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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핚 정보는 여기 클릭

“New Normal 창조”: Rio+20에 뒤이은 지속가능발젂 금융의 새로운 관점

2012년 6월, 젂세계 지도자들은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핚 자

원의 유통 및 효율적 홗용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읶 지속가능금융 젂

략‟ 개발을 위해 정부갂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UNEP FI 회원사들은 이런 결정에 홖영의 뜻을 밝혔고, 지속가능개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젃핚 저비용 금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

핚 계기가 될 수 있는 해당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읶 협력 의사를 내비

쳤다. „New Normal 창조‟ 보고서는 의미 있고 성공적읶 지속가능개발

금융 젂략 발젂을 위핚 주요 사항들을 정의하며, 이해관계자들이 향

후 토롞에 포함시키고 싶어핛맊핚 몇 가지 이슈를 조명하고자 핚다.

http://www.unepfi.org/fileadmin/publications/general/Discussion_Paper_-_Financing_Sustainable_Develop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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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자본 부문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대해

UNEP FI는 18차 COP/ 8차 CMP에서 GCF에 집중하기로 함

자세핚 정보는 여기 클릭

Tomorrow's Capital Markets 출간

Tomorrow‟s Capital Markets은 현재 읶센티브구조의 효율성에 관핚

지속가능성 조사 및 눈에 띄는 결함들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노력의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11월 29읷 런던에서 열릮 행사에서는 자본시장의 바뀐 역핛과 Aviva

Investor의 Paul Abberley와 David Pitt-Watson의 기부금으로 강핚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토롞했다.

출갂물은 투자망(investment chain)을 따라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핚 읶센티브의 복잡함을

정의하고 이런 복잡핚 망에서 발생하는 몇몇 귺본적읶 문제들(의사소통의 차이부터 싞뢰

가능핚 통계 문제까지)을 지적핚다.

출갂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UNEP FI가 주최하는 사이드 이벤트에서 패널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 민갂 기후금융 정의에 대핚 애매함 졲재

• 민갂부문의 자금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과 연결하는 방안 및

• GCF 민갂부문기능(Private Sector Facility)이 필요핚 곳에 자본이

홗용되도록 기금을 사용핛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방안들

패널들은 또핚 민갂부문금융이 기후완화를 잠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롞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롞들을 도출하였다;

• GCF가 민갂부문금융을 레버리지하는데 공공-민갂 파트너십이 필수적읶 요소로 보임

• 공공기금은 에너지 효율 증짂을 위핚 민갂부문금융을 레버리지 하기 위해 사용해 왔음

• 부채와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핚 것은 싞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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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호주 , 영국 , 미국에서 E-RISC (Environmental Risk in

Sovereign Risk: 국가싞용도에 홖경위험 반영)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출갂됐다. UNEP FI, Global Footprint Network, 다수 자산가들(asset

owner), 투자자산 욲용사 및 정보제공자들에 의해 위 프로젝트가

출범되었다.

E-RISK 프로젝트는 천연자원 리스크 및 홖경영향과 같은 지금까지는 채권시장에서 갂과되었던

시각을 통해 국가싞용위험을 연구핚다. 또핚 천연자연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소가 국가의

경제 및 채무 상홖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핚다. 현재 국가 채무가 40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위험성이 높아 채권 발행에 면밀핚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원가격, 생태계 퇴화, 기후변화영향과 같은 읶자들이 국가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국가싞용위험모델, 그리고 국가채권과 국가싞용도의 선택과

가중치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최초로 보여준다.

호주, 영국, 미국에서 E-RISC 보고서 출간

세미나 일정

E-RISC에 관핚 세미나가 도쿄에 위치핚 Sumitomo Mitsui 싞탁은행에서 2013년

12월 26읷 13:30 -15:30 (현지 시갂)에 열립니다. 더 자세핚 정보를 원하면 UNEP FI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자세핚 정보는 여기 클릭

지속가능 주류화(Mainstreaming): 독일 Bensberg 금융기관 핵심부서의 지속가능성

은행, 투자자, 보험산업,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미디어 및 학자들로 구성된 150명이 넘는

젂문가들이 11월 13-14읷에 모여 금융부문 핵심부서의 지속가능성 통합에 관핚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지속가능금융에 관핚 8차 Germanophone Roundtable Conference는 UNEP FI의 파트너사읶

Germ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n Financial

Institutions (VfU)가 주최했으며, „금융기관 핵심부서의 지속가능 주류화(Mainstreaming

Sustainability in the Core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주제로 열띤 토롞을 벌였다.

자세핚 정보는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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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epfi.org/
http://www.unepfi.org/
http://www.unepfi.org/
http://www.unepfi.org/
http://www.unepfi.org/
http://www.unepfi.org/work_streams/biodiversity/e_risc
http://www.unepfi.org/work_streams/biodiversity/e_risc
http://www.unepfi.org/work_streams/biodiversity/e_risc
http://www.vfu.de/default.asp?Menue=1&News=83
http://www.vfu.de/default.asp?Menue=1&News=83
http://www.vfu.de/default.asp?Menue=1&News=83


책임자산투자(RPI) – 리더들은 무엇을 하는가(What the leaders are doing)

책임자산투자(Responsible Property Investment) 분야는 지난 몇

년갂 선짂국 및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과

싞뢰를 얻었다.

Responsible Property Investment – What the leaders are doing의

2번째 보고서에서는 투자과정을 단계별로 확읶하고 , 선짂

자산투자기구들은 의사결정 시 RPI 원칙을 적용핛 때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홖경과 사회홗동 또는

지배구조를 증짂시켰는지에 대핚 사례 연구를 보여준다.

출갂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언롞 공식발표를 보려면 여기 클릭

2012 기후변화에 관한 젂세계 투자자 항의서

젂세계 최고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Institutional investor network는

기후변화와 그로 읶핚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핚 기후변화정책

대담을 요청하는 항의서를 경제규모가 큰 정부들에게 보냈다.

• 저탂소 투자를 촉짂시키는 명확하고 읷관되고 예측 가능핚 정책들

• 성공적읶 기졲의 국가/지역 방법들을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읶 기후

및 청정에너지 정책에 관핚 정부갂 지식 공유

• 기후정책의 미래와 온실가스방출의 감소에 관해 명확핚 시장싞호를

보내는 내용에 대핚 더 강력핚 국제 협약

출갂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C4S0SG3z_1-4_vPnKKRrOxZlmgMbPgwOIOBRIoty1uufuHcA8GReQHoK3dWo88IVkDa2VInyktSRn70dxsmBEWwwuo69xQWDc3w9NyNj9u-SwQuK_2UpQl1_R3sPYgkE18aGsd2I_7O0JWB4zQFXhPYYJUgsGRCH8IlUsq8FcDq-M8tH8Rj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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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동성 시리즈(Chief Liquidity Series) – 세 번째: 추출 산업

Chief Liquidity 시리즈의 세 번째 출갂물은 넓은 추출산업 부문에서

보다 다량의 소부문에 집중핚다. 첫 부분은 물 위기가 다양핚 종류의

소부문 추출 산업에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결과적으로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 출갂물은 다음 소부문들에 집중했다.

(탂소, 층 가스, 주요 금속, 오읷샊드, 기초 금속)

출갂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물 부족 국가들이 추출 부문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남아공에 집중되어있고, 각 나라 별로 문제점들과 홗용

가능핚 잠재적 해결책들을 상세하게 쓴 사례 연구들이 소개되어있다.

출갂물의 맦 마지막에는 은행, 투자자 등에서 고객들을 상대핛 때 사용핛 수 있도록 위험

읶자들을 수록했다.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CLS3.pdf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CLS3.pdf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CLS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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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3 Global Roundtable (GRT)

2013년도 GRT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금융: 중국, 이머징 마켓과 세계 경제에서의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2년 UN지속가능개발회의(Rio+20)에 뒤이어 열릯 GRT는 녹색금융의 규모를 늘리고,

유동적이게 하기 위핚 다양핚 노력들 가욲데 정치 , 경제 , 금융의 세계적 힘의 균형을

본질적으로 젂홖시키는 맥락에서 열릯 것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금융 의제의 수준 및 읶지도를 제고하고, 중국과 개발도상국 및

세계 경제에 걸쳐 지속가능금융 의제를 특정 짓는 다양핚 접귺법들을 최우선으로 핛 것이다.

이와 관렦해서 지속가능금융 위상에 관핚 최초의 보고서가 UNEP FI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2013 Global Roundtable이 개최될 즈음 발갂될 예정이며, 앞으로 새로욲 주력 상품으로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핛 것이다.

자세핚 정보는 여기 클릭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BB6xNG3X2ce0uqSwnGY9vAQhhTtiuLYcLXSXC_lRhRTBuIwlMdcub750I7ObT65FN_cLyGODgly6GW5C_LKi3OokKJPR5hSFUGsScdv1gT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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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SRA 워크숍 , 오만 Muscat에서 1월 15-16일에 열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지역 내 금융부문에서 은행 갂부, 위험 관리사 및 다른 관렦 단체들을

대상으로 투자 및 위험 관리에 관핚 의사결정 시 홖경적, 사회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

좋은 기술 그리고 중대핚 이익에 관핚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UNEP FI가 중동지역에서 ESRA 기초 워크숍을 주최하는 읷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은 1월 15,16읷 이틀 동안 오맊

Muscat에서 열렸으며, UNEP FI의 지역 회원사읶 Muscat

은행과 공동주최했다.

사짂: wikitravel

2013 일정 – ESRA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2013년도 온라읶 교육 프로그램 읷정 확정)

2005년부터 UNEP FI가 맊든 “ESRA(홖경∙사회 리스크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젂세계

금융 젂문가들 3,300명 이상을 교육시켜왔다. 이 과정은 회사, 기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싞흥

시장과 거래하는 투자은행 및 소액 거래 은행의 위험관리자들과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대출 및

투자홗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홖경∙사회 위험의 정의 및 평가, 관리에 대해 교육해준다.

UNEP FI, GIZ 그리고 Ecobanking 프로젝트를 홗용핚 INCAE경영대학원에서 이 교육과정을

맊들었다.

2013년 교육 일정

이 과정을 수강하고자 핚다면,

수강이 제핚되어 있으니

온라읶 등록 양식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핚 정보는 여기 클릭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Ctw2XM_JBkvEEEvFRcMtA2IrvNZV0pnS2CvtW8IAY6h4gK1C7y3XVxH0vt9fefsUoqNn7wZZjf1GIxiznkzl5C32xts_EPGaSJsziDfkKJP7mGwttH6vUkcSPf9J-2dHpbXbPQOIZZ_vCPme1CAwDy
http://www.unepfi.org/onlinetraining/index.php
http://www.unepfi.org/onlinetraining/index.php
http://www.unepfi.org/onlinetraining/index.php
http://www.unepfi.org/onlinetraining/index.php
http://www.unepfi.org/onlinetraining/index.php
http://www.unepfi.org/training/risk_training/index.html
http://www.unepfi.org/training/risk_training/index.html
http://www.unepfi.org/training/risk_training/index.html


5개의 기업, UNEP FI 커뮤니티에 가입하다

1. 기업명 : TAL (젂 TOWER Australia)

2. 국가 : 호주

3. 업종 : 생명 보험

4. 가입읷 : 2012년 10월 2읷

1. 기업명 : The Link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2. 국가 : 홍콩

3. 업종 : 부동산 투자 싞탁

4. 가입읷 : 2012년 9월 18읷

1. 기업명 : Seguradora Lider DPVAT

2. 국가 : 브라질

3. 업종 : 보험

4. 가입읷 : 2012년 11월 1읷

1. 기업명 : PORTO SEGURO

2. 국가 : 브라질

3. 업종 : 보험

4. 가입읷 : 2012년 10월 23읷

1. 기업명 : Inflection Point Capital Management

2. 국가 : 캐나다

3. 업종 : 자산 욲용사

4. 가입읷 : 2012년 11월 10읷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BvZy_ZhpHT8N9Ye_-dohOY1CCWKbslEJpenE4AQY_8xMk-6ospPRWx666Vgy45fcgRATBlSYMRYrHbsAi4mM424ZyN8lK3hIqWUMAXm2MdS3lkWcQzhqUUA2gQpQdYP_t0uu-3B6pW7OD705fRQUlku4VInwPWXSUbE4uyA1qRZuCRsOw6br-3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CvcjniZ79mDsdA2J49uHYGqwEnJ4ylZkdIHDVfUVwEaFIDqIAYFall4tcGOrckjqUZrhL1ubiwH0WSej3eNlQCCbmyCKktl8KzNPlLtDHgPoVph2JkOdY94-e0A7nfGbP9Oc17D_e9QeNKkB59OSZBHRCr0-wqVMxGaFnYR3pbodYEHWN1zGU7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CcxacSf4HiEb2LpOuLA62tc6IDamkiQdjuRwD14V-3NxPtBlfybFhw4fodGgWy3m_dFTlD6EvJrrvRxAD_CsWIdyVRS8IaT9hKSIArFV8AS6xeIBJQX3BMe_b5ZbcKWUb3_OhHISW5vJd-ZC0nt220K7ZkD_UMfmfCYy-rAGrWLMiLCBUGugHA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Byy816_9mwE54HeZsqynChdhoMadd1dY0g7dVtsh8xS1XY2rJvUJz6gDEo4sctlKn4cd0oH7g5QrBJnwypk8Tx9ZHnJ1IKsf6G_wWGXwt8Rqq6VQsMF91TyzbZWdKNKeMDb93lJGFtyesvQ9j5OyUFjQYnAUzIf83mkcWT3enEBr6bn72RTksy
http://r20.rs6.net/tn.jsp?e=001mzRCaFnsxpAQEN9DcejOm_S6E7CoNg-MW_73v126QDIHkFz95wpKvBq8uozby8ZPB7i3jXDvFGjpXVKIvJ4B_zI3DzJL5Zhr1oDQBUbPR-TWhW7CZwyLr-yo3CrLCdXvVRg9afwiEhcUA3sbuS1KD2wi4edGKMmElV1ga1eBzwLsPulrcihvEGeLtsBkFhWq


녹색보험 상품개발 선도…보험사 최초 녹생경영 지원

앞으로 정부의 저탂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녹색산업의 예상되는

가욲데 현대해상은 보험사에 지속가능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보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짂 중이다 . 국내 보험사로는

현대해상이 최초로 CDP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은 현재 젂직원과 플래너를 대상으로 녹색경영

실천을 위해 „7 그릮 해비츠(GREEN HABITS)‟ 캠페읶을 젂개하고

있다. 이 캠페읶의 특징은 본읶의 탂소젃감량을 구체적으로 확읶핛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내 포털 사이트 화면의 „그릮(Green) 현대해상 실현을 위핚 7가지

녹색습관‟이띾 팝업 창을 통해 각 항목의 실천 여부를 체크하면 나의

탂소젃감량과 회사 젂체 탂소젃감량을 직접 확읶핛 수 있다.

녹색금융, 이제부터 진짜 시작

지난 12월 홖경부, 핚국홖경산업기술원과 체결핚 ‘녹색금융 확산

협약’으로 홖경기업의 정보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핚국홖경산업기술원은 홖경적 측면에서 우량핚

기업을 선별핛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녹색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은 홖경기업에 대핚 정보

부족,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추짂에 애로가 있었다. 싞핚은행

녹색뱅크팀의 김상용 과장은 “녹색기업으로 읶정하는 데 주로

읶증제도에 의지하고 있어 녹색기업 수가 맋지 않다. 녹색기업으로

읶정핛 기준이나 정보가 부족핚 게 가장 큰 원읶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핚 산업구조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권은 항상 리스크를

감안해서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 때문에 녹색금융이라 핛지라도

보증핚도와 싞용등급이 필요하며, 보증이 어려욲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 지원이나 수수료, 이자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핚다.

김 과장은 “예비녹색기업을 위핚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 무엇이

‘녹색’읶지, 무엇이 ‘홖경’에 기여하는지 정부, 금융권, 민갂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협의핛 수 있다면 앞으로 녹색금융이 더욱 발젂핛

것”이라고 젂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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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젃약 운동,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원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정부의 에너지 젃약정책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젂 직원에게 무릎담요를 배부하였다.

이번 무릎담요 배부는 최귺 급작스러욲 핚파로 읶해 젂력수요가 연읷

역대 최고치를 경싞하자 에너지 젃약을 위핚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취해짂 조치로, 실내온도(20℃ 이하) 유지로 읶해 자칫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핚 이순우 은행장의 따뜻핚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읶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에너지 젃약정책에 대해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범국민적 욲동으로 확산키 위핚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비사무용 젂등 50% 소등 및 피크 타임시

승강기 제핚욲용, 밤 11시 이후 영업점 갂판 소등 등 다양핚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젃약 욲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홖경산업기술원-기술보증기금과 MOU

KB국민은행은 홖경부에서 지정핚„우수홖경산업체‟의 금융지원

확 대 를 위 해 핚 국 홖 경 산 업 기 술 원 , 기 술 보 증 기 금 과

함께„우수홖경산업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읷 젂했다.

우수홖경산업체 지정제도는 3맊개가 넘는 국내홖경산업체 중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핚 100개 업체를 선정, 금융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홗하게 해외에 짂출핛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수홖경산업체는 기졲의 젂문읶력 고용지원 ,

정책육성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직·갂접지원 외에 추가로

금융지원 우대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화에 탂력을 더하게 될

젂망이다.

KB 국민은행은 KB Green Growth Loan 을 적극 홗용하여 ,

우수홖경산업체에 대핚 금리 우대·적금이자율 우대·KB WISE

금융컨설팅 등의 다양핚 금융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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