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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 중남미 UNEP FI 온라인 강좌, ‘환경 사회 리스크 평가’ 

 INCAE Business School 과 InWent, Bank of America 의 협력으로 개설. 

 3 주 과정으로 심층적이고 개별화된 훈련 제공 

 2006 년 마지막 훈련 프로그램은 11 월 13 일 시작 예정 

 

UNEP FI 지속가능성 뉴스 

□ 새로운 서명 기관 

 그리스 Interamerican Hellenic Life Insurance Company 

– EUREKO 그룹사,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2005 년 수입 4 억 7 천만 유로 

– 36 년간 그리스 보험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 

– http://www.interamerican.gr 

 한국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 1999 년 설립, 한국의 10 대 자산운용사(13 억 USD 규모의 자산 관리) 

– 기존 대기업,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산운용사로서 명성이 높음 

– http://www.midasasset.com 
 

□ 2006 년 AGM 개최 

 2006 년 11 월 8-9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연간 성과 검토, 2007 년 활동 프로그램과 전략적 비전 논의 

 

□ UNEP FI 서명기관의 선도적인 활동 

 Westpac: 5 년 연속 2006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1 위(은행부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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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anz: 2006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1 위(보험부문)에 선정 

 HSBC: Covalence1’s Banking Industry Report EthicalQuote 1 위에 선정 

(http://www.covalence.ch) 
 

지역별 지속가능 금융 동향 

□ 아시아태평양 

 UNEP FI 워크샵 개최: 2006 년 12 월 5 일, 봄베이, 인도 

– UNEP FI APTF 와 YES Bank 공동으로 인도 금융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교육 개최 예정 

– 인도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위기, 기회 환기 목적 

– 발표자: Paul Clements-Hunt(UNEP FI Head), Robert Tacon(Head of Risk Reporting at 

Standard Chartered), Bart Jan Krouwel(Head of Sustainable Developments 
Department at Rabobank), Toshiro Nishizawa(Deputy Director General at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APTF Outreach Group 의장) 등 예정 

– http://www.unepfi.org/events/2006/mumbai/index.html 
 

□ 중남미 

 UNEP FI 중남미 Task Force 훈련 워크샵: 2006 년 9 월 18 일 에콰도르 

– 지역 내 금융기관과 주주 대상, 사회적, 환경적 위기 및 기회의 인식과 관리에 대한 훈련 

제공. 

– Guayaquil Stock Exchange(에콰도르)와 Fundacion Futuro Latino Americano Quito 의 

협력으로 조직, INCAE Business School 이 훈련 제공,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InWent 가 후원. 

– http://www.unepfi.org/2006/quito/index.html 

 UNEP FI LATF 연차회의: 2006 년 11 월 24 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 예정 

 

□ 북미 

 Cleaner Production International 의 개발, 금융,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2006 년 10 월 샌프란시스코 

                                                           
1 Covalence: 다국적기업의 윤리경영 평가 수행기업, 스위스 제네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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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 친환경 사업 Boot Camp, 지속가능은행과 친환경건축금융에 

관한 논의를 일주일 간 진행 

– http://www.cleanerproduction.com 
 

□ 서유럽 

 UNEP FI 와 VfU(환경관리은행협회) 2006 Roundtable-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위기와 

기회: 2006 년 11 월 21-22 일, 독일 베를린 

– 기후변화가 금융기관들의 핵심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리, UNEP FI 의 기후변화 작업반과 CDP 활동에 대한 최근 동향 

보고,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전략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탄소중립적 금융기관(carbon 

neutral financial institutions)들에 관한 토론, 기후변화 관련 혁신적인 상품 아이디어, 

배출권 거래, 사회책임투자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등의 주제 논의 예정 

 

투자 

□ 에콰도르 PRI 출범: 2006 년 9 월 20 일 

 지난달 Guayaquil 증권거래소가 PRI 에 서명하였음. 

 중남미에서는 두 번째, 증권거래소로는 세계 최초 PRI 서명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PRI에 서명한 PREVI(중남미 최대 연금) 등이 서명식에 참여 

 

□ UNEP FI Property Work Stream 최근 동향 

 TBLI Paris: 2006 년 11 월 10 일 개최 예정 

– UNEP FI Property Work Stream 이 참여하여 TBLI 유럽 2006 회의의 사회책임자산투자 

세션에서 소개, 향후 목표와 계획 중인 project 에 관해 토의 예정 

– http://www.tbli.org 참조 

 
□ Bookmark 

 SRI에 관한 The Green Money Journal2 가을호 발간(http://www.greenmoney.com) 

 

                                                           
2 Green Money Journal: 사회책임투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발간되는 저널. 1995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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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UNEP FI 보험 작업반 의장 선출 

 Catherine Boiteux Pelletier(AXA)와 Pauline Gregg(insurance Australia Group)가 

공동의장으로 선출. 

 2007 년 초에 개시될 ‘보험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CEO 브리핑’ 준비 

 금년 11 월 중, 내년도 사업 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프라인 회의 계획.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EP FI 서명기관의 새로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프랑스, Caisse des Depots Rapport de Responsabilite Societale 2005    

– http://www.caissedesdepots.fr/FR/informations_financieres/index.php 
 

□ CDP 사상 최고의 응답 비율 

 FT500 대 기업 중 72%에 달하는 360 여 개의 기업이 응답 

 UNEP FI 의 활발한 활동(특별자문위원 Mr. Sueyoshi)으로 일본 기업의 높은 참여 

 CDP4 보고서(http://www.cdproject.net/viewrelease.asp?id=8) 

 

행사 안내(event wire) 

□ 제 6 회 배출권 거래 및 탄소시장 컨퍼런스(Emssions Trading & the Carbon Market 

Conference): 2006 년 11 월 20-21 에 영국 런던 개최 예정 

 탄소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개최 

 탄소시장 사업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http://www.euromoneyenergy.com. 

□ Corporate Climate Response: 2006 년 10 월 30-31 일 뉴욕. 

 http://greenpowerconferen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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