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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투자 
ESG 지표가 투자 및 구매 결정을 위한 선도적인 이정표로 자리 잡으면서, B.C.주 
기업들은 성공을 거두기에 비교우위한 입장에 있으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ESG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B.C.주는 ES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리더십과 정책은 진보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와 강력한 제도를 
갖춘 안정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 토착민들이 합심하여 환경적, 
윤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식하는 경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책무를 지는 B.C.주는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단지 이야기로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일환입니다.



환경적 목표 
B.C.주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B.C.주뿐만 아닌 세계 각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저탄소 
이니셔티브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CleanBC 
로드맵을 바탕으로, B.C.주에서는 기후행동을 가속화하여 
우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모든 개개인에게 더욱 
청정하고, 탄탄한 경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로드맵은 
B.C.주의 장점인 풍부하고 청정한 전력, 천연자원, 숙련된 
인력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혁신적인 신기술과 기후 
솔루션을 바탕으로 여전히 개발 중에 있는 부문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B.C.주에서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 
B.C.주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인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정부 자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재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력 전력 이용이 포함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예: 청정 전력, 재활용 소재, 대량 목재, 바이오 연료,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바이오 메탄)이 공급망에 통합되면서 
B.C.주는 기업들이 친환경 비즈니스를 실천하여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할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 98퍼센트 재생 가능한 공급원의 전력망을 통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B.C.주가 모든 산업에 
있어 대체 에너지 옵션으로 온실가스 배출(GHG)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 2008년에 B.C.주는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세를 도입한 
캐나다 최초의 관할지역이며 기업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밴쿠버의 탄소배출량은 북미에서 최저 수준이며 2040
년까지 제로 웨이스트 지역사회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Greenest City Action Plan 및 100% 
Renewable Energy Strategy 와 같이 과감한 지속 가능성 
실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B.C.주는 2007년부터 측정 가능한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사회적 성과 
B.C.주 기업들은 규제 준수 수준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착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화해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B.C.주의 ESG에 있어 차별화된 
방법입니다. 제정법은유엔토착민권리선언(UNDRIP)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젠더 기반 분석이 주정부의 
정책에 적용됩니다.

B.C. 주정부는 토착민권리선언을 2019년 11월에 
법제화했으며, 캐나다에서 이를 수행한 최초 관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조화를 위해 유엔 선언을 
B.C. 주정부의 체제로 수립합니다. 이 역사적인 제정법은 
토착민들과의 협력과 상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 
우리는 모든 개개인이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장려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B.C.주에서는 이민이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낍니다. B.C.주는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투자 책무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에서는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고, 번영하는 경제에 기여하는 이민의 
사회경제적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고등 교육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끄는 세계 일류들 중 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Times Higher Education Impact 
Rankings에 따른 것이며, UBC는 2021년에 1,000여 곳의 
글로벌 교육 기관들 중 종합 1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2020년 Times Higher Education 
Impact Rankings에서 기후 행동 분야의 전 세계 4위로 
선정되었습니다. Impact Rankings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상대로 대학교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글로벌 
성적 지표입니다.

토착민과의 파트너십 
B.C.주는토착민권리선언을 바탕으로, 조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경제 발전과 더불어 토착민과의 진실되고, 
지속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토착민을 존중하고 잘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며 투자 위험이 
낮은 좋은 환경에 뒷받침합니다. B.C.주의 토착민과 
존중받는 파트너로서 협조적으로 작업하면서 
프로젝트에 확실성과 명확성을 야기하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확신을 높여줍니다.

> B.C.주는 캐나다에서 윤리적 다양성을 가장 
추구하는주입니다. 대략 30퍼센트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이 다른 세계 국가에서 B.C.주로 
이주했습니다. 

> 이민을 위한 명확한 경로가 생기면서 B.C.주는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및 Canada’s 
Global Skills Strategy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 2019년 Mercer는 삶의 질에 있어 밴쿠버를 
세계에서 세 번째, 북미에서 최고의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 260만여 명의 교육을 잘 받은 진취적인 
근로자들이 B.C.주의 탄탄한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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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탄탄한 지배구조 
캐나다와 B.C.주는 안정적인 정치, 정부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규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 지침에 
걸쳐 굳건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이내믹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투자를 장려 및 보호하고 있고, 
우리의 법 체계는 투자자와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확신성을 
제공합니다.

ESG에 관한 보도 
바람직한 지배구조에는 ESG 성과의 투명성 및 정보 공개가 
포함됩니다. 탄탄하고 투명한 규정을 통해, B.C.주는 모든 
업종에 걸쳐 기업들이 ESG 및 기후변화 위험 공개를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주에서 
입법화된 ESG 관련 목표 및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며, 그중 다수가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금융 허브 
B.C.주는 친환경 금융 허브이며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위해 금융 지원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포용과 
친환경 투자에 주력하는 몇몇 영향력 있는 투자 회사들과 
금융 협동조합들의 본거지입니다. 

연락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BC) 주 한국대표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우편: 04518)
전화: 02-3783-6031 
international@gov.bc.ca

본 발행물의 작성 당시에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언급된 프로그램과 인용된 데이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는 캐나다 달러입니다. 

게시: 2022년 1월

CleanBC의 일원으로서, B.C. 주정부는 2019년에 새로운 
기후 책임법을 통해 공개 보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법적 요건에 따라 두 가지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다양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B.C.주의 발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밴쿠버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 중심지 중 11
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기준 
캐나다 도시들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이처럼 밴쿠버는 수년간 상위권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 캐나다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 글로벌 부패 인식 지수에서 1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 B.C.주는 InBC Investment Corp.의 본거지로서, 
2020년에 주 정부가 도입한 미화 5억불 전략 투자 
기금으로 세 배 수익성 기준으로 투자하여 인류와 
지구에 기여하고, 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B.C.주는 다양한 영향력 있는 사모 투자 
펀드를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