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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FI e-Bulletin 2006년 11/12월호 
 
 

주요 소식 

□ UNEP FI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작업반 개설 

 2006년 4월 발표된 PRI의 성공을 발판으로 2006 AGM 기간에 발족 

 의장기관: Insurance Australia Group, AXA 

 

UNEP FI 지속가능성 뉴스 

□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공사 공동 주최 지속가능은행상(Sustainable Banking Awards) 

심사위원에 UNEP FI 의장 Paul Clements-Hunt초청 

 올해의 지속가능은행상: HSBC 그룹 (http://www.ft.com/businesslife/bankingawards) 

 

□ 새로운 서명 기관 

 미국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 

– 미국 보험 업계 1위, 전 세계 130여 국가에 지점을 둔 손해보험사 

– 퇴직연금 서비스, 금융서비스, 자산관리 분야 선도 기업 

– 뉴욕, 런던, 파리, 스위스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인도 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 Limited (IL&FS) 

– 인도 사회기반시설 및 금융 부문 선도 기업 

– 인도중앙은행, 주택개발금융회사, 인도투자신탁의 참여로 1989년 설립되어 인도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고유의 권한 소유  

– 인도중앙은행, 인도생명보험사, 일본 Orix社, HSBC 그룹, 싱가포르 정부 등 기관 

투자자들이 IL&FS 주주.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개발 및 상업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 http://www.ilfs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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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 AGM 

 2006년 11월 8-9일 개최, 2007년 사업 비전과 전략 논의, 

 자산작업반, 인권 관련 프로그램 발족 등 워크프로그램/워크스트림에 대한 높은 관심 

 여신 관련 환경사회리스크 도구(Credit Risk Tool Kit) 공개 

 

□ Robin Cosgrove, 금융윤리상 공모(http://www.robincosgroveprize.org) 

 금융 시장의 윤리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실시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 지속가능 금융 동향 

□ 아프리카 (africa@unepfi.org)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 UNEP FI 아프리카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그램 후원 

– 프로그램 목적: 아프리카 상업적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 현실 및 현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투자자, 펀드매니저, 아프리카은행, 아프리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분석 

 UNEP FI 보고서 발간: Banking on Value-아프리카 여신 리스크에 관한 새로운 접근 

– UNEP FI 아프리카 TF, University of South Africa 공동연구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5개 은행 인터뷰 및 토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은행의 지속가능성 여신 리스크 평가 도입의 관한 실천적 지침 제공 

–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africa/index.html 참조 

 

□ 아시아태평양 (ap@unepfi.org) 

 UNEP FI 워크샵 개최: 2006. 12. 5, 인도 봄베이 

– UNEP FI APTF, YES Bank 공동 주최로 인도 금융기관 임원급 대상 지속가능성 

교육 실시  인도 금융기관이 직면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위기, 기회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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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 유럽 (cee@unepfi.org) 

 UNEP FI outreach event: 2006. 11. 17,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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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 중동부유럽 TF(CEETF) 세미나 개최, DNB Nord Bankas 후원 

– 내용: Nordea, EBRD, Swedbank의 발표 및 발틱국가 대기업 CSR 공시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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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la@unepfi.org) 

 UNEP FI LATF 연차회의: 2006. 11. 24, 콜럼비아 보고타 

– 2007년 활동 계획과 지역 활동 기반 구축 방안 논의   

– 콜럼비아 금융 부문 대표인사 및 지역 주주들에게 PRI 소개 

 

□ 북미 (na@unepfi.org) 

 워크샵 개최, 기후변화-금융부문의 리스크와 기회: 2006. 10. 23, 미국 뉴욕  

– 최근의 기후변화 과학, 배출권 거래 등의 탄소시장 전망, CDM, 캐나다 기후변화 

프로그램, 미국 북동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소식 등 다양한 지역적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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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 

 기후변화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개최: 2006. 11. 21-22, 독일 베를린 

– 독일 환경관리은행협회(VfU), UNEP FI 공동 주최, Deutsche Bank 진행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금융기관, NGOs, 정부기관 대표, 연구자 등 90여 명 

이상 참석. 

– 기후변화의 증거, 금융부문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initiative) 기후변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 기후변화가 금융기관들의 

핵심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 www.vfu.de 참조 

 

투자 

□ UNEP FI 자산작업반 정식 발족 (property@unepfi.org) 

 2006 AGM에서 독립적인 작업반으로 인정됨(발족식: 2006.12.7-8.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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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장: Jean-Pierre Sicard(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Paul McNamara(Prudential) 

 자문위원: Gary Pivo(아리조나대학교수) 

 http://www.unepfi.org/work_streams/property/index.html 참조 

 

□ PRI 최근 동향 

 PRI 클리어링 하우스 오픈 

– ‘주주, 정책결정자들과의 협력’에 대한, PRI 서명기관용 의견 교환 온라인 포럼 

– 특정 ESG 이슈와 관련된 투자자의 관심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최초의 

정보공유 플랫폼(웹, 이메일 사용) 

 PRI 새로운 서명기관 

– 지난 두 달 간 30개 이상 기관이 가입 서명 

– 현재 128개 서명기관, 총 자산규모 6조 달러(US) 이상 

– 가입기관 리스트: http://unpri.org/signatories/ 참조  

 최근 개최된 PRI 행사 

– 프랑스 서명기관 미팅: 2006.11.22, 파리 

 프랑스 환경부(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주관,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후원 

 자산관리사 및 경영자 등, 60여 명 이상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PRI 가입의 

장단기적 이익, 효과 설명 

 UNEP FI 자산관리작업반 공동의장 Carlos Joly이 참석하여 토론 진행 

– 일본 연기금 대상 강연회: 2006.11.29, 도쿄 

 미츠비시 트러스트 주관 

 300여명의 이상의 연기금투자 리더 대상, 일본 연기금 분야 PRI 확대 모색 

 Paul Clements-Hunt 참석, PRI와 UNEP FI APTF 소개 

– 새로운 브라질 서명기관 서명식: 2006.12, 상파울로 

 Bovespa 증권거래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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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브라질 연기금 사업자 PRI 서명 예정 

 새로운 서명기관 가입에 따라 브라질 연기금 투자시장의 50%이상이 PRI와 

연계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성과지표(Social Performance Indicators) 활용 사례 제출 요망 

 UNEP FI-GRI 작업반과 FSSS(Financial Services Sector Supplement) 사업의 일환으로, 

FSSS의 사회성과지표 검토 예정으로 해당 보충가이드의 활용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의 참여 요망 

 대상: 사회성과지표에 중점을 둔 보고서 발간 모든 금융기관 

 제출자료: 우수 실천 사례 

 기한: 2006.12.15까지 gri@unepfi.org로 답변 요망 

 현재 UNEP FI-GRI 작업반은 FSSS의 환경성과지표(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 채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환경성과지표 관련 규약도 개발 중   

 

□ UNEP FI 서명기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Mecu Sustainability Report 2006 

- http://www.mecu.com.au/susreport/content/sitemap/sitemap.htm 참조 

 Vicsuper Sustainability Report 2006: A Time for Action 

- www.sustainabilityreport.vicsuper.com.au 참조 

 

기후변화 

□ UNEP FI기후변화작업반의 최근 보고서: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e 

Role of the Finance Sector”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하며, 이러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UN밀레니엄개발목표의 달성은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5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2) 장에서 발표 

 http://www.unepfi.org/work_streams/climate_change/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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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리스크 공시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발표 (climate@unepfi.org) 

 14개의 선도적인 기관투자자와 UNEP FI 등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공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발표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는 UNEP FI 웹사이트 상에서 이용 가능 

 

□ Carbon Disclosure Project 2007 참여 요망 (http://www.cdproject.net) 

 제 5차 CDP, 세계 2,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UNEP FI 서명기관들의 활발한 CDP5 참여 기대 

 참여기업에게는 CDP5 결과(비공개자료 포함) 공개 

 

□ 기후변화에 관한 UNEP FI 서명기관의 관심 증대 

 UBS World Emissions Index(UBS-WEMI) 출범  

 UBS-WEMI: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위한 첫 지침 

 www.ubs.com/emissions-index 참조 

 

물 & 금융 

□ Water and Finance work stream의 물 관련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참여 요청 

(water@unepfi.org) 

 주 후원기관은 Deutsche Bank이며, UNEP FI 서명기관 중 해당 프로그램을 자문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기관 모집 중 

 향후 Water and Finance work stream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동부유럽, 남미, 

북미의 지역 TF와 협력하여 지역별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예정 

 

생물다양성 

□ Biodiversity and Ecosystems 작업반 동향 (biodiversity@unepfi.org) 

 생태계 붕괴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세계자원연구소 (WRI), Insight Investment,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FFI) 등 주요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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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을 위한 생물다양성 감소&생태계 붕괴 리스크 인식 도구 개발 진행 중 

 금융기관, NGOs,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CEO Briefing 발간 예정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기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킹 도구(Insight 

Investment社, FFI 공동 연구) 개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