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인증기본협약(AMA) 체결
2017.5.23, 런던 –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오늘 녹색기후기금(GCF)과 인증기본협
약(AMA, Accreditation Master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GCF 자금을 수령・활용하여
기후변화 행동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니콜라스 모로 도이치자산운용(Deutsche Asset Management) 대표이자
도이체방크 AG 경영이사와 하워드 뱀지 GCF 사무총장이 서명했다.
모로 대표는 “GCF와 협력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동원, 개도국
에서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위한 기후 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GCF는 아주 다양한 인증기구와 협력하며 승인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GCF와 AMA를 체결한 두 번 째 상업은행이다.
뱀지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GCF에게 하나의 이정표로, 도이체방크가 가진
폭넓은 국제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 흐름을 기후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은 기후재원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GCF가 민간부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데에서 나오는 결과다.”고 말했다.
AMA는 GCF와 파트너 간 관계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며, GCF가 승인한 기후
사업에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GCF는 작년 10월 송도에서 열린 14차 이사회에서 도이체방크의 보편적 녹색 에너지
접근 (Universal Green Energy Access Programme) 사업 제안서를 이미 승인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 역내 은행들과 협력하여 GCF 자본과 민간 부문 투자자금을 혼합, 50
만 가구와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한다.
GCF는 앵커투자자로 7,840만 달러를 투입, 도이치자산운용 내에서 환경 및 사회 자산을
운용하는 지속가능투자그룹이 총 3억 달러 자본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베냉, 케냐,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처음
3년 간 이들 국가에서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AMA 체결은 사업이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이다.
GCF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류 공동의 행동을 확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GCF 목표
는 신흥국과 프론티어 마켓에서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재원
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것이다. 대출, 지분, 보증, 무상증여를 개도국의 민간 기업에 제공
한다. 200개 가까운 정부의 지지를 얻은 GCF는 가장 큰 국제 기후 펀드이다. 개도국의
민간 투자자, 개발자, 기업가, 기업, 중소기업과 활발히 관계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deutsche-bank-signs-accreditation-master-agreement-withgreen-climate-fund?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