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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SDG 자금 조달은 

어려운 과제였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아직 달성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본 성명서는 우리의 행동 

개시에 대한 요청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며, 

사회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자본과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원칙을 세운 CFO

들은 선구자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시장은 함께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업, 금융,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금융 

SDG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의 

출시로, 사회와 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 금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하는 업무를 맡으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투자 결정을 

진행합니다.

5년 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2020년도의 세상을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여러 세계적인 위협으로 인해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어떻게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가 인류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지키기 위해 

민간 부문,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드 파올리

ENEL 최고재무책임자(CFO),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 공동의장

스캇 매더

PIMCO 최고투자책임자(CIO),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 공동의장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갈 

세상입니다. 

뜻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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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태스크포스 성명서

2020년 9월 21일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귀하 

SDG 통합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 

존경하는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님,

오늘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SDG 통합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 중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해 기업 금융 및 투자를 활용하려는 우리의 공통 비전과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CFO로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고 우리의 경험과 학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전환을 상당히 가속화할 

수 있는 통합 SDG 투자 및 금융에 대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보고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CFO의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SDGs를 위한 효과적인 민간 부문 솔루션을 위해 수조 달러의 금융 

투자를 일으켜, 다양하면서도 투명한 기업 SDG 투자 및 금융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의 CFO분들이 CFO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투자 가치 사슬 내 또 다른 구성원인 투자자와 

금융 중개자 역시 CFO 원칙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투자의 소싱을 극적으로 늘리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위한 민간 투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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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태스크포스 창립 멤버 

CFO 멤버

Fernando Tennenbaum
CFO, AB InBev

Hans Ulrich Engel
CFO, BASF

Pedro Freitas
CFO, Braskem

Cécile Cabanis
CFO, Danone

Alberto De Paoli
CFO, Enel

Vincent Manier
CFO, Engie Impact

Francesco Gattei
CFO, Eni

Maria Carrasco
CFO, FCC Construcción

Tim Stone
CFO, Ford

Raimon Trias
CFO, Grupo Nueva Pescanova

Gustavo Alberto de Rosa
CFO, IDB

Kevin Berryman
CFO, Jacobs

Alessandra Genco
CFO, Leonardo

Francesco Tanzi
CFO, Pirelli

Markus Krebber
CFO, RWE

Alessandra Pasini
CFO, Snam

William Kadouch-Chassaing 
Deputy General Manager & CFO 

Société Générale

Theresa Jang
CFO, Stantec

Agostino Scornajenchi
CFO, Terna

Alan Stewart
CFO, Tesco

Osman Yilmaz
CFO, Turkcell

Graeme Pitkethly 
CFO, Unilever

Matthew Ellis
CFO, Ve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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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Schieber
CSO, Givewith

Giles Gunesekera
CEO, Global Impact Initiative

Kerry Adler
CEO, SkyPower Global

Scott A. Mather*
CIO U.S. Core Strategies, PIMCO

비(非) CFO 멤버

*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 공동의장
** PRI, UNDP, UNEP FI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주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그룹 참여사

China Development Bank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 Sinopec

Vieira De Almeida 
Legal Partners

Federated Hermes Iberdrola Moody’s Corporation

Sompo Asset Management

파트너사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A4S)

Impact Management Project (IMP)

CFO 원칙을 준비하는 동안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신 다음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의 글

UN 책임투자원칙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nance Initiative, UNEP FI)**

SDG 임팩트 (유엔개발계획 이니셔티브)** 

국제금융공사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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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 성과로 투자하기: 5개 부문 프레임워크, PRI, 2020. 참조

2.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됨 .

3.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친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채권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에 대한 원칙,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 포지티브 임팩트 원칙(UNEP FI), 책임 은행 원칙(UNEP FI), 

그리고 SDG 임팩트(UNDP)를 포함 

CFO 태스크포스의 목표 및 비전

우리는 기업의 투자 및 금융을 SDGs와 일치시키고, 개발도상국 투자를 비롯한 수조 달러의 기업 연간 투자액을 활용하기 위하여 

글로벌 CFO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 은행, 개발금융 기관, 신용평가 기관 및 지속가능성 평가 회사를 포함한 투자 가치 사슬과 협력하여 SDG 투자 및 

자본 흐름을 위한 광범위하고 유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DGs에 있어 중요한 기술,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기업 금융의 성장을 촉진한다.

SDGs에 대한 기업의 기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며, 이는 자본시장과 은행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기존의 지속가능금융 솔루션 및 프레임워크3에 기반한다.

SDGs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민간 부문 솔루션을 통해 자본 경쟁을 진행한다.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의 가격을 책정하고 전통적인 투자 분석 및 측정기준(ROI, P/E 비율)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SDGs에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식별하고 관련 가격 책정에 기여한다.

의욕적인 약속을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만듦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 또는 조정하고, 장기적인 기업 전략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자본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SDG 연계 기업 금융의 신뢰성을 극대화한다.

SDG 임팩트 측정방법을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SDG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1를 만드는 금융 기관 및 투자자를 

지원한다.

분류체계, 표준, 검증 방법론을 포함하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통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부문의 

실험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SDG 통합 전략 및 투자를 평가하기 위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측정기준을 정의하고 궁극적으로는 SDGs와 세부 목표 

및 지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한다.2 

SDGs를 기업 투자 및 금융에 통합

SDG 투자를 위한 넓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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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태스크포스의 약속

태스크포스의 CFO로서, 우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우리 조직의 약속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SDG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CFO로서 경영진, 이사회, 기업 전략 및 지속가능성 관련 부서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여 

각 원칙에 대해 제안된 일련의 모범사례를 채택할 것을 약속합니다.

태스크포스의 CFO로서, 우리는 기타 태스크포스 멤버, 파트너 기관,4 및 투자 가치 사슬 내 주요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CFO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지침과 권고 사항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태스크포스의 CFO로서, 우리는 조직 내에서 CFO 원칙 이행을 위한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리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를 인지하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CFO 태스크포스의 집단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다른 CFO 커뮤니티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 금융 및 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더 신속히 전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적 영향력을 모으기 위해, 원칙 이행을 위한 아래 주요 분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타 태스크포스 

멤버와 협력하여 수립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의 CFO로서, 우리는 개인별 목표 설정 현황 및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 CFO 원칙 이행 경과를 매년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체 평가 또는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칙 채택

청사진 개발

의욕적 목표 설정

투명성과 책임

산업별 지침 

SDGs와 기업 전략 및 투자의 일치 

모범사례 예시

금융상품 발행과 SDG 연계 전략 투자의 연계

추가적인 개념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

SDG 연계 전략 및 투자에 대한 통합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4.    전략 기획, 예산 수립 및 예측,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부채 금융, 투자자 참여에 대한 A4S CFO 리더십 네트워크의 작업을 포함하여 주요 파트너의 관련 자원 활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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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통합ⅰ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
최고재무책임자 및 기업 재무 담당자로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해 기업 금융 및 투자를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SDGs를 위한 민간 부문 솔루션에 수조 달러의 재정 투자를 할 만큼 

다양하고 투명한 기업 SDG 투자 및 금융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준수 약속의 보완을 위해 각 원칙에 따라 제안된 모범사례 채택을 위해 각 기업 내부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원칙 1. SDG 임팩트 논리 및 측정

원칙 2. SDG 통합 전략 및 투자 

각 기업은 고유 역량과 자산을 극대화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촉진하게 하는 

구체적인 SDG 임팩트 논리ⅱ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SDG 임팩트 논리를 기존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목표 및 이니셔티브로 변환해야 합니다.

기업 포트폴리오iv 및 공급망 분석을 기반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자산, 활동, 운영 맥락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 

벤치마킹함으로써 관련 SDG에 대한 중대한iii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합니다.

특정 내부 자원, 투자(연구 개발, 설비 투자, 인수합병, 해외 직접 투자) 및 자금수요를 결정하여 SDG 임팩트 논리 및 통합 

전략을 구현하고 SDG 투자의 재무적 위험 수익(IRR)을 분석합니다.

SDG 투자에 대한 국가적 수요 및 우선순위(기후 및 SDG 격차 분석, 투자 계획) v와 임팩트 논리를 연계하고, 

각 시장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 전환에 있어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접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저개발 

시장의 우선순위 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무 위험 및 투자 수익률 기준과 함께 SDG 임팩트에 기반한 투자 기준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채택합니다.

공식 SDG 목표 및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측정기준을 사용하여, 관련 SDG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와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 완화 노력을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표, 세부목표, 지표vii를 설정합니다.

통합 SDG 전략 및 투자를 장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 메커니즘(이사회 감독, 내부 통제 및 감사, 경영진 

보수, 정보 공개)을 활용하고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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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SDG 연계 금융

원칙 4. SDG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기업은 포괄적인 SDG 금융 접근방식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SDGs에 대한 기여를 지원하고 SDG 투자의 성격과 전략적 통합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SDG 연계 금융을 조달해야 합니다. 

기업은 SDG 임팩트 논리, 전략,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전화 및 참여, 연례 재무 공개, 통합 재무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와 선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사모/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장/단기 만기를 아우르는 부채(대출 및 채권) 및 자본을 포함하여, SDG 연계금융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활용합니다. 

임팩트 측정 및 가치평가, 전략과 투자의 연계, 회계 및 성과 모니터링과 같은 SDG 연계 투자 및 금융의 핵심 요소를 사용하여 

통합 보고 활동을 강화합니다.

SDG 연계 투자의 성격과 전략적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조화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임팩트 논리(예: EU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별도 자산 및 활동에 대한 특정 목적 상품으로 먼저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통합 SDG 전략 및 투자를 

위한 범용 목적 및 성과 기반 상품으로 확장합니다.viii

SDG 임팩트, SDG 연계 투자, SDG 연계 금융과 관련된 공시 정보 및 데이터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 평가 

기관, 외부 감사 및 검토 의견 제공자ix와 협력합니다.

계약 메커니즘(조달자금의 용처, 약정, 가격 책정)과 기업 거버넌스 감독(이사회, 내부 통제, 회계, 감사, 검증, 보고)을 결합하여 

SDG 연계 금융 상품의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보고의 간소화 및 가독성 개선, 그리고 혁신과 비교가능성x 사이의 균형을 통해, 동료기업 및 표준 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관행을 

조율하고 통합 보고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 개발 금융 기관, 자선 재단 및 임팩트 투자자의 혼합 금융을 활용하여, SDGs에 중요하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한 기술,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의 위험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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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i.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통합적”이라는 용어는 CFO 원칙에 따른 활동이 새롭거나 별도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존 관리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 내에 자리잡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의 “SDG 연계” 및 “SDG 연결”라는 용어도 동일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ii. “임팩트 논리”라는 용어는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 이론(a theory of change)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투자 논리에 꼭 필요한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CFO 또는 기업 재무 책임자의 책임 하에 형성됩니다. 

iii. “중대한 영향”이란 용어는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용어로, 기업이 받는 중요한 혹은 두드러진 영향을 지칭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중요성(materiality)”이라는 재무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 

부문에서 말하는 “현저성(salience)”의 개념과도 관련 있는데, 이는 유엔 이행 원칙 보고 프레임워크(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에서 가장 심각하고 잠재적이며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v. “기업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는 여러 제품 또는 서비스 라인을 가진 다각화된 기업의 다양한 부서 또는 단위를 나타냅니다. 

v. 여기에는 파리 협정에 대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가 포함됩니다. 

vi.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국의 역량(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상이한 역량과 책임을 인정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 원칙입니다. 

vii.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69개의 세부목표와 이행 측정을 위한 23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침내용은, 

SDGs에 대한 비즈니스 보고를 위해 GRI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함께 개발한 “목표 및 타겟 분석(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viii. 특정 목적의 상품에는 용처 제한 채권(use-of-proceed bonds) 및 대출이 포함됩니다. 범용 및 성과 기반 상품에는 SDG 연결 

채권(SDG-linked bonds) 또는 대출(loans), 그리고 자본(equity)이 포함됩니다. 

ix. 검토 의견(second-party opinion)은 친환경·사회적·지속가능성 채권 발행 시 조달자금의 사용에 대한 프레임워크(use-of-

proceed frameworks)가 시장 기대치 및 업계 모범사례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x. 비교가능성이 중요하긴 하나, 즉시 수량화 및 비교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SDGs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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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re derived 
from: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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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pecial initi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is a call to companies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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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d in 2000, the mandate of the U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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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through responsible corporat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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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nd more than 60 Loc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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