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위기에 대한 투자자 행동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 출시 

 

투자자들은 2050 년 이전까지 글로벌 순제로 배출 경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포괄적인 투자자 

기후행동 계획 (ICAPs, Investor Climate Action Plans)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 년 5 월 20 일: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 창립 파트너들은 오늘 기관 투자자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기후행동 계획(ICAPs: Investor Climate Action Plan)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 는 

투자자가 2050 년 이전에 순제로 배출 경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투자자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기대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투자자가 기후 여정에 있을 때마다 기대치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특별합니다. 

 

ICAPs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 발표는 포트폴리오 회사 및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2050 년 

이전에 순제로 배출에 도달하고 2025 년과 2030 년에 대한 중간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들의 글로벌 모멘텀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창립 파트너(AIGCC, CDP, Ceres, IIGCC, IGCC, PRI, UNEP FI)는 투자자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파리협약 연계 투자 

이셔티브(Paris Aligned Investment Initiative),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및 UN 소집 탄소중립 자산 소유자 연합(United Nations-Convened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등의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가 승인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중립 

약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 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2050 년까지 순제로 배출 경제가 필요합니다. 

 

ICAPs 기대 단계는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네 가지 연동 영역인 투자, 기업 참여, 정책 

옹호 및 투자자 공시에서 투자자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주요 기후행동을 요약합니다. 지배구조는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교차하는 주제입니다.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heinvestoragenda.org/
https://theinvestoragenda.org/icaps/
https://theinvestoragenda.org/icaps/
https://www.netzeroassetmanagers.org/
https://www.parisalignedinvestment.org/
https://www.parisalignedinvestment.org/
https://sciencebasedtargets.org/
https://sciencebasedtargets.org/
https://www.unepfi.org/net-zero-alliance/
https://www.unepfi.org/net-zero-alliance/


 

● 투자: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탄소중립 미래에서 성공하도록 설정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자본을 전환합니다. 

● 기업 참여: 기업을 참여시켜 기후행동을 주도하고 섭씨 1.5 도의 미래에 따른 실제 진전을 

보여줍니다. 

● 정책 옹호: 2050 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제공하는 정책을 옹호합니다. 

● 투자자 공시: 투자자 공시를 강화하여 이해 관계자가 섭씨 1.5 도 경로에 따라 투자자 

기후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ICAPs 기대 단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관리에 대한 현재 접근 방식 평가 

 독립형 ICAPs 발표 

 ICAPs 의 요소를 기후변화 전략 및 공시에 포함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을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 

 

함께 제공되는 ICAPs 지침을 통해 투자자는 ICAPs 기대 단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ICAPs 

지침을 통해 자신이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를 자체 평가하여 자신의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특정 기후행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는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기대 단계에 맞춰 기후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며, 모든 주요 투자자의 최소 50%가 내년에 

ICAPs 를 발표하거나 기대 단계의 요소를 자신들의 계획, 보고서 및 전략에 통합하고 모든 주요 

투자자가 5 년 안에 탄소중립 목표가 포함된 ICAPs 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의 전무 이사인 

Rebecca Mikula-Wright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CAPs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는 

투자자가 어느 단계에 있던지 도달해야 하는 탄소중립 최종 목표로 이끄는 투자자 통합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는 아시아 투자자들이 기후위험 노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환 투자 솔루션에 대한 투자 배분을 늘리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ICAP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강력한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아시아 투자자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해 창출되는 

막대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여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DP 의 CEO 이자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위원인 Paul Simpson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가 기후행동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COP26 이후에 더 

대담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야심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고 투명성과 공개의 힘을 포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CAPs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는 2050 년 이전에 순제로 배출 목표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명확한 정보를 자본 시장에 제공합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Ceres 의 CEO 겸 사장이자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위원인 Mindy 

Lubber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투자자들이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전 세계 

투자자가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탄소중립 경제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ICAPs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는 투자자, 기업, 정부 및 규제 기관에 투자자가 야심 찬 기후행동 계획과 

정책을 지원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이는 다시 추가 기후행동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기후 

포부의 고리를 주도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CEO 이자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위원인 Stephanie Pfeifer 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기후변화는 투자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그들은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기후위기에 수반되는 파괴적인 영향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행동해야 합니다. ICAPs 기대사항은 단지 시작 단계에 있든 파리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길에 있든 상관없이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 

단계를 정의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GCC,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의 CEO 인 Emma 

Herd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투자자는 현재 수익자와 고객에게 진행 중인 

지속 가능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에 걸쳐 순제로 배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이행으로 목표를 이동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ICAPs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는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정의 중요한 가이드입니다.” 

UNEP 재정 이니셔티브 책임자이자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위원인 Eric Usher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았지만, 과거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과 목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NEP 



 

FI 는 UN 소집 탄소중립 자산 소유자 연합(United Nations-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을 

통해 주요 투자자와 협력하여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실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행동 여정을 막 시작한 대규모 투자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ICAPs 기대 

단계 및 지침 프레임워크는 모든 투자자가 지속 가능성, 참여 및 자산 배분 전반에 걸쳐 첫 

단계이든 추가 개선이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임 투자 원칙 CEO 이자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위원인 Fiona 

Reynold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정하지 않고 탄소중립 약속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투자자 

또한 2050 년까지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행동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의 ICAPs 는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강력한 계획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가 중요하지만, 약속과 

행동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자극적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 소개: 투자자 어젠다는 통합되고 포괄적이며 순제로 배출 

경제를 위한 투자자 행동을 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후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리더십 

어젠다입니다. 투자자 어젠다의 창립 파트너는 투자자와 협력하는 다음 7 개 주요 그룹입니다.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CDP, Ceres,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EP Finance Initiative. 

자세한 내용은 theinvestoragenda.org 를 방문하고 @InvestorAgenda 를 팔로우하십시오.  

미디어 문의 연락: news@theinvestoragen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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