆍ보고할 예정이다.

표 3-30. LBBW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구분

설명

조달자금 사용

∙ 조달자금은 적격 범주의 녹색 대출로 구성된 적격 녹색 대출 포트폴리오의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거나 재융자에 사용
∙ 적격 범주의 정의: 녹색 상업용 건물 및 녹색 주거용 건물, 재생 에너지 프
로젝트(육상 및 해상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 EU 분류, 기후 채권 표준(CBS) 연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 녹색채권 위원회(Green Bond Committee)*는 관련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적격 대출의 평가 및 선정을 포함하여 전체 녹색채권 절차를 관리 감독함
∙ LBBW는 선택된 모든 적격 자산이 국가 및 국제 환경 및 사회 표준과 현
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활동이 내부 환경 및 사회
적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
∙ 녹색채권의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대출 사업에 대해 최소
한의 환경 및 사회적 요건 필요
∙ 이러한 자격 기준, 최소 요구 사항 및 ESG 관련 측면은 외부 및 내부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및 업데이트됨

자금 관리

∙ 조달자금은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 사용: 자격 기준과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적격 녹색 대출 포트폴리오에 할당

보고

∙ 할당보고
- 해당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후 적격 녹색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금 할당을 보고하며 해당 녹색채권 수익금이 완전히 할당될 때까지 매
년 업데이트함
- 적격 대출에 할당된 총 수익금, 적격 대출의 수, 할당되지 않은 수익금의
잔액. 신규 융자 및 재융자 금액 또는 비율 등을 포함
∙ 영향보고
- 영향보고 체계에 따라 적격 대출과 관련한 기후 편익 영향보고를 실시
- (녹색 건물 적격 대출) 예상 사전 연간 에너지 절감량(MWh), 예상 연간
에너지 절약, CO2 등가 톤으로 감소/회피된 연간 GHG 배출량 추정
- (재생 에너지 적격 대출) 실제/p50 생산을 기반으로 한 회피 GHG, CO2
등가 톤의 연간 GHG 배출량 감소

주: 위원회는 재무부, 리스트관리 부서, 부동산 부서, 지속가능성 부서의 대표로 구성.
자료: LBBW(2019), pp. 3-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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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녹색채권을 발행한 주체별로 해외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
례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녹색채권 발행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처음에는 세계은행이
나 유럽투자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
후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다음은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녹색채권을 발행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
트에 자금을 사용하였다. 그 후에는 탄소배출 민간기업이 녹색전환 투자를 위
해 혹은 기존의 환경관련 분야 민간기업이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
했다. 그리고 녹색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자금
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에는 지
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모두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
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은 ICMA나 CBI가 권고하는 녹색채권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적격사업을 규정한 녹색사업 분류체계를 자체적으
로 갖고 있으며, 선정절차, 사후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이런 관리
체계는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는 아직
일반화되거나 엄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계은행은 그린워싱 논
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
가 녹색채권의 규제체계 방향을 선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런 경향
은 다른 주체들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주로 기후변화 완화, 즉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적응에 사용되는 부분은 아직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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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배출 완화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된
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 관련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된다. 이런
사업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외의 녹색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개도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정부가 조달한 자
금은 해외 녹색사업에도 이용된다.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경우 자국 통화로 발행하기보다는 달러나 유로화와 같은 국제통화, 나아가 개
도국 현지통화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나 환경 관련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에 필요한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조달된 자금의 관리는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경우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은, 국가의 탄소중립 계획과 녹색금융 전략이라는 상위의 정책체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자체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
으며, 이 관리체계 역시 외부검토를 받고 있다. 녹색국채의 발행은 재무부 등
예산 담당 부처가 주관하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다른 부처 관계자 및 전문
가로 구성된 범정부적 관리팀이나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사업
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지만, 녹색채권 포트폴리오의 다양
화,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국민 및 투자자의 환경
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 123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지금까지 녹색채권의 정의, 시장 현황, 규제체제, 발행주체별 사례연구를 서술
하였다. 본 장에서는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녹색채권의 발행주체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정부 및
기업 발행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절에서는 녹색채권
시장 발전요인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서술한다. 2절에서는 전 세계 녹색채권 발
행 자료를 활용하여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 경제 및 기후변화 요인의 통계적 관련
성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녹색채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소결을 통하여 녹색채권의 성장 가능성과 한계를 서술한다.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은 일반 채권 시장의 발전에서 출발한다. 즉, 채권시장
의 토대인 거시경제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발전, 제도 등은 녹색채권 시장의 성
장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채권 시장은 기후변화 위기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공공 및 민간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생에
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수요로 인
하여 녹색채권 시장은 일반 채권 시장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녹색채권 시
장의 발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 시장 관련 요인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의 녹색채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기후변화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녹색채권 인
식제고, 거시 및 제도적 요인, 기업의 발행 요인, 기후변화 요인 등을 검토한다.

가. 금융시장의 관심
기후위기 및 탄소 저감 정책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은행시스템, 기업의
주가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iglio et al.(2021)은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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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문헌을 잘 정리하였다. 특히 기후위기에 자산별로 노
출된 위험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Battiston et al.(2017)은
유럽 투자 및 연금 펀드들의 포트폴리오가 기후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자본은 기후변화 위험에 유
사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IMF의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IMF 2020)의 5장에서는 각 국가에 대해
시행하는 금융부분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안정성 위험을 평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Bolton and Kacperczyk(2021)에서는 탄소감축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
다 주식수익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후위기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ESG) 성과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세계적 투자회사인 AQR 캐피털매
니지먼트(AQR Catial Management)에서는 ESG 투자전략을 개발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녹색채권 발행과 ESG 지표를
주요한 투자기준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
를 발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는 녹색채권 시장의 중요
성을 인지하여 2014년 이후 그린본드지수(Barclays MSCI Green)를 발표하
고 있다.
이렇듯 투자위험 요인으로서의 기후위기, ESG 투자전략 등은 금융시장에서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를 더욱 높여왔다. 특히 투자자들은 2008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서 녹색채권 투자가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
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녹색채권은 환경적 책임
투자를 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투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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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녹색채권 시장의 국가 특성에 기인한 발전요인은 일반 채권 시장과 유사하다.
일반 채권 시장의 발전요인으로는 경제 규모, 거시 건전성, 국가신용도, 재정수지
등의 거시적 요인과 시장 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 규모, 거시경제 안정성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경제 규모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채권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olliver et al.(2020)에서는 실증분석을 활용하여 국가 규모, 주식시장 규모, 무
역개방도, 법규제, 제도의 질 등이 국가 총 녹색채권 발행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었음을 규명하였다. Dan and Tiron-Tudor(2021)는 거시경제 지표가 유
럽 국가들의 녹색채권 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등급, 정
부 재정수지, 인구, 물가상승률은 녹색채권의 발행량 및 규모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Margaretic and Pouget(2018)은 국가의
사회,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국채 스프레드가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거시요인 이외에 녹색채권의 특수성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이 존재한다. 정부차
원의 녹색채권 정의 표준화, 세금 인센티브, 발행 인증 비용 지원 등은 녹색채권 성
장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Agliardi and Agliardi(2019)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혹은 일반 채권에 비해 낮은 세금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적 책임 투자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는 투자자들의
녹색채권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투명성 제고와 녹색채권 라벨 인증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IFC(2020)는 녹색채권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결정 요인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 프레임워크, 자본시장 발전, 거버넌스 및 정치적 안정성
을 언급하였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이 SDGs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경
우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 발행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Tolliver et al.(2020)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지수를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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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강할수록 거시 및 제도적 요인들이 녹색채권
발행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됨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등은 거시요인과 맞물려서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 기업의 기대 편익과 비용
녹색채권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경적 관점에서 효율
적인 녹색금융 수단이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사업을 효율적으
로 이끌 수 있다.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증가는 민간 주도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의 주요한 지표이다. 기업주도의 녹색채권 시장 성장은 녹색채권 발행의
기대 편익과 비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기대 편익은 기업성과 향상과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 등이다. 최근 녹색채권 발행이 기업의 수익성, 환경적 성과, 사회
적 책임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54). 그러나
녹색채권 시장의 규모가 일반 채권 시장에 비하여 작고, 역사가 길지 않아서 성
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다. 녹색채권 발행으로 인한 기업성
과의 향상은 더욱 지켜보아야 한다.
채권 투자자들의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는 주가 상승 및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lammer(2021)에서는 사건분석(Event
study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녹색채권 발행 이후 발행 기업의 주가가 상승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Bachelet et al.(2019)은 녹색채권 발행 기업과 비슷한
특성의 기업들이 발행한 갈색채권(Brown bond)을 비교해 녹색채권이 갈색채권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Zeribib(2019)
54) Pham and Huynh(2020); Flamme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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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녹색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수익률 차이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녹색채권
수익률이 일반 채권 수익률보다 조금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금
리 채권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이 연구결과는 투자자들의 녹색채권 선호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 사실 시장 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기업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의도가 크다.
한편 기업은 신뢰성 있는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녹색채권 인증 및 사후관리는 채권의 신뢰성을 높이지만 비용이 발생한
다. Flammer(2021)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외부기관 혹은 제3자로부터
인증 받은 녹색채권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Bachelet et al.(2019)
은 녹색채권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소와 녹색 인
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i et al.(2020)과 Dan and Tiron-Tudor(2021)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등급, 신용등급 등이 녹색채권의 발행량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ESG 등급 및 신용등급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의 역량과 녹색채권 발행은 관련성이 높다.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이
런 역량과 관련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2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라. 기후변화 요인
대규모 자연재해는 정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물적 자본에 피해
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거시 및 금융, 기업의 투자 등에도 영향을 준다.
Noy(2009)는 자연재해가 장기 및 단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도의 질, 소득수준, 무역개방도, 정부지출 등이 높을수록
자연재해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다고 보여주었다. An and
Park(2019)과 Cevik and Jalles(2020)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자
연재해가 국가신용등급 및 국채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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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에 중점을 둔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rame et al.(2020)은 기후변화로 인한 허리케인 하비의 경제적 비용, 극심한
강우와 가뭄의 피해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 외에도 기후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소아스대
학, 무디스사 등 여러 기관이 공동 참여한 연구보고서인 Volz et al.(2020)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금융안정, 무역 및 자본이동, 정치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응한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 녹색
채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다면 녹
색채권 시장의 성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녹
색채권 시장의 확대 또는 보다 정교한 금융수단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무디스 ESG 솔루션(Moodys ESG Solutions; 이전 이름 Four
Twenty Seven)(2020)은 2040년까지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하였다. [표 4-1]과 같이 204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1%가 기후
변화 관련 재해(홍수)에 노출되고, 세계 전체 GDP의 43%가 기후변화의 영향
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표 4-1. 2040년 전 세계 기후위기 고위험 노출 예측
고위험 노출 총량

전 세계 대비 고위험 노출 비중

기후재해

인구
(십억 명)

GDP
(달러, 조)

농업지역
(1억
헥타르)

홍수

3.6

78

7.9

인구
(%)

GDP
(%)

농업지역
(%)

41

43

26

열스트레스

2.4

41

9.1

28

23

31

허리케인ㆍ태풍

0.6

20

0.8

7.2

11

3.1

해수면 상승

0.3

17

0.1

2.9

9

0.5

물 스트레스

3.4

71

10.4

39

40

35

산불

2.6

41

7.3

30

22

24

자료: Moodys ESG Solutions(2020), p. 5 [표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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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가별 2040 기후위기 노출도

자료: Moodys ESG Solutions(2020), p. 8 [그림 4] 재인용.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후위기 노출도가 높은 국가는 필리핀, 중국, 미국, 멕시
코, 베트남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4-1 참고). 이들 국가를 보면 기후위기 노출도
는 국가의 경제 규모 및 소득수준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또한 무디스 ESG
솔루션(2020)은 기후위기 노출도와 국가의 소득수준인 1인당 GDP 간 상관관
계는 –0.15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노출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녹색채권 또는 유사한 녹색금융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녹색채권은 ‘녹색라벨(Green label)’을 가짐으로써 일반 채권과 차이점을
가진다. 국채와 회사채 중 녹색라벨을 가진 채권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
거나 탄소저감을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
로 국채 및 회사채의 발행 의도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조사를 보면 녹색채권과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잘 알 수 있다. CBI에서는 GSS 국채를 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채 발행 의도를 심층 조사하였다. 2020년 11월 기준 22개국이
GSS 국채를 발행하였고, 이 중 19개국(8개 선진국, 11개 신흥국)의 32개 채권
이 심층 조사에 응답하였다(그림 4-2, 그림 4-3 참고).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으로 GSS 국채를 발행한 가장 큰 동기는 NDC 목표를 달성하고 SDG를 해결
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억제는 평균 4.2점(5점 만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응답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 GSS 시장 성장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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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주요한 발행 동기로 응답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주요한 발행 의도에 차이도 존재하였다. 재정적
유연성은 신흥국 응답률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동기는 선진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는 GSS 국채
주요 발행 동기를, [그림 4-3]은 부가적 동기를 나타낸다.
그림 4-2. GSS 국채 발행의 주요 동기

자료: Harrison and Muething(2021), p. 4 [그림 2] 재인용.

그림 4-3. GSS 국채 발행의 부가적 동기

자료: Harrison and Muething(2021), p. 21 [그림 18] 재인용.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 133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조달자금 사용처를 분석해 보면 많은 부분이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Fatica and Panzica(2021)는 딜로직
(Dealogic DCM)에서 획득한 2007~19년 기간 동안 발행된 1,105개의 전 세
계 녹색 회사채 조달자금의 사용 용도를 분류하였다. [그림 4-4]를 보면 조사된
녹색 회사채 자금의 약 80%가 기후변화 완화에 전체 또는 일부가 사용되었다.
이들 대부분 사업은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문헌, 설문 및 통계조사를 보면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은 기후변화와 직접적
인 관련성이 있다. 또한 국가의 거시 및 제도적 역량, 기업의 역량 등이 녹색채
권 발행을 촉진한다.

그림 4-4. 녹색 회사채 조달자금의 환경목적별 사용(발행액 기준)

자료: Fatica and Panzica(2021), p. 9 [그림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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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요인 이외에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검토한다. 녹색채권은 특히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에서 매력적인 금융 상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제한하는 몇 가
지 요인들이 존재한다.55)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녹색채권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녹색채권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표본 간의 이질
성과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 정량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Tolliver et al.(2020)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의 한계, 국내 녹색채
권 투자자들의 낮은 수요, 녹색채권 효과에 대한 낮은 인식, 국내 및 국제 가이
드라인과 표준화의 부재, 그린워싱 위험에 대한 우려, 높은 발행 및 인증 비용
등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Banga(2019)는 녹색채권 발행 규모,
발행 통화, 높은 녹색채권 인증 및 거래 비용 등이 신흥국의 녹색채권 시장 발
전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Tolliver et al.(2020)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 저해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표 4-2 참고).
표 4-2. 녹색채권 시장 발전 저해 요인
Jun et al.(2016)의 서술
(1) 일반적인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2) 녹색채권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ㆍ표준화 부재
(3) 각 국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부족
(4) 녹색채권 기준 충족과 발행을 위한 높은 비용
(5) 녹색채권 등급, 지수 및 상장의 부족
(6) 녹색라벨이 붙은 녹색채권의 발행(공급) 부족
(7)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녹색채권 시장 진입 어
려움
(8) 국내 녹색 투자자 부족

Cochu et al.(2016)의 서술
(1)
(2)
(3)
(4)

수요(투자) 측면
녹색채권 명확한 기준 부재
녹색채권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
발행자의 정보공개 의무화 부재
녹색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

(1)
(2)
(3)
(4)
(5)

공급(발행) 측면
자급력 있는 프로젝트의 부족
소규모 프로젝트 통합 수단 부족
적격 프로젝트 식별을 위한 기준 부족
높은 신용등급 취득의 어려움
녹색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

자료: Tolliver et al.(2020), p. 12 [표 A1] 일부 저자 재작성.
55) Environmental Finance, “The Race for Green Capital in Emerging Marke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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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2017)에서는 발행 규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자들이 지속가능 친환경 사업을 위해 상당량의 민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녹색채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발행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에서 수행되는 많은 녹색사업들의 규모는 낮은 인구
밀도와 빈곤 등으로 인해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들의 사
업 규모는 채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발행 최소 규모에 미치지 못해 투자
자들의 시장 진입에 1차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공통된 녹색채권 인증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뿐 아니라
국가 수준의 관리체계 부재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와 녹색 인증에 대한 불확
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의
녹색 인증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용위험을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낮춰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제3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녹색채권 발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녹색채
권 발행자에게는 이러한 발행 전ㆍ후의 인증 및 거래 비용은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의 자국 통화 발행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행된 녹색채권의
발행 통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녹색채권의 44.4%는 유로화로 발행되었으
며, 27.6%가 미국 달러화, 9.4%의 녹색채권이 중국 위안화로 발행되었다. 이
는 녹색채권 발행 대부분을 금융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비양도 통
화를 가진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가들은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자본 조달을 위
해 유로화,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등의 국제 통화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금을 조달받는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의 프로젝트
수익 흐름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색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가 통화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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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특히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은 투자 주기와 정
치적 주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다. 녹색국채의 경우 조달된 자금이 미래
정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몇몇
국가는 선진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녹색채권 조건과 인증 및 감독 규정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와 거시경제 및 기후변화 요인과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1절에서는 녹색채권의 성장요인들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1절에서 검토한 성장요인 중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경제 및 기후변화 관련 변수
들과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장의
녹색채권 현황자료와 일치한다.

가. 경제적 요인과 녹색채권 발행의 관계
공공 및 민간의 녹색채권 발행과 발행자가 속한 국가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
장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제외한 공공 및 민간의 녹색채권 발행액을 국가 단위로 재집계하였다. 각국의
연도별 녹색채권 발행액을 2015년 기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하였다. 이후에 제시된 모든 자료는 2015년 기준 실질 녹색채권 발행액 값이다.
그리고 국가 규모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총발행액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발행액을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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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로 집계된 70개국 중 케이만군도 등의 조세회피국,
금융중심국인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지
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21년 11월 기준)에서 실질 국
내총생산(GDP)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10년
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58개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56) 이 국가들은 MSCI
지수 분류 기준으로 선진국 22개 국가, 신흥국 21개 국가, 프런티어국가 9개
국가, 미분류 6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분석은 시기별 녹색채권 발행 규
모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산점도 그래프 형태
로 제시하였다. 녹색채권의 발행역사가 길지 않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추세적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2020년의 결과를 제시한다. 또
한 연도별 발행 규모와 더불어 누적 발행 규모를 이용한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가 유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한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 거시경제 변수 사이에는 1년의 시차를 두었다. 예
를 들어 발행연도가 2020년일 경우 경제, 금융, 기타 변수들의 자료는 2019년
자료이다.

1) 국가 규모, 소득 및 경제성장률
Dan and Tiron-Tudor(2021)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녹색채권
발행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국가의 인구수 또는 GDP 기준의 경제 규모는 녹색
채권의 절대적 발행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녹색채권 관련 투자 사업의
수요와 관련될 수 있다.
[그림 4-5]는 2015년, 2020년 각각의 1인당 녹색채권 발행액과 인구 규모
와의 산점도 그래프이다. 단순관련성은 음의 상관관계로 보인다. 보고서에 보고
하지는 않았으나 총생산량(GDP) 기준의 경제 규모와 1인당 녹색채권 발행액과의

56) 데이터스트림 자료에서는 국제기구를 제외한 녹색채권 발행은 2010년부터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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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가 규모(인구)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산점도 그래프도 유사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 규모(인구 또는 경제
기준)가 증가할수록 녹색채권 발행이 증가하지만, 그 효과는 체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3절의 계량분석에서 자세히 할 것이다.
[그림 4-6]은 녹색채권 발행과 국가 소득수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소득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뚜렷이 증가하는데, 발행 국가가
2배 이상 증가한 2020년에도 이 관계는 그대로 확인된다. 각 시기별로도 상관
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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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득수준(1인당 GDP)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각 발행자별로도 발행 규모와 소득수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4-7]은 발행자별 발행 규모와 소득수준 간의 산점도 그래프인데, 원의 크기는
발행 건수를 의미한다. 발행 규모 이외에 채권 발행 건수도 녹색채권 시장의 성
장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가 될 수 있다. 모든 발행자에 대해 소득수준과 발행
규모 사이에 양의 관계가 확인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발행 규모 및 발행
횟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민간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 소득수준 사이
의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보인다.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
건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상관계수 값을 계산하였다.57) 상관계수 값은 0.42(공
공), 0.78(민간-금융기업), 0.82(민간-비금융기업)로 나타났다. 즉 민간-금융
기업, 민감-비금융기업의 상관계수가 공공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57)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패턴이 상이한 중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0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그림 4-7. 소득수준(1인당 GDP)과 발행자별 녹색채권 성장(2020)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도 높은 양의 관련성을
보인다(그림 4-8, 그림 4-9 참고). 소득수준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관계수 값을
계산하면 0.35(공공), 0.34(민간-금융기업), 0.43(민간-비금융기업)로 나온다.
즉 민간 주도의 녹색채권 시장 성장은 국가의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나아가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변수들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및 금융시
장 변수들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사이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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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경제성장률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9. 경제성장률과 발행자별 녹색채권 성장(2020)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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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건전성
국가신용등급은 거시건전성의 종합 지표이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국가의 재
정건전성, 제도의 질, 전쟁 및 재난 관련 위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등급을 결정한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또한 높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및 기업 주도의 녹색채권 시장 성장과
도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그림 4-10]은 1인당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 신용등
급 간의 관련성을 시각화하였다.58) 소득수준은 국가신용등급의 주요한 결정요
인이다. 예상대로 국가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10. 국가신용등급과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58) 신용등급을 수치로 전환하였는데, 20은 무디스의 최고등급인 Aaa를 나타내며 한 등급 하락하면 값도
1씩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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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낮은 신용등급 국가들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행 건수까지 고려하여 보면 신용등급 15 이
상(무디스 기준 A2)의 국가에서 녹색채권 발행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재정수지는 녹색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resbitero et

al.(2016)과 Capelle-Blancard et al.(2019)은 건전한 재정수지가 녹색채권
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재정 정책
과 제도가 녹색채권 스프레드를 낮추고 국채 공급 증가로 이어져 녹색채권 시
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11]에서도 재정수지와 녹색
채권 시장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에는 많은 국가의 재
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국가가 늘었지만, 여전히 양의 관련성이
확인된다. [그림 4-12]와 같이 실업률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사이에는 약한 음
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재정수지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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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실업률과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3) 금융발전 및 기타
금융시스템이 잘 발전된 국가에서는 채권 발행 및 투자와 관련한 기반이 갖
추어져 있다. 따라서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은 국가의 금융발전 정도와 깊은 연
관성을 가진다. 금융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유동부채 규모, 주식시
장 시가총액, 회사채 발행총액)과 녹색채권 시장 성장 지표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유동부채 규모가 클수록 금융중개 기능 혹은 금융심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지표로는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금융발
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회사채 발행총액은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4-13~4-15]는 모두 금융발전 지표와 녹색채권
성장 사이에 양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회사채 발행총액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및 건수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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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유동부채 규모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4. 주식시장 발전과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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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채권시장 발전과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추가로 Svirydzenka(2016)와 국제통화기구(IMF)는 금융발전 수준을 금
융기관 발전과 금융시장 발전으로 나누어 지수화했는데, 이들과 녹색채권 시
장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IMF는 금융발전 지수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발전 수준을 깊이, 접근성, 효율성으로 조합
하여 정의하고 있다. 자료 획득이 가능한 최근 연도인 2020년의 1인당 녹색
채권 발행 규모와 금융발전 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금
융기관의 깊이, 금융시장의 깊이가 녹색채권 성장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
인다. 녹색채권 발행은 금융기관 및 시장의 접근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깊이
(규모와 유동성)가 뒷받침되었을 때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은 IMF의 금융발전지표와 1인당 녹색채권 발행 규모 간 상관계수를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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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IMF 금융발전지표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 간 상관관계(2020)

항목

정의

금융기관
발전지표

금융시장
발전지표

깊이

규모와 유동성

0.61/0.52

0.51/0.42

접근성

개인과 기업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0.28/-0.43

0.33/0.12

효율성

기관이 수익을 유지하면서 저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0.20/0.03

0.32/-0.24

0.56/-0.03

0.47/0.12

종합

주: 1) 금융발전지표는 2019년 자료이며, 녹색채권 발행은 2020년 자료임.
2) /표시 앞의 숫자가 상관계수이며 뒤의 숫자는 녹색채권 발행 건수로 가중평균한 상관계수임.
자료: IMF, Datastream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녹색채권의 조달자금은 결국 환경 관련 분야에 투자되므로, 투자자유도도
녹색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의 경제자유도 지수 중 투자자유도 지수는 자유롭고 개방된 투자 환경과 관련
한 제도 등을 측정한 것이다. 즉 투자자유도 지수는 개인과 기업이 투자 대상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투자자유도 지수값이 0에
가까우면 신규 사업 관련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활동이나 녹색채권 발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16]에서는 왼쪽 하단의 중국을 제외하고는 투자자유도 지수가 높을수
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 횟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금융개방도가 높으면 해외투자의 국내 유입 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
가 활발할 수 있다. 즉 녹색채권의 투자자 범위가 넓어서 더욱 활발한 채권 발
행이 가능하다. [그림 4-17]은 친-이토(Chinn-Ito) 금융개방 지수(표준화 값,
가장 높은 개방도 1)와 1인당 녹색채권 발행 규모 간의 산점도이다. 대부분의
녹색채권 발행은 금융개방도가 1인 국가에서 활발하였다. 그래프의 관련성을
유추하면 높은 수준의 금융개방도가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기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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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투자자유도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7. 금융개방도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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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도와 더불어서 무역개방도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의 관련성을 살
펴보았다. [그림 4-18]에서는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녹색채권 발행 규
모와 건수가 높음을 보여준다. Tolliver et al.(2020) 등의 연구에서는 무역
개방은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채권 스프레드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 및 수입기업은 외환거래에 익숙하고 해외시장
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자산구성에서 외화자산이 필요할 확률이 높다. 미국 달
러 또는 유로화 등의 국제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녹색채권 발행이 수월할
수 있다.

그림 4-18. 무역개방도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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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요인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탄소 절감 등 녹색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
는 채권이므로 국가의 탄소 배출, 기후변화 관련 요인들이 녹색채권 발행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탄소 배출, 기후변화 노력 등 기후변
화 요인들과 녹색채권 시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간 국가별 1인당 CO₂ 배출량(미터톤)과 CO₂ 배출량 변화율은 해당 국가의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4-19]에서는 1인당
CO₂ 배출량, CO₂ 배출량 변화율과 녹색채권 발행량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
다. 1인당 CO₂ 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의 녹색채권 발행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그림 4-19]는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 CO₂ 배출량 변화율 사이에 음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9. CO₂ 배출량 변화율과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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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계속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CO₂ 배출량 변화율이 낮거나 음의 값인 국가들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향후에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노트르담 글로벌 적응 지수(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ND-GAIN)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취약도(vulnerability)와 준비도
(readiness)를 보여준다.59) 취약도 지수는 기후재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
는 인간 활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인간 활동에는 식량, 물, 건강, 생태계 서비
스, 주거, 인프라 등 6개 분야가 포함되며, 각 분야별로 기후재해에 대한 노출
도, 민감도, 적응능력을 고려한다. 특히 취약도 지수에서 노출도는 각 국가가
기후변화에 물리적으로 노출된 정도를 측정한다. 국가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59) 노트르담 대학은 매년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도와 취약도에 순위를 매기며, Tol et al.(2007);
Wolf et al.(2010) 등 다양한 연구에서 해당 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Chen et al.(2015),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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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별로 고정값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적응능력 및 민감도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취약도 지수가 변화한다. 준비도 지
수는 투자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측정한 지수로 국가의 경제 준비도, 거버넌스 준비도, 사회 준비도 등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지수이다.
기후변화 취약도와 준비도가 실제 기후변화 관련 재해 경험, 국가의 소득수
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들 변수가 지수 계산에 같이 포함
되면 중복계산 및 내생성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ND-GAIN
의 지수는 1인당 GDP 및 기후재해 피해 관련 통계를 지수산정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는 다음 절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변수 간 중복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4-20]은 ND-GAIN 기후변화 지수 체계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4-20. ND-GAIN 기후변화 지수 체계

자료: Chen et al.(2015), p. 6 [그림 1].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 153

[그림 4-21]은 ND-GAIN의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도와 취약도 지수에 따른
국가 분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래프의 좌상향에 속한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도 수준이 높고 준비도 수준이 낮아 기후변화 대처 개선을 위한 투자
와 행동이 시급한 나라들이다. 녹색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 포
함되어 있다. 그래프에서 우하향에 속한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도는 낮
지만 준비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다만 기후변화 적응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자료를 보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들이 이 그룹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도와 취약도는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성이 높다.

그림 4-21.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 지수

주: 원 표기는 녹색채권 발행국이며, 마름모 표기는 미발행국임. 중앙선은 2019년 평균치임.
자료: ND-GAIN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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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23]은 기후변화 지수(취약도, 준비도)와 GDP 대비 녹색채권
발행 규모를 나타낸 그림이다. 취약도가 낮고 준비도가 높은 국가들이 녹색채
권을 활발히 발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19년 노르웨이의 취약도
지수는 0.25, 준비도 지수는 0.77이며 2020년의 1인당 녹색채권 누적 발행 건
수는 153개, 발행액은 약 6억 달러이다. 그러나 사실 [그림 4-23]에서 취약도
가 높은 국가는 준비도가 낮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4-22~23]은 취약도
와 준비도에 유사하게 영향을 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림 4-24]에서는 취약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지표(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중 국가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관련도가 낮은
기후변화 노출도(Exposure)60)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기후위기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녹색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고, 녹색채권 등
의 수단을 더욱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채권 시장의 발달이 더딘 것
으로 확인된다.

60) ND-GAIN의 노출도는 앞절의 무디스사 노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예견된 기후위기에 각 분야별로
노출되는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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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기후변화 취약도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ND-GAIN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23. 기후변화 준비도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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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기후변화 노출도와 녹색채권 성장

자료: Datastream, 세계은행 자료(검색일: 2021. 11. 1) 토대로 저자 작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지금까지는 국가의 거시경제 변수, 금융시장 발전 정도, 기후변화 관련 지수
들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절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하다.61)

61) 녹색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 관점에서 기업 단위로 분석할 수도 있다. 기업의 재무
및 환경적 특성, 산업 특성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는 연구 기간 등의 한계로 인하
여 거시적 관점의 결정요인 분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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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방법
1) 자료
2절에서는 총 58개국의 녹색채권 발행국들을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녹색
채권 발행국과 미발행국을 포함한 국가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녹색채권 발행 여
부, 녹색채권 발행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기간 중 발
행국이 거의 없는 기간(예. 2010년 2개국)이 포함되면 분석결과의 해석에 편이
(bias)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국이 어느 정도 형
성된 기간만을 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국이 10개국 이상을 넘은 2014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대상 국가는
설명변수로 고려한 변수들(1인당 GDP, 경제성장률, 투자자유도 지수, 금융발전
지수, 기후변화 준비도 지수)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국가로 하였다. 총 165개국
(발행국 50개국, 미발행국 115개국)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표 4-4 참고).
또한 2절과 마찬가지로 녹색채권 발행자료와 각 설명변수 사이에는 1년의 시
차를 두었다. 주요 설명변수들의 2020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최
종적으로 실증분석 기간은 2014~20년으로 하였다.

표 4-4.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분석대상 국가 현황
구분

녹색채권 발행국

녹색채권 미발행국

선진국가

27

6

33

신흥국가

23

51

74

저소득국가

0

58

58

아프리카

3

37

40

아시아 태평양

10

19

29
40

소득수준별

합계

유럽

24

16

중동 및 중앙아시아

3

24

27

서반구

10

19

29

50

115

165

지역별

합계
주: 소득수준 및 지역구분은 IMF의 분류체계를 따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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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명
종속변수는 국가별 연간 녹색채권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
나 미발행 국가들이 분석에 포함되어 녹색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결측값
이 아닌 분석에 활용 가능한 값이 부여되어야 한다. 첫째로 녹색채권 발행 더미
변수(  )를 설정하였다.  변수는 더미변수로 특정 연도에 국가가 녹
색채권을 발행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둘째로 1인당
녹색채권 발행액의 로그(  )를 활용하여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그러나

 변수 자체는 음의 값이 존재할 수 있어서 미발행과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임의로 양의 값을 부여하기보다는  변수의 크기에 따른 순위를 정
하고, 미발행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 정도의 차이
를 나타낼 수 있는 순위값을 가진 종속변수를 주요 분석에 활용하였다.
순위프로빗모형 추정의 종속변수인 GDP 대비 녹색채권 발행 규모의 순위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 4-1]의 체계로 각 범위의 임계값을 정의한다.









if
if
if
if
if
if
if

  
   ≤ 
   ≤ 
   ≤ 
   ≤ 
 ≤ 
  미발행

[식 4-1]

는 순위값을,   ~   는 임계값을 뜻한다. [표 4-5]는 임계값을 활용해 순
위프로빗모형의 수준을 정의한 표이다. 녹색채권이 발행된 경우, 한 구간의 간
격을 발행 규모 표준편차(  )의 1/2로 정하였다. 이렇게 구간을 정의한 결과
[표 4-5]와 같이 발행 구간에서 각 구간별 비중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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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순위값 정의
순위

임계값(  )

값

범위

비중(%)

녹색채권 발행 규모( )
6단계

6

    

5.76 초과

2.35(27)

5단계

5

     ≤   

4.67~5.76

3.66(42)

4단계

4

   ≤   

3.59~4.67

3.74(43)

3단계

3

     ≤ 

2.51~3.59

2.44(28)

2단계

2

   ≤  ≤   

1.43~2.51

1.91(22)

1단계

1

min ≤  ≤   

-3.81~1.43

2.79(32)

미발행

0

-

-

83.12(955)

=3.59, GDP 대비 녹색채권 발행 규모( )의 평균
=2.16, GDP 대비 녹색채권 발행 규모( )의 표준편차
주: ( )는 관측치 수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2절에서 검토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에서 고려한 설명변수는 [표
4-6]과 같다.

표 4-6. 녹색채권 시장 성장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
구분

기후
변화
요인

거시
경제
요인

변수명

정의 및 출처

해석

기후변화 준비도*
(+)

기후변화 준비도 지수(0~1)
ND-GAIN(~2019)

1에 가까울수록 기후변화
준비도가 높음

기후변화 노출도*
(+)

기후변화 노출도 지수(0~1)
ND-GAIN(~2019)

1에 가까울수록 외생적 물리적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음
전 기간 동일

CO₂ 배출 변화율
(-)

연간 1인당 CO₂ 배출 변화율(%)
세계은행(~2018)

CO₂ 배출 변화율이 낮을수록
탄소저감 성과가 큼

1인당 GDP*
(+)

log(1인당 실질GDP, 2015년, 달러)
세계은행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음

경제성장률*
(+)

실질 GDP 변화율(%)
세계은행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음

국가신용등급
(+)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수치화(0~20)
블룸버그

20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용등급

국가재정수지
(+)

GDP 대비 국가재정수지(%)
세계은행(~2019)

높을수록 국가재정 흑자

실업률
(-)

실업률(%)
세계은행

높을수록 경기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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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구분

금융
발전
요인

개방도
요인

변수명

정의 및 출처

해석

금융기관발전*
(+)

금융기관 발전의 깊이 지수(0~1)
IMF(~2019)

1에 가까울수록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규모가 큼

금융시장발전*
(+)

금융시장 발전의 깊이 지수(0~1)
IMF(~2019)

1에 가까울수록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규모가 큼

유동부채
(+)

GDP 대비 유동부채 비중(%)
세계은행

주식시장
(+)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세계은행

채권시장
(+)

GDP 대비 회사채 발행총액(%)
세계은행

투자자유도*
(+)

투자자유도 지수(0~1)
Heritage Foundation

높을수록 개인 및 기업의 투자
자유도가 높음

금융개방도
(+)

금융개방도 지수(0~1)
Chinn-Ito(2006)(~2019)

1에 가까울수록 국경간 금융거래
규제가 낮음

무역개방도
(+)

GDP 대비 무역규모(%)
세계은행

높을수록 무역개방도가 높음

높을수록 금융발전도가 높음
그러나 관측치가 제한적으로 존재

주: 1) 변수명의 괄호 안의 부호는 녹색채권 시장 성장과의 예상 관련성을 표기하였음. 녹색채권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 값,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 값으로 표시하였음.
주: 2) 정의 및 출처에서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획득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임.
주: 3) * 분석자료에서 해당 변수의 값이 모든 관측치에 존재함을 표기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일반적인 채권시장 성장요인 이외에 기후변화 요인을 분석에 고
려하였다. 녹색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요인으로 기후변화
준비도, 기후변화 노출도, 연간 CO₂ 배출 변화율을 고려한다. ND-GAIN의 기
후변화 준비도는 투자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와 같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활동에 얼마나 잘 전환되어 사용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
후변화 준비도가 높을수록 투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녹색채권 발행 증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취약도의 구성요소인 기후변화 노출도는 국가가 외생적 환경적으로
기후변화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한 지수이다.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을수록 녹색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CO₂ 배출 변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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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국가의 탄소 배출 감축 전
략과 계획은 과거의 탄소 배출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CO₂ 배출 변화율 변수에 시차를 적용하여 설명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녹색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요인으로 소득수준, 경제성
장, 국가신용등급이 있다. 이는 채권시장의 일반적인 성장요인에 포함된다. 신
규 채권시장 성장은 높은 금융발전 수준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이외에 투자자
유도 및 개방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요인 이
외에 금융기관 및 시장의 발전 정도, 투자자유도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녹색채권 발행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
로 기대된다. 금융발전 지수 이외에 유동부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규모 변수
는 국가의 금융시장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를 보여준
다. 국가의 투자자유도가 높을수록 자본을 자유롭게 국내ㆍ외 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유도 변수는 기업과 국가의 녹색채권 발행 및 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7]은 녹색채권 발행변수 및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변수의 평균치를 보면 약 17%가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수는 순위값을 부여하기 전의 1인당 녹색채권 발행량의 로그값이다. 미
발행 국가들의 경우는 값을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  의 평균값과 마찬가
지로 194개 관측치가 녹색채권 발행 규모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표 4-7. 변수의 기술 통계량
구분

번호

변수명

단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녹색
채권

(1)

Issue

0, 1

1,149

0.17

0.37

0.00

1.00

(2)

GB

로그값

194

3.59

2.16

-3.81

7.42

(3)

기후변화 준비도(+)

0~1

1,149

0.43

0.15

0.12

0.82

(4)

기후변화 노출도(+)

0~1

1,149

0.43

0.08

0.27

0.72

(5)

CO₂ 배출 변화율(-)

%

985

1.16

9.77

-48.15

92.98

기후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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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댓값

표 4-7. 계속
구분

번호

변수명

녹색
채권

(1)
(2)

기후
변화
요인

거시
경제
요인

금융
발전
요인

단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Issue

0, 1

1,149

0.17

0.37

0.00

1.00

GB

로그값

194

3.59

2.16

-3.81

7.42

(3)

기후변화 준비도(+)

0~1

1,149

0.43

0.15

0.12

0.82

(4)

기후변화 노출도(+)

0~1

1,149

0.43

0.08

0.27

0.72

(5)

CO₂ 배출 변화율(-)

%

985

1.16

9.77

-48.15

92.98

(6)

1인당 GDP(+)

로그값

1,149

8.62

1.37

5.63

11.39

(7)

경제성장률(+)

%

1,149

3.16

3.60

-36.39

25.18

(8)

국가신용등급(+)

0~20

778

11.00

5.22

1.00

20.00

(9)

국가재정수지(+)

%

807

-1.45

7.64

-52.52

169.94

(10)

실업률(-)

%

1,128

7.43

5.63

0.11

29.00

(11)

금융기관발전(+)

0~1

1,149

0.27

0.26

0.00

1.00

(12)

금융시장발전(+)

0~1

1,149

0.23

0.29

0.00

1.00

(13)

유동부채(+)

%

1,074

62.34

40.41

10.53

355.42

(14)

주식시장(+)

%

462

58.08

53.83

0.00

352.16

(15)

채권시장(+)

%

445

1.93

1.66

0.04

13.58

(16)

투자자유도(+)

0~1

1,149

0.57

0.21

0.00

0.90

금융개방도(+)

0~1

1,108

0.54

0.38

0.00

1.00

무역개방도(+)

%

1,094

87.15

47.84

16.14

367.04

개방도
(17)
요인
(18)

주: 변수명의 괄호 안의 부호는 녹색채권 시장 성장과의 예상 관련성을 표기하였음. 녹색채권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 값,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 값으로 표시하였음.
자료: 저자 계산.

[표 4-8]은 녹색채권 발행변수 및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녹색
채권 발행 여부(Issue) 또는 발행량(GB)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부호 및
값은 산점도 그래프 분석과 유사하다. (3)기후변화 준비도, (6)1인당 GDP, (8)
국가신용등급, (11~13)금융발전요인 관련지표, (16)투자자유도, (17)금융개
방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후
변화 준비도, 국가신용등급, 금융발전 등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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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변수의 상관계수
구분

번호

(1)

녹색
채권

(1)

1.00

(2)

0.84

기후
변화
요인

(3)

0.35

0.58

(4)

0.17

-0.03 -0.25

(5)

-0.03 -0.05 -0.16

0.25

(6)

0.32

-0.41 -0.25

1.00

(7)

-0.13 -0.14 -0.11

0.17

-0.17

(8)

0.43

0.56

0.78

-0.18 -0.07

0.69

0.02

1.00

(9)

0.13

0.29

0.49

0.00

0.34

0.16

0.39

거시
경제
요인

(2)

(3)

(4)

(5)

(6)

(7)

(8)

(9)

1.00

0.53

1.00

0.86

1.00
1.00
0.28
0.07

1.00
1.00

(10) -0.03 -0.11 -0.21 -0.08 -0.12 -0.11 -0.29 -0.46 -0.38

금융
발전
요인

1.00

(11)

0.40

0.47

0.66

-0.12 -0.15

0.65

-0.09

0.64

0.18

0.04

(12)

0.40

0.46

0.60

0.06

-0.01

0.55

-0.07

0.61

0.20

-0.02

(13)

0.08

0.18

0.45

-0.25 -0.11

0.47

0.01

0.36

0.10

-0.13

(14)

0.20

0.12

0.25

0.15

0.18

0.00

0.38

0.10

0.15
-0.08

0.05

(15)

0.07

0.13

0.27

-0.02 -0.06

0.27

-0.14

0.21

0.13

(16)

0.23

0.40

0.52

-0.33 -0.13

0.60

0.01

0.49

0.22

0.00

0.44

0.69

-0.35 -0.19

0.80

-0.08

0.61

0.28

-0.15

0.34

-0.19 -0.03

0.36

0.21

0.25

0.40

개방도
(17) 0.24
요인
(18) -0.15
구분

(10)

0.00

(11)

(11)

1.00

(12)

0.81

1.00

(13)

0.60

0.55

1.00

(14)

0.67

0.71

0.31

1.00

(15)

0.40

0.45

0.25

0.24

1.00

(16)
개방도
(17)
요인
(18)

0.53

0.28

0.35

0.06

0.25

1.00

0.41

0.34

0.36

0.00

0.23

0.67

1.00

0.30

0.23

0.46

0.25

0.15

0.29

0.32

금융
발전
요인

(12)

(13)

(14)

(15)

(16)

-0.15

번호

(17)

주: 번호는 [표 4-7]의 변수 번호를 지칭함. 상관계수 행렬은 모든 변수의 값이 존재하는 총 222개의 관측치로 계산됨.
자료: 저자 계산.

3) 분석 모형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빗(probit) 또는 순
위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를 종속변수로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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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OLS 대신 프로빗 또는 로짓(logit) 모형을 활용해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프로빗모형의 경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며 로짓모형의 경우 로지스틱 분포
혹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추정을 통해 구한 계수와 한계 효과로부터 각 설명변
수가 녹색채권 발행 확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 종속변수로  를
구간으로 나누어 부여한 순위값을 사용한 경우에는 순위프로빗모형을 사용한
다. 순위프로빗은 종속변수가 세 개 이상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에 일반화된
프로빗 분석모형이다. 종속변수는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의 확률을 나타낸
변수로 순위프로빗모형에서 잠재변수는 범주형 수준으로 관측될 수 있다. 순위
프로빗모형은 프로빗모형에 비하여 종속변수인 국가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 정
도를 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기본 모형은 [식 4-2]를 따른다.
       

[식 4-2]

   는 설명변수의 벡터이며   는 임의 오차를 의미한다. 임의 오차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종속변수   는 관측되지 않는 실제 종속변수
를 의미하며 각 범주형 수준의 확률을 나타낸다. 는 각 설명변수가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각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
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였다.

나. 분석결과
1) 기본결과
본 연구는 순위프로빗모형을 활용해 녹색채권 발행에 기여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가 특성을 녹색채권 발행 규모 수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수준
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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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수준인 ‘0’은 국가가 녹색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낸다.
[표 4-9]는 각 설명변수가 녹색채권 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순위프로빗모형으
로 추정한 결과이다.

표 4-9.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순위프로빗모형 분석결과
모델
기후변화 준비도(+)

기후변화 노출도(+)

(1)

(2)

(3)

(4)

(5)

4.30***

2.57**

3.75***

1.75

1.80

(1.02)

(1.22)

(1.07)

(1.37)

(1.46)

3.34***

2.51*

5.07***

2.70*

2.77

(1.28)

(1.39)

(1.79)

(1.58)

(1.71)
-0.34

CO₂ 배출 변화율(-)

1인당 GDP(+)

경제성장률(+)

(1.01)
0.44***

0.11

0.14

-0.15

-0.21

(0.13)

(0.13)

(0.17)

(0.19)

(0.19)

-1.46

-1.10

-4.88

-3.85

-4.86

(2.76)

(2.71)

(3.79)

(3.68)

(3.99)

0.11***

0.14***

(0.03)

(0.04)

국가신용등급(+)

금융기관발전(+)

금융시장발전(+)

0.12

0.03

0.20

(0.60)

(0.63)

(0.65)

1.99***

1.54***

1.27**

(0.56)

(0.62)

(0.52)
14.16**

채권시장(+)

(6.79)

투자자유도(+)

1.42**

1.23*

1.52**

1.25

(0.70)

(0.74)

(0.75)

(0.78)

관측치

1,149

1,149

445

778

658

국가 수

165

165

87

121

116

Log-likelihood값

-618.28

-573.1

-503.65

-532.47

-429.65

Pseudo R-squared

0.28

0.34

0.20

0.31

0.31

주: 1) 계수 값의 용이한 표기를 위하여 % 단위 설명변수는 변화율로 단위를 변경하였음.
2) ( )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냄;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166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준비도와 노출도 변수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로서
녹색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기후변
화 변수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국가의
기후변화 준비도는 유의한 수준으로 녹색채권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델(4)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되면서 유의성이 약화
하였다. 이는 양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기인한다. 기후변화 노출도의 경우,
노출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
정된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환경적 노출이 높을수록 녹색금융
에 대한 수요가 높아 녹색채권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간 CO₂ 배출 변화율이 클수록 녹색채권 발행 확률은 낮은 것으로 기대하
였다. 분석결과 계수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본 자료는 선진국가, 신흥국가,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를 포함한
자료이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유의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도 해야 하지만 경제성장률 향상도 중요하므로 이 둘의 균형
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62) 따라서 CO₂ 배출이 녹색채권 발행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63)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CO₂
배출 증가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녹색채권 발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환경 지표와 녹색채권 발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
분한 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 요인 변수 중 1인당 GDP는 모델(1)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도출되
었다. 2절의 산점도 그래프 분석과 동일하게 국가의 소득수준은 녹색채권 발행
규모를 높인다. 그러나 모델(2)~(4)에서 국가의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국

62) Prajapati et al.(2021), p. 177.
63) CO2 배출 변화율 이외에 1인당 CO2 배출량을 분석하여 고려하였다. 2절의 산점도 그래프 분석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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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용등급, 금융발전 지수들이 추가되면서 유의성이 떨어졌다. 금융발전의
경우 금융시장발전 지수가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채권시장 변수의
관측치 수가 적어서 향후 분석에서는 금융발전 지수 위주로 분석한다. 금융시
장 깊이를 보여주는 유동부채도 유의성을 보였으나 금융시장발전의 관측치가
더욱 많고 결과가 유사하여서 결과표에서 생략한다. 투자자유도의 경우, 투자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녹색채권 발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경
제성장률,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실업률, 재정수지, 무역개방도 등의 변수는 통
계적 유의성 또는 예상 부호와 맞지 않게 추정되어서 결과표에서 생략한다.
[표 4-10]에서는 [표 4-9]의 모델(4)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모델이 실제
분포와 유사한 확률로 추정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큰 6단계의 추정 확률 평균값은 약 0.035로, 국가패널자료에서 매우 큰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약 3.5%이다. 발행액 규모 단계가 5,
4, 3, 2, 1일 경우 평균적으로 각각 4.8%, 5.5%, 3.8%, 3.0%, 4.1%의 확률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미발행 수준
(0)에 속할 확률의 평균값은 75.3%이다. 즉, 모델에서 고려된 설명변수들로 추
정된 확률은 실제 관측치의 단계별 분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표 4-10. 순위프로빗모형 단계별 추정확률(발행액 수준별)

수준

관측치

추정확률
평균

추정확률
표준편차

실제값
관측치

실제값
분포(%)

미발행(0)

778

0.753

0.306

588

75.58

1단계

778

0.041

0.034

31

3.98

2단계

778

0.030

0.029

22

2.83

3단계

778

0.038

0.041

28

3.60

4단계

778

0.055

0.074

43

5.53

5단계

778

0.048

0.088

39

5.01

6단계

778

0.035

0.093

27

3.47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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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순위프로빗모형의 추정오차
추정오차(단계 차이)
관측치

778

적합도

>3

2

1

0

-1

-2

<-3

일치
(%)

1단계
불일치
(%)

2단계
불일치
(%)

43

26

59

582

34

18

16

74.8

86.8

92.4

자료: 저자 계산.

[표 4-11]은 순위프로빗모형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발행액 등급을 추정한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9]의 모델(4)의 계수값을 활용하여 녹색
채권 발행 규모 등급 추정치를 구한 후, 절삭점을 기준으로 발행 규모 단계를
추정하였다. 실제 부여된 단계값과 추정된 단계값이 일치하는 적합도는 74.8%
를 보여서 본 분석의 추정 오차가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발행주체별 분석
[표 4-12]는 발행주체별 녹색채권 발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녹
색채권을 공공발행(정부, 공공기관)과 민간발행(금융기업, 비금융기업)으로 나
누어 순위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공공발행 또는 민간발행의 녹색채
권을 국가별로 재집계하여 각 변수별로 1인당 녹색채권 로그값의 순위를 부여
하였다. 공공발행의 녹색채권 시장은 기후변화 준비도, 1인당 GDP, 국가신용
등급, 금융시장발전 지수가 높을수록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행의
녹색채권 시장은 공공발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변수들과 함께 기
후변화 노출도와 투자자유도가 주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즉 국가의 기후변화 노
출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투자자유도 역시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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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순위프로빗모형 분석결과(발행주체별)

모델
기후변화 준비도(+)

기후변화 노출도(+)

1인당 GDP(+)

경제성장률(+)

공공발행(정부, 공공기관 등)
(1)

민간발행(금융기업, 비금융기업)

(2)

(3)

(4)

3.72***

1.63

4.37***

1.71

(1.03)

(1.30)

(1.07)

(1.44)

2.01

-0.15

3.33**

3.16**

(1.34)

(1.97)

(1.31)

(1.56)

0.32***

-0.27

0.46***

-0.10

(0.11)

(0.20)

(0.14)

(0.19)

-1.14

-2.40

-1.83

-4.51

(3.61)

(3.04)

(2.84)

국가신용등급(+)

금융기관발전(+)

금융시장발전(+)

투자자유도(+)

(3.96)

0.11***

0.11***

(0.03)

(0.04)

0.41

-0.18

(0.59)

(0.65)

1.45***

1.69***

(0.53)

(0.60)

0.30

1.68*

(0.70)

(0.86)

관측치

1,149

778

1,149

778

국가수

165

121

165

121

Log-likelihood값

-410.07

-358.72

-561.63

-492.01

Pseudo R-squared

0.24

0.27

0.30

0.32

주: 1) 계수 값의 용이한 표기를 위하여 % 단위 설명변수는 변화율로 단위를 변경하였음.
2) ( )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를 나타냄;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3) 강건성 분석
Wooldrige(2010, 15장)에서는 패널 순위프로빗모형에서 클러스터 고정효
과(fixed effects)를 설명변수들의 각 클러스터별 평균값으로 대체할 것을 권
한다. Afonso et al.(2011)과 허 인 외(2013)는 국가신용등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해당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변수들의 경우, 국가별 평균값을 모형에 추가하여 국가 고정효과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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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모형은 [식 4-3]을 따른다.

       
    
       

[식 4-3]


  는 설명변수의 국가별 평균벡터,     
  는 평균을 제외한 설명변수의
벡터,   는 임의 오차를 의미한다.  는 각 설명변수의 국가 간 차이가 녹색채
권 시장의 성장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는 각 설명변수의 한 국가 내
차이로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등급이 변동한 것을 나타낸다.
[표 4-13]은 각 설명변수의 평균값과 평균을 제외한 값(국가 내 차이)을 모
두 포함한 분석결과이다. 각 설명변수의 평균값을 포함하여 국가 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평균값은 국가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기후변화 준비도, 국가신용
등급, 금융시장발전, 채권시장발전 변수들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후변화 준비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
으며, 금융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이 큰 국가일수록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이 활
발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 내의 차이로는 1인당 GDP, 국가신용등급 변수
가 예상된 부호와 일치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준
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 계수값이 추정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준비도의 국가 내 차이값이 거의 변화하지 않고, 패널자료의 시계열이 7년 기
간으로 길지 않아서 예상과 다른 부호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본 분석은 평균
값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표 4-1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강건성 분석(국가 고정효과)
모델

(1)

(2)

(3)

(4)

(5)

기후변화 준비도(+):
국가내

-19.15***

-17.11***

-14.12***

-14.65***

-16.14***

(5.10)

(4.56)

(4.46)

(4.36)

(4.80)

기후변화 준비도(+):
평균값

5.36***

4.21***

5.07***

3.47**

3.92***

(1.08)

(1.23)

(1.27)

(1.3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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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모델
기후변화 노출도(+)

(1)

(2)

(3)

(4)

(5)

2.79**

1.27

3.35*

1.21

1.31

(1.17)

(1.30)

(1.72)

(1.56)

(1.68)
-0.4

CO₂ 배출 변화율(-):
국가내

(0.95)

CO₂ 배출 변화율(-):
평균값

(3.78)

-4.38

1인당 GDP(+):
국가내

3.12**

2.68**

1.89

0.89

0.06

(1.30)

(1.34)

(1.82)

(1.82)

(1.85)

1인당 GDP(+):
평균값

0.36***

0.07

0.14

-0.12

-0.26

(0.13)

(0.14)

(0.19)

(0.19)

(0.21)

0.19*

0.24**

(0.11)

(0.11)

0.09**

0.12***

(0.04)

(0.04)

국가신용등급(+):
국가내
국가신용등급(+):
평균값
금융기관발전(+):
국가내

-3.37*

-4.01*

-3.22

(1.87)

(2.07)

(2.76)

금융기관발전(+):
평균값

0.35

0.3

0.33

(0.58)

(0.61)

(0.62)

-1.17

-0.63

-1.48

(1.26)

(1.31)

(1.74)

1.75***

1.39**

1.20*

(0.57)

(0.64)

658

금융시장발전(+):
국가내
금융시장발전(+):
평균값

(0.53)
-8.41

채권시장(+):
국가내

(5.69)
20.69***

채권시장(+):
평균값

(7.62)

관측치

1,149

1,149

445

778

국가수

165

165

87

121

116

Log-likelihood값

-595.39

-559.1

-490.86

-525.25

-421.66

Pseudo R-squared

0.31

0.35

0.22

0.32

0.33

주: 1) 계수값의 용이한 표기를 위하여 % 단위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변화율로 단위를 변경하였음.
2) ( )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를 나타냄; *, **, ***은 각각 10%, 5%, 1% 신뢰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172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표 4-14]는 선형확률모형, 임의효과 순위프로빗모형과 순위로짓모형의 추
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표본과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
설명변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이 추정모형별로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표 4-14.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강건성 분석(모형별 차이)

모델
기후변화 준비도(+)
기후변화 노출도(+)
1인당 GDP(+)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등급(+)
금융기관발전(+)
금융시장발전(+)

선형확률모형

임의효과
순위프로빗모형

순위로짓모형

3.89***

1.15

3.08

(1.09)

(2.05)

(2.81)

2.38**

4.35**

4.31

(1.00)

(2.21)

(3.23)

-0.26**

0.09

-0.43

(0.12)

(0.30)

(0.39)

-3.09

-1.18

-7.52

(1.92)

(3.30)

(8.12)

0.07***

0.19***

0.23***

(0.03)

(0.05)

(0.07)

0.69

0.3

0.03

(0.57)

(1.08)

(1.17)

1.35**

1.65*

2.99***

(0.53)

(0.88)

(1.10)

0.82*

1.24

2.94*

(0.42)

(1.08)

(1.58)

관측치

778

778

778

국가수

121

121

121

-486.16

-532.88

투자자유도(+)

Log-likelihood값
Pseudo R-squared

0.31

주: 1) 계수 값의 용이한 표기를 위하여 % 단위 설명변수는 변화율로 단위를 변경하였음.
2) ( )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를 나타냄;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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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 성장요인의 이해
순위프로빗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성장요인을 살
펴보고 단계별 확률을 추정하였다. [표 4-1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된
성장요인들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특히 미발행, 1~3단계(하위단계), 4~6단계
(상위단계) 그룹과 한국의 평균값을 보고한다. 투자자유도를 제외하고 우리나
라의 평균값은 대부분의 변수에서 상위단계와 유사하거나 높다. 우리나라는 녹
색채권의 상위단계 발행국과 성장요인 면에서도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투자자유도 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4-25]에서는 [표 4-9]의 모델(4)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 단계별 추정확률 값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녹색채권을
미발행할 확률이 2014년도에 가장 높은 0.4 이상의 확률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발행 확률은 2016년 이후 급격히 낮아졌으며, 발행 규모가
높은 5~6단계가 될 확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녹색채
권 발행이 6단계에 속할 확률은 가장 높은 0.3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확률은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공공(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단계별 발행 확률을 추정하면
[그림 4-25]와 유사하나 확률값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0년 5~6단계 수준으
로 녹색채권을 발행 확률은 공공이 0.2 이하였고, 민간은 0.3 이상으로 민간의
발행 규모가 더욱 성장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주도의 녹색채권 시
장은 현재 성장단계가 낮은 수준이고, 민간 주도의 녹색채권 시장은 공공발행
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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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성장요인별 평균 및 한국과의 비교
요인

단위

미발행

1~3단계

4~6단계

한국

기후변화 준비도(+)

0~1

0.39

0.51

0.67

0.73

기후변화 노출도(+)

0~1

0.43

0.46

0.41

0.49

1인당 GDP(+)

로그값

8.32

9.44

10.57

10.29

국가신용등급(+)

0~20

9.31

13.94

17.94

17.71

금융시장발전(+)

0~1

0.15

0.56

0.70

0.80

투자자유도(+)

0~1

0.53

0.62

0.82

0.69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25.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 단계별 추정확률

주: P(미발행)은 미발행할 확률을 의미함. P(1단계) ~ P(6단계)도 각 단계별 확률을 뜻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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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가능성
본 장에서는 순위프로빗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준비도
와 노출도가 녹색채권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국가 소득수준, 국가신용등급, 금융시장발전도, 투자자유도는 녹
색채권 성장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일반 채권 시장의 결정요인과
유사한 결과이다. 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 기업발행의 녹색채권 규모는
공공발행에 비하여 기후변화 노출도와 투자자유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수록 기업이 발행하는 녹색
채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투자결정 등에 대한 자유
도가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할 것이다. 국가의 거시경제적 기본
역량이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채권 시장은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유사한 발전을 과
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은 양적인 측면 이외에 성과검증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실질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녹색
채권의 규제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고 자료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발행 규모 증가를 채권시장의 성장으로 분석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주요 공헌은 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모형분석의
체계를 수립하였다는 것 ② 기후변화 요인이 녹색채권 시장 성장에 중요한 변
수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기후변화
준비도가 낮을 경우 이에 대한 국제적 지원 정책과 녹색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
트에 대한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 장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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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2.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2050 탄소중립이 국제적인 패러다
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
로 같은 해 12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동 전략은 온실가스 정책을 ‘적응적
(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
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적응),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기회), 탄소중
립사회로의 공정전환(공정)이라는 3대 정책 방향하에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다.64) 또한 10대 정책과제는 별도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
다고 밝혔는데, 탄소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녹색금융의 활성화, 관련 분
야 R&D 확대 및 국제협력의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본 연구가 가장 관련
이 깊은 분야가 녹색금융의 활성화인데, 녹색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정부는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녹색분류체계(taxonomy) 마련, 기업
의 환경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
하게 대두된다. 녹색금융은 환경개선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자금을 공급함
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녹색분야로의 자금
전환과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2021년 1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64)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③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④ 도시ㆍ국토 저탄소화의 과제를 담고 있으며,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 신유망 산업
육성 ②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③ 순환경제 활성화 과제를 포함한다.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
환을 위하여 ① 취약 산업ㆍ계층 보호 ②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③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의 과제를 포함한다.

178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표 5-1.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세부과제
구분

주요 내용

공공부문 역할 강화

∙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민간금융 활성화

∙ ｢녹색분류체계｣ 마련
∙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계획｣ 수립

∙ 기업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자료: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담긴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획은 12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표 5-1]과 같이 실천과제들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민간금융의 활성화, 녹
색금융인프라 정비의 세 축에 담겨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세부과제에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65) 이것은 녹색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정부의 규정 혹은 가
이드라인 작성, 그리고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들이 2021년부
터 본격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를 제공
하고 녹색금융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K택소노미(K-Taxonomy)
라 불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즉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
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65)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이란, 2020년 12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금융회사ㆍ기업과
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업 등이 발행하
는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 발표할 계획이다.

제5장 정책 시사점 • 179

분야별로 준수해야 할 환경 법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환경부
는 2021년 4월에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수립에 착수했다. 2021년 11월 녹색과 非녹색활동을 구분하여 녹색
분류체계 대상 10개 분야와 81개의 경제활동을 도출하였다.66) 그 후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받아 2021년 12월 30일 한국형 녹
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최종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녹색경제활동은 △ 온실가스 감축 △ 기
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자연순환 △ 오염 방지 및 관리 △ 생물
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67) 녹색경
제활동은 [표 5-2]와 같이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성된다. ‘녹색부
문’이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의 녹색경제활동이며, ‘전환부
문’이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포함
하는 5개 녹색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전환부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2030년
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화석연료와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타 국
가 대비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한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국제적
인 합의가 미흡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녹색경제활동에 포
함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6) EU, ISO,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
였다.
67) 녹색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이 ① 활동 기준에 부합하는지(활동기준) ②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
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인정기준) ③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배제기준) ④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보호
기준)를 고려하여 녹색경제활동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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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 (법적 성격)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자발적 지침
∙ (기본방향) 산업구조‧에너지믹스 등 어려운 現 탄소중립 여건을 감안, 전환기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폭넓은 녹색활동 인정
∙ (구성) 2개부문, 69개 경제활동(녹색 64개, 전환 5개)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온실가스 감축: 산업(6개), 발전ㆍ에너지(16개), 수송(6개), 도시ㆍ건물(4개), 농업(2개), 이산
화탄소 포집(4개), 연구개발(1개)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4개)
･ 지속가능한 물 보전: 물 보전(7개)
･ 순환경제: 자원순환(5개), 메탄가스 활용(2개)
･ 오염 방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2개),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1개)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4개)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2030년)
･ 발전ㆍ에너지: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2030~35년), 액화천연가스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2030년)
･ 수송: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송(~2030년)
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논의와 그에 따른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환경부는 2020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거래소(KRX)가 공동 작
업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12)｣을 발표했다. 이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은
그린워싱 채권이 시장에 출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녹색채권 관
련 이해관계자가 녹색채권에 대해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
고자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EU, 일
본 등의 국가 단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 사업 및 예시를 제공한다. 또한 ① 자금 사용처 ②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③ 자금관리 ④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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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녹색채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ICMA-GBP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채권 발행의 이해관계자는 가급적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 외화발행 채권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이 있을 시 해당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
인 국제표준(ISO14030-1)이 확정되거나 앞으로 다른 필요가 발생하면 가이
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이다.68)
한편 녹색채권의 발행자는 ICMA-GBP의 네 가지 핵심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행 전 외부검토를 받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녹색채권 발행 후에
는 자금의 관리방법, 조달자금 사용처, 환경개선 효과 등의 확인을 위해 발행
자가 작성하는 자금배분보고서 및 영향보고서에 대해 외부검토를 받도록 권고
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이 수립됨에 따라 정부
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022년 내에 마련하여 2023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에서도 자생적인 녹색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
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은행 등의 유관기관, 기타 민간기관과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녹색금융 추진TF를 구성하였다. 특히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非녹색’의 구분체계를 통일하여 금융권의 분류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비일관적인 녹색금융통계를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일된 모범규준 수립 대신 국내외 금융회사의
68) ISO140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성과평가-녹색채무상품-제1부: 녹색채권을 위한 프로
세스”로서 △ ‘녹색’을 지원하는 적격한 프로젝트 및 자산 △ 지출에 투자하는 채권 형성, 수익금 사용
관리 및 보고 △ 환경영향에 대한 정의, 모니터링 및 보고 △ 이해당사자 대상 보고 △ 유효성 검사 및
검증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홈페이지, “ISO 14030-1:2021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Green debt instruments — Part 1: Process for green bonds”
(검색일: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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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운영사례, 녹색금융 관련 질의응답, 국제기준 등을 포함한 핸드북 형
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를 조정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거래소는 공적 종합정보포털로서 2020년 6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오픈하여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보고/공시하고 있다.69) 투자자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공신력과 투명성이 확보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녹색채권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인 자금조
달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는 공시된 채권들에 대해 준거원칙, 관리체
계, 외부평가, 사후보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권 종류나 발행기관에
따라 조회도 가능하다. 해당 웹사이트의 전용 세그먼트에 발행 채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사회
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르면, 등록을 위해서는 우
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이어야 하며, 그리고 사회책임투자채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이나 국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서 국내외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은 ICMA의 ｢녹색채권원칙｣, ｢사회적채권 원칙｣ 또는 ｢지속가
능채권 가이드라인｣, CBI의 ｢기후채권기준｣, 국내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그 외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 등을 의미한다.70)

2. 정책 시사점
기후변화와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채권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69) 이 세그먼트의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sribond.krx.co.kr/.
70)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증권, ｢발행/등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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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소위 ESG 채권 혹은 GSS 채권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성된 GSS 채권의 세계 전체 발행액은 집계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20년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것은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1년 전인
2019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발행액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1조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녹색채권이 절반가
량을 차지한다. 녹색채권의 발행액 역시 지난 몇 년간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량 증가는 더욱 폭발적이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Datastream 자료에 따르면, 발행 건수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에는 10월에 이미 136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같은 기간 발행액도 38억 달러에
서 262억 달러로 증가했다. 결국 2021년 전체로는 녹색채권 발행이 건수나 금
액 면에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71) 그런 점에
서 2021년은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 GSS 채권 발행은 사회적채권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는
데, 2021년에는 녹색채권 발행이 대폭 증가하면서 녹색채권 비중도 늘었다.72)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녹색채권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녹색채권에 관한 국내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빨리 정비하고, 또 그것
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절에서는 해
외 사례와 최근 동향에 비추어 앞으로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71)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채권을 제외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녹색채권은
2021년 119건, 12.5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의 10건 1.0조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무려 1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한국거래소, 2022).
72) 2021년 말 현재 한국거래소 SRI 세그먼트에 상장된 채권 중 사회적채권 비중이 80%이며, 녹색채권
비중은 9%이다. 녹색채권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녹색채권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글로벌 GSS 채권 시장의 추세와는 반대이다. 글로벌 GSS 채권 시장 추세에 대해서는 최순영(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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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채권 규제체계 정립
녹색채권의 규제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녹색채권의
정의 혹은 범위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녹색채권의 환경 효과성 문제다. 첫
번째 정의의 문제는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없는 데서 발생한다. 녹색채권은 처음부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법
적 혹은 규범적 기준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라, 발행자가 스스로 정의한 기준
에 따라 발행되었다. 따라서 발행자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발행자 자신의 기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ICMA나
CBI와 같은 민간조직 혹은 비정부기구가 국제적 협의를 통해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하는 형식의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녹색채권원칙을 기초로 한 나라 혹은 EU나 ASEAN과 같은 한 지
역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2019년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멘트
운영지침을 제정한 것이 녹색채권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즉 녹색채권이라는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CMA-GBP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사전 외부검토를 받도록 하
였다. 하지만 이 지침은 상장되는 채권의 분류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에 불과
할 뿐, 녹색채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 설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조치는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GBG: green bond guideline)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가이
드라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녹색분류체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
니고 있었다. 2021년 12월 말에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안)을 발표한
것은 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류체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국가 차원에서 녹색채권을 정의
하는 작업은 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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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 즉 녹색채권의 환경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녹색채권의 라벨을 보유하지만 실제 환경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조달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 소위 ‘그린워싱’의 방지가 최근 녹색채권의 가장 큰 이슈
가 되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두 가지 핵심적 장치가 ‘정보공개를 통한 투
명성 확보’와 ‘외부검토를 통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장치를 얼
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가 규제체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GBG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권고형 가이드라인 ② 관리체계의 사전 외부검
토 의무 ③ 조달자금 사용처 고지 의무 ④ 차환사용 내용 공개 권고 ⑤ 자원배분
보고서 및 환경영향보고서 공개 권고 ⑥ 사후 보고서에 대한 외부검토 권고.
현재의 GBG는 녹색채권에 대한 표준적 정의 설정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
며, 아직은 실질적 그린워싱 방지나 환경 효과 담보를 위한 장치로까지 발전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GBG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
는 권고이며, 실제 환경 효과를 담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의 많은 기
준처럼 발행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GBG 전체가 권고이기 때문
에, 개별 항목에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실질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녹색채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앞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
다.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최근 EU의 녹색채권기준 마련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GBS는 유럽의회의 비
준을 앞두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의 자율규
제나 권고를 넘어 정부기관이 구속력 있는 규범을 제정한다는 점이다. 동 규정
은 EU 녹색채권이라는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
고 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의 내용과 규정 준수의
관리․감독 기관까지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사전적 절차에
대한 규정보다는, 발행 후 자금의 실제 사용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규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EU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색채권의 친
환경 영향이 실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채권의 정의나 발행 절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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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여 년간의 시장 자율규제를 통해 확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규정은 자금배분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부검토를 권고하는 데 그치
고 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최근 녹색채권에 대한 규범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정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중심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 EU는 EU-GBS를 장기적으로 국제적 표준으로 확
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 외에도 환경에 관한 국제
적 규범을 지금까지 EU가 선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U 회원국들이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EU-GBS가 장기적으로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GBS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기업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도 국제 규범과의 격
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곧 구속력 있는
법규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자금배분보고에 대한 외부검토 등 의무 조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검토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나. 시장생태계 형성과 외부검토 내실화
녹색채권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이지만, 녹색 라벨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 다른 기관
도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부검토 기관이다. 외부검토 기관은 녹색
채권의 발행 전에는 녹색채권의 기준이나 원칙에 맞게 발행되는지를 확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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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발행 후에는 발행자의 자금배분보고와 환경영향보고가 적절히 이루
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기관이다. 발행자 스스로가 발표한 내용을 전문성과 신뢰
성을 가진 외부기관이 제3자로서 확인 혹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모든 절차는 녹색채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가 녹색채권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점에서 외부검
토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 및 녹색채권의 친환경
효과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참여자는 녹색채권이 상장되는 증권거래소다. 세계의 많은
증권거래소는 녹색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 역시 녹색채권을
일반 채권과 구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녹색채권 식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35개 증권거래소가 녹색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운영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3)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이 세그먼트에 상장되기 위
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데, 그 요건 중 대표적인 것이 사전 및 사후 정보공
개와 공개 정보에 대한 외부검토 의무 여부다. 앞의 조사에 따르면 35개 증권
거래소 중 발행 전 외부검토를 의무화한 거래소는 27개이지만, 발행 후 외부검토
를 의무화한 거래소는 5개다. 그리고 발행 후 보고를 의무화한 거래소는 31개
다. 한국거래소는 발행 전 외부검토 및 발행 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발
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 GBG의 권고 사항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처럼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검토 기관
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검토 기관
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다. 현재 외부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회계법인, 신용평가 기관, 기후변화나 녹색채권 등에 대한 전문연구기
관 등이다. ICMA는 외부검토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가이드라인 수준에
서 제시하고 있지만, CBI는 CBI 기후채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검토 기
73) 오덕교 외 (2021),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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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심사해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2월 현재 48개 기관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4)
우리나라 녹색채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원화 채권을 발행해 한국거래소 세그먼트에 상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
느 경우든 발행 전 외부검토를 모두 받았는데, 해외 발행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
명도 있는 기관의 외부검토를 받은 반면 국내 발행의 경우 대부분 국내 회계법
인의 검토를 받았다. 그런데 외부검토의 형식과 내용은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ICMA-GBP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assurance)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고, 녹색자산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자금사용 계획이 섹터 혹은 포트폴리오별로 ICMA
나 CBI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까지 사전 검증(pre-issuance verification)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확인 결과도 부합 여부를 간단히 밝히는 경우도 있
고, 기업의 친환경투자 관행과 규정, 자금 배분 세부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등급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의
경우 어느 경우든 외부검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외부검토 기관의 경
우 아직 외부검토 경험이 1~2년으로 짧고 그 검토의 구체성이나 심도도 선진
국 기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접
근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투자자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해 장기
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기관이 선별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발행자가 외부
검토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이 느슨한 기관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정부가 외부검토 기관 등록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외부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본은 현재 이와 같
은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EU의 녹색채권 규제(안) 역시 외부검토 기
74) 오덕교 외 (202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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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록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제(안)의 제3부(Title III)는 외부검토 기관
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모두 4개의 장(Chapter) 22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안) 전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
검토 기관의 등록과 등록조건, 역할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
부검토 기관의 중요성 그리고 등록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도 외부검토 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녹색채권 발행의 사후 성과, 즉 환경영향
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환경적 성과가 우수하고 그 평가에 대
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을 투자자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
다. 투자자의 선호가 높으면 채권 가격 상승과 발행비용 인하를 통해 발행자의
이익으로 귀착될 수 있다.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
행 후 외부검토 기관과 별도로 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청정 운송이나 생물다양성 유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그
환경적 성과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가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영향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에 관
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 녹색국채 발행과 모범 사례 제시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2021년 10월까지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액은 약 435억 달러(52조 원)인데, 이 중 약 75%는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
표시로 발행되고, 나머지 약 25%는 국내에서 원화 표시로 발행되었다.
우리나라 녹색채권 발행의 특징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우선 해외
시장에서의 발행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녹색채권 시장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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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발행 주체별로 보면 제조기업의
비중, 즉 비금융 회사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세
계 전체로 보면 금융채 비중이 38%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한 반면,
비금융 회사채 비중은 세계가 25%인 데 비해 우리는 60%에 이른다. 이런 차이
는 우리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도 기인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 에너지 다소비 혹은 탄소 다배출 기업에 의한 그린워싱 성격의 녹색채
권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75) 그리고 금융채의 비중이 작
다는 것은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우리나라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
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 발전회사, 제조 대기업이다. 소수의 대형기관
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아직 녹색채권 시장의 저변이 취약하다. 2020년
국내 상장 녹색채권의 발행자 수를 보면 민간기업 3개, 공공기관 1개에 불과하
였다. 넷째, 2021년에 녹색채권의 발행이 갑자기 급성장하였다. 국내외 발행
전체를 보거나 국내 발행에 한정해서 보아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1년 사이
에 거의 10배 증가하였다. 국내 발행기관의 수도 2020년 4개사에서 2021년에
는 60개사로 증가하였다.76) ESG 경영에 대한 관심 고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서 ESG 경영 항목의 추가 등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역시 일시적 유행에 따라
급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발행기관의 95% 이상이 A 등급 이상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은 소수의 대기업과 금융
기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녹색채권 발
행 비중이 매우 낮다. 우리 정부는 2021년까지 2건, 약 18억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을 해외시장에서 발행하였다. 이것은 전체 녹색채권 중 건수로는 1%, 발

75) 2021년 11월까지 전체 채권 발행 중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의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이
70.3%, 발전ㆍ에너지 45.5% 석유화학 31.0%, 정유 27.6%, 시멘트 23.1%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ESG 채권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탄소다배출 업종의 ESG 채권 비중이 특히 높다.
“고탄소 기업, ESG 채권 발행 주도”(2021. 1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2).
76) 한국거래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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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액으로는 4%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 전체의 정부 및 지자체 발행액 비중 평
균값인 13.6%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30%, 독일의 18%에 비해
매우 낮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은 2021년에 급성장하기는 했지만,
다른 선진국 심지어 일부 신흥국과 비교해도 경험이 매우 짧고 깊이도 얕으며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의 발행에 한정되어 있다. 2021년의 발행 급증도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일환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경영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 유행의 결과일 수도 있다. 녹색채권이 실질적 환
경 효과를 발휘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는, 근본적으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과 관심의 증대가 필요
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사회적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기업의 시장가치와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때만 녹색금융이 지속가능할 것이다. 녹색채권의 발행이
그리니엄의 창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77) 지금은 그리니엄 효과보다 기업의 사회적 평판 효과가 발
행의 중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녹색채권 선
별 기능도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
녹색채권의 규제체계가 불완전하고 시장을 통한 선별 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녹색채
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녹색국채
를 발행하여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설명한 영국이나 독일
의 녹색국채 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중앙정부

77) 김필규(2021)는 국내 ESG 채권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국내 ESG 채권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높지
않으며, 투자 매력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개별 ESG 채권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ESG 채권의 유의한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설명한다. 반면 이태훈(2020)은 국내 녹색채권에 대해 아주 작지만(약 0.5bp) 그리니엄이 존재
한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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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색국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공개 및 외부검토에서 선도적으로 모범
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은 시장의 규모가 작고 깊이가 얕은 경우에 녹색
채권 시장을 확대하고 투자대상 자산을 다양화하며,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이런 목적으로
일반 채권 대신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CBI(2021)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 현재 22개국 정부가 녹색국채를 포함한 GSS 국채를 발행했다. 이 중 19개
국 정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녹색국채 발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조달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국
내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유도를 지적하고 있다. 그다음 평판 제고(reputation
benefits) 효과와 시장에 대한 신호 제시(market signal) 효과를 꼽고 있
다.78) 녹색국채 발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녹색채권 시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투자자 유인,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확대, 모범
사례(best practice)의 확립, 녹색채권 벤치마크 가격 기능 등을 녹색국채 발
행의 부가적 편익으로 지적했다.79)
그런 점에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 정부가 일반 국채와 쌍둥이
형식의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동일한 일반 국채
를 발행하여 녹색국채 가격이 상응하는 일반 국채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일
반 국채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녹색국채 발행을 촉진하
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쌍둥이 접근법은 일반 채권과 녹색채
권 사이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에 가격 신
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78) Harrison and Muething(2021), p. 4.
79)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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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가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선
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녹색국채를 국내 시장에서 발
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행을 위해 정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는 별도로 정부의 녹색국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외부검토를 받고, 예산지출과의 연계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을 추적해야 할 것
이다. 발행 후에는 실제 자금배분 내역 및 환경영향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다른 민간 회사에 비해 훨씬 더 엄밀한 사업 집행과 절차 준
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고나 평가 역시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부의 사례는 다른 민간기업에 중요한 벤치
마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관이 해외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국내 시장에 모범 사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발행 사례가 국내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녹색국채 발행은 모범 사례 제시
효과뿐만 아니라,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 제고, 투자대상 자산의 다변화, 녹색채
권의 벤치마크 가격 설정 기능 등 다른 부수적 이익도 만들 것이다.

라. 녹색채권 발행 저변 확대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제4장의 분석결과
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시장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가 증가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준비도와 노출도가 잘 된 나라일수
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업과 정부가 기후변화에 효과
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에너지전환,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채
권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녹색채권 발행이 우리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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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20년까지는 국내 발행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발행이 큰 비중을 차지했
다. 또 일부 공공금융기관이나 소수 대기업의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의 증가와 녹색채
권 시장의 발전이 계속 필요하다.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
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과 투자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투자자가 녹색채권을 더욱 엄격히 선별하고, 선별된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가 시장의 발전을 이끄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은 발행량 증대라는 공급주도보다는 투자자 선호 증대라는 수요주
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급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우선 녹색채권 발행
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나마 2021년 한
해에 발행자 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 그 전에는 국내 시장의 신규 발행기관 수가
매년 5개 미만에 그쳤다. 이처럼 발행자의 범위가 좁은 이유는 우선은 녹색채
권 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리고 녹색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재무적 이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발행 비용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그에 대해 외부검토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대한 공
개의 부담도 져야 한다. 따라서 그리니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 채권에 비해
추가적인 발행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평판 제고 효과도 아직
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나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평판 제고 효과도 커질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다
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이 효과에서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
방법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외부
검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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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토 비용은 녹색채권 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서 그리니엄이 형성될 때까지는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비
용을 모든 기관에 대해 지원하기보다는 중견기업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
라 대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평판 제고 효과가 추가적 외부검토 비용을 초과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외부검토 비용도 대기업이 지불
하는 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이나 대형 공
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하 규모의 기업은 평판 제고에
비해 추가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녹색채
권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검토 비용 지원을 외부검토 기관 등록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
다. 즉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외부검토를 받을 때만 비용을 지원하
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외부검토 기관의 역량과 검토 보고서의 질적 제고
도 같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
라도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80)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부가적 절차나 비용을 절감하
는 다른 한 방법은 소규모 기관들이 공동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
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녹색 프로젝트 수요
가 많지만 녹색채권 발행 역량이 부족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채권 공동 발행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발행하고 있다. 이런 발행 지원 기관을 지방정부금융공사(LGFA: Local
Government Funding Agency)라고 하는데, 지방정부 녹색채권의 절반 이
상이 이 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있다.81) 소규모 발행자를 위한 이런 공동 플랫
폼은 민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웨덴의 민간 부동산
80) 오덕교 외(2021), pp. 63~70.
81) Filkova(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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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녹색채권 발행 플랫폼인 SFF다.82) 5개 부동산 투자회사가 친환경
빌딩 건축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고 할 때 SFF를 이용한다. 이처럼 공동 발행 플랫폼이 있을 경우 개별 지자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만들거나 외부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
다. 플랫폼이 단일한 관리체계만 갖고 있으면 되고, 외부검토 역시 플랫폼을 통
해 이루어져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공동 발행 방
식을 참고하여 소규모 기관의 녹색채권 발행 비용을 줄이고 발행 주체를 다양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2) SFF(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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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urrent Development and the Future of Global Climate
Finance: Focusing on Green Bonds
Jiyoun An, Bokyeong Park, Yujin Bae, Hyeji Ahn, and Kiwook Ha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require large-scale
investment in green projects. Green bonds, which are liquid financial
instruments used to finance climate mitigation, adaptation, and green
projects, have shown rapid growth in issuance in recent years. Besides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green bonds help ESG management by
enhancing the issuer’s reputation for eco-friendly activities. Further,
they may create, namely, greenium to reduce the cost of financing.
In 2007, green bonds were first issu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uch as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and the World Bank. The
global issuance volume of green bonds soared from about $800 million
in 2007 to $320 billion in 2020, and the total cumulative volume reached
$1.5 trillion by October 2021. In 70 countries, sovereign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ssued green bonds. The issuance by private
companies accounted for 77.9% of the total number of issuance and 63.9%
of the total amount. Financial companies accounted for 46.0% of private
issuances, higher than non-financial companies, 31.9%. In 40 countries,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issued green bonds, accoun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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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of the total issuance volume. Although developed region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leading their issuance, it is notable that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re fast increasing the issuance recently. Since a Korean institution first
issued green bonds overseas in 2013, by October 2021, the total stock
of green bonds issued at home and abroad by Korea’s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companies reached 43.5 billion dollars. In particular, the
issuance of green bonds in 2021 increased explosively, approximately
ten times more than in the previous year.
Green bonds need a regulatory system defined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being a green bond and the
means of verifying the requirements and of penalizing for their
violatio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 and the
Climate Bonds Initiative (CBI) presented the Green Bond Principles as
the basis for the green bond regulatory framework. These principles
aim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green bonds,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carbon reduction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reduce
the risk of greenwashing, and set up standards for certification of
climate bonds. The Green Bond Principles outline the four core
components of green bonds: use of proceeds, the 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management of proceeds, and ex-post
reporting. Countries specify their green bond guidelines based on these
principles, and issuers of green bonds introduce a green bond
management regime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issuance
size of green bonds in a country,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adiness
for climate change and the higher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e greater the issuance of green bonds. However, there appear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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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issuance of green bonds. Among macroeconomic
variables, the income level, the sovereign credit rating, and the level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green bonds issuance at a significant level.
Based on the considerations of the recent green bond issuance trend,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determinants of the
growth of the green bond marke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to nurture
the green bond market in Korea:
First, upgrading the domestic regulatory system for green bonds is
necessary. The regulatory system in first-mover countries is changing
its emphasis from self-regulation and ex-ante procedure-centered
regulation to binding legal regulation and ex-post performance and
impact regulation. While updating the green bond regulatory system,
Korea needs to closely analyze the EU regulatory system and make its
system closer to the EU on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growth
of credible and competent external review institutions, which are
crucial to the credibility of green bonds and the market’s growth. To
this end, the government can consider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of external review institutions until the market’s self-regulation
works effectively. Third, the government needs to issue sovereign green
bonds, which may help build best practices for issuing and managing
green bonds in Ko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of green
bond issuers by inducing more companies, such as mid-sized
companies, to issue green bonds.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emporarily subsidizing the incidental costs associated with
the issuance of green bonds, such as external review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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