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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투자자, 소비자 등 기업의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ESG 규제 강화, ESG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금융 투자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친환경 성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는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확산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COVID-19 위기로 임직원 및 소비자 등의 안전과 공급망 리스크 등 여러 사회적 이슈가 함께 부각됨에 따라 보다 통합적인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과 존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 제로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ESG 경영은 모든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가진 건물 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된 부동산 자산부문의 노력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친환경 인증 효용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 리스크가 낮은 친환경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이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본사 및 사업장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자산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간접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도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패러다임 하에서 ESG 규제를 준수하고, 관련 리스크가 낮은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ESG 리스크 관리, 녹색채권 발행 및 여신 실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포괄하는 통합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Note: *  건물 부문은 전체 에너지 배출 총량의 40%, 물 소비의 25%, 자원 사용의 40%, 전기 사용 총량의 60%,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 (2020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Towards a Zero-emission, Efficient and Resilient Buildings and Construction Sector (UNEP, 2020))

부동산 자산과 ESG

ESG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ESG 경영 패러다임의 외부 환경

* 부동산 자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자산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최소화 압력

부동산 자산 투자 시
ESG 요소 반영 및 고려

소비자의 친환경 건축물 
선호도 증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통한 녹색건축정책 강화

기후변화

투자자

정부 및 규제기관

소비자

기후변화 
대응 압력

ESG 경영 
및 공시 요구

사회적 가치 
창출 요구

對 기업 규제

부동산 자산 관련 규제 현황

부동산 자산 관련  금융기관 ESG 도입 현황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펀드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됨에 따라 주요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건축물로 재정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및 ESG 인증 획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분 주요 활동

ESG 투자 정책 수립

●   ESG 요소와 기준을 고려/반영한 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  투자 집행 시 ESG 체크리스트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여부에 따라 투자 대상 선정 및 배제 결정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한 부동산 자산으로 투자 항목 조정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및 ESG 인증 획득

●  탄소 공개 프로젝트 (CDP) 등 참여

●  친환경 부동산 자산 관련 인증 (LEED, GRESB 등) 획득 추진

ESG 위원회 설립 ●  ESG 경영 총괄 기구로서의 위원회 설립

ESG 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한 ESG 성과 보고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상위 100개 리츠 중 89%가 ESG 관련 정보를 공개 중(한국 리츠협회)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 ● 입주자 대상 이해관계자 소통,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ESG 교육 등

국내 금융 기관 사례 –  
이지스 자산운용

ESG 경영 체계 구축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지속가능개발팀 구축 

및 ESG 위원회 설립 

2021년 공모사채 ESG 채권 발행  
(400억 규모)
기존 담보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여 금리 경쟁력 확보

녹색채권: 친환경 건축물(LEED) 투자 
(248억, 62%) 
온실가스 55 tCO2 절감 

사회적 채권: 청년 임대주택 공급 투자 
(152억, 38%) 
약 3억원의 청년 임대료 절감

미국 
·  2021년 ‘연방건물 기후목표 행정명령’ 시행 

(수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폐기물 감축 등)

·  2050년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 촉진을 위한  

‘청정구매’ 정책 시행

· 뉴욕 - 건물 CO2 배출량에 따라 징벌세 부과 예정

·  시애틀 - 그린빌딩 표준 위반 시 벌금 부과 

(건설 비용의 최대 2%)

대한민국 
·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  

2025년 이후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그린 리모델링 기준 강화 및 의무화

·  서울시 - 2025년 이후 대형 상업용 빌딩 대상  

탄소새 부과 검토 중

·  서울시 -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 등 환경관리성과 

공시 의무화 예정

유럽 
·  2027년 이후 공공기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 의무화

·  2030년 이후 신규 건축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건축

·  2035년까지 에너지 성능 최소 기준 의무화

·  프랑스 - 2021년 이후 에너지 유출 건물 임대 불가

·  영국 -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EPC) E등급 미만 최대 ₤5,000 벌금 부과

·  네덜란드 - 2023년 이후 EPC C등급 미준수 건물 벌금 부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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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otal Solution

ESG Value-Add 운용체계

ESG 토탈 솔루션은 고객이 필요한 ES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로 계획 수립, 실행, 유지관리별  

각 단계에 따라 고객의 개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SG Value-Add 운용체계는 기존의 Value-Add 전략에 ESG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서 부동산 생애 주기에 따른 ESG 실사와  

ESG 인증, 금융 구조화를 결합하여 ESG 자산가치의 극대화를 창출하고, ESG 토탈 솔루션과 통합하여 부동산 자산의 ESG 역량 

강화를 이끌어 냅니다. 

임대료 
인상

기타
수익 운영비용 

절감
개보수
사업

ESG 인증
(ESG Certification)

ESG 실사
(ESG Due 
Diligence)

실사
퍼포먼스 모니터링 

(Performance 
Monitoring)

금융 구조화
(ESG Financing)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ESG 역량 강화

ESG Total Solution

ESG 자산가치 극대화

ESG Value-Add

운용 자산 가치 상승

기존 Value-Add

ESG Total 
Solution

Step 1.
ESG Due Diligence

Step 3.
ESG Financing

Step 2.
ESG Certification

Step 4.
Performance 

Monitoring

계획 수립

실행

실행

유지관리

●  ESG 실사 항목을 대상으로 한  
기획 및 실사 이행

●  자산 데이터 검토 및 평가를 통한  
ESG 실사 보고서 작성 

●  자산의 ESG 개선사항과 운영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  ESG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ESG 채권  
및 녹색여신 등 관련 투자 자금 조달

●  국제 기준에 부합한 ESG 성과 평가 수행 

●  글로벌 ESG 인증 획득 

ESG 토탈 솔루션 서비스

ESG Value-Add 운용체계 기대효과 

운용 자산 가치 프리미엄

01. ESG 실사

03. 금융 구조화

02. ESG 인증

●  ESG 실사 항목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 용이
● ESG 리스크 식별 및 예방
● 친환경인증 적용 효율 향상

●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투자자의 ESG 공시 요건 충족
●  ESG 외부 평가 대응

ESG 인센티브 발굴 및 패널티 방어전략 수립을 통해 운영관리비 절감 

최적 개선 사업을 도출합니다.

ESG 채권 발행 및 녹색여신을 통한 Recapitalization으로 조달 비용 감소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을 개선합니다.

또한, 매각 단계에서 매수자의 ESG 채권 및 녹색여신 자본조달을 유도하여 매각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추진을 통해 자산 가치 상승 프리미엄 기회를 

식별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부동산 
자산가치

임대 개선율,
ROA, ROE 운영관리비

●  매수의향자가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ESG금융 이용 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 감소

●  기존 담보대출 대비 약 30~70bps  
금리 하락 

●  LEED 인증 등으로 건물 가치 상승 및  
임대료, 임대율 등 운영 지표 개선 

●  매수자의 조달비용 감소분으로 인한 
매각가능 금액 증가

●  매입 시 ESG 채권/녹색여신 자본조달 유도로 
최유효 자본구조 확립 

●  신규 매수자의 Equity IRR 및 수익 극대화 

●  매수자의 지불가능금액 증가에 따른 
매각가치 극대화

Recapitalization Process 예시

기존 구조 Recapitalization 

부동산 부동산

일반 
담보대출

ESG 채권 발행
/녹색여신 실행 

자본
(Equity)

자본
(Equity)

* 조달 시점의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매각가치 극대화매도자 매각금액 증가매수자 조달금액 감소

친환경 건축물 인증 → ESG 채권 매칭

기존 담보대출 대비 낮은 금리 등  
금융 조달비용 감소로 투자자 수익률 향상

“현재 통상적 수준의 일반 담보대출 대비 
약 30~70bps* 금리 하락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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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립
●  투자 프로세스를 고려한 부동산 자산  

ESG 실사 일정 수립

자산 정보 확인
●  자산의 유형, 법령 및 기타 정보 확인
●  주변 건물의 친환경 인증 취득 현황 

(등급, 취득항목 등) 조사

ESG 실사 항목 도출
●  부동산 ESG 용역 발주처와 협의하여  

ESG 실사 항목 선정

* ESG 실사 항목은 산업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ESG 실사
●  ESG 실사 현장 확인
●  건물 운영팀과 운영사항 관련 회의 진행

ESG 데이터 수집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현황 데이터 수집 

ESG 데이터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건물의 환경 지표(에너지, 물, 폐기물 사용 등) 

패턴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사회(S) 및 지배구조(G)의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ESG 실사 개선사항 제언
●  에너지/물/폐기물 등 개선사항 제언
●  사회(S) 및 지배구조(G) 관련 개선사항 제언

친환경 인증 사전 검토
●  최적의 인증 Tool 선택(인증 종류, 기존/신축 

건물, 전체/개별 건물, 전체/개별 부지)
●  인증 예상 등급 및 점수표 제시

부동산 ESG 사업 재무분석
●  재무 개선효과, 절감비용 및 개선가치 산출
●  ESG 채권 발행/녹색여신 실행 시나리오 분석

Step 1. ESG Due Diligence Step 2. ESG Certification

부동산 자산의 ESG 기회와 리스크 식별 및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실사를 추진하여 투자 의사결정 및 ESG 인증 획득에 적용하고, 

전반적인 ESG 리스크 관리에 활용합니다.

추진 절차 추진 절차

기대효과

ESG 실사 항목 도출 ESG 실사 진행 ESG 실사 보고서 작성

투자 의사결정 시 ESG 실사 요소 활용 ESG 리스크 관리 ESG 인증 적용

●   ESG 실사를 통한 매수비용 절감 

  -  최근 해외 사모펀드 분야에서 ESG 실사를 통해  

54% 이상의 매수 비용 절감*

●   부동산 ESG 사업 재무분석으로 운영비용 
절감 등의 개선가치 확인

●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리스크 
식별 및 예방

  -  토양/대기질/물 등의 환경(E) 관련 리스크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분석

  -  사회(S) 및 지배구조(G) 분석에 따른 유관 정책  

수립 가능

●   ESG 인증 종류 및 등급 선정

  -  자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증시스템 적용 가능

●   정확한 환경 목표 설정

  -  에너지/물/폐기물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통한 

환경 지표 성과 개선 및 ESG 인증 시 고득점 획득 가능

Note: * Responsible Investment in Private Equity – a key component of operational value creation (Capital Dynamics, 2017) Note: 1) G-SEED,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2) World Green Building Trends 2021 (Dodge Data & Analytics, 2021),  
  3) Green Certification and Building Performance (A. Devine and N. Kok, 2015), 4) U.S. Green Building Council, 5) Parksmart 공식 홈페이지

구분 실사 항목 내용

환경(E)
건물환경 

기축
환경현장실사(ESA) PhaseⅠ, 에너지/물/폐기물 사용 개선사항에 따른  
운영비(OPEX), 투자비(CAPEX) 및 환경 리스크(토양/대기질/물) 검토

신축
현장실사(Site Assessment), 환경 기초자료 분석(강우량/상수시설/대중교통 인프라/
주변 밀도 등), 에너지 부하 저감전략 도출(외피/조명/건물 형태 및 배치 등)

ESG 인증 G-SEED, GRESB, LEED 인증 종류, 등급, 목표 항목 제시

사회(S)
인권 보호 임직원 복지/다양성 정책, 전략, 관리 프로세스 등 조사

안전/보건 안전 및 보건 정책, 사회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지배구조(G) ESG 조직/전략 및 이해관계자 소통 ESG 조직/전략 수립 및 이행, 이해관계자 소통/참여

부동산
운영비용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인한 개선 재무 가치 예측

자산가치 부동산 ESG 솔루션 적용 후 자산의 매각 가치 예측

부동산 자산의 ESG 실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LEED, GRESB, Parksmart 등 자산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ESG 인증을 매칭하여 

인증 획득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요구에 따른 ESG 외부 평가 대응 및 부동산 자산가치 제고를 지원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인증별 기대효과

사전 검토 인증 심사계획 수립 운영 지원성능 평가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  모든 건물 유형에 적용 가능
●   국내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의 근거1)

LEED 
Certified

LEED 
Silver

LEED 
Gold

LEED 
Platinum

1 - 5 stars

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
●  전 세계 부동산 및 인프라 펀드와 관련된  

기업과 자산에 대한 ESG 인증 시스템
●  부동산의 ESG 지표 및 평가 기준을 제공하여 

벤치마킹 툴로 활용
●  평가데이터를 금융 시장에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 툴로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Parksmart

●  주차장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세계 유일 인증 시스템
●  에너지 및 주차 효율성 개선을 감안한  

설계 및 운영지침
●  차고와 주차 차량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및  

사회적 참여 도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차고 운영

●   자산 가치 상승 9.1%2)

●   운영비용 절감 10.5%2)

●   임대 개선율 상승 4.0%3)

●   입주자 만족도 증가 27%4)

●   에너지 사용량 절감 25%4)

●   온실가스 저감 34%4)

●   물 사용량 절감 11%4)

●   위치 및 교통 (Location and Transportation)
●   지속가능한 대지 (Sustainable Sites)
●   실내외 물 사용량 (Water Efficiency)
●   에너지 및 대기 (Energy & Atmosphere)
●    자재 및 자원 (Material & Resources)
●    실내 환경 수준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   지역별 우선사항 (Regional Priority Credits)
●   혁신기법 (Innovation)

Management
●   조직 전략 및 리더십 관리 체계
●   ESG 정책 및 프로세스
●   리스크 관리 
●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 방식

Performance
●   에너지 소비량 
●   온실가스 배출량
●   물 소비량 
●   폐기물 배출량

Development
●   건물의 설계/건설/개조 시 ESG 이슈 관련 조치사항

Management
●   빌딩 시스템 커미셔닝
●   건축 폐기물 관리
●   제3자 검증

Programs
●   대체 연료 차량
●  마케팅/교육 프로그램

Technology and Structure Design
●   EV 충전소
●   에너지 효율 조명 시스템
●   환기 시스템

Innovation
●   혁신기법

기존 건물 Pioneer
신축 건물 Bronze, Silver, Gold

●   기업의 ESG 공시 요구 충족
●   GRESB 평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동종 업계 내 자산의 ESG 위치 확인

●   운영비용 절감 25%5)

●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   인근 교통체증 해결 전략 수립
●   주차공간의 ESG 성과 관리

인증 등급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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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여신의 경우 대주 제출용 안내문을 대상으로 한 
사후인증 진행

 ESG 채권 준거 기준 

친환경/사회적 대상사업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01. 신재생에너지 06. 친환경 운송수단 01. 기초 인프라

02. 에너지 효율 향상 07.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02. 기초 서비스 

03. 환경오염 방지/관리 08. 기후변화 적응 03. 주택금융

04. 지속가능한 자원 및 토지 관리 09. 순환경제 상품/기술/프로세스 04. 일자리 창출

05. 육상/해상 생물다양성 보존 10. 친환경 건축물 05. 사회경제 발전

환경부 Loan Market Association

녹색여신 준거 기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녹색여신

계획 수립 및 사전 인증

녹색/친환경 대상사업 사회적 대상사업

Green Bond 
Principles (GBP)

Social Bond  
Principles (SBP)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SBG)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GBG)

Green Loan 
Principles (GLP)

자금조달 지원 환경/사회적 성과 사후 인증
●   ESG 연계 여부 자문
●   친환경/사회적 가치창출 대상사업 선정
●   ESG 채권/녹색여신 사전 인증
  -  ESG 채권/녹색여신 관리체계의 준거 기준  

부합 여부 검토

친환경 
대상사업에 
자금 제공 

사회적 
대상사업에 
자금 제공

녹색/사회적  
대상사업 모두에 
자금 제공 

친환경 
대상사업에 
자금 제공 

친환경 
대상사업에 
여신 제공 

●   ESG 채권 발행 및 녹색여신 실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투자자/대주 제출용 안내문 작성 지원
●   로드쇼 준비 및 지원
●   대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집행된 자금 용도 및 미사용 자금 운용의 
적정성 검토

●   실현된 환경/사회적 성과 수치 산정의 
적정성 검토

투자자/대주 발행자/차주 정부

●   자금 사용처가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으로 보증됨에 따라  

개별사업에 직접 투자 없이  

녹색/사회책임투자 목표 달성 

●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 투자/대출 

전략을 대외 공개하여 브랜드/이미지 제고

●   외화 발행 채권 및 해외 여신 관련  

신규 투자 유치

●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정책금융 수단으로 활용 

●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01 01

+01 02
02

02

*  통상적으로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을 아울러  

ESG 채권으로 지칭하며, ESG 채권 내 거버넌스채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Step 3. ESG Financing

친환경 건축물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 사용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ESG 채권 발행 및 녹색여신 실행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금융시장의 요구 조건을 검토·조율하고 최적의  통합 재무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자산의 

가치 상승 기회 및 재무적 효용 극대화를 모색합니다. 

ESG 채권/녹색여신 추진 절차 자금 조달 추진 절차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사전 인증 자산 적합성 검토자금 사용 금융 조건 검토사후 인증 ESG 금융 관련 재무자문

기대효과

기대효과

●  정확한 자산 현황 파악 

●  ESG 기회 및 리스크 식별

●  투자 및 금융 주선 의사결정에 활용

●   부동산 자산의 가치 상승 기회 제공 ●   대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다방면 검토를 
통한 재무적 효용 극대화

해당 자산의 ESG 적합성 
검토를 통해 관련 금융 
조달 가능 여부 검토 

필요한 자금 수준 및 용도를 고려한 
최적의 금융 조건 검토 및 

투자자 주요 관심사항 확인

투자자/금융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적의 ESG 금융 관련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01

02

금융 조건 검토
수익비용 추정을 통한 

현금흐름 분석 

부채상환비율(DSCR) 분석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금융 관련 재무자문 범위 설정

●  필요 자금 규모 및 용도 파악
●  금융 구조, 담보인정비율 (LTV), 금리,  

수수료 등 

●  발행액, 기간, 금리 등 검토
●  최적의 ESG 금융 상품 매칭  
●  운영 및  EXIT 전략 수립

“통합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

+대상자산

인증 여부
에너지

사용량 등

운영비용, 
임대율 등 

현금흐름 등

친환경성

운영현황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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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효과에 대한 영향보고서
●   개선 성과 측정(저소득층/주거 안정/ 

안전/인권 등)
 *  ESG 채권/녹색여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은 아니나 채권/여신 소진 전/후 
매년 발간

●   ESG 인증별 목표 달성 및 이행 평가

 *  모니터링 주기는 인증별로 상이  
(자산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별화)

●   ESG 채권 발행/녹색 여신 실행 후 
개선사항 성과 평가 

 *   모니터링은  ESG 채권 만기 또는 소진, 
녹색여신 소진 시까지 연 1회 실시

●   채권 발행 및 여신 실행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독립적 감사인의 외부 검토

 *   독립된 제3자 인증(Independent 
Third Party Assurance) 수행

각 분야별 정량적 성과 측정 및 개선사항 도출

* 발간 주기는 모니터링 주기에 따름

●   환경(E): 에너지 절감에 따른 건축물 
시스템 성능 유지 및 지속 관리 등

●   사회(S): 안전 점검 이행, 인권정책 
이행 등

●   지배구조(G): 이해관계자 정책 및 
공시 정책 이행 등

Step 4. Performance Monitoring

부동산 자산 보유기간 동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자금조달 부문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ESG 재인증 

절차의 용이성 및 투명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동산 자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건축물 수명을 

제고합니다. 

추진 절차

실행 성과 모니터링

ESG Certification

ESG Financing 제3자 인증

ESG 퍼포먼스 모니터링 보고서

ESG 채권/녹색여신 사후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보고서 인증 

건축물 수명(Life Cycle) 연장 친환경 건축물  재인증 용이 투자자 신뢰성 확보

●   최적의 설비 시스템 및 안전 유지

●   설비의 예상치 못한 셧다운 방지

●   건물 운영비용 절감

●   재인증을 위한  평가 항목 데이터 확보
 * 재인증 기간
   - LEED: 3년(v. 4.1), 5년(v. 4.0) 
   - GRESB: 1년

●   부동산 자산의 ESG 성과 관련  

투명한 공시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발생 가능성 제거 

기대효과

자금 배분 보고서 
●   관련 자금 배분 및 사용내역
 *  발간 주기는 채권 만기 또는 소진,  

녹색여신 소진 시까지 연 1회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영향보고서
●   개선 성과 측정(물/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폐기물 배출 감축 등)
 *  발간 주기는 채권/여신  소진 후  

최소 1회 권고이나 소진 전/후 매년 발간

ESG 채권/녹색여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어패스리질리언스 전문성

ESG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제공 서비스 영역 

어패스리질리언스 제공 서비스 영역

2022년 4월 7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어패스리질리언스는 
부동산 자산부문의 보다 전문화된 ESG 컨설팅 솔루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ESG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ESG 실사 - ESG 인증 - 금융 구조화라는 ESG Value-Add 
운용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자산부문의 ESG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부동산 자산부문의 ESG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ESG 경영 전략 컨설팅

세무 자문

재무 자문 ESG 평가 및 인증

ESG 공시

●   전사적 관점의 ESG 경영 전략 및  
관리체계 수립

●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단계별  
상세 운영 전략 개발

●   부동산 자산 관련 세무 이슈 검토
●   ESG 관련 세제 혜택 입법 현황  

모니터링 기반 적용 방안 검토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검토 및 신고 지원

부동산 개발 자금조달 재무 자문

●   국내외 부동산/인프라 개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구조 수립 관련 IB경험 보유 

●   국내외 개발/NPL 투자 유치 관련  
투자자 및 금융기관 네트워크 보유

Transaction 자문

●   투자/매각 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매각가 극대화 실적 보유 

 ●   다양한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 보유

●   글로벌 부동산 자산 평가 이니셔티브
(GRESB) 대응 자문

●   ESG 채권/녹색여신 및 ESG 데이터 관련  
제3자 인증

●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 및 주요 ESG 평가 
지표에 기반한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Due Diligence
●   부동산 자산의 ESG 기회 및 리스크 식별 

●   ESG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친환경 건물 인증 
시스템 비교/분석

ESG Certification
●   인증 종류/목표 등급/평가 항목별  

절차 검토 및 전략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인증 진행

ESG Financing
●   부동산 자산 인증 등급 기반 최적의 재무 

전략 수립

●   금융구조 검토 및 설계를 통한  
ESG 금융 상품 연계

대림건설 
본사 D타워 
돈의문

서리풀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프로젝트
(6개 건물)

성수동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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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ue Diligence

ESG Certification

ESG Financing

Performanc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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