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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UN PRI(책임투자원칙)의 이머징마켓 프로젝트는 현재 7개국,  49개 가입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780억 달러의 가치에 달함

○ 이 프로젝트는 2007년 12월 20일 Monthly EM Call 개회식을 갖고 이를 통해
이머징마켓에 관한 최근 투자정보의 제공을 약속함

○ PRI 가입기관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조언과 업데이트된 소식 등을 제공받으며, 
이머징마켓 프로젝트의 진행과 기타 뉴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가능

PRI 프로젝트

업데이트

○ VicSuper, 호주 지속가능슈퍼펀드 수상 (Australian Sustainable Super Fund Award)

- UNEP FI 가입기관인 VicSuper가 호주 지속가능성 어워드 중 올해의 지속 가능슈퍼
펀드 부분을 수상.

- 이는 ESG요소들을 투자과정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투자관련 원칙준수와 지속가능성
에 관한 전반적 지지 및 기업운영과정상 환경과 사회적 책임의 공개 정도를 평가

- 참조: http://www.vicsuper.com.au/www/html/1724-vicsuper-announced-as-
sustainable-super-fund-of-the-year.asp?intSiteID=1

○ Barclay, 최초의 글로벌 탄소배출권 인덱스 공개

- Barclay Capital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거래 시 이루어진 탄소배출권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첫 인덱스 발표

- 참조: http://www.greenbiz.com/news/news_third.cfm?NewsID=36376

가입기관의 근황

○ 발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총회서 187개의 국가들은 중대하며
강화된 국제기후변화 조약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동의

○ 결정된 사안에는 2009년까지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어젠다를 포함

○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타임테이블은 없는 상태

○ 2009년에 완성될 협상내용에는 교토의정서 1차 의무 이행기간(2008-2012)이
끝나는 2013년까지는 새로운 정책이 발효될 것임을 명시

○ 참조: http://unfcc.int

발리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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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From Risk and Opportunity 2007: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란

제목의 Ceres 보고서의 최신호가 발간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사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지에 대해 언급

○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ceres.org/pub/docs/Risk-to-Opportunity-2007.pdf

Ceres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사 대응 관

련 새 보고서

○ 2007년 10월 1일부터 GRI Readers’ Choice Award and Survey는 전세계 모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용자들의 지속가능성 리포팅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2006년 이후 발간된 보고서들 중 GRI Readers’ Choice Awards 수상을 위한
보고서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 시상식과 더불어 세계 최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관으로 알려진 KPMG and 
Sustainability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들의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예정이며, 투표 및 수상결과는 2008년 5월 7-9일에 개최될 ‘The 
Amsterdam Global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and Transparency’ 에서 공개될
예정

○ 기타 정보와 등록은 http://awards.globalreporting.org

GRI 독자에 의한

시상식과 연구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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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이슈

월간 이슈

○ CDP Membership 

- Membership 전용 database접근

- 대외자료 CDP logo사용

- 웹사이트 및 리포트 CDP member명시

- 정기 CDP conference참석 등

CDP 참여기관의

혜택

○ 2007년도에 수행된 CDP에서는 전세계 315개 연기금 투자기관, 금융기관들이
서명하였으며, 이 기관들의 운용자산은 총 41조 달러에 해당함

○ 현재 4개의 한국금융기관(대구은행, 마이다스자산운용, 삼성투신, 신한은행)이
서명기관으로 참여

CDP 참여기관

CDP는 전세계 연기금 투자기관을 포함한 금융ㆍ투자기관들을 대신하여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로부터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탄소배출 (또는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관련 이슈에 대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대구은행, 마이다스자산운용, 삼성투신, 신한은행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CDP Korea Report의 론칭을 앞두고 있는 CDP의 진행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전세계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관련 투자리스크 또는 투자기회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투자리스크를
포트폴리오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진에게는 금융계와 주주들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 미래가치의 향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시키고자
함

CDP의 목표

○ CDP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전략과 온실가스배출관련 정보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 보유

○ 매년 CDP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 위험과 기회, 가능성 및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

○ 2003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CDP6)발표, 2008년 현재 대상기업의
수가 2,800여 개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기업들이
다수 포함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월간 이슈

월간 이슈

○ 설문지는 KOSPI 50대 기업에 배포

○ 리포트는 기업들의 응답내용과 기업의 사업전략,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의 재정적인 의미에 대한 평가를 독립된 애널리스크가 분석ㆍ작성하여, 전
세계 금융기관 등에 5,000여부 배포 될 예정

○ 리포트는 CDP멤버 및 서명기관을 비롯하여 정책입안자, 투자자, 산업계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0월 초 서울에서 론칭 이벤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

CDP Korea Report 

Launch

○ Asia ex-Japan, Global FT500인덱스에 포함된 기업 포함 – 총 9개국(홍콩을 포함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 국내 CDP대상기업(28개 기업):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롯데쇼핑, 신세계, 
KT&G, SK에너지, 에스오일, 하나금융, 국민은행, LG카드, 삼성화재, 신한금융, 
우리금융,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하이닉스, LG Philips, NHN, 삼성전자, 포스코, KT, SKT, 한국전력

○ 국내 CDP대상기업 중 응답기업: 현대차, 에스오일, 신한금융, 하이닉스, LG Philips, 
삼성전자, 포스코, KT, SKT, 한국전력

CDP를 통해 본

아시아 그리고 한국

○ ‘기후변화’와 관련 기업이 처하고 있는(또는 향후 직면할) 비즈니스상의 리스크

○ ‘기후변화’와 관련 기업이 도모할 수 있는 사업상의 기회

○ ‘기후변화’와 관련 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장단기 전략

○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연도별 배출감축계획

○ 전년 회계연도 탄소배출량: 해외사업장 포함, 기업의 제품ㆍ상품의 사용과
폐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기업의 외주용역 또는 상품공급사슬(Supply 
Chain)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기업의 유통 및 물류부문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등

CDP질문서의

주요내용

○ 1단계: 매년 2월 1일자로 금융ㆍ투자기관들이 공동 서명한 동일한 내용의 기후변화
및 탄소관련 질문서가 런던 CDP본부로부터 전세계 발송

○ 2단계: 각 기업의 환경부서, IR부서를 비롯한 관련부서들이 이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

○ 3단계: 매년 5월말까지 수행기관을 통해 런던본부에 제출

○ 4단계: 이 답변을 받아 공동연구분석을 수행한 뒤, 매년 10월 초 CDP연구보고서
글로벌 론칭을 시작으로 각 권역별, 국가별로 리포트 발표

CDP 진행과정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28
10

36%

166
44

26%

150
112
74%

500
383
77%

CDP5 대상기업 수
CDP5 응답기업 수
CDP5 응답율

한국**Asia*Japan 150Global FT500CD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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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 자산관리 작업반(AMWG)은 2007년 12월 17일 파리에서 HSBC주최로 두
번째 전략계획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을 되돌아보고 2008년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윤곽을 잡음

○ 2007년은 프라이빗 뱅킹, 연금펀드, 책임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2003년 작업반의 출범 이후 가장 생산적인 해로 꼽힘. UK Social Investment 
Forum과 Mercer Investment Consulting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들을 통합하여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ESG요소들의 중요성 원칙, 기관투자자들의 신탁의무에 대해 자산관리
작업반이 이전에 착수하여 산출한 최신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참조: http://www.unepfi.org/work_stream/investment/amwg/index.html

반성과 발전

○ UNEP FI와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적 사회로써의
기후변화”라는 타이틀의 세미나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집중

○ 논의된 주제로는 아시아의 탄소시장, 에너지 효율성 파이낸싱, 대출의 환경 사회적
리스크, 금융기관들의 환경 리포팅과 관리 등이 있음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의

기후변화 세미나

○ 영어프로그램

- 아프리카: 2008년 2월 4일 ~ 23일

- 중앙 및 동유럽: 2008년 3월 10일 ~ 29일

○ 스페인어 프로그램(남아메리카)

- 1분기: 2008년 2월 11일 ~ 29일

- 2분기: 2008년 5월 12일 ~ 30일

- 3분기: 2008년 8월 11일 ~ 29일

- 4분기: 2008년 11월 3일 ~ 21일

- 상기 프로그램의 스케줄은 한시적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될 예정

- 참조: http://www.unepfi.org/training/index.html

2008 환경 사회

리스크 분석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이러닝 프로그램

○ Standard Chartered의 Rob Tacon이 2년 임기의 차기 UNEP FI의장으로 선출UNEP FI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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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25일 호주 멜버른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서 발간된 이
보고서와 CEO브리핑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다룬 UNEP FI의 첫 번째
출판물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리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거나 앞의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금유이관들에게 입문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CEOBriefing biodiversity 02.pdf

새로운 UNEP FI       

보고서와 CEO브리핑

○ Vic Super 2007지속가능경영보고서: :      
http://www.sustainabilityreport.vicsuper.com.au

○ Insight Investment투표 권고사항과 지배구조 & 기업책임관련 분기별 보고서 요약: 
http://www.insightinvestment.com/responsibility/publications/publications_and_repo
rting.asp

UNEP FI 가입기관의

새로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UNEP FI 기후변화 작업반(CCWG)은 발리에서 열린 교토 협상에서 작업반의 가장
최신 출판물인 “Carbon Crunch: Meeting the cost”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비용,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 분석

○ 이 브리핑은 금융기관이 투자와 돈의 흐름에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부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

○ 장기투자전략과 저 탄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정책을
관리하는 정책입법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역설

UNEP FI 기후변화관련

CEO브리핑 발간

○ UNEP FI 보험작업반(IWG)은 2007년 12월 3일 파리에서 AXA가 주최하는 두 번째
전략계획회의를 갖고 지속가능한 보험에 대한 기업케이스와 2008년의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 2007년 5월 런던 Insurance Day Summit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7년은
보험작업반에게 이정표와 같았던 해로, “Insuring for Sustainability: Why and how 
the leaders are doing it.”이란 보고서는 보험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지속가능성관련 이슈를 밝히고 주요 보험기관의 모범사례에 대해 강조

○ 참조: http://www.unepfi.org/work_streams/insrance/index.html

2007년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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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국내금융기관 중 9번째로 2007년 12월 UNEP FI 가입신청 완료신한은행

○ 하나은행이 국내금융기관 중 8번째로 2007년 9월 UNEP FI 가입신청 완료하나은행

○ 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첫 시작

○ 노인전문 요양시설 ‘남양주 하나 실버카운티’ 준공식 개최

하나은행

○ 춘천시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현대해상

○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국내 은행권 중 유일하게 ‘윤리ㆍ 사회책임 경영상’
수상

○ 2007로하스경영대상에서 서비스 금융부문 우수기업상 수상

○ 아시아머니誌 ‘2007년 아시아 최우수경영기업’으로 선정

대구은행

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7. 07 ~ ’08. 02)

○ 제 2회 지속가능경영대상 기업인 부문에서 KB국민은행 김태곤 준법감시인
국무총리표창 수여

KB국민은행

○ 예술의 전당과 사회공헌 문화사업 협약체결 및 소외계층 어린이 600명 공영초대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고객근로자 자녀 장학금 전달

○ 지식문화콘텐츠산업, 방위산업 및 환경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전담조직인
‘신성장산업금융실’ 신설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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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Summit 2008행사 프로그램 수립 관련 UNEP FI사무국과 협의 진행 중

○ UNEP FI Korea Group 인턴 채용: 김연지,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07. 09~’08. 08)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 기후변화 및 탄소금융관련 이러닝 교육(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현재 접수 진행 중

○ 강의기간은 2008년 6월 2일 ~ 23일까지, 수강료는 UNEP FI서명기관에 대해
3인까지 무료이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600 USD지불

○ 접수 및 등록: http://www.unitar.org/unepfi/registration/form.asp

○ UNEP FI event  - ‘Korea Summit 2008’: 현재 행사 프로그램 조정단계

–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UNEP FI행사로 지속가능금융 동향과 UNEP FI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 2008년 6월 17-18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탄소금융 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

– 현재 행사 프로그램 기획단계로 발표자 및 후원금융기관 모집 중

UNEP FI 행사

참여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