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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UNEP FI Global

Highlight:

UNEP FI Global

Round Table ‘2009

UNEP FI Global Round Table: Financing Changing Finance

장소: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일시: 2009년 10월 22 – 23일

- 최근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 각국의 지도가 한자리에 모였던

런던 G20 행사에 이어, UNEP FI가 금융 및 투자라는 같은 주제로 2009년 10월 22 -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Round Table을 주최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capetown 또는 roundtable@unepfi.org에 문의

Register Now:

UNEP FI 교육 안내

Showing You the Money: Webinar on New Desktop Tool for Financial Analysts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 Observatory (ESRO)

온라인 사례 연구 데이터 베이스

- ESRO는 실제 사례 연구를 모아놓은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로, Ecobanking Project와

협동하여 서명기관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지속가능금융 사례를 소개함

- 이번 웹 세미나에는 UNEP FI 총 의장기관인 Standard Chartered의 Rob Tacon,

UNEP FI 라틴아메리카 TF 의장기관인 Banco Real/Grupo Santander의 Chris Wells,

물&금융 작업반의 부의장기관인 ANZ의 Dion Smith 등의 인사 강연 예정

- 자사의 ‘지속가능금융’ 또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련 사연을 아래 웹사이트에- 자사의 지속가능금융 또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련 사연을 아래 웹사이트에

보내면 ESRO에 참여할 수 있음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tools/observatory/index.html

기후변화 E-learning 코스: 금융분야의 리스크와 기회

- 기후변화의 원리와 경제 및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GHG 시장, 탄소금융, 대재해

채권, 기후파생상품, 리스크의 최소화와 기회의 극대화 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

- 추가 정보: http://www2.unitar.org/unepfi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사회적 위험분석 (ESRA) E-learning 코스

- 5 – 7월 강좌 안내월 강좌 안내

5월 25일 – 6월 12일 (스페인어)

7월 6일 – 7월 24일 (영어)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training/risk_train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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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UNEP FI Work Streams

투자 Matthew Kiernan의 “Investing in a Sustainable World: Why Green is the New

Colour of Money on Wall Street?” 서명기관 및 파트너기관에 특가 판매 행사

- 기업의 친환경성과 투자성과의 긍정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객관적인 자료를

담고 있는 Innovest의 최고경영자, 키어넌 박사의 저서, “Investing in a Sustainable 

World”를 UNEP FI 서명기관 및 파트너기관에 £10.00의 특가에 판매 중 (원가: £15.99)

- 추가 정보: http://www.sustainableinvesting.ning.com

보험 세계 최초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보험의 관계 관련 국제적 설문 조사

- 보험계약 심사 및 보험상품 개발 시 ESG 요소의 반영 가능화를 위한 설문 조사 진행

중: 2009년 6월 1일까지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http://www.unepfi.org/events/2009/survey/index.html

자산 책임투자(RPI) 툴킷 첫번째, “책임투자: 수용과 참여”

- UNEP FI 자산 작업반이 책임투자센터(RPIC)와 협력하여 책임투자 툴킷을 발행

- 투자전략에 책임투자 수용, 거버넌스 및 관리 구조 개선, 이해관계자의 개발 활동

참여 장려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다룸

- 툴킷 관련 추가 정보:툴킷 관련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responsible_property_toolkit1.pdf

생물 다양성 &

생태계 관련 서비스

세미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금융지원

장소: 브라질 상파울로

일시: 2009년 4월 22일

- Green Power Conferences의 기획 하에 Carbon Markets Americas Conference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진행

- 본 세미나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금융시장 개발이라 주제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단체와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

- 세미나 관련 추가 정보:

http://www.greenpowerconferences.com/carbonmarkets/biodiversity_americas_2009.htmlp g p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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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UNEP FI Work Streams

기후변화 “Stop throwing money out of the window!” 에너지 효율 금융 보고서

- UNEP FI 기후작업반이 에너지 효율 금융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담은 에너지 효율 금융 보고서 “Stop throwing money out of the

window” 제작

- 보고서는 http://www.unepfi.org/energyefficiency 에서 내려받기 가능

UNFCCC 6월 회담 UNEP FI 사이드이벤트

- 오는 6월 독일 본에서 있을 UNFCCC 회담에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상자와 금융인을

한자리에 모으는 UNEP FI 사이드이벤트 개최 예정

-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

• 탄소시장과 교토의정서의 유연성체제를 국가, 프로젝트 규모 및 종류에탄 시장과 토의정서의 유연성체제를 국가, 로젝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적용 범위 확대 방안

• 지적재산권을 고려한 기술이전 장려 방안

• 혁신적 리스크 이전 제도를 통한 개발 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방안

- 각 주제에 대한 UNEP FI의 입장과 제안을 담은 UNEP FI “Green Paper” 배부 예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총 7개 UNEP FI 서명기관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 Sompo Japan, Seventh Annual Report on CSR Communication 2008

http://ethicalperformance.com/reports/links/Sompo-Japan-Report

- Standard Chartered 2008 Sustainability Review

http://www.standardchartered.com/sustainability/home/en/index.html

- RBC 2008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and Public Accountability Statement 

http://www.rbc.com/responsibility/reports/index.html

- RBC 2008 Corporate Responsibility Review 

http://www.rbc.com/responsibility/pdf/RBC-CRR-Review-2008-e.pdf

- Citigroup 2008 Citizenship Report

http://www.citigroup.com/citi/citizen/data/cr08.pdf

BBVA 2008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BBVA 2008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http://www.bbva.com/TLBB/fbin/IARC08ingles_tcm61-190458.pdf

- Barclays 2008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http://group.barclays.com/Sustainability/Reporting/Sustainability-Repor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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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UNEP FI Regional Activities

아시아-태평양 솜포 재팬, 정부기관 위한 녹색구매시스템 소개

- 일본 주요 보험회사이자 UNEP FI 서명기관인 솜포 재팬은 Japan-Superior Agent,

AIR Japan와 협력하여 보험회사를 위한 온라인 중앙구매시스템 수립

- 솜포 재팬이 수립한 중앙구매시스템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 사무용품을

구매하여 약 5500개의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저탄소경영을 장려

- 추가 정보: http://www.sompo-japan.co.jp/english/index.html

라틴 아메리카 UNEP FI Latin American Task Force (LATF) 교육 워크샵 & CEO 조찬

장소: 파나마

일시: 2009년 5월 20 – 21일

- UNEP FI LATF는 Panamian Banking Association, Banco General, CAF와 공동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 분석가 및 경영자를 교육하는 워크샵과 지속가능 금융사례를

소개하는 CEO 조찬 개최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latin_america/training

북아메리카 UNEP FI North American Task Force (NATF) 제안 요청

- UNEP FI NATF가 올해 계획한 친환경 개발 및 상가 개장에 자금 지원 등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관련 제안 및 자문을 5월 31일까지 받고 있음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mployment/index.html

유럽 UNEP FI 서유럽 포럼 - 지속가능금융 모임

장소: 포르투갈 리스본

일시: 2009년 3월 27일

- 프로투갈 지속가능금융의 진흥을 위해 UNEP FI 서명기관 BOA Merrill Lynch, Inter-

american Insurances, 그리스 환경학자의 모임 등 기관이 ESG 이슈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

온라인 IR 설문조사 결과 발표

3월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Partners for Financial Stability (PFS)가 중앙 동유럽- 3월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Partners for Financial Stability (PFS)가 중앙·동유럽

11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IR 설문조사의 결과 발표: 2008년에 비해 거버-

넌스 정보 공개 수 감소

- 추가 정보: http://www.pfsprogram.org/capitalmarkets_researc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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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UNEP FI Signatories

새 서명기관 Caixa Gerla de Depositos (CGD) (http://www.cgd.pt/english/Pages/English.aspx)

Banco Esposito Santo (BES) (http://www.bes.pt)

Banco Rabobank International Brasil SA (http://www.rabobank.com.br) 

Access Bank Plc, Nigeria (http://www.accessbankplc.com/insideaccess.aspx)

서명기관 활동 FT Sustainable Bank Awards 2009 후보로 UNEP FI 서명기관 중 9개 기관 지명서명기관 활동 FT Sustainable Bank Awards 2009 후보로 UNEP FI 서명기관 중 9개 기관 지명

- 4월 16일 런던에서 발표한 FT Sustainable Bank Awards 2009의 5개 수상 기관 후보

명단에 UNEP FI 서명기관 9개 기관이 오름

- 6월 4일 최종 심사를 거쳐 FT Sustainable Bank Awards를 수상할 5개 기관이 확정될

예정

- 추가 정보: http://www.ftconferences.com/sustainablebanking

Triodos Bank 외 10개 기타 은행,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출범

- 3월 2 – 4일 네덜란드, UNEP 상임 이사 Achim Steiner와 네덜란드 Maxima 비가

자리한 가운데, Triodos Bank 및 10개 기타 은행의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출범

- 주요 목적: 지속가능성 개념에 적합한 업무 방식 및 조직 구성,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주요 목적: 지속가능성 개념에 적합한 업무 방식 및 조직 구성,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

및 경제적 협력 방안 개발

- 추가 정보:

http://www.triodos.com/com/whats_new/latest_news/press_releases/global_alliance_lau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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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UNEP FI Korea Group

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9.03~05)

KB 국민은행 지난 3월 사업자 우대적금 출시: 친환경상품 제조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연 0.3%의 우대이자 제공

KB 국민은행 사회공헌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 지역사회 공헌 관련 소식 및

네트워크 제공네트워크 제공

우리은행 지난 3월 `우리 LED론` 출시: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종추천을 받은 LED기업에는

생산시설자금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10%까지 확대, 최대 80∼85%까지 적용 /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기술평가와 업종추천을 완료한 LED기업 중 R&D기업과

제조업, 무역업, 신용보증서 발급기업에 기존 전결여신한도 외 추가로 최대 3억원

무담보 특별운전자금을 지원,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 적용

하나은행 ‘발로 뛰는 그린뱅크’를 표방, 녹색금융관련 아이콘 브랜드로 ‘녹색 발바닥’ 선정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0.5% 포인트 금리감면 혜택 제공 및

에너지 절약 고객을 대상으로 -3C 대출상품 판매

5월 중 녹색금융관련 적금 상품 출시 계획: 이와 관련한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친환경 점포 운영,하천사랑 발바닥 릴레이 등 행사 계획, 내부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걷고 기부하기’ 행사 진행

‘하나 S-라인 적금(Green)’ 출시: 체중 감량에 따른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던 ‘하나 S-

라인 적금’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자전거 이용 신규 고객에게 자전거보험을

무상으로 제공

대구은행 5월 11일부터 친환경기업 및 녹색성장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및

외국환업무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DGB Green Loan 실시외국환업무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DGB Green Loan』 실시

5월 7일(목)부터 녹색성장펀드 ‘미래에셋 녹색성장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마이다스 그린 SRI 증권투자신탁(주식)’ 판매: ‘미래에셋 녹색성장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마이다스 그린 SRI 증권투자신탁(주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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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Korea Group 공지사항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 2009년 하계 인턴 선발:

- 황혜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09년 5월 – 8월)

- 정호현, Boston College 회계학과 (’09년 6월 – 8월)

• 금융투자교육원 녹색금융전문가 교육과정

- 장소: 금융투자교육원

- 일시: 2009년 6월 22일 – 7월 17일 (월, 수, 금 17:00 – 21:30)

- 녹색금융 전략, 활동, 상품개발 등의 기획 책임자 및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정

- 녹색금융 정의, 글로벌이니셔티브, 사회책임투자, 청정에너지투자, 

개발금융, 탄소금융, 그린빌딩투자, 사회책임경영, 녹색금융 커뮤니케이션

등 녹색금융 전 분야의 핵심적 아이디어 전달등 녹색금융 전 분야의 핵심적 아이디어 전달

- 국내외 최고 전문가 초청

- 추가 정보:

www.ksti.or.kr > “1. 교육센터-교육과정안내” > “녹색금융” 검색 > 녹색금융전문가

• UNEP FI 사무국 Steering Committee 리스트럭처링

- 이니셔티브의 효율적, 효과적인 운영과 사업분야 내 기관 간 협력을

고려하여 St i C itt 구조 개편고려하여 Steering Committee 구조 개편

- 가입 후 즉시 Regional TF와 해당 분야 Commission에 자동적으로 배정: 

다음 표와 같이 분야별 Commission이 생성됨에 따라 지역 내 협동 외에

사업 분야 내 협동 장려

- Regional TF 당 2.5명 → Regional TF/Commission 당 3 – 3.5명

Regional Task Force 회원기관
Af i A (은행) B (보험) C (자산운용)Africa A (은행), B (보험), C (자산운용)
Asia Pacific D (은행), E (보험), F (자산운용)
Central/Eastern Europe G (은행), H (보험), I (자산운용)
Latin America J (은행), K (보험), L (자산운용)
North America M (은행), N (보험), O (자산운용)
Western Europe P (은행), Q (보험), R (자산운용)

Regional Task Force
Banking

Commission
Insurance

Commission
Investment
Commission

Af i A (은행) B (보험) C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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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A (은행) B (보험) C (자산운용)
Asia Pacific D (은행) E (보험) F (자산운용)
Central/Eastern Europe G (은행) H (보험) I (자산운용)
Latin America J (은행) K (보험) L (자산운용)
North America M (은행) N (보험) O (자산운용)
Western Europe P (은행) Q (보험) R (자산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