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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세미나 개최 및 발제 

시간 내용 세부 내용 연사 

14:30∼15:00 등록 등록 및 네트워크  

15:00∼15:10 인사말 

개회사 
딜런 테너(Dylan Tanner)  

InfluenceMap 대표이사 

환영사 
양춘승  

KoSIF 상임이사 

15:10∼16:10 발제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ESG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CA100+: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글로벌 투자자 트렌드 

아야코 노미즈(Ayako Nomizu)  

UN PRI Climate Action 100+ 매니저 

기업의 기후 정책 리더십을 위한 투자자 스튜어

드십 

크리스틴 차우(Christine Chow)  

HSBC 글로벌 스튜어드십 총괄 

투자자를 위한 기업의 기후 정책 활동 데이터 
장유나  

InfluenceMap 팀장 

제 2부: 토론 패널 

16:10∼16:50 패널 토론 기업 기후 공시 강화와 투자 데이터 활용 

[좌장] 

양춘승 KoSIF 상임이사 

[패널]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아야코 노미즈(Ayako Nomizu) UN 

PRI Climate Action 100+ 매니저 

크리스틴 차우(Christine Chow) HSBC 

글로벌 스튜어드십 총괄 

장유나 InfluenceMap 팀장 

김태한 KoSIF 수석연구원  

16:50~17:05 Q&A Q&A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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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Dylan Tanner, Executive Director | Influenc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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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lan Tanner, Executive Director (InfluenceMap)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speak at this important event.  I am Dylan Tanner, Executive Director 
of InfluenceMap.    
  
We are a global think tank focused on the intersection of climate change, business and finance.  We 
generate data-driven content that is used by corporations, investors, policy makers and the media 
around the world.  I am based in London, and we have offices in New York, Tokyo, Seoul and Sydney.  
  
A key program of InfluenceMap measures the level of support or opposition by companies to emerging 
climate policy globally.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dynamic, as the much-needed climate 
policy that the IPCC says is necessary to address climate change is not yet in place.  A key reason for 
this is negative influencing activities by parts of the corporate sector globally.  On the other hand, 
corporate leadership on climate policy can also unlock powerful consensus on introducing ambitious 
climate policy.   
  
Our information is used by investors globally as they engage with the companies in their portfolios, to 
encourage companies to become leaders in supporting ambitious climate policy.  We are a key partner 
to the Climate Action 100+ investor engagement process, the largest in history.  It consists of 700 
global investors representing $68trillion in assets.  The voice of these shareholders towards large 
corporations is clear - stop holding back Paris-aligned climate policy, and fully support governments 
to act.   
  
I was at Climate Week in New York a few weeks ago and the UN FCCC's Race to Zero coalition of 5000 
global companies and 6000 investors announced it would be adding climate policy engagement to its 
campaign.  So, the issue is now a high priority for the corporate sector as well as investors who want 
to see ambitious action from governments on climate.   
  
From our research we are aware that policy advocacy by companies is very different across 
regions.  The US has a very confrontational system while the EU and Japan tend to be less 
so.  Regardless, in each region on climate change, true corporate climate leaders are often faced with 
powerful incumbent forces and structural barriers resistant to change. I hope today in the seminar we 
discuss some of these in the Korean context.  
  
Today you will hear more about InfluenceMap’s analysis on the Korean corporate sector from Yuna 
Chang, as well as insightful presentations from key members of the financial community on the 
investor agenda on climate change.   
  



The Korean corporate sector is extremely important to investors globally both as a key investment 
market, but also because of the many Korean companies who are crucial to the energy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Korean firms are global leaders in key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will play a huge 
role in decarbonization.  Companies like LG, SK Innovation, Samsung group companies, Hyundai and 
Kia Motors and many others lead in areas like batteries and storage, electrified transport, energy 
efficiency and key technologies around low carbon buildings and construction.  So, we are honoured 
to be part of the discussion today around how to accelerate Korea's position as a global climate 
leader.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KoSIF, our partner in the event today for its visionary work in driving 
corporate climate governance. In particular, its partnership with CDP since 2007 in enhancing 
corporate climate transparency, and its co-ordination of the RE100 campaign in Korea.  We note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Motor, both hugely important global companies for climate change, 
joined RE100 this year.  
  
Also, thanks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 PRI, HSBC,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or their 
participation and for what will be great insights on this important topic.    
  
Lastly, I would like to have been there in person but look forward to meeting during a future trip to 
Korea. I thank you all for attending and wish you all a fruitful discussion.  
 

4th October, 2022 

InfluenceMap Executive Director, Dylan Tanner 

 

 

 

 

 

 

  



 

 

 

 

 

 

 

 

 

 

 

 

 

 

 

 

 

 

 

 

 

 

 

 

 

 

 

 

환영사 

양춘승, 상임이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환영사  
 

 

 

 

 

양춘승, 상임이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오늘 “기업의 기후 리더십 활성화를 위한 투자 데이터 활용 혁신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InfluenceMap 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행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기후 리더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한 ESG da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물론 금융의 입장에서 기업이 기후 문제 

해결에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금융 주도로 기업의 기후 리더십을 활성화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일관성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고, 정부 정책이 전면적으로 흔들립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경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로 몰고 가서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실제로 엄청 어렵습니다.  

 

금융을 지렛대로 하여 기업의 기후문제 지도력을 활성화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자금의 많은 부분을 정부 예산과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주도의 기업 주도권 활성화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객관적 여건에 더하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또한 기업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할 동인이 부족합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이 소신을 가지고 기후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대들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의 금융 관행과 기후 문제 대응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적 의무가 되고 있고, EU 와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기후문제 해결을 포함한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른바 “green taxonomy”를 개발해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원전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은 있지만 유사한 tax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EU와 미국에서는 

기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는 GDP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후 리더십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후 리더십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아야코 노미즈씨는 UN 책임투자원칙의 Climate Action 100+의 

매니저이시고 제 오랜 친구 크리스틴 차우씨는 세계적 선도 금융기관인 HSBC의 글로벌 스튜어드십 

총괄이사입니다. 이들의 발표를 통해 국제 금융기관의 기후문제 대응 동향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국내 최대의 자산소유주인 국민연금의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국민연금의 대응과 입장을 들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 행사의 주최를 주관한 InfluenceMap의 장유나 

팀장님과 한국사회책임투자의 김태한 수석연구원님으로부터도 기업의 기후 리더십 발휘를 위한 중요한 

insights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과 발표자들께 환영과 감사를 전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후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양춘승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ESG 

원종현 상근전문위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ESG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원종현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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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인식하는 ESG  

착한투자 
 

사회에 바람
직한 투자 

 
사회투자 

수익률 좋은 
투자 

 
Theme 

ESG는 기업과 투자자간의 대화 언어 

Where we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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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규모/분산투자 

• 국민연금의 분산투자 
• 벤치마크 중심 투자 
• 해외투자 확대 
• 리스크관리 강화 
 
 
 
 
• ESG 위험관리  

• 팬데믹/전쟁, 미중갈등, 〮〮〮 

국민연금 위험의 통제와 관리에서 ESG  

- 4-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의 본질 

글로벌 석탄발전소 수익성 분석 

• Carbon Tracker가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6,685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 
• 석탄화력발전소의 42%(2018년 기준)가 수익성이 없으며  
• 2040년에는 70% 이상이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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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헤럴드경제, 인류가 직면한 ‘지구위기’...강력한 ‘글로벌 탄소벨트’ 구축하나, 2021. 10.28.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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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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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계?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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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계  

• ESG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통합하여 관리 

• G(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의지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음 

• E(환경)에 기초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
업가치의 상승을 견인하는 발전의 원동력
으로 바라보며,  

• S(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수행함으로
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발전
의 기반을 마련함 

그림참조: Korean Law via the Internet,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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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지표 (사례) 

•  

•  

•  

•  

•  

•  

•  

•  

•  

•

 

•  

•  

•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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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유의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상
장주식(KOSPI+KOSDAQ100)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  

•기금의 ESG 평가체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이슈의 5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이슈에 대해 산업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ESG 점수와 등급을 산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사건 사고 등 ‘컨트러버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 

•기금은 이러한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 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주주활
동에 연계함 

ESG 평가 및 통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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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 

국민연금의 투자는 개별 종목을 picking하는 투
자가 아니라,  
시장 Index를 추종하는 Universal Owner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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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 방식 

투자방법 내용 

ESG integration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ESG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가치평가 단계에서부터 
재무적 분석과 비재무적 분석을 병행하는 방식 

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 또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스크리닝 방식, ESG 성과가 

우수한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에 비해 엄격한 

방식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ESG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산업 또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가장 기초적
인 책임투자 전략 

Norm-based screening 
OECD, ILO, UN and UNICEF 등 국제기구 등의 기준에 따라 특정 투자를 편입하거
나 제외하는 전략  

Sustainability thematic 

기후변화 , 생태효율성, 재생에너지 , 클린에너지 , 수자원 등 특정 지속가능성 

테마에 관련된 자산 또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전략으로 수익 창출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팩트 투자와 차이가 있음 

Impact Investing  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종목에 투자하는 방식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ESG 가이드 라인에 따른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 의사결
정에 개입하는 방식  

출처: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한국ESG연구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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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과제 
기금운용위원회(제6차, ’21년 5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석탄채굴·발
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을 의결 
투자제한전략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대상산업의 범위 및 기준, 대상기업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음 

<국민연금 국내주식 포트폴리오> 

탄소배출기업 

탄소 중립 
 

Net Zero 

탄소절감 기술 

국민연금 투자 영역 

- 14-  

[ ESG 타격받을 수출주력사업 ] [ ESG 전망 밝은 수출주력산업 ] 

 15대 주력 수출산업 중에서는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철강산업 순으로 ESG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ESG의 확산에 따른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는 반도체 > 이차전지 > 자동차, 바이오산업 순으로 나타남 

 이 때, 자동차산업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공동생

산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임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SUSTINVEST 2020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 누비랩 ESG Trend (https://blog.naver.com/nuvilab/222448780761) 

ESG 확산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영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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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ESG 

• 국민연금은 일반 펀드나 기관투자
자에서 요구되는 ESG외에 가입자 
보호라는 추가적인 과제가 더해짐 

• ESG로 커버될 수 없는 가입자 보호 
및 연금제도 지속성 강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함 

• ESG에 집중되어 본연의 제도안정
성 부문에 소홀할 개연성이 있음 

•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에 따른 
ESG 전략의 제약사항 존재 

가입자이익 
제도  

지속성 



 

 

 

 

 

 

 

 

 

 

 

 

 

 

 

 

 

 

 

 

 

 

 

 

 

 

CA100+: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글로벌 투자자 트렌드 

Ayako Nomizu, Manager | UN PRI 



climateaction100.org

Climate Action 100+ 
An Investor-led Initiative Calling For Corporate Action on Climate Change

October 2022
Ayako Nomizu, PRI

Climate Action 100＋ Overview

• Global investor collaborative engagement 
initiative calling for climate action 

• 700 investor signatories, with AUM USD 68 
trillion (as of 28 September 2022)

• 166 corporates* engaged worldwide, 
including 33 in Asia, 3 in Korea (KEPCO, 
POSCO and SK Innovation)

• Five-year initiative, started in Dec 2017

• Re-launch planned in 2023 (Phase 2)

• Net Zero Company Benchmark introduced 
in March 2021

700
INVESTORS SIGNED UP

68
ASSETS COMMITTED

US$ trn

*The 166 companies account for 
up to 80 percent of corporate 
industrial GHG emissions and are 
key to driving the global net-zero 
transition. 



The Three Asks

The Engagement Agenda – What companies need to do

• Implement a strong climate 
governance framework, with board 
accountability

• Take ac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ir value 
chain

• Provide enhanced corporate 
disclosure in line with TCFD

DISCLOSURE FRAMEWORK
ASSESSED 

BY
ALIGNMENT ASSESSMENTS

ASSESSED 
BY

(1) NET-ZERO GHG BY 2050 AMBITION TPI

(2) LONG-TERM (2036-2050 ) GHG TARGET TPI

(3) MEDIUM-TERM (2026-2035) GHG TARGET TPI

(4) SHORT-TERM (2020-2025) GHG TARGET TPI

(5) DECARBONIATION STRATEGY TPI

(6) CAPITAL ALIGNMENT (DISCLOSURE) TPI

CAPITAL ALLOCATION ALIGNMENT(for utilities / oil 
& gas)

CTI

CAPITAL ALLOCATION ALIGNMENT(for utilities / 
autos / steel / cement/ aviation)

2DII

(7) CLIMATE POLICY ENGAGEMENT 
(DISCLOSURE)

TPI CLIMATE POLICY ENGAGEMENT ALIGNMENT InfluenceMap

(8) CLIMATE GOVERNANCE TPI CLIMATE ACCOUNTING AND AUDIT ［Provisional**] CTI

(9) JUST TRANSITION [Beta*] TPI

(10) TCFD DISCLOSURE TPI

*Beta= data collected, but not publicly assessed. Subject to change in future. 
**Provisional = data collected and publicly assessed. Subject to change in future. 

The data providers each provide independent, but complementary sets of 
Indicators. Only the assessments provided by TPI (highlighted) are subject to 
the Dec 2021 review period.

Net Zero Company Benchmark



Net Zero Company Benchmark

climateaction100.org

March 2022: Disclosure Framework Results by Indicator

Note: The percentages relate to 166 focus companiesassessedfor the March 2022 Benchmark. Companies

scored ‘Partial’ if they received a ‘Yes’ for at least one, but not all, of the Metrics comprising each Indicator.

1. Net zero
by 2050 
or sooner

ambition

2. Long-
term GHG
Reduction
Target

3. Medium-
term GHG 
Reduction

Target

4. Short-
term GHG 
Reduction

Target

5.
Decarbonisa
tion
Strategy

6. Capital
Allocation
Alignment

7. Climate
Policy
Engagement

8. Climate
Governance

10. TCFD
Aligned
Disclosure

27% 27%

46%

22%

61%

17%

51%
49%

95%

42%
39%

7%
11%

5%

31%
28%

42%

29%

11%

64% 66%

7%
0
%

23%

10%

69%

21%

Assessment criteria
Yes
Partial
No

6



Net Zero Company Benchmark:  March 22 Findings

Despite some year-on-year progress, the Benchmark revealed many challenges, including:  

• An absence of medium-term emissions reductions targets aligned with 1.5°C.
Only 17% of focus companies have set medium-term targets which are aligned with the IEA’s 1.5°C scenario and 
cover all material emissions.

• Continued absence of Scope 3 emissions.
Just 42% of focus companies have comprehensive net zero by 2050 or sooner commitments that cover all 
material GHG emissions, including material Scope 3 emissions.

• Alignment of capex strategies with net zero transition goals remains almost non-existent.
Only 5% of focus companies explicitly commit to align their capex plans with their long-term GHG reduction 
targets.

• Companies are sett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s but don’t have the strategies to deliver 
them.

Only 17% of focus companies have robust quantified decarbonisation strategies in place to reduce their GHG 
emissions.

• A failure to integrate climate risk into accounting and audit practices.
No company has demonstrated that its financial statements are drawn up using assumptions consistent with net 
zero by 2050, as per a new indicator on climate accounting and audit assessed. 

Resources

climateaction100.org

Climate Action 100+ Investor Guide for 
Engaging in Asia:  An updated guide for 2022

Net Zero Company Benchmark 
methodology documents (including Korean 
translations)

Net Zero Company Benchmark company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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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후 정책 리더십을 위한 투자자 스튜어드십 

Christine Chow, Global Head of Stewardship and Engagement | 
HSBC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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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BC Asset Management, September 2022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Representative overview of the investment process, which may differ by product, client mandate or market conditions.
*Note: The concept of “dynamic materiality” was first introduc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in early 2020

1

2

3

Lower cost  of capital Drive valuation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

o o o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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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Source: HSBC Asset Management, published here: https://www.assetmanagement.hsbc.co.uk/-/media/files/attachments/uk/common/uk-stewardship.pdf

PUBLIC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Source: HSBC Asset Management, published here: https://www.assetmanagement.hsbc.co.uk/-/media/files/attachments/uk/common/uk-stewardship.pdf

HSBC AM is one of the first asset managers to integrate companies climate policy performance in vot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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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ptember 2022 – Call to Governments

1. Ensure that the 2030 targets in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lign with the goal of limiting 

global temperature rise to 1.5 ºC

2. Implement domestic policies such as robust carbon 

pricing mechanisms and phase out coal and fossil 

fuel subsidies. Develop just transition plans. 

Ambitious commitments to end deforestation globally

3. Suppor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Methane 

Pledge

4. Scale up climate finance

5. Strengthen climate disclosures across the financial system

2022-Global-Investor-Statement-.pdf (theinvestoragenda.org)

PUBLIC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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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n Interim Step to enable Net Zero commitment for companies 

Source: RE100 - Stepping Up: RE100 gathers speed in challenging markets | RE100 (there100.org)

InfluenceMap - InfluenceMap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Steel Sectors & Climate Policy

•

PUBLIC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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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Positive Engagement is the Way forward

Source: HSBC Asset Management, Stewardship Team. This document is not by any means intended as a solicitation, nor a recommendation for the purchase or sale of any financial instrument in any jurisdiction in which such an 
offer is not lawful. 
InfluenceMap - InfluenceMap CA100 Companies,

•

•

•

•

PUBLIC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Not for further distribution.





 

 

 

 

 

 

 

 

 

 

 

 

 

 

 

 

 

 

 

 

 

 

 

 

 

 

 

 

 

투자자를 위한 기업의 기후 정책 활동 데이터 

장유나 팀장 | InfluenceMap 



투자자를 위한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활동 데이터
2022년 10월 4일

목차

 InfluenceMap 소개

 기후정책 관여 활동 소개

 InfluenceMap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한국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플랫폼



InfluenceMap 소개

 201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기후변화 싱크탱크

 50여 명의 글로벌 팀 - 런던 본사 및 뉴욕, 도쿄, 서울, 시드니 지사

 주요 활동: 기업과 산업협회의 기후변화 정책관여 활동(‘인플루언싱’)을 추적

 주요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결과는 공개 출처 정보로 게재

 금융기관, 기업, 및 정책 입안자와 긴밀히 협조

 Climate Action 100+ 의 주주활동 과정 데이터 파트너

2013 UN ‘책임있는 정책 관여 활동 가이드’ –

(1) 광고 활동, 
(2) 소셜 미디어(예시: 트위터, 링크드인 등)
(3) 외부 홍보 활동
(4) 스폰서링리서치
(5) 정부 관료와의 직접적인 대화 활동(예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6) 캠페인과 정치 집단에 대한 펀딩 지원 활동
(7) 정책 자문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

‘직접적’인 영향력 (direct influence) – 기업의 직접적인 공시 및 발언/활동
‘간접적’인 영향력 (indirect influence) – 산업협회를 통한 관여 활동

‘인플루언싱’, 또는 ‘정책 관여 활동’이란?



기업과 기후변화 분석 데이터 생태계

기후 정책과 정책 논의
에 미치는 영향

영업 활동과 온실가
스 배출량

InfluenceMap의 기후정책 관여활동 분석 방법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400개 기업과 200개 산업협회의 프로필을 매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기후 정책’ 은 UNFCCC 국제 기후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되는 과거, 현재 및 미래 정책

 일곱 종류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여, 각 나라의 기업과 산업
협회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의 증거를 찾아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보도자료 / CDP 정보공개 / 정부 보도자료 / 신뢰성 있는 미디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외부 기준: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한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증거자료에 점수를 부여함: 정부 정
책 벤치마크 (2030 감축 목표, 배출권거래제 등) & 과학기반 정책 벤치마크 (IPCC에
서 제안한 에너지 믹스, 무공해차 시나리오 등)

 최신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InfluenceMap의 연구&분석 지표 (1)

 ‘조직 점수’ (Organization Score: 0 to 
100)

기업의 직접적인 관여 활동이 과학 기반 목표
와 부합한지에 대한 지표

 ‘관계 점수’ (Relationship Score: 0 to 100)

기업이 가입한 산업협회를 통한 간접적인 정
책 관여 활동이 과학 기반 목표와 부합한지에
대한 지표

 ‘관여 강도’ (Engagement Intensity)

기후 정책에 대한 관여 활동의 적극성 정도

 ‘종합 평가 지수’ (Performance Band: A+ 
to F)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대한 총 점수기업 A

InfluenceMap의 연구&분석 지표 (2)

 ‘기업 행동 서술’ (Summary of Corporate Climate Policy Activities)

연구&분석 결과 데이터에는 기업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기업이 취하는 행동을 설명해주는
텍스트와 꾸준히 수집한 증거로 이를 뒷받침함.

 ‘실시간 업데이트’ (Real Time Updating)

기업 활동에 대한 점수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며 계속 업데이트됨. 기업의 활동에서 보
이는 중요한 사항과 변화는 데이터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음. 



한국 기업의 기후 정책 활동 온라인 플랫폼

한국 기업 데이터 플랫폼 (1)

*2022년 포브스 2000 리스트와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 (NGMS) 배출량 통계를 통합하여 선정

15대 산업협회15대 기업*



한국 기업 데이터 플랫폼 (2)

 기업의 관여 활동 점수와 기업의 산업협회 점수 비교 - 일치/불일치 확인 (identify misalignment)

기업 A

한국 기업 데이터 플랫폼 (3)

 정책 트래커를 통해 전체 산업계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음 (real time updates)



한국 기업 기후 정책 활동 분석 결과 (1)

범산업

한국 기업 기후 정책 활동 분석 결과 (2)

 플랫폼에서 정책별 지지 분포도 (2050 탄소중립 목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권거래제, 무

공해차 보급 정책, 등) 확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는 강하나, 에너지 믹스의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파리 협정과 일치한 국내 기후 정책을 향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시 자료

 예: EU meetings register (하지만 한국은 제3자 로비 활동이 금지되어 이런 기록부가 없음)

 거버넌스 및 공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데이터 접근성 개선

인지
(Awareness)

공시
(Disclosure & 
Governance)

리더십
(Leadership)

협력을 통한 능력 형성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감사합니다

장유나 한국 팀장
yuna.chang@influencemap.org



APPENDIX 1: CA100+ Net Zero Benchmark 2022, Policy Engagement

Part of the Alignment Assessment

• Assessed under new indicator – Clim
ate Policy Alignment

• Focus on action – is a company’s rea
l-world policy engagement (direct & 

indirect) Paris-aligned?

• Directly integrates metrics from Influ
enceMap’s online platform (Organisati

on Score & Relationship Score)

Disclosure Framework

• Assessed under Indicator 7 –
Climate Policy Engagement

• Focus on disclosure – what companies say t
hey are doing on corporate climate lobbyin

g

• Binary yes/no assessments

• No changes to Indicator 7 in 2022

APPENDIX 2: How to improve CA100+ Benchmark results

Part 1 - Organisation Score (direct policy engagement)

• Increase transparent positive advocacy across a range of climate policy issues

• Ensure policy positions on technology and energy pathways are consistent with the latest science on achieving 1.5°C

• Eliminate direct policy engagement that seeks primarily to weaken or undermine policy intentions of regulators mandate

d to act on GHG emissions

Part 2 – Relationship Score (indirect policy engagement)

• Increase aggregate score of industry associations by:

(1) Engage with industry associations to improve advocacy;

(2) Exit obstructive/unreformed industry associations

or…

• Publish industry association review to outline misalignments with negative industry associations (& reduce relationship s

tr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