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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언

개요 1
본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언"("PAI(Principal Adverse Impacts) 선언")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규정")에 관련된 2019년 11월 27일자 유럽의회(EU) 및 이사회의 규정 2019/2088조 4항 조항에 따라
작성되었다.
PAI 선언은 유럽위원회에서 SFDR 규정("RTS")에 따라 발행하는 규제 기술 표준 최종판 규정에 따라
갱신된다.
관리자명

F2i – Fondi Italiani per le Infrastrutture Società di Gestione del Risparmio S.p.A.

(“F2i SGR”)
PAI 고려 사항

F2i SGR은 SFDR 규정 제4조 제1항 (a)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투자결정의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을 고려한다.

PAI 선언 요약

PAI를 식별하고 정확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이를 고려하기 위해, F2i SGR은 투자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고려하는 구조화된 접근법을 채택했다. "PAI 정책"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위원회의 감독 하에 각각의 역량 영역에 따라 F2i SGR의 다른 기능과 협력하여, 자본 및 부채
투자 영역(투자 결정 단계)과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 영역(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우, 후속 단계)에 의해 시행된다.
PAI 정책에 따라 1차 심사가 스카우팅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이 기간 동안 비윤리적이라 여겨지거나
지속가능성 요인에 과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투자(예: 담배, 무기, 도박 관련 상품 거래
관련 기업)는 모두 제외되고, 대신 ES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영에 대한 직간접 투자(예: 태양광, 풍력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철도 운송, 순환 경제)를 선호한다. 이 스카우팅 단계는 (F2i SGR의 투자 절차에서
정의된) "예비적 주의"/"심사 메모"에서 설명된다. PAI 지표는 향후 투자가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을 추정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대상 자산에 대한 분석 및 실사 단계 전반에 걸쳐 충분히 고려된다.
분석 및 실사 단계가 끝나면, ESG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가 투자 비망록(F2i SGR 투자 절차에서 정의됨)에
보고되어 대상 자산 및 후속 투자 후 모니터링 관련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일부가 된다.
F2i SGR은 AIF(Alternative Investment Funds) 관리자로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리스크 및 ESG 효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참여 정책을 수립한다. 이 참여 정책은 연간 단위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임의 또는 합의)를 통해 자회사를 모니터링하는 형태도 취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F2i SGR 연간 집계 ESG 보고서(아래 정의)에 보고되며, 이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및 지배구조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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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의 (a) 및 5개 규제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에 따라 작성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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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모니터링 외에도 F2i SGR의 참여 정책은 가능한 투자 처분 결정에 따라 피투자기업과의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관련 의결권 행사, 이행 실패 시 단계적 확대 방안을 포함한 합의된 개선방안 마련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F2i는 자체 지속가능성 성과 및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특히 집계 ESG 보고서의 작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이슈를 정성적 정량 지표와 통합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표준을 활용한다. F2i는 또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펀드와 자산

운용협회(EFAMA: European Fund and Asset Management Association)가 채택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F2i SGR의 실사 및 보고 활동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GRESB: 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와 (자본 투자를 위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추진하는 기준에 기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