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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1) 녹색분류체계 란?

Green Taxonomy라고도 불리는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경제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

화 대응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선별하기 위한 분류체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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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2) 녹색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21년 1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가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1.5°C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

• 한국의 경우 2050년 목표 탄소중립이라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선포함

•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성 동향에 따

라 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억제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경

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

류체계가 마련

Taxonomy의 필요성

정부

기업

금융

사회

친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 본격화

ESG 중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

가속화

적극적인 친환경 비즈니스 투자 및 포

트폴리오 확대

ESG 투자와 친환경 기술 관련 공통된

기준/자격요건 정의 (그린워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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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3) 녹색분류체계의 도입 현황

• ‘22년 초 기준,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서 녹색분류체계가 발표되었거나 초안이 발표되

었고, 이외 약 10개 국가에서도 녹색분류체계가 개발 중으로 적격한 녹색 경제활동을 파악

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경우 가장 선진사례로 평가받는 유럽연합의 EU 

Taxonomy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며,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

영한 자체 녹색분류체계 수립의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Source: Climate Bond Initiative, 2022 Global green taxonomy 
development, alignment, and implementation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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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4) 녹색분류체계의 도입 현황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EU Taxonomy와 유사한 정책 도입 확대 현황

EU Taxonomy

일본 전환금융
지침

중국 녹색채권
사업 지원 목록

ISO 14030-3

• ‘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최종본 발표

• EU Taxonomy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녹색금융 관련 표준을 준용

• ’23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 (채권, PF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 우선 적용)

• ‘22년 2월 Green Taxonomy 최종안 발의

• ‘22년 6월 EU 의회 가결 시 ‘23년 1월부터 시행

• 최종안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 필요한 전환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

• ’21년 5월 탄소집약적 사업의 청정전환과 녹색전환 잠재력이 높은 활동(Brown Projects)을

자금지원대상으로 발표

• 공시 요구사항: 전략/거버넌스, 환경 중요성, 과학적 근거 목표/경로, 실시 투명성

• ‘21년 7월 발효

• 6개 녹색사업 분류: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청정생산, 청정에너지, 생태환경, 인프라 친환경

전환, 친환경 서비스(석탄청정이용, 청정 연료유 삭제)

• 녹색금융 지정 가능한 투자 목록, GHG 감축에 대한 기여가 예상되는 프로젝트 규정을 위한

Taxonomy 표준 개발 진행 중

Green 
Bond 

Endorsed 
Projects 

Catalogue

Env. 
Performance 
Evaluation –
Green Debt 
Instrument



1. 금융기관 2. 기업 3. 정부

연기금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내에

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금

융기관들

유럽연합의 비재무보고 지침

(NFRD)에 따라 비재무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인 대기업들

녹색금융상품이나 녹색채권에 대

한 공공정책이나 기준을 세우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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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1) 적용대상

• 주요 Taxonomy 사용자를 총 세가지 그룹(금융기관, 기업, 정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녹색금융 활성화 뿐 아니라 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으로의 역할도 수행하며 이외

여러가지 형태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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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2) 적용단위

EU Taxonomy와 K-Taxonomy는 프로젝트 단위 외 자산 단위(e.g. 생산설비, 사업

부문 등)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과 프로젝트 단위 등을 종

합하여 기업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

[예시 1] 금융기관이 기업 단위로 K-Taxonomy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비중을 평가하는 경우, 

K-Taxonomy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

된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어 비율 산정 Sourc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예시 2]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녹색금융상품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투자 대상기업

의 K-Taxonomy 적합성 판단 충족 비율을 먼저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상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산정

Sourc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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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2) 적용단위

[예시 3] EU Taxonomy에 따른 기업의 비재무보고 시 세가지 적용단위 별 공시 사례

Source: EU Taxonomy Technical Report

기업 단위

프로젝트

단위

자산 단위

기업은 EU Taxonomy 규정안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보호기준(Minimum Safeguard)을 충족

아래 프로젝트 완료 시, 기업은 Turnover 100%가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공시 가능

경제활동 B와 C가 택소노미의 적합성 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진행

✓ 기업은 CapEx 100%가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지출된 것으로 공시 가능

✓ EU 녹색채권 기준에도 부합 가능

경제활동 A (Turnover 15%)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

DNSH 충족

경제활동 B (Turnover 25%)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 미 충족

경제활동 C (Turnover 60%)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 충족하나

DNSH 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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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1) EU Taxonomy의 역할

• 2030년 EU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및 European Green Deal 달성 위해 EU Taxonomy 

제정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및 기업의 ESG 정보공시 품질 향상 도모

• ’24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에 따라 기업들은 EU 

Taxonomy에 포함되는 활동의 재무영향(Turnover, CapEx, OpEx % 등)을 공시

EU Taxonomy 기반 공시 Framework

기업의 친환경 사업 전환 유도

NFRD
(‘18년 의무화)

CSRD
(’24년 의무화)

친환경/저탄소
사업 투자 확대

친환경 사업
투자 활성화 유도

SFDR
(’22년 의무화)

ESG
정보공시

ESG
투자

EU Taxonomy

친환경 사업의
매출 비중(%)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 사업 비중(%) 기준



3. EU Taxonomy (2/5)

Slide 11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I.  녹색분류체계

(2) EU Taxonomy에 따른 공시형태

EU Taxonomy 기반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Framework가 ESG 정보공시에 가져올 변화는

아래와 같음

의
무
공
시

2023년까지의 ESG 정보공시 2023년 이후의 ESG 정보공시

신
규

규
정

자
발
적

공
시

의
무
공
시

자
발
적

공
시

연차
보고서

FY xy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FY xy

비재무
보고서

EU 
Taxonomy

연차
보고서

FY xy 비재무
보고서

EU 
Taxo
nomy

Annual Report Annual ReportSustainability Report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FY xy

Sustainability Report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Management Report으로 통합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Management Report으로 일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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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3) EU Taxonomy의 원칙

EU Taxonomy는 아래 세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심사 기준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을 제시함

① 하나 이상의 6대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②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NSH)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충족할 것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가이드라인)

6대
환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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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4) EU Taxonomy의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 3단계로 Taxonomy 부합 활동을 판단하여 관련 사업 비중을 공시

• 경제활동 분류 시 EU 표준산업시스템(NACE Code)를 적용 (모든 Taxonomy-aligned 활동

에 NACE Code 부여되어 편리한 비교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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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5) EU Taxonomy에 따른 공시 사례: ACCIONA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는 ’20년 EU Taxonomy 보고서를 발간

• 자사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의 EU Taxonomy와 부합율을 공시(매출, EBITDA, CapEx 기준)

• 공시정보에 대한 회계감사인 검증 획득으로 신뢰성 확보

Taxonomy 부합율

• 매출 58%

• EBITDA 83%

• CapEx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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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1) K-Taxonomy의 배경 및 개발과정

저탄소 회복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 14

번째로 탄소중립 법제화

녹색분류체계 기준 마련을 통한 녹색 프로젝트기술 지원

• 2021년 4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의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

• 2020년 금융지주사, 은행, 컨설팅사, 공기업, 한국거래소 정부부처 등 24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협업을 통해 K-Taxonomy 개발

➢ 2021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업종별 간담회를 기반으로 5차 의견 수렴 진행 후 2021년 12월 최종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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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녹색분류체계

(2) K-Taxonomy의 개념 및 적용대상

K-Taxonomy 란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이 녹색금융(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의

활용을 위해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Green Washing을 예방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

한 방향을 제시

• 프로젝트 중심의 녹색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우선 적용되고, 이외 녹색금융 분

야로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K-Taxonomy의 적용대상

• 녹색금융 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활용

-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에 적용

-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등에 적용

- 프로젝트 단위 외에도 자산 단위(예: 생산설비, 사업부문 등)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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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axonomy의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

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① 환경목표 기여: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DNSH: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야 함 (Minimum Safeguards)

6대 환경목표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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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Taxonomy의 활용방안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공시

예시) 기업 혹은 금융기관의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및

매출액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정보 공개

기업 금융기관

A 사업

B 사업

C 사업

D 사업

적합

매출액/자산 규모 기

준 비중 등 적합성 판

단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부문이나 관련된

자산의 규모와 비중을

공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적합
채권, 여신, 펀드 등

금융상품 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

는 녹색금융상품 비

중 정보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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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Taxonomy의 적용사례

제조기업 A 금융기업 B

①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기업 A는 (가) 탄소중립 시대

에 맞춰 공장 증설을 위한 신규 생산설비 도입 및

(나)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투자를 위해 녹색

채권 발행을 계획

② 두 경제활동 모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

단기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③ (가) 에너지저장장치 및 (나) 태양광 발전 투자 활동

사업 모두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최신형 저탄

소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기로 결정

④ 기후변화 적응, 물, 오염,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

관련 환경 법규를 파악하여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⑤ 독립적 인증기관을 통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조달

된 자금을 (가), (나) 사업에 투자함

① 금융기업 B는 해외투자자로부터 녹색금융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요구를 받아 녹색채권 발행을 계획

②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제

활동들과 관련된 사업 및 기술에 대한 대출, 프로젝

트 파이낸싱 관련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함

③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다양한 녹색

금융상품을 만듦

④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 찾아온 기업

들에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배포하여 사업 개발

과정에서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

⑤ 금융서비스를 받은 기업들이 매년 자금사용처, 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를 하도록 지원하고, 

금융기업 B도 매년 녹색채권 연례보고서를 발행하

여 환경개선 성과를 고객/투자자에게 공시

녹색채권 발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사례



[조 – 유형]

6대 환경목표를 분류

[절 –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 지향단계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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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Taxonomy의 구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절

조

[항 – 분야]

유형 내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끼리 묶음
항

[호 – 경제활동]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
호

[목 – 판단기준]
판단기준을 분류

목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

4. 순환경제

5. 오염

6. 생물다양성

제 1절 녹색 부문

제 2절 전환 부문

14개 분야

(가. 산업, 나. 발전/에너지, 다. 수송 등)

69개 경제활동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등)

1. 활동기준

2. 인정기준

3. 배제기준

4. 보호기준

경제활동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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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 개요

• K-Taxonomy는 탄소중립 및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녹색 부문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전환 부문으로 규정해 한시적으로 포함함

• EU Taxonomy는 탄소중립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저탄소 부문(Own 

Performance), 저탄소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지원 부문(Enabling), 배출량이

적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과도기적 활동을 전환 부문(Transitional)으로 규정함

Source: 대한상공회의소 2022년
4월 ESG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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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녹색부문

절

조

항

호

목

제 1절 녹색부문

1. 온실가스 감축

나. 발전/에너지

(1-3) 재생에너지 생산

(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예시 A] 녹색부문에 해당하는 풍력에너지 발전 관련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K-Tax: LNG 포함/원자력 포함여부 재검토

EU Tax: LNG 및 원자력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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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전환부문

절

조

항

호

목

제 2절 전환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예시 B]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K-Tax: 녹색부문과 전환

부문의 경제활동을 구분

EU Tax: 한 경제활동 내

인정기준을 달리해 녹색

및 전환부문 모두 포함

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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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기준 개요-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활동기

준에 부합하는지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하나 이

상의 환경목표 달성

을 위한 기술적 기

준에 부합하는지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DNSH

에 따른 요건에 부

합하는지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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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기준 개요-배제기준 사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기준(인정기준, 배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환경법,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

에너지

제조업

농업 및
생물다양성

보전

• 풍력발전 부지 확보 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

•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

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 무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

•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의 대기 확산

• 불법 벌채로 확보된 목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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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기준-녹색부문

절

조

항

호

목
1. 활동기준

2. 인정기준

[예시 A] 녹색부문에 해당하는 풍력에너지 발전 관련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

성 판단 절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3.   배제기준

4.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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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기준-전환부문

절

조

항

호

목
1. 활동기준

2. 인정기준

[예시 B]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의 적합성 판단 절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3.   배제기준

4.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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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xonomy와 EU Taxonomy의 주요 차이점

6대 환경목표의 분류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K-Taxonomy EU Taxonomy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방지 및 통제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경제활동의 분류
1. 녹색 부문

2. 전환 부문

1. 저탄소 부문 (Own Performance)

2. 지원 부문 (Enabling Activities)

3. 전환 부문 (Transitional Activities)

법적 구속력 및
공시 여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K-Taxonomy에 따른 공시여부나 관련 규정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 EU Taxonomy 내 공시 관련 규정을 명시하

여 기업들의 Taxonomy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여

• EU 지속가능보고 관련 법안(CSRD, SFRD 등)

에 Taxonomy를 적용하여 EU Taxonomy에

기반 된 유기적인 공시 Framework를 구성

14개 분야의 69개 경제활동으로 규정
NACE Code를 기준으로 21개 분야의 615

개 경제활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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