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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녹색투자 부문의 선구자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Green Investment Group 
(“GIG”)은 영국정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녹색투자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제 GIG는 맥쿼리그룹과 함께, 성공적인 
녹색투자 실적,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전세계 녹색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GIG는 사업 개발단계에서부터 시공, 
운영단계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주로서 자본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GIG는 에너지효율화, 수력발전, 해상·육상 
풍력발전, 태양광,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IG는 바이오연료, 저탄소 배출 교통,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조류발전 
등 신기술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 과정에서 GIG는 무엇보다도 
투자 대상 사업이 창출하는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GIG는 프로젝트 별로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를 일관되게 평가, 
관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원칙, 정책 
및 절차를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저탄소화 전환을 위해서는 
Green Impact 평가방법을 개량하고 표준화 
할 필요가 있으며, GIG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IG는 이러한 변화와 개선과정에서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본 
지침서를 통해 그 역할과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reen Investment Group (GIG)는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맥쿼리그룹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녹색투자 전문기관 입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부문의 선구자로서,  
글로벌 경제가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확고한 투자자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녹색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쿼리의 전문성과 GIG의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이 융합될 수 있다면 맥쿼리와 GIG 
양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비약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GIG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접근 방법, 즉 
잠재적 투자사업의 Green Impact를 평가하고, 
이미 투자가 집행된 프로젝트의 녹색에너지 
성과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백지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수립하기 시작해 수 차례 수정하고 다듬은 
결과, 철저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하게 Green 
Impact를 평가/관리/보고하는 프로세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기술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이 가능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녹색투자 지침서에서는 GIG가 투자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을 수치화하고 
보고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서는 해당 방안 및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GIG는 시장의 투자자들 및 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Mark Dooley (마크 둘리) 대표 
Green Investment Group 글로벌 대표  
맥쿼리 캐피털



32 The Green Investment Handbook

애드리언 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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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평가팀 소개

피터 놋 
상무

개빈 템플턴 
지속가능 금융담당

헤이던 모건 
시니어 매니저

녹색투자 지침서는 GIG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평가/관리/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지침서는 프로젝트의 재무적 수익과 녹색에너지로서의 긍정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주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대규모 기후재원 (Climate Finance) 
조달에 있어 필요한 실용적인 방법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계자들이 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GIG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지침서에 대한 소개

평가방안

Green Impact의 예측 및 전망
투자결정 과정에서 녹색에너지로의  
성과 및 리스크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방법

관리방안

Green Impact의 실제 vs. 전망수치
금융종결 (투자집행) 후 전망수치 대비 
실제 진행률을 비교관리 하는 방법  

보고방안

Green Impact의 실제 vs. 전망수치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에 대한   
실제/예측내역을 공개하고 보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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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목표에 따른 긍정적인 기여 

명확하고 확실한 투자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Green Impact 에 대한 철저한 평가

Green Impact 의 지속성

효율적인 프로젝트 계약, 관리 및 개입

투명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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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녹색투자 7 대 원칙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천연자원의 
효율성 증대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존중

환경지속성 
촉진

녹색투자 5 대 목적

01 02 03 04 05

평가 관리 보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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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술된 절차를 통해 투자기준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각 프로젝트에서 예측되는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 (계약 및 서류 등)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투자 지역, 분야, 리스크 및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서 요구되는 투자기준 (특정 정책 또는 
법령에 따른 저탄소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녹색투자정책 수립

투자자는 정책적 요구사항, 투자 기준 및 각 
프로젝트가 상기 요구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녹색투자정책은 투자 원칙, 
평가 기준, 확약서, 관리사항, 공표사항, 
적용 기준 (IFC 성과기준1  및 적도원칙2  등); 
경영진의 의지표명과 정기 검토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경영팀의 역량이 정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

제시된 목적과 정책요구사항에 기반하여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능력, 역량, 제시된 목적에 대한 이행 의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성과 정보 요청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경영진에게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성과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치 및 
열 생산량, 수요 감소, 프로젝트의 기간 등 
프로젝트의 녹색 지표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탄소 절감 효과는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예층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업무 범위 
필요에 따라 환경·사회 전문가를 영입하여 
Green Impact의 평가 뿐만 아니라 
실사과정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 등)들의 
경우 Green Impact의 평가 유무에 상관없이 
외부 컨설턴트를 영입하여 환경·사회적 
전문의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 www.ifc.org/performancestandards
2 www.equator-principles.com

Green Risk
해당 프로젝트가 기대했던 Green Impact
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로써 고려해야 합니다. 탄소저감과 
관련되지 않은 이슈 (투자기준 불이행 및 
환경/사회적 문제 등)는 공식적인 위험 
평가체계를 통해 유용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리스크는 Green Risk로 
통칭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평가 절차에서 
발견된 중대한 Green Risk는 아래 항에서 
설명하는 실행 계획을 통해 완화하거나 
다음 페이지“Green Impact 관리방안”
에서 설명되는 금융종결 이후 관리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행 계획

실사 과정에서 투자자의 정책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투자대상 경영진과 협의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행 계획에는 관련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 예산(자본적 지출 
또는 관리 시간)등이 포함됩니다. 실행계획은
SMART 기준을 따라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가능하고 (Measurable), 달성가능하며 
(Achievable), 현실적이고 (Realistic), 계획된 
기간을 준수 (Time-bound)하여야 합니다.

Green Covenants (녹색투자 확약)

Green Impact의 관리와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Green Covenants
을 자금조달 및 대출 약정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Green Covenants
는 일반적인 금융 계약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 투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실사 과정의 결과물은 성과 예측, 리스크  
평가 등이 함께 투자 의사결정 과정  
(투자승인 위원회 등)에서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됩니다. 금융약정이 완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된  
Green Impact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녹색 인프라투자기관 중 하나로서, GIG는  
사업 규모를 불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에 자금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글로벌 경제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사회로  
전환하는데 공헌할 것입니다. 

GREEN IMPACT 평가

‘Green Impact 평가’란 투자 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실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Green Impact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 녹색투자 핸드북 7

‘Green Impact 관리 (모니터링)’이란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간 Green Report 제출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매년 프로젝트의 예측 
및 실제 성과를 보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계감사시 필요한 모든 원본 
데이터 및 참조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사건 보고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환경/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시 문제 완화 및 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경영진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개선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독립적 관리 및 접근 권한

Green Covenants (녹색투자 확약)에 따라, 
투자자는 독립된 외부 환경·사회 부문 
전문가를 영입하여 아래 항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Green Risks 
2. 실행 계획 진행상황

3. Green Impact 성과 예측 및 실제상황 
(CO2e감축량 및 MWh 발전/절감량)

4.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확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위에 열거되지 
않은 환경·사회적 관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리 데이터 집계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가 수집되고 제 3의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면, 다음 
페이지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를 종합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보고를 수행합니다.

GREEN IMPACT  관리 (모니터링)

투자가 완료된 프로젝트는 성과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합의된 계약의 
준수여부와 프로젝트 관련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포함한 Green Impact 및 Green Risk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운영 관련 업데이트 및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예측한 Green Impact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기타 환경 및 
사회적 조치 방안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와 지역적인 특성,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특정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Green Impact 보고’란 신뢰성있는 녹색에너지 투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검증 및 보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Green Impact 측정 방식 

투명한 공개

프로젝트의 녹색에너지로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각 부문별 접근법, 가정 및 
변수 등이 일반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 연료 및 전기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요소, 프로젝트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수 
측정법)

기본 원칙

본 절차는 국제 표준 및 확립된 보고 절차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Green Impact 측정방법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서 가정한 환경영향 
데이터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GIG의 측정방식은 년 단위 및 프로젝트 
운영기간 단위로 Green Impact에 대한 결과를 
측정합니다. 보고된 Green Impact 내역과

 

수치들은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Green Impact
를 100% 반영합니다. 

특정 투자사업 또는 투자자에게 Green 
Impact를 비례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며, 
모든 투자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동일한 Green Impact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참조 지침

전력을 생산하는 계통 연계형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국가에서 생성된 계통한계전력을 
기준점으로 가정합니다. GIG는 예측된 
배출량을 계통한계전력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Green Impact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제금융기구 (IFI)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시 사용하는 온실가스 
회계 접근법에서 착안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투자시, 국제 에너지성능 측정 및 검증 
프로토콜 (IPMVP)에 명시된 지침을 참조해야 
하며, 국제금융기구 (IFI)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위한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Green Impact 예측 및 실제 수치

관련당사자들에게 Green Impact에 대해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단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톤수 (t CO2e), 석유환산 톤수 (toe), 
대기오염물질 배출 톤수 (t), 신재생에너지 발생량 (GWh). 

금융종결 시점에 평가되고 이후 정기적으로 수정되는 Green Impact의 예측수치 및 
실제수치는 모두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일반인에게 공시될 경우에는 
개별 투자 프로젝트의 비재무적 성과보고 혹은 집계보고(예: 부문별)의 형태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GREEN IMPACT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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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자문서비스

GIG는 녹색인프라부문에서 자기자본투자,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자산관리 및 관련 서비스에 
특화되어있는 전문회사입니다.

GIG는 세계 최초의 녹색투자기관으로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자문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GIG의 전문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greeninvestmentgroup.com/green-impact

Green Impact 보고서  
GIG에서 제공하는 Green Impact 보고서는 간략하고, 명확하며, 수치화되어 정리되어있으며 
다음 내용과 함께 전달됩니다:

•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투명성
• 전세계적 범용적으로 비교 가능한 일관된 공시내용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정책 선언

Green Impact 보고서에 대한 샘플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greeninvestmentgroup.com/green-impact/green-impact-reports/

Green Impact보고서는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특정 프로젝트 혹은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한 사항
• 대기오염물질 및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관련한 사항
• 성과에 대한 실제 수치 및 전망 수치에 대한 평가
• GIG 탄소 평가등급 부여 (AAA – E)
• 공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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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mpact Report 
Westermost Rough Offshore Wind Farm

The Sustainable Finance team of Green Investment Group Limited (‘GIG’) has prepared this report (the
‘Report’) in connection with the Westermost Rough offshore wind farm (the ‘Project’). GIG has forecast the
Project’s avoide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o air; and fossil fuels consumption (together, the ‘Green
Impact’) of the Project and is pleased to set out its assessments in this Report, as summarised below. This
Report also considers the Project’s alignment with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is Report sets out the forecast Green Impact (as defined above) for the whole Project. This assessment was
undertaken using data provided to the Sustainable Finance team (see Appendix 1).
The Project’s GIG Carbon Rating is AA. This the rating awarded to a Project which is over 90% less carbon
intensive than the baseline. Refer to page 2 and the methodology in Appendix 2 for further information on how
this is calculated.

Introduction

AAA

AA

A

B

C

D

E

GIG CARBON RATING: AA

354 kt CO2e / avoided (annual average)

Important note: This Report has been prepared by GIG on the basis of, and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methodology v1.1, assumptions,
limitations and other terms set out in Appendices 2, 3 and the Important Notice and Disclaimer, Appendix 4. This is not a due diligence report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If appropriate, recipients and users of this Report should conduct their own separat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nquiries
and assessments. This Report is provid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and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any way an offer or
invitation or solicitation of any offer or invitation to sell or purchase shares or invest in any Project. This Report has not been filed, lodged, registered or
approved in any jurisdiction and recipients of this document should keep themselves informed of and comply with and observe all applicable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Green Impact: Forecast & Performance

GHG emissions avoided (carbon dioxide equivalent)
Remaining lifetime 9,721 kt CO2e
Average annual 354 kt CO2e / yr
Performance to end 2017 1,011 kt CO2e
Other emissions to air avoided (oxides of nitrogen)
Remaining lifetime 9,744 t NOx

Average annual 354 t NOx / yr
Performance to end 2017 1,014 t NOx

Fossil fuels consumption avoided (oil equivalent)
Remaining lifetime 4,243 kt oe
Average annual 154 kt oe
Performance to end 2017 441 kt oe

Project location

Project Information Westermost
Rough

Technology Offshore 
Wind

Country UK

Generation Capacity (MW) 210

Number of turbines 35

Stage Operational

Year Project commenced 
oper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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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mpact Report 

Westermost Rough Offshore Wind Farm

In this Report we use the term ‘Green Impact’ to refer to the GHG, emissions to air and fossil fuels consumption avoided by 
the Project, as defined in Appendix 2. Forecasts are based on data provided to the Sustainable Finance team and is 
subject to our assessment of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as set out on page 3). The forecasts and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are subject to the methodology, assumptions, limitations and methods set out in Appendices 2 & 3. 

Green Impact Forecast

The Project is forecast, on a whole-
project basis, to avoid an average of over 
350 kt CO2e / yr over its remaining 
lifetime.
Avoidance of GHG emissions (measures 
in carbon dioxide equivalent: CO2e), both 
actual and forecast, is derived by 
comparing the emissions associated with 
each underlying project to a 
counterfactual (alternative method of 
energy generation). In this case the 
counterfactual is UK marginal grid 
emissions.

Greenhouse gas emissions avoided

The Project is forecast, on a whole-
project basis, to result in the avoidance of 
over 350 t NOx, almost 670 t SOx and 40 t 
of particulate matter per year.
Other emissions to air avoided is a 
measure of net air pollutant emissions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method of 
energy generation. Quantified air 
pollutant emissions include oxides of 
nitrogen (NOx), oxides of sulphur (SOx), 
particulates up to 10 micrometres (mm) in 
diameter (PM10) and particulates up to 
2.5 mm in diameter (PM2.5).

Other emissions to air avoided

The Project is forecast to avoid emissions of over 350 kt CO2e / yr

Greenhouse gas emissions avoided (carbon dioxide equivalent)
Remaining lifetime 9,721 kt CO2e
Average annual 354 kt CO2e / yr

Emissions to air avoided
Average annual nitrogen oxides 354 t NOx / yr
Average annual sulphur oxides 669 t SOx / yr
Average annual 10mm particulate matter 7 t PM10 / yr
Average annual 2.5mm particulate matter 33 t PM2.5 / yr

The Project is forecast to avoid emissions of over 350 t NOx /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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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most Rough Offshore Wind Farm

We have assessed the weighted average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for the 
Project at Level 5 (Very High).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is our 
assessment of the level of confidence 
that can reasonably be placed on the 
accuracy of any quantified Green Impact 
Forecast. It i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to the Sustainable Finance team 
(set out in Appendix 1) and on the 
methodology referred to in Appendix 2.
We assess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at levels ranging from Level 1 
(Low) to Level 5 (Very High), which 
represent the combined and weighted 
average of a series of factors, according 
to our in-house experience of the 
sensitivity of each element. See Appendix 
2 for further detail.
The Project is operational and actual 
performance is known. This results in 
very high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Green Impact Forecast Accuracy: Level 5 (Very High)

The Project is forecast, on a whole 
project basis, to avoid an average of over 
150 kt oil equivalent per year.
Fossil fuels consumption avoided is a 
measure of the net consumption of coal, 
oil and gas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method of grid-based 
electricity generation, and is normalised 
to tonnes of oil equivalent (t oe).

Fossil fuels consumption avoided The Project is forecast to avoid emissions of over 150 kt oil equivalent annually

Fossil fuels consumption avoided
Remaining lifetime 4,243 kt oe
Average annual 154 kt oe / yr

Data 
quality

Technology & 
development stage

Country 
governance



중요한 공지

녹색 투자그룹 주식회사 (자회사, 자회사 혹은 그 직원이관리하는 펀드, 이사진, 임원진, 후계자, 대표인 및 대리인포함, “GIG”)는 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주장하지도 보증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서의 누락, 부적합 혹은 부정확한 내용 때문에 입은 손실 혹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정보는 하시라도 바뀔 수 있으며GIG 는 그러한 변경 사실을 귀하에 알려 줄 의무가 없으며어떠한 이유로라도 이 
서류들을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수정할 책임이 없다.

이 자료들이 미래의 재정, 사업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고 있으면GIG 는 그러한 추정 및 예측치가 현존 최상의 추정 및 판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의 성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적은 반드시 미래의 성과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서류의 수신자는 계약, 증권 및 거래등에 관해 피력된 사항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서류에 담긴 의견 
및 추정치는  GIG 의 비 연구 직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시장 동향에 대한 기술도 현존 시장 상황과 여러 경제적 요인에 
근거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미래에 대한 의견, 기대, 신념, 의향, 추정 혹은 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들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예상한다”, “믿는다”, 
“추정한다”, “기대한다”, “하고자 한다”, “아마도”, ”계획한다”, “것이다”, “가능성이 많다”, “하려고 한다” 등의 단어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표현들은 문서 작성 당시의 소견과 가정을 반영하며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미래의 
결과와 동향은 우리의 통제 혹은 예측 능력 밖의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그러한 예견과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예견하는 표현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GIG 는 새로운 정보, 미래의 사건 혹은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도 예견하는 표현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질 수가 없다. 이 서류에 담긴 정보와 데이터는 귀하자신의 독립된 평가와 분석을 대체할 수 없다.

이 서류는 증권 판매 제의 혹은 구매 종용 문서가 아니며 어떠한 거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다. 이는 토론 자료의 개요일뿐이다. 이 문서를 
받고 여기에서 논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용되는 법률을 지켜야 한다. 이 문서는 그 배포 및 사용이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곳에서 혹은GIG가 
등록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규정 및 정부 방침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혹은 어떤 독립체에 배포하도록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 문서에서 
논의된 제안사항을 실행하여 거래를 행할 경우 이는 최종적인 거래 동의서에 명시된 조건에만 의한다. 어떠한 제안 혹은 제의라도GIG 의 자문을  
조건으로 한다.

이 문서는 오직 선별된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거래에 적절한 정보를 다 수록하려는 것이 아니다. GIG 는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정보 혹은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GIG 는 독립적 조사와 검증 없이 그러한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의존하고 그러한 가정하에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사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이 문서에 포함, 기술 혹은 언급된 재무 가정, 데이터, 결과, 
계산 및 예측은 독립된 제3자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지 않았다. 이 문서의 수신자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이 문서의 내용물은 
유효하지 못할 수 있다.

GIG 는 미국 혹은 여타 국가 및 주의 증권법에 따른 공개 필요 사항을 포함한 법적이나 규정상 세금 및 회계 관련 자문관이 아니다. 귀하는 이 서류에 
기술된 정보의 유효성과 그러한 정보의 경제, 재정, 규정, 법률, 세금, 투자, 및 회계상 의미를 직접 독립적으로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세금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세금 납부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벌칙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 문서의 수신자는  GIG가 그 수신자, 
그 관리진, 주주, 채권자 혹은 다른 어느 사람에게도 수탁자 역할을 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수신자 개인과 GIG 는 각기 
이 문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 수탁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하며 수신자는 이 문서와 관련된 거래 혹은 기타 어느 것에 있어서도 
수신자 자신이 독립적인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GIG는 영국 금융감독원이나  잉글랜드 은행의 금융규제원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규제를 받지도 않는다. 영국 녹색 투자은행과 녹색투자그룹 주식회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1959년 은행법상  예치금을 받도록 인가된 은행이 아니며 이들의 채무에는 맥쿼리 은행 주식회사 (ABN 46 008 583 542)의 고객 
예치금 또는 여타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맥쿼리 은행 주식회사는 영국 녹색 투자은행과 녹색투자그룹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언약을 주지 않는다.

Edinburgh Office 
Atria One, Level 7 
144 Morrison Street 
Edinburgh  
EH3 8EX 
UK 
+44 (0)203 037 2000

London Office 
Ropemaker Place  
28 Ropemaker Street  
London 
EC2Y 9HD 
UK 
+44 (0)203 037 2000
   
더 자세한 정보는 www.greeninvestmentgroup.com 에서 보세요

New York Office 
125 West 57th Street 
7th and 8th Floor 
New York  
NY 10019 
USA 
+ 1 212 231 1000

서울 사무실 
서울 중구 소공로 109, 3층  
(소공동, 한화빌딩) 
+82 2 3705 8500

Hong Kong Office 
Level 18, One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1 Harbour View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392 21888

저작권 Copyright © 녹색투자그룹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