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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FI 한국 그룹에게 
 
UNEP FI 제네바 사무국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UNEP FI 사무국은 귀사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
하겠습니다.  UNEP FI 는 한국 그룹과의 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UNEP FI의 활
동과 메세지,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국제적 정보를 보낼 것이며,  본 사무국의 주요 출판물 
및 결과물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UNEP FI는  한국 그룹
과 더욱 흥미롭고진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에코프론티어와 같은 한국의 주요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UNEP FI 제네바 사무국에 한국인 인턴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한국어로 매끄럽
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본 사무국에서는 이처럼 귀사에서 저희에게  더 많
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관들의 요구사항과 필요사항
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NEP FI 한국 뉴스레
터는 격월에 한번 씩 발행될 예정이며, 본 기관에서는 귀하의 기관의 혁신적인 스토리를 본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 그룹과  FI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유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UNEP FI 사무국은 새해에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며, 귀하 및 귀사와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Yuki Yasui 드림 

 
 
  
 
2013년 녹색기후기금 (GCF)가 한국 송도에 유치된 이후, 많은 한국 기관에서 녹색기후
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UNEP FI는 녹색기후기금과 한국그룹간의 미
팅을 제안하였으며 기금측에서 FI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2월 중순에 있
는 기금의 이사회를 고려하여 본 미팅은 2월 말,  장소는 송도 G-타워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금의 행정적 절차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과거 FI와 기금과의 
논의 된 내용 및 논의 안에서의 FI 위치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미팅은 반
나절 정도로 진행 될 예정이며 본 미팅의 목적은 1) 녹색기후기금의 소개, 2) 녹색기후기
금에 대한 한국 그룹의 질의 응답 시간, 3)  추후 기관들과 녹색기후기금이 소통할 수 있
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아젠다는 한국 그룹과의 컨설테이션을 위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GCF 이사회 전 출판 될 “Demystifying Private Climate Finance”
의 한글판 요약문이 미팅 전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미팅 장소 및 장비 준비를 위해 아래의 링크에 예비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SFXoBsFpwqxDgCcfaszxCNkvdP3Cz66r5cKVZjVaC6
A/viewform 
 
미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jukyeong.han@unep.org로 부담 갖지 말고 연락 바랍니다.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그룹 미팅 
 

https://docs.google.com/forms/d/1SFXoBsFpwqxDgCcfaszxCNkvdP3Cz66r5cKVZjVaC6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SFXoBsFpwqxDgCcfaszxCNkvdP3Cz66r5cKVZjVaC6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SFXoBsFpwqxDgCcfaszxCNkvdP3Cz66r5cKVZjVaC6A/viewform
mailto:jukyeong.han@unep.org


2013 UNEP FI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Global Roundtable ), 중국 베이징   

중국 지도층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논의 할때,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은 베이징에서 국제 커뮤
니티가 다가오는 환경 문제들을 재원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11월 12일 부터 13일 까지 열린 2013 UNEP Finance initiative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은 정책 입안
자, 저명한 학자, 시민사회 및 과학 커뮤니티 등 400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컨퍼런스는 UN  사무 
부총장이며 UNEP의 사무국장인 Achim Steiner 가 민간자본의 흐름이 전체 녹색금융에서 빠져있
는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중국, 나이지리아, 케냐에 혁신적인 녹색성장을 동반한 파이낸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른나라의 규제기관 및 관할권에서 얻은 좋은 파이낸싱 예들이 공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으며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대표들은 현 탄소 집약적인 비즈니스 스타일에서 저탄소인, 자원효율적
인,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컨퍼런스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토의와 China Beijing Environmental Exchange에 599톤의 CO2를 
상쇄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탄소거래  증명서를 전달하며 막을 내렸다.  
 
GRT이후, UNEP FI의 공동의장인 Madeleine Ronquest는 최근 Financial Times 에서 지속가능한 미
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탄소 마켓이 필요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현재의 낮은가격 및 투자, 보조
금 등은 더욱 탄소 집약적인 길로 걷게한다고 역설하였다. 
 
GRT에 대한 더 자세한 뉴스는 본 링크를 참조하세요 
 
Achim Steiner의 개회사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Madeleine Ronquest의 Financial Times글을 읽기 위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가장 최근 GRT뉴스를 익기 위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2013-GRT-Press-Release.pdf
http://www.unep.org/newscentre/Default.aspx?DocumentID=2754&ArticleID=9699&l=en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UNEP FI의 ‘지속가능한 뱅킹’ 온라인 가이드 출시  

GRT에서의 출시 이후 ‘지속가능한 뱅킹’ 온라인 가이드는 
빠르게 은행들에서 국제적인 레퍼런스로 이용되고 있다. 본 
온라인 가이드는 은행원들이 지속가능한 뱅킹 케이스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ESG 이슈를 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지속가능성 이슈를 은행들의 청사진에 반영하는 것은 GRT 
세션 중 하나인. ‘혁명의 성장: 지속가능한 금융의 변화를 위
해’에서 언급되었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2011년 문서판 이
후에 온라인판은 지속가능성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
하고 많은 예시 케이스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UNEP FI 구성
원이 지속가능한 뱅킹의 각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온라인 가이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www.unepfi.org/bankingguide. 

 

기후변화 국제 협정을 위하여 – UNFCCC Warsaw  COP 에서  

세계 정부 관계자들은 Warsaw에서 모여 향후 2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는 기후 금융의 유통을 활발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하였다. 
UNEP FI의 주 역할은 기후금융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는 현재 자본을 저탄소와 기후 탄력적인 경
제에 효율적인 이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Warsaw에서는 여러 토론, 이벤트, 성명서 그리고 문헌들을 통해 UNEP FI 아래의 다국간 이슈 중 
다음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였다. i) 녹색 기후기금을 통한 민간 기후금융의 
유통 ii) 글로벌한 공급 및 투자망을 통한 삼림 벌채를 줄이는 것… 자세히 
 
  

리오 +20 부터 베이징 2013 까지: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Initiative
의 새로운 시작 
 
 

2013년 11월 중국 수도에서 열린 UNEP FI 이벤트는 UNEP FI의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이니시티브의 새로운 
시작을 언급하였다. PSI는 2012년 리우 +20, UN 지속가능발전 정
상회의에서 출범하였으며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주요 원칙으로
부터 유엔과 보험업계의 협력 이니셔티브가 탄생하였다고 언급하
였다.  
 
두번째 PSI Annual General Meeting 에서. 3개년 PSI전략이 승인
되었다. 본 전략은 이번 년도 PSI Board와 PSI Signatories의 협의
와 세계 곳곳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통해 개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링크를 참조 
 

※한국 파트너인 에코프론티어와 함께 본 온라인 가이드를 한국어로 접근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http://www.unepfi.org/bankingguide
http://www.unepfi.org/fileadmin/communications/Towards_a_global_agreement_on_climate_change.pdf
http://www.unepfi.org/fileadmin/communications/Towards_a_global_agreement_on_climate_change.pdf
http://www.unepfi.org/fileadmin/communications/PSI_in_Beijing_2013.pdf
http://www.unepfi.org/fileadmin/communications/PSI_in_Beijing_2013.pdf


2013 글로벌 보험업계 성명: 기후와 재난 에 탄력적인 커뮤니티와 경제를 구성하기 위해 

UNEP FI의 파트너인 ClimateWise와 the Munich Climate Insur
ance Initiative (MCII)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본 성명은 앞
으로의 주요 활동에 대한 보험업자들의 동의와 더욱 광범위한 
다국적 커뮤니티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11월 19일 Warsaw 
폴란드 에서 열린  UNFCCC COP의 Caring for Climate Busine
ss Forum 에서 첫 번째로 발표되었다. 
 
전문을 읽이 위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Financial Times  기고문: 저탄소 시대를 위해서는  금융부분을 분명히 해야한다 

최근 UNEP FI의 공동 의장인 Madeleine Ronquest의 Financial 
Times 서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탄
소 마켓이 필요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현재의 낮은가격 및 투자, 
보조금 등은 더욱 탄소 집약적인 길로 걷게한다고 역설하였다. 
 
문제는 민간 자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유통을 실제 필
요한 곳에 유통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adeleine은 2013년 UNEP 
FI 글로벌 테이블에서 언급되었듯이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지구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옳은 일
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된 인센티브와 규제들이 중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Madeleine Ronquest의 Financial Times글을 읽기 위해서는 다
음을 클릭하세요 
  

WWF 학습 시리즈: REDD+ 금융 웨비나 

12월, UNDP 와 UNEP FI가 공동으로 WWF 학습 시리즈 웨비나를 통해 REDD+ 금융에 대해 발표 
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REDD+ 자산의 전체적인 국가별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 하였으며  현재까지
의 REDD+ 금융을 통해 배운 주요 이슈에 대해 토의하였다. UNEP FI는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한 지
불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웨비나 기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2013_global_insurance_industry_statement.pdf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2013_global_insurance_industry_statement.pdf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http://www.unepfi.org/grt/2013/wp-content/uploads/2013/11/Letter-to-the-Financial-Times-We-must-demystify-finance-for-a-low-carbon-path.pdf
https://www.youtube.com/watch?v=jtUwYqtF0Ww
https://www.youtube.com/watch?v=jtUwYqtF0Ww


Title: NCD event with Clarmondial 
Date: 15 January, 2014 
Location: Bern, Switzerland 
 
 
Title: NCD- Natural Capital Accounting workshop with Global Nature Fund 
Date: 21 January, 2014 
Location: Bonn, Germany 
 

파트너 뉴스  
  

세계 선두적 금융 기관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금융에 대해 논의하다 

UNEP FI는 COP의 19개 활동 중 하나인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의 한 
편으로 최근 ‘보험업계와 기후변화 적응 (The Insurance Industry and 
Climate Change Adaption)’을 발간 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50
개 민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베이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
으며 어떻게 보험회사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커뮤니티가 보험 서비스에 접근하여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문헌을 보기위해서 다음을 클릭하세요. 
 
  

UNEP FI에 가입한 새로운 기업들  

HSBC 분석 
 
UNEP FI 구성원인, HSBC, Warsaw 부터 파리까지 국제 협상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분석을 보고하였다.  
 
분석 보고서를 읽기 위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www.bpcc.org.pl/en/publication/att/3152
http://www.bpcc.org.pl/en/publication/att/3152
http://www.bpcc.org.pl/en/publication/att/3152


한국 서명기관 

중국 

일본 

인도 

시상업은행 (city commercial banks)의 녹색 금융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칵테일 식 
‘방법  즉, 동료를 통한 동기부여 (peer motivation),  실제 상황에 맞춘 트레이닝,  적
용가능한 운영발침 및  산업 초점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려 한다. 현재 주요 기관,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China Banking Association과 함께 온라인 뱅킹 
가이드를 중국 상황에 맞게 번역하려하고 있으며 외부 펀딩 지원을 통해 본 칵테일식 
방법이 스스로도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성하여 한다.  또한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한 
금융 연구를 위한  대학 네트워크, 은행들의 CEO 컨퍼런스를 통한 은행 네트워크도 
구상중이다.  

2014년 계획으로  ‘주제 관련 미팅(Thematic Study)’를 기획 하고 있으며 미팅은 총 5
번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는 논의를 통해 정해지며, 다가오는 미팅은 지속가능한 보험 
(Sustanianble Insurance)에 대한 것이다.  이 미팅의 의장은 Principle of Sustainable 
Insurance에 속한 일본 그룹이 될 예정이며 각 미팅의 의장은 주제에 따라 선출될 계
획이다.     
 
2014년 첫 일본그룹 미팅은 2013년 Global Round Table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
게 요약하여 그룹에 발표하는 것이 주 목적이였으며 두번째 일본 그룹 미팅은 3월에 
있을 예정이다. 

2013년 인도에서 열린 ‘Sustainable Series’이후 은행부문과 투자부문 미팅이 계획 
중이다. 은행 부문 미팅을 위해 Sustainability Series의 다음 이벤트를 기획하며 더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및 여러 다른 기관들과 함께 투자 부문 가이드라인
개발할 계획이며 투자 부문 미팅 날짜에 대해 협의 중이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지역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
할 예정이다.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1&query=%BD%C5%C7%D1%C0%BA%C7%E0&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3&a_q=&n_q=&o_q=&img_id=cafe20409993|41|44153_1&face=0&color=0&cc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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