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bruary 2007

○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월간 이슈: ‘Carbon Crunch - Meeting the Cost’

○ UNEP FI 동향

○ UNEP FI Korea Group 공지사항

Contents

July/August 2008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Global Investment Conferences 개최

◦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들이 의사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제시하는 자리

◦ 기타 정보: http://www.gicevents.com

투자

◦ 싱가포르에서 Merrill Lynch 아시아의 주최로 열린 “아시아 컨퍼런스의 주” 개최
(2008년 5월 13-16일, 싱가포르)

◦ 기타 정보 : 
http://www.mlevents.ml.com/events/viewsregistration/Introduction.aspx?pg=Intro
duction&ConferenceI

책임투자의 해(日)는
지지 않는다

◦ One Planet Leaders는 WWF가 주최하는 지속 가능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전문 경영
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 사례의 최신 경향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

◦ 이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워크샵과 더불어 유연한 학습이 3개월 간 지속될 예정임

◦ 추가 정보 : http://www.panda.org/business/training

WWF One Planet 
Leaders

◦ UNEP FI 서명기관인 Munich Re와 CarbonRe가 전략적 제휴를 맺음

◦ 두 기관간의 추가적인 보험 역량 제공

◦ 기타 정보 : http://www.munichre.com/en/press/press_releases/default.aspx

Munich Re와 CarbonRe
전략적 제휴

◦ UNEP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WED) 행사에서 “저 탄소 경제를 향한 습관 바꾸
기” 운동 소개

◦ UNEP는 Climate Neutral (CN) Network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의 국제적 응답에 촉매

역할 수행

◦ WED 관련 정보:

http://www.unep.org/wed/2008/english/About_WED_2008/index.asp

◦ CN Network 정보 : http://www.climateneutral.unep.org

Sustainability Beat    
UNEP이 주최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

◦ UNEP FI의 멤버인 Banco Real (Brazil)은 Financial Times (FT)가 선정한 올해의 지속
가능한 은행상 수상

◦ 또한 Banco Real은 신흥시장 분야에서도 수상함

◦ 기타 정보 : http://www.ftconferences.com/sustainablebanking/Home08.asp

UNEP FI 멤버, FT선정
올해의 지속가능한 은행
수상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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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UNEP FI 서명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State Street Corporation 2007 CSR Report                      

http://www.statestreet.com/company/community_affairs/overview.html

Citigroup 2007 Citizenship Report

http://www.citigroup.com/citigroup/citizen/index.htm

Barclays 2007 Sustainability Review

http://www.barclays.com/sustainabilityreport07/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2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월간 이슈

대기 중 온실가스의 발생원인 또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져
다 주는 이점은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손실보다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선진 금융기관들
은 앞으로 발생할 변화가 가져다 줄 영향을 이해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를 다루는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전과 달
리 정부는 단순히 온실효과가스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충분한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완화와 적응 정책을 통한 행동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투자를 가능케 하는
미래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기 후 변 화 의 비 용 과
저 탄소경제를 위한 투
자흐름 사이의 균형

탄소시장과 탄소펀드에서의 주역

금융기관은 탄소시장의 주요 행위자로써 새로운 리스크 헤지상품이나 다양한 보험상
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이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배출감소에 기여
하는 탄소펀드에 투자자금을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기관은 투자의 흐름을 청정개발체
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로 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품 개발 및 R&D 역량강화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구축

금융기관들이 이행하는 많은 이니셔티브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대한 기술, 연구발전에 기여하는 상품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연구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부기관이나 NGO와의 협력체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직접배출 감소 및 에너지효율성 추구활동과 탄소중립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자체의 가스배출을 알리고 감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내부감사
를 통한 불필요한 에너지사용 감소와 효율성 증가는 가스배출 감소와 비용절약을 가져
왔다. 또한 많은 기관들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배출량을 상쇄하는 탄
소중립 등 자신의 기후변화영향을 관리하고 있다.

오늘날 금융 부분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

‘Carbon Crunch: Meeting the Cost ‘
UNEP FI -CEO Briefing 

브리핑을 시작하며 (CCWG Statement, 기후변화 작업반 성명서)

지금우리는 2년전 CCWG가금융부분시각에서의기후정책을전망하고정책입안자들에게 2010년과그이후의기
후정책에대한권고사항을발표한이래기후변화의완화및적응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기후변화에
대한과학적인이해와실질적이고금융적인분석은기후변화의위험정도를가늠할수있게하였다. 하지만여전히
기후변화에대처하는올바른투자와돈의흐름이가능한환경을위한행동이시급한상태이다. 이를바탕으로
CCWG는금융기관이기후변화를완화시키거나그에적응하기위해이미실천하고있으며, 현실적으로가능한일들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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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흐름을 바꾸는 금융부분의 역할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투자와 금융흐름을 바꾸는데 동참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금융기관들은 주어진 사업환경에서 독자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한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높은 탄소배출 활동에 대한 파이낸싱을 자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들은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직접 투
자결정을 하고 잇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결정 과정이나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심각해 질수록 정부정책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리스크는 막대하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 사안의 중요성과 더불어 새로운 투자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와 정책입안자와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은
경제 및 고객자산의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개발도상국까지 보험서비스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간접배출에 대한 금융부분의 역할

금융부분은 온실가스의 간접배출 감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부분은 고
객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다양한 노력들은 고객의 가스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접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사례로는 고객에 대한 탄소정책선언을 한 Citigroup, 탄소공개 프로젝트(CDP)
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JPMorgan Chase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정책, 투자결정, 보험 리스크 계산 및 가격화의 과정에 기후 리스
크를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사업적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에
게 확실히 알려야 할 것이다. 고객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는 자신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간접배출을 가능하게 하
는 데 있어 금융기관과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금융기관이 나아갈 방향

현존하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관련정책들을 살펴볼 때 금융기관들은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그들의 핵심금융사업에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
후변화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융
기관들은 그들의 한해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투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금융부분의 의사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투자와 직접적 금융의 흐름
이 기후변화와 관련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환경을 돕는 것 또한 향후 금융기관의 중
요한 의무가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역할

월간 이슈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아시아 태평양]

◦ Changing Landscapes: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in Asia

(2008년 6월 17-18일, 대한민국 서울)

- UNEP FI는 한국의 Eco-Frontier와 함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UNEP FI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

- 이 행사는 UNEP F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 UN Global    

Compact 3개 기관이 최초로 공동대화의 장을 열어 금융, 기업, 투자 전문가

들에게 지속가능성관련 최신이슈를 제공

- 행사 정보 : http://www.unepfi.org/events/2008/seoul/index.html,

http://www.changinglandscapes.org/index.htm

[라틴 아메리카]

◦ UNEP FI Latin American Task Force (LATF) 온라인 친환경 코스 실시

- Ecobanking Project와 함께 UNEP FI의 LATF는 최근 금융제도의 환경

효율성 검토에 대한 new online training course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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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바베이도스 브릿지타운)

- 베베이도스 브릿지타운에서 LATF는 캐리비안 지역의 금융섹터를 진단하는

워크샵 개최

- 본 행사는 바베이도스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운영

◦ 6월 초 UN 본부에서 열린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GA) 행사에서
UNEP Finance Initiative는 지난 수 개월간의 공로를 인정받음

◦ 또한 UNEP FI에서 UNGA 행사의 마지막 세션 사회와 폐회사를 맡음

◦ 관련 행사 정보 : http://www.un.org/ga/president/62/ThematicDebates/gpicc.shtml

UN 총회
글로벌 투자 & 
기후변화

[아프리카]

◦ 지속가능한 금융: 기회와 도전들 (2008년 5월 21-22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 서 아프리카 90여 개의 금융기관들은 UNEP FI Africa Task Force(ATF)와
Citigroup, Oceanic Bank, Bank of Industry가 공동후원 한 행사에서 지난 몇
년간의 선구자적인 노력과 성공을 축하함

-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기후 변화, 탄소금융, 아프리카의 CDM,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신용 리스크에 초점을 맞춤

- 행사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africa

지속가능금융을
전 세계로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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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지속가
능성의 이해 증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 기타 정보 : http://www.unepfi.org/events/2008/kualalumpur/index.html

동남아시아 신흥경제의
ESG 시장진단

◦ ESRA E-Learning 강좌 안내

- 영어

2008년 7월 14일 – 8월 1일 (아프리카)

2008년 9월 22일 – 10월 10일 (중부, 동부 유럽)

- 스페인어 (라틴 아메리카)

2008년 8월 11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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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적 ∙ 사회적
리스크 분석(ESRA) 
E-Learning 프로그램

◦ 생물 다양성과 Bottom line (2008년 5월 29일, 독일 본)

- UNEP FI와 Fauna & Floral International (FFI)는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제 9회 UN 총회에서 공동으로 패널 토론 진행

◦ 기타 정보 : http://www.unepfi.org/work_streams/biodiversity/index.html

생물 다양성 & 
생태계 서비스

[서유럽]

◦ EU 배출권 2008 (2008년 7월 7-8일, 벨기에 브뤼셀)

- 본 회의에서는 배출권의 시장가격에 따른 예상과 기대, 교역활동, 인적 네트워

워크, 산업전망 등을 조망

- 추가 정보 : 

http://www.environmental-finance.com/conferences/2008/EUET08/intro.htm

◦ 제 9회 국제 지속가능성 리더쉽 심포지엄 (2008년 9월 10-11일, 스위스 취리히)

- 천연자원의 보호와 가치 향상을 위한 촉매제로서 금융섹터의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 개최

- Lord Nicholas Stern UNEP 사무총장이 본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함

- 추가정보 : http://www.sustainability-zurich.org/natural-resources

- 기타 등록 사항 : http://www.sustainability-zurich.org/financing-for-climate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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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able Water Sustainable – Sustainable Water Bankable

(2008년 8월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 UNEP FI의 수질 & 금융 연구팀 (WFWS)과 세계은행의 수질 & 위생 프로그램

은 2008 세계 수질의 주 행사에 공동 이벤트로 개최

- 기타 정보 : http://www.worldwaterweek.org/

◦ Universal Owner Rationale을 생명으로 – 필요한 것은 오로지 물 뿐 (런던, 멜버른)

- WFWS 회원들과 Insight Investment, VicSuper의 도움을 얻어 UNEP FI는

Universal Owner Rationale을 글로벌 수질 컨텍스트 수준으로 끌어올림

수질 & 금융

◦ Waste Less, Save the Planet and Make Money. Sounds Easy? Why Don’t You Tell 
Us What YOU Think?

- UNEP FI의 기후변화연구그룹 (CCWG)은 금융시장에서 획기적인 사업기회를

가져올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

- 연구 참가 관련 : 

http://www.unepfi.org/work_streams/climate_change/index.html

◦ UN 총회에서 브리핑 세션을 담당한 UNEP FI CCWG

- 기후 변화에 대응할 금융섹터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토론

- 기타 정보 :

http://www.un.org/ga/president/62/ThematicDebates/gpicc.shtml

◦ “Post-Game is Pre-Game” – Capacity Building Revisited 2

- UNEP FI의 CCWG는 유엔훈련조사연수원 (UNITAR)과 연계하여 기존의 기후

변화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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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 인권에 관한 CEO 브리핑

- UNEP FI는 최근 인권에 관한 CEO 브리핑 발간, 금융 섹터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소개 및 논의

- 기타 정보 : http://www.unepfi.org/work_streams/human_rights/index.html

인권

◦ 국제적인 선진 사례를 담은 이 보고서는 6월 17일 서울에서 개최한 UNEP FI, PRI, UN 

Global Compact가 공동 개최한 행사에서 소개됨

◦ 보고서 다운로드 : http://www.unepfi.org/work_streams/property/index.html

UNEP FI의 자산운용
그룹 보고서 발간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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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무담보, 저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소액대출) 사업 추진

하나은행

판매수익금의 50%를 저(低)탄소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저탄소 녹색통장' 출시

미아발생사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사회공헌 상품인 ‘마미안심(安心)예금’ 출시

은행장, 수석부행장 및 상근감사위원의 취임 기념으로 받은 화분을 공매하여 거둔
수익금 전액 5백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

8월 한 달 동안 영업점 직원들이 ‘릴레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 전개

옌볜(延邊)대학에 학교 발전기금 및 조선족 아동 장학금 등으로 3만 달러 기부

우리은행

충남도 도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판매현대해상

국민적 귀감이 되는 사회적 차원의 의인과 순직한 경찰관 유가족 등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후원 정기예금’ 신설

신한은행과 서울대 치과병원 봉사단은 8월 24일 캄보디아에서 7박 8일 동안 무료
‘구순구개열 수술’ 및 치과 진료 봉사활동 실시

신한은행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적인 보고서표준기관인 ‘GRI’의 가이드 라인을
기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독도네티즌예금'과 'DGB우리독도카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독도사랑모임'을
만들어 '독도네티즌예금'의 세 후 지급이자의 10%를 독도 후원사업에 기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DGB STOP CO2' 선포 및 결의 대회 개최

대구은행

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8.07~08)

UNEP FI Kore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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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 Korea Group 하반기 인턴 채용예정

○ UNEP FI Korea Group 정기모임 개최 예정(9월 넷째 주 또는 10월 둘째 주)

- 주제: UNEP FI E-learning Programme 주요내용 소개

1)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2)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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