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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 UN은 기후변화의 임박한 영향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1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C 높으며 2100년에는 2.7°C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2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면 탈탄소화가 답입니다. S&P PACTTMTM 지수(S&P Paris-Aligned 
& Climate Transition 지수)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탄소 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탄소 가격 상승은 1년 새 
126.58%나 급등한 EU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서 관찰되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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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1.5℃까지 억제하기 위해 탄소 가격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상승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목표치를 2℃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큽니다. 
당연히 기업은 탄소배출에 따른 추가 비용을 흡수하거나 이른바 탄소 가격 프리미엄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야 
하는 잠재적 재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S&P Global Trucost 의 탄소 수익 최소손실가능액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유로존 S&P PACT 지수가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해 더 많은 재정적 탄력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벤치마크 대비 포트폴리오 수익의 더 낮은 최대손실가능액이 
관찰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Trucost 는 다음 세 가지 탄소 가격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1. 국가들의 NDC4를 반영한 저탄소 가격 
2. 2°C 목표를 가정한 중간 탄소 가격, 하지만 단기 조치 지연 
3. 파리협정의 2°C 목표에 부합하는 높은 탄소 가격 

 

업종들은 이러한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서로 다른데, 유틸리티 및 소재 업종은 운영 특성을 감안할 때 치솟는 
탄소 가격에 가장 취약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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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잠재적인 탄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로존 S&P PACT 지수 수익의 최대손실가능액을 EBITDA(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백분율로 조사합니다. S&P Paris-Aligned(PA) 지수와 S&P 
Climate Transition(CT) 지수가 거둘 수 있는 탄소수익의 최대손실가능액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각 
시나리오에서 기초 S&P Eurozone LargeMidCap 지수보다 낮았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고 높은 탄소 가격을 채택한다면(짙은 자주색 막대와 노란색 선으로 표시), 이는 PA 와 
CT 지수 모두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수익의 최대손실가능액이 각각 8.99%와 6.5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6 2050년에는 15.86%와 11.36%로 증가합니다. 



 

Trucost 모델은 유로존 S&P PACT 지수가 기초 시가총액 가중 지수보다 미래 지향적인 기준에서 재정적으로 더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잠재적인 기후 복원력의 강도는 세계가 추구하게 될 특정 기후 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워킹그룹 1의 물리학 기반 여섯 번째 평가 보고서에 담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발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Based IPCC AR6 보고서: Climate Change 2021: 물리학 기반에 대한 워킹그룹 I의 기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제출된 NDC(국가자발적기여) 및 공약에 기반할 경우 세계는 2.7°C의 온난화 궤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3 2021년 9월 30일 현재. 

4 NDC는 국가들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 정책,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UNFCC, 2021). 

5 Trucost 의 탄소 수익 최대손실가능액 데이터 세트에는 GHG 배출의 범위 1 및 2만 포함됩니다. 

6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1일 현재. 

 
 
 
이 블로그의 게시물은 조언이 아닌 의견입니다. 당사의 면책사항을 읽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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