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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Upcoming:
UNEP FI Global 
Roundtable ‘2009

• 2007년, 멜버른에서의 성공적인 행사에 이어 2009년 10월 22일부터 23일 까지 케
이프 타운에서 지속가능금융에 초점을 둔 Global Roundtable 개최

• 행사의 제목(‘Financing Change, Changing Finance’)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 경제
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고, 금융계가 기후변화 문제에 줄 수 있는 영
향에 대해서 논의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vents/2009/roundtable/index.html

Recent:
UNEP FI at Davos 출범

• 2009년 1월 28일 UNEP FI의 서명기관인 Innovest는 캐나다의 방송사 Corporate
Knights와 세계 100대 지속가능기업을 표창하기 위한 제5회 Davos 만찬 공동개최

• George Soros, Nicholas Stern, Joseph Stiglitz와 같은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이 자리
에 참석, 연설 전달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vents/2009/davos/index.html

UNEP FI 서명기관 활동
Global Human Rights 
Statement

• 200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의 CEO 250명
이 모임; 그 중 UNEP FI 서명기관인 BBVA 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Standard Chartered의 CEO도 참석해 Global Human Rights Statement 발표에 참여

• Global Human Rights Statement의 전문: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9.1_news_archives/2008_12_10
/FT AD13 pdf/FT_AD13.pdf

UNEP FI 수질 & 금융
작업반에 새 서명기관

• UNEP FI 수질&금융 작업반(Water & Finance Work-Stream; WFWS)에 서명기관이
추가 가입하여 현재 총 5개의 기관이 협력

• Rabobank Brazil과 Rabobank Netherlands는 WFWS Team 1을 도와 금융기관에 농
업 분야 투자 기준으로서의 수질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맡음

• 미국의 Calvert Investment Management와 OECD의 금융 및 기업업무부는 WFWS미국의 Calvert Investment Management와 OECD의 금융 및 기업업무부는 WFWS
Team 2를 도와 물에 투자하도록 금융기관과 자본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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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을
전 세계로

[아시아]

◦ 기후 변화와 금융&보험의 역할 (2008년 11월 18일, 일본 도쿄)

- 이 세미나는 아사히 신문, 도쿄 해상보험, 닛치도 화재보험, 도쿄 해양 연구

소가 주최하고 UNEP FI가 지원

- UNEP FI의 Paul Clements-Hunt와 개최기관인 동경대학교, 일본 탄소금융,

E-Square 대표자 연설 전달

◦ 지속가능 사회를 향해: 기업과 투자자의 역할 (2008년 11월 19일, 일본 도쿄)

- 본 심포지엄은 UNEP FI, UN Global Compact Japan Network, Sustainable

Investment Forum (SIF) Japan이 공동 주최

- 150명의 기업인, NGO 단체와 학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Paul Clements-명의 기업인, 단체와 학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Hunt는 “경제 녹화”의 중요성 강조

- 참고 자료: http://www.ungcjn.org/inf_01.html (일본어)

◦ 2008 SRI 세미나: CSR 공개와 기업 평가에 효과 (2008년 11월 20일, 일본 도쿄)

- UNEP FI의 지원 하에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 Corporation가 3년

째 주최해온 SRI 세미나째 주최해온 SRI 세미나

- Paul Clements-Hunt는 자산관리 그룹과 재산운용 그룹의 책임투자에

대해 보고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asia_pacific/japan/index.html

[유럽]

◦ UNEP FI 아웃리치 행사 (2009년 1월 22일, 터키 이스탄불)

- UNEP FI의 중앙 및 동 유럽 Task Force가 터키의 지속가능금융을 알아보기

위한 회의; TSKB, Isbank, Vakibank의 경영진이 연설을 전달

- 이 행사는 중앙·동부 유럽 지역 환경 센터의 터키 지부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지원함Development Programme이 지원함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vents/2009/istanbu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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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 UNEP FI Latin American Task Force (LATF) Training Workshop & CEO Breakfast

(2008년 11월, 바베이도스 브릿지타운)

- LATF는 바베이도스 브릿지타운에서 캐리비안 지역의 금융섹터를 진단하는

워크샵 개최; 본 행사는 바베이도스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운영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vents/2008/barbados/index.html

◦ UNEP FI LATF 아웃리치 행사

(2008년 11월,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트오브스페인)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vents/2008/trinidad/index.html

[북아메리카][북아메리카]

◦ UNEP FI 북아메리카 Task Force (NATF) 보고서 (2009년 1월, 스위스 다보스)

- 기업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의문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NATF의 보고서, 

“If You Ask Us… Understanding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ests”의 발간식; 본 행사는 UNEP FI 회원인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가 주최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if_you_ask_us.pdf

투자 ◦ PWG 대면 회의 (2008년 11월, 일본 도쿄)

- UNEP FI Property Working Group(PWG)과 스미토모 트러스트 앤 뱅킹이

주최하는 연간 대면 회의 참석

- 대면 회의를 통해 2009년 계획을 세우고, 임차 계약에 대한 보고서 제작, 학대면 회의를 통해 2009년 계획을 세우고, 임차 계약에 대한 보고서 제작, 학

술적 지원 네트워크의 계발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

- 현장 답사를 통해 친환경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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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삼림의 경쟁력 계발: UNEP FI Side-event at UNFCCC COP 14

(2008년 12월 9일, 폴란드 포즈난)

- UNEP FI의 기후변화 작업반(Climate Change Working Group; CCWG)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COP 14에서 “삼림의 경쟁력 계발 – 삼림의

영속성을 위한 실용적 솔루션” 이라는 제목의 부대행사 개최

추가 정보 htt // fi / t /2008/ /i d ht l-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events/2008/poznan/index.html

- Norton Rose에서 작성한 포즈난에서의 결의 사항 요약본과 분석

http://www.nortonrose.com/knowledge/publications/2009/pub19337.aspx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사회적 위험 분석
(ESRA) E-Learning
프로그램

◦ ESRA E-Learning 강좌 안내

- 2009년 2월 9일 – 27일 (영어)

- 2009년 2월 23일 – 3월 13일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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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F Ecoefficiency
Online Training 
프로그램

◦ LATF Ecoefficiency Online Training 강좌 안내

-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성공적인 시범 운용; 강의 품질 보증

- Ecobanking Project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제작한 기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대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

- FI의 중간 및 고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

- 2009년 3월 23일 – 4월 24일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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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ing You the ◦ Showing You the Money: ESRO
Money: 온라인 사례
연구 데이터베이스
(ESRO)

-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 Observatory (ESRO) 는 실제 사례

연구를 모아놓은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로, Ecobanking Project와 협동하여

서명기관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지속가능금융 사례를 소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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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tools/observator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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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9.01~02)

KB 국민은행 「녹색금융·경영추진단」은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녹색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도모하며, 에너지절감 등 친환경 과제와
은행 내 경영효율화를 집중관리 하는‘녹색경영’을 실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원 특별 출연: KB국민은행과 기술보증
기금은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으로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

“Green growth”『e-공동구매정기예금』, 녹색성장기업 지원 전용 대출상품『KB 
Green Growth Loan』 등의 선진적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대구은행 『DGB 지역경제 도우미 특별대출』실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지역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

우리은행 2008년 8월 출시한 「저탄소 녹색통장」이 상품판매 5개월 만에 판매액 1조 4천억을
돌파하며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환경운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 시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
제 지원대상자를 채 원 백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액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

신한은행 “신한 솔라파워론” 출시: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신 재생에너지 분야를 더욱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형 기업대출상품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단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le) 활동을 담은 뉴스레터 창간: 앞으로 매월( p p ) 활동을 담은 뉴 레터 창간 앞 로 매월
발간될 예정인 뉴스레터는 최근 CSR 동향, 당행 CSR 활동 소식, 메세나 활동, 자원
봉사 등의 내용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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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 2009년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포 이후 17대 신 성장산업동력
사업으로 ‘녹색금융’이 포함된 바 녹색성장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되는
녹색금융 추진전략에 UNEP FI 한국그룹도 동참할 계획

○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 KOTRA 등 관련 부처들의 녹색금융 지원사업 기획에도 UNEP FI의
참여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녹색금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중순경에 정기모임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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