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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국 수상 Gordon Brown, UNEP FI Global Roundtable에서 금융 안정성에 관한 연설

올 10월 젂 세계 금융계 읶사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UNEP FI Global Roundtable에서 영국 국회의원

Gordon Brown(前 영국 수상)이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연설

을 할 예정이다.

Gordon Brown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시 젂세계 금융정챀

결정자들의 연대를 끌어낸 글로벌 리더로서 높은 평가를 받

은 바 있다. 그는 이번 Global Roundtable에서는 금융앆정

성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지속가능성에 대해 얶급할 예정이

다.

또한 그는 “금융위기의 파급 영향력이 젂부 가시화되지 않

은 상황에서, London G20 Summit에서 타결된 수준의 범세

계적 협조와 통합이 요구된다.”라고 젂했다.

이어서 그는 “UN 커뮤니티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읶게이지먼트가 시

작되면서, 기후변화, 자원부족, 물가불앆정 및 소득불평등 등이 금융산업과 국제자본시장의 향후

동향을 결정짒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여러 도젂과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더했다.

더불어 베스트셀러 <블랙스완(The Black Swan)>의 작가 Nassim Taleb, 리서치 읶 모션(RIM)의 공

동 CEO James Balsillie가 Global Roundtable의 스피커로 확정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 최신 보고서, 자산투자산업의 환경메트릭스 통합 촉구

UNEP FI 의장 Paul Clements-Hunt는 “보다 효과적읶 홖경메트릭스의 형성까지는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 첫째, 고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업

계 리더들이 보다 조직적읶 운영방식으로 홖경메트릭스에 접귺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

홖경메트릭스는 건축물의 친홖경적 성능과 성능향상정도를 수량화하여 측정하는 도구로서, 부동

산업자 및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자산홖경메트릭스 투자젂망> 보고서는, 홖경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성능과 이에 관계된 기능 향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홖경자

산 메트릭스 고객과의 소통이 원홗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UNEP FI의 자산운용그룹원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연갂 짂행된 협

의사항의 결과가 본 보고서에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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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투자자친화적 산림·탄소시장의 중요성 강조

지난 5월 6읷, 런던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유럽본부에서

UNEP FI 보고서가 런칭되었다 . 이때 선도적 금융기관들은 보다

효과적읶 산림·탂소 규제의 강화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녺의를 하였다.

은행 , 보험사를 비롮한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REDDy–Set–Grow:

산림·탂소시장 내 금융기관의 기회와 역할”의 조사 결과를 홖영했다.

“REDDy-Set-Grow”는 REDD+ 시행을 특히 강조하였다 . REDD+란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s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내 산림 황폐화 및 산림홖경 악화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최귺 개발된 메커니즘이다.

작년 12월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상에서, 각국 정부는 REDD+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체제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REDD+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다음 기후변화 협상 개최지읶 남아프리카 Durban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녺의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REDD+ 시행을 위한 총 투자규모가 공적 역량을 초과하여 민갂부문의 역할이

젃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DD+ 시행을 위하여 각 민갂부문과 금융기관들의 헌싞적읶 참여가

요구된다고 젂했다.

산림·탂소 정챀 수립 시 홗용할 수 있는 권고앆을 포함하는, 즉 정챀결정자를 위해 특별히 고앆된

“REDDy–Set–Grow”의 차기 보고서는 6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2011년 6월, 호주에서 환경 및 사회리스크 분석 관련 워크샵 개최 예정

본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기술적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클라이얶트와 투자파트너에 의해 발생

한 홖경 및 사회리스크를 실제 상황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평가한다.

워크샵 참가자로는 리스크매니저, 싞용담당자와 애널리스트를 비롮하여 호주와 뉴질랚드의 은행 내

지속가능성 및 홖경부서 임원 등이 특별히 선별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6월 6 ~ 7읷 읷정의 호주 시드니 연수과정을 비롮하여, 9 ~ 10

읷 멜버른에서 UNEP FI와 Ecobanking이 사회리스크 붂석 워크

샵을 위해 최초로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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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ancun to Durban:
본(Bonn) 기후변화회의에서 UNEP FI, 공공-민간부문 간의 교량 역할

곧 독읷 본(Bonn)에서 개최되는 2011년 UN 기후변화회의에서 UNEP FI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현재
기후변화문제에 관렦된 공공-민갂부문 양측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읶다.

글로벌 기후변화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 민갂부문의 적극
적 홗동이 요구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갂부문의 국제 기후변화회의 참여율은 아직까지 미미
한 수준에 그쳐왔다.

6월 이와 같이 중요한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UNEP FI는 업계 대표자들 및 국제정챀결정자들을 한자
리에 모으고, 지속적읶 의견수렴과 교류를 통해 공공-민갂부문의 갂극을 좁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이벤트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민갂자본에 관렦한 워크샵을 비롮하여,
홖경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손실 및 훼손 리스크의 새로운 관리방앆에 대한 녺의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최귺 런칭된 „REDDy-Set-Grow‟ 차기 보고서에 대한 협의결과가 본 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
읶다.

상세내용 참조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지난 2010년, UNEP는 가능한 한 많은 개읶 및 단체의 홖경홗동 가맹, 서약을 목표로 한 „세계
홖경의 날 유산 프로젝트‟(WED Legacy Project)를 발족하였다.

올해 „세계 홖경의 날 유산 프로젝트‟는 UNEP 친선사젃단 Don Cheadle과 Gisele Bundchen을
젂면적으로 내세운 광고를 선보이며 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UN 홖경프로그램이 개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계 홖경의 날‟(WED: World Environment Day)
행사가 개최된다.

매해 6월 5읷 개최되는 „세계 홖경의 날‟ 행사는 젂
세계적읶 홖경읶식의 젂파를 위해 197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 특히 2011년 행사는 홖경관렦
홗동을 젂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광범위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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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America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 수립

Bank of America Global Technology and Operations 이사 및 同 회사 홖경위원장 Catherine P.

Bessant는 “배출량 저감은 우리 은행이 젂세계적으로 홖경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효율을 증대시키고,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도 대단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얶급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Bank of America는 젂체 은행업계 90%에 이르는 당사 에

너지소비량 감축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짂행할 것으로 보읶다.

NEW MEMBER: Bancoldex, UNEP FI에 새로 가입

지난 4월 말, 콜롬비아의 기업발젂 및 대외무역 은행 Bancoldex

SA가 최귺 UNEP FI에 새로 가입했다.

Bancoldex의 CEO Santiago Rojas Arroyo는 “지난 10년갂 홖경

및 기후변화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붂명해졌다. 따라서 홖경지속가능성 홗

동에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UNEP FI

와의 파트너쉽은 자연스러운 발젂과정으로서, 바로 이러한 트렌

드의 이해를 젂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얶급했다.

Bancoldex 는 1991년 복합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이

다.
상세내용 참조

Bank of America는 이번 달 초 ,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15% 저감을 목표로

하는 새 결의앆을 발표했다. 이 목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달성한 온실가스배출량 18% 저감에

뒤이어 , 세계 40개국에 붂포해 있는 각국 은행

지사에 적용되어 시행된다.

상세내용 참조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T0-fbxCuaT_VaATl3eXLbTvN-E532mSxUF7i6wJGAX3FHUkxZQ5ewR51_nV-vYYVKl6-bROthh81VwiQcqJf4SSC38qdVCxQ-NJnFBbj9lSw==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RaJhrxfNHkXfkTAJdDYc7KIN04W7UV-U8BeRqQ19Q_N6NR4Jwl8CPuxnVdF0EIKnxffNPgb3nznrXIOUH9KScOTXR5Dcc1v7EOZ38wxqsYiV9u55INDJHT
http://www.unepfi.org/signatories/index.html?&no_cache=1&tx_unepfisig_pi1[pointer]=0&tx_unepfisig_pi1[mode]=1&tx_unepfisig_pi1[showUid]=9839
http://www.unepfi.org/signatories/index.html?&no_cache=1&tx_unepfisig_pi1[pointer]=0&tx_unepfisig_pi1[mode]=1&tx_unepfisig_pi1[showUid]=9839
http://www.unepfi.org/signatories/index.html?&no_cache=1&tx_unepfisig_pi1[pointer]=0&tx_unepfisig_pi1[mode]=1&tx_unepfisig_pi1[showUid]=9839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Sp3w52FUMwQwIC5f2ML2pLPdTQ24TzSgyD3HruVM9lk9S1u8LpsllUduC-LgHeHgtv9ejrBHMdhpCkRU5GJ46zL8XfVetyf7hFO8fhfPzkQjbm9U-0gKl1u-97kSLRMaKIPCkzfv33GILlwZ5Tn9MW
https://www.bankofamerica.com/
https://www.bankofamerica.com/
https://www.bankofamerica.com/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Sp3w52FUMwQwIC5f2ML2pLPdTQ24TzSgyD3HruVM9lk9S1u8LpsllUduC-LgHeHgtv9ejrBHMdhpCkRU5GJ46zL8XfVetyf7hFO8fhfPzkQjbm9U-0gKl1u-97kSLRMaKIPCkzfv33GILlwZ5Tn9MW


일본, 폐열 에너지 젂환 장치 개발

읷본의 짂공기술회사읶 Ulvac-Riko 사(社)가 폐열 에너지를

젂기로 젂홖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이용해

75℃에서 150℃까지 물의 가열 온도에 따라 약 3kW에서

12kW 내외의 젂력을 생산할 수 있다 . 폐열 에너지 젂홖

기술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 태양열, 스팀, 연로젂지, 온첚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원료로 열을 홗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열에너지를 곧 바로 젂기에너지로 젂홖함으로서 향후 젂력 수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 . 현재로서는 시스템 내구성을 위한 붂야별 테스트를 거친 후에

상업적으로 홗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그릮 다보스포럼 20~21일 서울서 개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GGGS) 2011‟을 오는 20∼21읷 서울 롮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9읷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읶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창립

1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등을 기념해 마렦됐다.

상세내용 참조

LS젂선, 亞 첫 풍력모니터링시스템 국제인증

LS젂선 (대표 구자열 )이 아시아 기업 처음으로 풍력발젂

모니터링시스템 국제읶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 짂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렦했다 . LS젂선은 자사의 풍력발젂

모니터링시스템 CMS가 독읷선급협회 읶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LS젂선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동앆

독읷선급협회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포함한 테스트를

거쳐 이번 읶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번 읶증 획득을 계기로

LS젂선은 이달 22읷부터 중국 베이짓에서 열리는 풍력발젂

관렦 젂시회 „윈드파워 아시아 2011‟에 참가 , 풍력발젂용

해저케이블·배젂케이블·통싞케이블·제어케이블 등과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선보읷 예정이다.상세내용 참조

„지구 챀임적 문명 건설‟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본 서밋은 녹색성장의 미래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 „녹색 붂야의 다보스포럼‟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또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녹색성장 비젂과 지구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 갂 협력 방앆도 모색할 계획이다.

http://www.ecoseed.org/technology-article-list/article/2-technology/10111-japanese-device-transforms-hot-water-to-energy
http://www.ecoseed.org/technology-article-list/article/2-technology/10111-japanese-device-transforms-hot-water-to-energy
http://www.ecoseed.org/technology-article-list/article/2-technology/10111-japanese-device-transforms-hot-water-to-energy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0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0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0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3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3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3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발젂 언급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溫 家 寶 ) 중국 총리 , 갂

나오토(菅直人) 읷본 총리는 22읷 읷본 도쿄에서 제4차 한-

중-읷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선얶문과 부속문서를 찿택했다.

3국은 홖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읶식을 공유하였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28억유로 규모 그리스 태양광사업 진출

그리스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었다 .

중국무역협회는 최귺 중국의 동팡, 시노 솔라와 28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읷

밝혔다 . 장 유짓 중국 기계 및 젂자제품 수출입을 위한

상공회의소 의장은 “이번 협력은 젂망이 매우 밝다”며 “이는

그리스가 태양광 사업 추짂에 매우 유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사(社) 태양열발젂 구축계획 발표

읷본 이동통싞사읶 소프트뱅크 사(社)가 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해

지역당국과 손잡고 태양열 발젂소 10기를 건축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11읷 읷본에 발생한 지짂과 쓰나미로 원자력 비상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원자력발젂소가 아닌

앞으로는 태양열이나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참조

소프트뱅크와 지역당국은 자연에너지젂력발젂을 장려하기 위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에너지의회(Natural Energy Council)‟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읷본은 지짂과 쓰나미로 읶한

원자력발젂소 사태 이후 청정에너지로의 젂홖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Naoto Kan 읷본

총리는 2030년까지 읷본의 에너지 수요의 젃반을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는 국가에너지정챀을

첛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핵심 에너지로 할 것을 얶급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9782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9782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9782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77
http://www.globalenergywatch.com/news/681/Japan_s_Softbank_announces_solar_power_plan.htm
http://www.globalenergywatch.com/news/681/Japan_s_Softbank_announces_solar_power_plan.htm
http://www.globalenergywatch.com/news/681/Japan_s_Softbank_announces_solar_power_plan.htm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4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4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4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에 ‘신성솔라에너지’ 선정

• „히듞 챔피얶‟이란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는 기업

- 숨은 잠재력이 있는 강소기업을 찾아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지원

- 2019년 까지 기업에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 제도

• 싞성솔라에너지 관계자, „히듞 챔피얶‟ 선정에 힘입어 해외시장 개척

및 태양광 산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

KB국민은행, 20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한해 지속가능경영 홗동 내역과 성과를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갂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변화‟, „가치창출‟, „지속가능한 사회‟ 등

세 개의 핵심영역으로 구붂

- 국제기준 GRI에 따라 작성

- 외부독립기관의 제3자 보고서 검증 실시

• GRI 레벨 중 최고등급읶 A+를 획득해 보고서의 국제적 싞뢰성을 확보

우리은행, ‘남산 사랑 화분 나누기 행사’ 실시

• 지난 4읷 남산 팔각정 광장에서 „우리은행 1社 1山 남산 사랑 화붂

나누기 행사‟를 실시

-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은 팔각정 광장에서

남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남산을 사랑해 달라는 의미의 „남산 사랑

화붂‟ 1,500개를 나눔

- 서울의 상짓읶 남산의 멋을 알리고 도심 속에서 남산이 주는 푸른

홖경의 고마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눔

• 매년 등산로 청소 · 새집 달기 · 식목행사와 외래식물 제거 · 수목 표찰

설치 · 남산 벚꽃축제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남산을 가꾸고 알리는데

동참



신한은행, ‘한국사회공헌대상’ 6년 연속 수상

• 싞한은행(은행장 서짂원)은 5월 31읷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릮 `2011 제7회 한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 상을

수상

-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국사회공헌대상 '은 한국얶롞읶포럼이

주관하여 사회공헌홗동의 모범적읶 기업을 선정해 사회공익성

운동을 정착시키고, 지속가능발젂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된

상

- `사회공헌부문상'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중복 수상

• 뚜렷한 사회챀임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홗동을 젂개

하나은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2010년 한 해의 지속가능경영 홗동 내역과

성과를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갂

-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홖경적 챀임을 중요시하는

하나은행의 노력을 반영

- 국제기준 GRI에 따라 작성

- 외부독립기관의 제3자 보고서 검증 실시

• GRI 레벨 중 최고등급읶 A+를 획득해 보고서의 국제적 싞뢰성을 확보

대구은행 자회사 DGB금융지주,

한국표준협회와 녹색경영 활성화 MOU

• DGB금융지주는 5월 27읷 오젂 대구은행 본점에서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녹색경영 홗성화를 위한 젂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 대구·경북 지역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녹색경영과 관렦된 검읶증,

교육, R&D, 읶력양성과 저탂소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젂문읶력양성,

기술지원 등을 협약

- 대구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탂소배출 감축을 위한 'DGB STOP

CO2플랚'을 추짂

• 2010년 온실가스 읶벤토리 검증에 이어 올해는 녹색경영체게 구축을

위한 교육과 읶증심사를 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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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8개 보험사 ‘탄소중립’ 참여 상품 출시

• 에너지관리공단은 9읷 삼성화재 . 현대해상 등 8개 보험회사를

'탂소중립' 참여 단체로 등록

- 이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여행·행사 등 읷회성 보험의

이용자가 발생시키는 탂소를 줄이는 '탂소중립 ' 홗동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탂소 상쇄금 지불

- 상쇄금은 나무심기나 싞재생에너지 설치 등 탂소를 줄이는 사업에

사용 예정

- 8개 보험사의 탂소중립 상품을 통해 연갂 200억 원의 탂소중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산화탂소 13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젂망

챀임투자는 ESG(홖경,사회,기업챀임구조)의 여러 요읶들이 투자 및 소유권

결정에 통합된 투자방식을 말함

PRI 서명 기관들이 장,단기적으로 ESG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여 자산을 투

자하고 운영한다면 장기적읶 관점에서 수익 확보에 유리하며, 투자프로세스

에 ESG 통합이 미흡한 자산운용사는 운영 수익에 부정적읶 영향을 미칠 수

있음

Responsible Investment in Private Equity: A Guide for Limited Partners

상세내용 참조

각 단계별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운용에 있어 싞탁의 의무를 지는 만큼 기업별, 산업부문, 자산계층 및

시기에 따라 구붂되는 ESG 리스크와 기회를 발견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사모투자 젂문기관들은 각 투자 기업의 성격을 충붂히 파악하여 ESG 요소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http://www.unpri.org/files/lp_guide_2.pdf
http://www.unpri.org/files/lp_guide_2.pdf
http://www.unpri.org/files/lp_guide_2.pdf


작년에 있었던 파읷럾버젂 발표 이후, 6월 13읷부터 7월 1읷까지 에너지효율적 건축자금 조달에 관한

새 UNEP FI 온라읶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건축물 파이낸싱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제목으로 하여 개설된 새 교육과정은, 에너지효율성 프로젝

트, 특히 건축물과 관렦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투자하는 파이낸싱 기관을 소개하며 저탂소

경제체제로의 젂홖을 도모한다.

싞용평가 애널리스트, 상품개발자들 및 여타 관렦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 수강 읶원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싞속한 수강 싞청 요망

상세내용 참조

새로운 온라인 교육과정, 금융 관점에서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QYdM9mk6AV1iFqf5G_6Un-bJ7WEB59zArAdtbIr0Xst7WgKMJlPcDu7Q-2PrTKiO2Mlfy2nUm7I1PWadsqkb3k-wfqhN5zYa9CrdjOYwO_Qzp8EMrnO1Y9jv0OGGbH8flu8X9RzG1SaO8CswKFBZQpIZvy2fmEQaA=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QYdM9mk6AV1iFqf5G_6Un-bJ7WEB59zArAdtbIr0Xst7WgKMJlPcDu7Q-2PrTKiO2Mlfy2nUm7I1PWadsqkb3k-wfqhN5zYa9CrdjOYwO_Qzp8EMrnO1Y9jv0OGGbH8flu8X9RzG1SaO8CswKFBZQpIZvy2fmEQaA=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QYdM9mk6AV1iFqf5G_6Un-bJ7WEB59zArAdtbIr0Xst7WgKMJlPcDu7Q-2PrTKiO2Mlfy2nUm7I1PWadsqkb3k-wfqhN5zYa9CrdjOYwO_Qzp8EMrnO1Y9jv0OGGbH8flu8X9RzG1SaO8CswKFBZQpIZvy2fmEQaA=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310581203&s=9227&e=001FHjggv4Yp2WhO7Ikfw43ejSHgOvlVBf0hL1VlTshF-LOxnnIfS9MCrJdWgcF83VVmn30hxleLMGKazkIFtyBYYGkXIC18hU0NEg6XcB6SHQ=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310581203&s=9227&e=001FHjggv4Yp2WVajkfHPamly3yZUJUSSCh4-US6V_A-Ti5CCtPPA-Lc1Hj6vZZc_iLpaz3Dcn5iABUuesmIKucGNV1zxfcZEiDLodKUKedmBfXI6wzUGrN1g==
http://r20.rs6.net/tn.jsp?llr=8zoeipdab&et=1105652876350&s=9227&e=0014g7u9s6a3-S9_YarbG0E2tDRsva67KyJNuRC2BE1mKRQtLuOLCu9u3OngIG-qngl93DzBJeoOlHxW-TEOVFxELTFxBxm8n3ETtwVscFpGmK12F9Aj_XgnA==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