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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영국 정부는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

다. 동 은행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초기 자금 조달이 힘든 친환경 프로젝트를

골라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자하기로 하였다.

* 본 논문은 2010년 3월 25일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환경과 녹색

금융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융합과제」에서 발표된 동일 저자의 동일 제목 논문을 수정․보

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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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 투자로 위험 요인을 줄이면 민간 영역에서 친환경 시장에 투자할

매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영국 정부의 정책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2)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위해

서는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영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반

증이다. 그리고 이 개입이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금융시스템이라는 매개를 통하

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을 투자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 환경규제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실시하여 환경산업의 수요 측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

거나, 2) 금융 및 세제 지원, 즉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을 수행하거나, 3) 투자자

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금융 인프라가 발달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금융3)의 역할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실

현시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다. 즉, 금융지원

의 수행과 금융 인프라 발달 수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다시 말하자면, 환

경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투자로 실현시키는 매개로서의 환경금융의 역할은

한 국가의 환경 정책 및 환경산업 정책의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가 다르

게 정의된다. 정책적 상황과 그에 따른 환경금융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크게는

2개, 좀 더 세분류하면 4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 1 :만약 환경규제가 환경문제의 외부성을 완전히 교정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충분히 행하여진 상황이라면, 환경산업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산업 정책

의 문제와 동일한 차원으로 축소된다. 환경산업에 대한 문제는 1990년대의 IT

1) 중앙일보, “영국, 녹색은행 세워 친환경 사업 투자 : 태양광․풍력발전 등 정부가 돈 대 위험

요인 줄여”, 2010년 3월 23일.

2) 여기서 환경산업이란 넓은 의미로 정의되며, 환경규제 및 환경보전 압력에 대한 모든 비용

을 수반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3) 환경금융은 녹색금융과 동일한 의미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환경투자 및 환경질 개선에 있어서 환경금융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691 -

산업 등 ‘유망하지만 위험부담이 큰’ 산업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 상태에서 필요

한 금융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되, 배출권 거래

등 환경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환경금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 중심

의 금융 서비스를 ‘환경금융 Ⅰ’이라 하자. 이는 일반적인 금융산업 및 금융 인

프라의 발달 수준과 궤를 같이 한다.

상황 1-1 :환경규제가 (특히 탄소배출 감축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

라도 현재의 국제 탄소 레짐 상 배출권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 이 불

확실성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 시장 등 파생시장이 충분히 기능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이 불확실성을 커버하기 위한 정부 혹은 공공기관 주도의 금융 서비

스 제공이 요청될 수 있다. 이 때의 금융 서비스를 ‘환경금융 Ⅰ-1’이라고 하자.

이 역시 일반적인 금융산업의 발달 수준과 유관하다.

상황 2 :만약 환경규제가 외부성을 교정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환경산업의 문제는 산업 정책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환경 정책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는 문제가 된다. 이 상황에는 미래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포함이 된다.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 동기가 부여되

지 못하여서 민간은 투자 동기를 상실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

로 투자를 행하거나 정부가 간접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경유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금융

부문을 ‘환경금융 Ⅱ’라고 하자.

상황 2-1 : 환경규제의 수준이 충분하더라도,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사실상의 보조금 정책이 시행될 수

도 있다. 이 때 금융부문의 역할은 ‘환경금융 Ⅱ-1’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존의 금융 인프라의 발달과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환경산업

의 발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양(＋)의 관계는 환경금융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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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융, 환경산업, 환경질의 영향관계

금융산업의 발전

환경규제․시민압력

정부지원

녹색금융 Ⅰ

녹색금융 Ⅱ

(보조금)

기타 제요인

환경산업

환경질

경우가 환경금융 Ⅱ의 경우보다 더욱 현저할 것으로 유추된다. 왜냐하면, 환경금

융 Ⅱ는 일종의 ‘개발금융’이며, 이는 금융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운용 가능한 형태

의 금융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금융 Ⅰ과 환경금융 Ⅱ에 따라서

이 상관관계의 크기는 상이하겠지만, 국가별로 횡단면적으로 관찰할 때 금융산업

의 발달 수준과 경쟁력은 환경산업의 수준과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일반적인 금융부문에서 범위를 좁혀서 ‘환경금융․녹색금융’

으로 한정시켜서 그 관계를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인 관련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부문의 발달이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환경부문의 효율

성을 증대시키므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환경의 질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탐색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연관관계는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은 환경 분야에 대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환경투자

와 환경질 개선에 미치는 금융부문 특히 녹색금융활동이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

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금융산업 혹은 보다 구

체적인 의미로 녹색금융의 경쟁력 수준, 금융산업 규모의 확대를 포함하는 금융

산업의 발전 정도가 환경투자 수준과 환경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 연구의 모형을 검토한 후 녹색금융의 발전 정도를 나타

내는 지수를 구성하고, 시산된 금융발전지수 및 녹색금융경쟁력지수가 환경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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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

형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부문의 경쟁력과 발전 정도가 저탄소녹색성장

의 주요 목표인 환경투자와 환경질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환경 및 녹색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서 탄소금융과 전통적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가 조성한 금융 기관 및 서비스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금융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은 사업의 성공

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 기능은 은행, 녹색펀드, 그리고 탄소금융의 세 가지 분야에서 작동된다

(REFOCUS, 2002). 은행을 통한 금융 기능은 프로젝트의 초기에 작동된다. 이

때 은행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위험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프로젝트에 전문화된 은행이 있

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세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긴요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필요자금의 대출과 이에 대한 정부나 사회책임적 관

점에서 설립된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 이외에도 새로운 방식에 의한 금융 수단

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생성된 탄소배출 크레디트를 판매하는 방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생성되는 탄소금융의 가치는 전 세계적인

CER 시장의 동향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위험들을 헤지하

기 위한 선물 및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가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녹색․환경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의 요소들을 모두 포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환경 전문 금융기관이나 금융

서비스, 세제지원, 그리고 탄소 금융 및 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 금융 서

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CDM 등 탄소금융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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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동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UNEP의 추산에

의하면 2009년 세계의 국제 탄소 시장의 총액은 280억 달러였으며, CER 시장

의 규모는 그 절반 정도이다. CDM 등 탄소금융은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금융

수단 중 하나이다.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가격 위험

등 여러 요소들이 발전 설비 등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Laurikka et al. 2006). 한편 독일에서 EU ETS가 발전부문의 투자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뚜렷하였으나, 장기 프로젝트의 경

우에는 제한적이었다(Hoffmann, 2007). 그 이유는 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가

격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는 개별 국가가 배출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현

국제 체제 하에서 탄소가격을 내부화한다고 하더라도 배출권거래시장의 존재와

파생상품 시장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정부가 관여하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을 제공한다. 이처럼 금융부문은 환경 산업의 형성

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이 환경투자와 환

경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이나 경쟁력 제고가 환경투자나 환경질 개선에 미치는 일관적인 영향

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 금융의 역할, 또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국가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과 실물의 관계

를 분석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었다. Rajan and Zingales (1998)는 금융

발전이 외부금융의존도가 상이한 산업들에 대하여 비대칭적 영향을 끼치면서,

특히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의 비용감소를 통하여 실물경제에 긍정적으

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산업의 발전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Wurgler (2000)는 65개 국가, 28개 산업의 1963년～1995년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 내 각기 상이한 성장기회가 주어졌을 때, 금융발전이 성장기회가 높은 산

업으로 자원배분을 촉진시켜 경제 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실물부문에 기여함을

보였다. 그리고 Fisman and Love (2007)는 Rajan and Zingales (1998)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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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전시켜, 금융발전이 산업의 외부금융의존도보다 오히려 전 세계적 성장기

회(growth opportunity)에 반응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을 주장

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는 신

용상․오완근(2005), 이명훈(2005, 2007), 노영진 외(2009) 등의 논문에서 대체

로 금융부문의 발전은 실물경제에 대하여 양(＋)의 파급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정책적 관점인

녹색금융의 발전과 환경투자, 환경질 개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실물경제의 발전은 자본조달 비용의 저

감, 리스크 관리의 효율화 등 금융 서비스가 투자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환경투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사전적 해석

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질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주의 깊게 해석하여야 한다.

우선 금융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실물경제 영향이 반드시 환경질 개선과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국가가 속해 있는 경제발전 단계 측면에

서 성장경로가 오염집약적이거나 산업구조, 소비구조 등이 상대적으로 물질소비

증대를 수반할 경우 환경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탈물질적인

성장경로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환경질 개선효과도 가능하다. 둘째, 금

융의 전반적인 발전에 비하여 녹색금융의 발전은 개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금융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기, 수질 오염의 저감, 기타 환

경관련 시설의 개선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순오염물질량은 감소시키고 이에 따

라 환경질 개선을 유발한다. 셋째,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복합적이며,

그 중의 하나가 환경규제의 강도이다. 환경규제의 강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대

체로 선진국일수록 환경규제의 강도가 강한 편일 것이며, 금융산업의 발달 수준

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질의 결정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금융산업의

발전이 환경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특히 환경보건과 관

련 변수보다도 생태계 건전성 관련 변수는 그 관계가 더욱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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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녹색금융이 환경산업 및 환경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모형의 구성과 자료

일반적으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요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일치된 견해가 정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금융부문의 활동 수준 및 경쟁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의 획득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과 실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구조 모형의 설정이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

하는데 기인한다. 특히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 대한 실증분석은 두 부문간에 존

재하는 내생성 여부, 인과성의 방향, 규모, 파급경로 등 미해결의 문제들이 상존

하므로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한 척도로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녹색금융활동과 환경산업, 환경투자,

그리고 환경질 상태 및 개선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 논

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증적 자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

요하다. 또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모형의 틀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초기 단계의 진행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측면에서 파악되는 금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일차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활동과 금융부문의 경

쟁력이 일반적으로 실물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

며, 환경관련 경제활동과 환경질 수준에도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며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금융부문의 활발할 산업활동과 경쟁

력 수준 유지는 실물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환경질 개선을

위한 실물투자 및 산업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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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금융활동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과 과정, 금융산업 발전 경로 등에 의

거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부문이 정책 도구로 활용된 경우가 많아 금융부문과 실

물부문 간의 순영향과 내생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간의 비교가 비교적 용이하면서 금융부문의 경쟁력과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변수의 활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녹색금융에 대한 정량적

파악이 개별 국가 수준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녹색금융활동 수준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 형태의 자료를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모형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의 경제활동 및 금융관련

지표, 환경투자, 환경상태 및 배출량 통계 등을 포함한다. 자료의 대상연도는 분

석의 대상이 되는 환경성과지수, 환경산업 등 환경관련 자료의 국제비교가 가능

하였던 최근 연도이며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7년과 2005년

을 포함한다. 우선 국가 규모, 지형적 기본 특성,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자

료는 OECD 회원 국가의 인구, 해안연안(landlocked) 유무,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등이 있으며, OECD, 한국은행, 세계은행 등의 통계DB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모든 화폐단위자료는 각국의 대미국 달러화 환율로 조정하였다. 환

경산업 및 환경투자에 대한 자료는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Global Environmental Market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EBI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국제 컨설팅 기관으로 주요국의 환경산업에 대

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자료인 환경질 상태에 대한 국제 자료를 다양한

자료출처를 확인하고 본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환경성과지수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EPI)는 각국의 현재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표 산

출을 통하여 경쟁력 수준을 제시하는 지표이다. 2006년 파일럿 결과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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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8년, 2010년도에 측정 가능한 항목별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와 이에

대한 실제 정책 수행 과정의 성과를 연계하여 최종적인 환경 정책 성과 수준을

개별 국가에 대하여 산출하고, 이에 대한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EPI 지표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환경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부담의 수준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대그룹 항목(the Environmental

Health objective)과 생태계와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 및 상태에 대한 대그룹항

목(the Ecosystem Vitality Objective)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각 대그룹 항목에

대해서는 6개의 하위 범주와 이에 따른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주성분 분석과

같은 항목별 가중치 적용을 위한 통계적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산된다.

EPI는 25개의 세부 개별 지표를 환경 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 결과, 전문가

그룹의 조언, IPCC MEA(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연구 결

과, 국제환경협약주요 정책 제언 등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

표의 정의와 EPI 지표 구성과 연계된 내역이 명확하게 추정되는 자료를 선택하

였으며, 이와 다른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대리변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개

별 지표의 합산은 세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국가별 EPI가 산출된다. 우선 6개

정책 분야에 대하여 각각 2～8개의 세부 지표를 통한 1차 지표 산출이 이루어

진다. 이 때 개별 지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거하

여 합산된다. 둘째, 환경보건과 생태계 지표 하위 단계인 6개 정책 지표군에 대

하여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한 가중치 적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개의 대분

류 지표가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2개의 대분류 지표는 각각 0.5의 가중치를 적

용하여 최종적인 지표가 산출된다.

EPI 지수의 최종 산출과 관련하여 기초 지표의 합산(aggregation)에 따른 정

보의 손실 등 방법론상의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지표의 대표성, 안정성, 구

성에 대한 전문가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특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

일 지표를 산출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산 방식의 선택은 복합 지표의 목적 및 측정대상의 성격에 따라 결정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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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PI 지표 항목별 구성

Index Objectives Policy Categories Indicators

Water
(effects on humans)

Air Pollution
(effects on humans)

Air Pollution
(effects on ecosystems)

Water
(effects on ecosystems)

Biodiversity
& Habitat

Forestry

Fisheries

Agriculture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s

Access to Drinking Water

Access to Sanitation

Urban Particulates

Indoor Air Pollution

Sulfur Dioxide Emissions

Nitrogen Oxide Emissions

Ozone Exceedance

Water Quality Index

Water Stress

Water Scarcity Index

Biome Protection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Critical Habitat Protection

Marine Protected Areas

Growing Stock

Forest Cover

Marine Trophic Index

Trawling Intensity

Pesticide Regulation

Agricultural Water Intensity

Agricultural Subsides

Greenhouse Gas Emissions/Capita

Electricity Carbon Intensity

Industrial Carbon Intensity

EPI

Environmental

Health

Ecosystem

Vitality

자료 :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olumbia University), 2008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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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간단한 실증모형은 금융발전지수

및 녹색금융발전지수와 환경산업 및 환경투자, 환경질 개선의 일관성 있는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우선 기초금융발전지수(FCI)는 노영진 외(2009)

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총여신 규모, 회사채 발행액,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합

계를 경제규모변수인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한 지수를 응용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관련 금융 서비스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관투자기관

의 자산총액(보험부문 제외), 환경산업의 직접자본조달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후변화보험 등 보험 서비스의 일반 수준을 반영하는 보험

사 프리미엄(보험료) 수준의 합계를 GDP로 나눈 값을 기본적인 금융발전지수

로 선택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시산된 기초금융발전지수를 바탕으로 국가간

금융 서비스 수준의 질적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국 런던 시에서 작성한 세

계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세계금융센터경쟁력지수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를 곱하여 최종적인 금융발전지수(AFCI)를 시

산한다. 이는 녹색금융활동의 대분류 체계 논의에 따르면 대체로 은행업무, 환

경관련 보험, 탄소 파이낸스, 기타 그린펀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여 녹색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관련 활동을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다.

AFCI i, t=
(INSAS i, t +STOCK i, t +INSP i, t )

GDP i, t

GFCI i, t (1)

i :국가

t :연도 (2005, 2007)

AFCI :금융발전지수

INSAS :기관투자기관(보험사 제외) 자산총액

STOCK :상장 주식시가총액

INSP :보험료총액(생명보험＋손해보험)

GFCI :금융센터경쟁력지수

GDP :국내총생산

현재 금융산업의 분류체계 가운데 녹색금융, 환경금융에 대한 명시적 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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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투자 및 환경질 개선에 있어서

환경금융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임동순․한택환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

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

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

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

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

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제어 : 녹색금융, 환경상태, 녹색성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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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Green Finance,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Quality

Dongsoon Lim and Taek-Whan Han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sector by analyzing

cross-sectional data for OECD countries.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has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industry. Green financing also affect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Demand for environmental quality is

positively influenced by GDP per capita, while financial crisis has a bad

effect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Government-led green financing in

Korea has a major role in the Korean environmental policy for years.

While market-oriented green financing improves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government-led green financing may delay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 due to its subsidizing effect. Further study should include systematic

analysis on the scope of green financing and its qualitative attribute

and fundamental causality between green financ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Keywords : green finance, environmental quality, green growth,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