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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력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투자자들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회사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업 전략과 기존 운영 방식에서 기후 위험 대응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AIGCC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전력 회사의 탄소 배출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우려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전력 회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자산 경과 기간이 짧으며, 아시아 

주가지수의 시가총액 중 미화 2천억 달러 이상을 차지합니다. 

 

투자자 기대: 아시아 전력 회사의 탄소중립 전환 보고서에서는 세계 투자자와 

공급망이 저탄소 경제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방법을 점점 더 많이 

모색함에 따라 아시아 전력 회사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AIGCC에서 개발한 포괄적인 실무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력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새로운 투자자 참여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주요 아시아 전력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와 병행됩니다. 

 

AIGCC 사무국장인 레베카 미쿨라 라이트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변화가 

보유자산, 포트폴리오,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이들에게 투자를 의뢰한 수익자의 지속 가능한 수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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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는 세계 자본 시장에서 우세한 

주제가 되었으며, 기후 위험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업의 태도에 

이미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부 기업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합니다.  

 

“아시아 전력 산업부문은 여러 주요 아시아 국가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탈탄소화를 달성하려면 발전 산업부문이 중공업, 

운송업, 부동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추세에서 아시아 전력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은 현재 

사업 전략과 자본 배분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편집자 참고 사항: 

 

• 전체 보고서(Investor Expectations of Asian Electric Utilities Companies Crossover to 

Net Zero) 내용은 여기 [하이퍼링크 삽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는 520명이 넘는 투자자가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자 참여 이니셔티브로, 미화 47조 달러가 넘는 운용자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AIGCC는 기후행동 100+의 5개 창립 파트너 중 하나이며, 

아시아에서 UN 책임투자원칙(PRI)에 따른 전략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전력 회사를 위한 추가 AIGCC 기후변화 참여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2021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중 귀하의 언어를 사용하는 AIGCC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카도 던 (베이징) (영어) 

+8618519818119 
ricardo.dunn@aigcc.net 
 

톰 애럽 (시드니) (영어) 

+61402482910  
tom.arup@aigcc.net 
 

https://www.aigcc.net/wp-content/uploads/2020/12/Asia-Utilities-IE_KR.pdf
http://www.climateaction100.org/
http://www.climateaction100.org/
mailto:ricardo.dunn@aigcc.net
mailto:tom.arup@aig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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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캐런 호, CFA (홍콩) (중국어) 

+85292579222 
jane.ho@aigcc.net   
 

푸루노 신 (도쿄) (일본어) 

+817027933648 
shin.furuno@aigcc.net  
 

김민주 (서울) (한국어) 

+821057968190 
minjoo.kim@aigcc.net  
 

AIGCC 소개: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은 

아시아의 자산 보유자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 투자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AIGCC는 아시아 투자자가 모범 실무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연관된 투자 활동, 신용 분석, 

위험 관리, 참여 및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신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제적 인지도와 중요한 네트워크를 갖춘 AIGCC는 

기후변화와 녹색 경제 전환과 관련해 변화하는 세계적 논의에서 아시아 투자자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AIGCC는 11개 시장에서 49개의 회원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은 미화 

11조 달러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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