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UTION BRIEF 

들어가며 

최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시되며, 전통적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방식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수준 충족을 위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으로의 변화가 거세게 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뛰어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의 ESG 수준을 개선함에 있어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Environment 관리에 실패한 기업들의 높은 규제 준수 비용과 환경 변화로 

인한 물리적 손실로 인해 은행의 2차적인 신용손실 발생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재무와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기후 리스크 관련 금융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외 규제 동향 

먼저, 국내 금융위원회에서는 “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21.4월 “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s – measurement methodologies”를 통해 기후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1.7월 “Stress-testing banks for climate change – a comparison of practices”를 통해 장기간 

예측이 필요한 기후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즉, 

BIS는 기존 대비 새롭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화 가능한 방법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은 기후 리스크로 인한 개별 고객의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전이 리스크(Transition Risk)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Credit Risk)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규제기관 (외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건전성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요구

 손실관리 (내부): 기후 변화에 따른 물리적/전이 리스크로 대출 자산 손상 (공급망 중단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

 자본관리 (내부): 추가로 요구되는 규제 자본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위한 현금의 양 감소

따라서, 금융기관은 기후 리스크 측정의 질적 통합을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모델/가정/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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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

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中) 

금융기관 ESG 경영,
SAS 스트레스 테스트 기반 기후 리스크 관리
"Climate Risk Management with SAS Stress Testing Solution"



당면 과제

먼저, 기후 리스크 측정은 검증된 실증 데이터의 부족과 30년 이상의 장기간 예측으로 인한 계량화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재무 

계획, 내부 전략 및 규제 사항이 통합되어야 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공학적 접근은 제한적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증 데이터의 부족: 의미 있는 시나리오 도출, 모델 개발 및 결과 해석에 걸림돌로 작용

 장기 예측의 불확실성: 수 십년을 예측하는 장기적인 리스크 분석으로 정책, 기술, 경제활동 등으로 시나리오가 변경될 수 있음

 지정학적, 부문별 차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과 인식은 국가/지역/산업별로 차이가 있음

 기술과 사회 변화: 디지털化, 재생 에너지 및 코로나 등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현재 관행을 바꿀 수 있음

SAS의 전략

SAS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측정 지원을 위한 SAS Risk Modeling and Decisioning, Scenario Analysis and Stress Testing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관련 데이터로의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SAS Risk Modeling and      

 Decisioning 솔루션을 통해 기후 리스크 관련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검증된 SAS Scenario 

Analysis and Stress Testing 솔루션은 거시경제 

요인과 개별 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별 재무 

건전성 영향도 분석을 지원한다. 

따라서, SAS는 기후 관련 데이터 관리부터 모델링, 

리포팅 및 의사결정에 이르는 9개의 핵심 영역을 

정의하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무와의 통합과 심사 프로세스와의 

연계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용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Business Benefit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SAS 제품군은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등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Metrics를 통해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평가하고, 주요 변화 사항을 식별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

 데이터 Drill-down을 통해 영향도가 높은 하위 세그먼트 또는 위험 집중도 파악

 기후 변화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 지역 및 거래 상대방 이해

 선제적 Action을 위한 고객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

 주요 리스크 요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유동성 관련 새로운 리스크를 평가

 가정(Assumptions) 및 오버레이(Overlays)에 대한 영향도 계량화

 민감도 분석과 대안 비교(A/B Comparisons)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Contact 
이기완 상무  금융 Industry Expert 

이두호 수석      금융 Risk Solution 담당      

T. (02) 2191 7032

T. (02) 2191 7127

E. kiwan.lee@sas.com

E. dooho.lee@sas.com

더 자세한 내용은 sas.com/korea를 참조하십시오. 

기후 리스크 관련 9개 핵심 영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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