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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세 번째를 맞이하는 회의로 참가자들이 물질적, 금융적, 명성적 리스크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제공

○지속가능금융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회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

○기타 내용은
http://www.ethicalperformance.com/pages/eventsList.php?region=europe

2008 지속가능금융
국제컨퍼런스, 
2008년 6월 23 – 24일, 
벨기에 브뤼셀

○세계 주요 금융 기관 세 곳이 회사를 이끄는 고문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인 탄소원칙을 수립

○이는 전기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다루는 방법을 고안하는
9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물

○탄소원칙은 Citi, JP Morgan Chase, Morgan Stanley의 합작으로 개발되었으며
American Electric Power, CMS Energy, DTE Energy, NRG Energy, PSEG, Sempra and 
Southern Company의 자문을 받음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 
탄소원칙 세워

○ Fortis의 네 번째 CSR 보고서: http://www.fortis.com/sustainiaility/media/pdf/Fortis-
CSR_2007_UK.pdf

새로운 UNEP FI 
서명기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Green Power Conferences가 조직하는 Global Carbon Markets Series의 세 번째
회의로 이틀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

○회의의 주요목적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자와 주최자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며
전반적인 주제로는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는데 있음

아메리카 탄소시장, 
2008년 4월 15 – 16일, 
브라질 상파울로

○Global Investment Conferences의 주최로 열린 전문가 위주의 투자회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요소들은 의사결정에 반영했는지에
대해 발표함

2008 아메리카 회의: 
천연자원 파이낸싱과
지속가능 발전, 2008
년 4월1 – 3일 멕시코

○ ASSET4 지속가능성 조찬 세미나, 2008년 4월 뮌헨·제네바·프랑크푸르트

- ASSET4와 INrate AG는 효율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투자분석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

○Merill Lynch와 Sciete Generale 탄소배출 인덱스 소개

- MLCX 글로벌 이산화탄소배출 인덱스와 SGI-orbeo 탄소배출권 인덱스는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로 생겨난 주요 탄소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

UNEP FI 서명기관
근황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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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Changing Landscapes 
: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in Asia

월간 이슈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등의 경영활동이 지속가능경영으로 통합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지속가능경

영을 금융기법에 도입한 지속가능금융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미 글로벌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

에게 투자하는 책임투자나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등의 지속가능성주가지

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UNEP FI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 실천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을 선언한 금융기관도 17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기업인과 석학,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

능한 금융과 책임투자, 기업시민의식에 대해 토론하는 UN 국제 컨퍼런스가 6월 17일, 18일 양일간 그랜드하얏트서

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UN산하 지속가능경영 트랜드를 이끌고 있는 3대 기관인 PRI, UNEP FI, UN 
Global Compact가 공동으로 환경과 지속가능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조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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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ESG이슈들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가, 금융인, 기업인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 채택

○서울선언문은 전 세계 대형금융기관과 대기업, 시민사회의 여러 기관과 리더들이
금융활동과 정책구상, 비즈니스 결정과정에서 ESG이슈 고려 및 부패척결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지배구조 개선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ESG의 핵심적 이슈들을 고려하는 것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운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인센티브가 되도록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한다는데
합의함

‘서울 선언문 (Seoul 
Declaration)’ 채택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이 ESG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특히 UNEP FI 개별행사에서는 책임투자, 지속가능성 보고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사회 신용리스크, 카본파이낸스와 같은 지속가능금융활동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공유

○또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지속가능금융활동에 동참하기를 약속하는 UNEP 
FI서명식을 가짐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

국내기업 및 금융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마련

○금융활동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UNEP FI와 인권, 노동, 반
부패 등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모색하는 UNGC, 
기업의 ESG이슈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사회책임투자를 유도하는 UN PRI, 각
기관의 활동과 영역은 다소 상이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서로 동일함

○따라서 이번 행사는 UN 산하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3대 기관이
함께 최초로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써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3개 기관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산림채벌’, ‘도시화’, ‘노동 및
인권 침해’가 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행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함

UNEP FI, UN Global 
Compact, UN PRI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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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

아시아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이로 인한 새로운 풍요

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세계가 또한 직면하고 있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

을 야기했고, 이 가운데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산림 벌채, 도시화, 노동과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클린 테크놀로지와 재생가능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생산과 공정,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시

장의 확대 등과 같은 많은 기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다루는 것은 더 이상 정책 결정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요 비즈니스, 금융 그리고 투자의 핵

심 요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기관의 대표자들과 전 세계 유수 기업의 CEO와 임원, 정계, 학계, 시민 사

회의 여러 기관의 단체장들과 리더들은 세계 경제의 지평을 진정으로 바꿔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대

화하고 서로에게 배우기 위하여 서울에 함께 모였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참가자들은 앞으로 아시아 및 전 세계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들의 중요

성이 점점 증대해 가는 사실을 인지하며 모든 투자가, 재정전문가, 회사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책임있는 투자’(PRI),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과 방식들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2. 장기 수탁자와 자본 관리인으로서 금융, 비지니스, 투자에 있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들을 고려

하며, 

3. 아시아 지역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도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투자가, 금융인, 기업들 사이

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4. 지역 경제에 장기적 안정과 기업 신뢰도 증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부패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증가

시키며, 거버넌스 구조를 향상시키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5.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핵심적 이슈들을 고려하는 것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운영의 변화를 가져오

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인센티브가 되도록 정책 결정자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조치를 지지하며, 이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로운 경제뿐만 아니라, 더욱 더 지속가능한 경제, 사

회의 장기적 목표들과 더 조화를 이룬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 참고: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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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 아프리카 테스크포스(ATF)가 조직하고 Citigroup이 후원하는 “지속가능 금융:   
기회와 도전” 라운드테이블

•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과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중점

• 아프리카 소액금융에 있어 장애물과 원동력에 대한 UNEP FI 연구결과와 더불어 지속가능
한 중소기업을 위한 리스크 완화와 혁신적 파이낸싱에 관한 보고서 및 사례연구를 공개할
예정

• 워크숍의 주제는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신용 리스크 부분의 환경사회적
지배구조를 다룸

UNEP FI 아프리카
라운드테이블

• 전세계 100여 개의 기관들이 자신의 환경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UNEP 
FI 이러닝 프로그램 코스인 “금융부분의 리스크와 기회”에 등록하며 놀라운 관심 보임

• 다음 코스는 2008년 4분기에 개시 예정

기후변화 관련
이러닝 프로그램
코스

영어버전: 4월 7일 – 25일 (아프리카) 

스페인어 버전 (남미): 5월12일(CAF 고객과 협력체), 8월 11 – 29일

- UNEP FI, Capacity International, INCAE Business School Ecobanking Project의 공동작업

- 원래 UNEP FI남미 지역 테스크포스에 의해 2006년 스페인어로 개발되었고, 2007년
FMO, Dutch Development Bank의 도움으로 영어 버전 출간

2008 환경사회
리스크 분석
이러닝 프로그램
(ESRA) 

UNEP FI 
신규 서명기관

나이지리아, (주) Fidelity Bank

- 나이지리아의 25개 통합은행 중 하나로 창립 20년, 주주 자금은 10억 달러 초과

- 나이지리아 은행 계 기업금융 분야에서 상위 6개 은행 중 하나

- 개인·상업금융, 기업·투자금융, 분산(디아스포라)금융·거래서비스 제공

미국, Merrill Lynch

-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고객자산이 2조 달러 가까이되는 세계 주요
자산관리, 자문기업 중 하나

- 글로벌 시장 투자금융과 글로벌 자산 관리(글로벌 개인고객·글로벌 투자관리)로
기업분야를 나누어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제공

나이지리아, United Bank for Africa Foundation

- UNEP FI 서명기관이 된 첫 나이지리아 금융기관

- 10억 달러 이상의 재무구조를 지닌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최대 금융서비스 기관

- 은행 경상이익의 1%를 지원으로 제공받는 그랜트메이킹(grant-making) 운영 기관으로
환경, 교육, 경제권익향상, 특수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음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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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동유럽국가(CEE)의 10개 대기업들을 조사, 2001년 8월에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
이후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BRIC과 우크라이나와의 비교: BRIC의 기업들은 CEE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보인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기업들은 BRIC과 동유럽국가들보다 적은 정보를 공개

조사내용: http://www.pfsprogram.org/calitalmarkets_research.php

PFS, 14번째
온라인 투자 관계
조사 발간

Ecobanking Project와 합작으로 UNEP FI LATF는 최근 금융기관의 기업 환경효율성에
관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코스를 제작 중

이 코스의 목적으로는 기업들의 환경적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과 메커니즘을 이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금융이니셔티브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기업의 지속성 문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비용을 감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

UNEP FI 남미
테스크포스(LATF), 
온라인환경효율성
코스 개시 예정

UN 책임투자원칙(PRI)의 이행에 관한 워크숍

독일의 PRI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2007년 2월 세미나의 후속으로 KfW
주최로 개최

PRI 이행에 관한
UN 워크숍, 2008
년 6월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 UNEP FI와 GRI 작업반이 협력하여 제작하고 수정한 4년간의 결과물인 GRI Financial 
Sector Supplement 가 그 끝을 향하고 있음

•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개월간 수정안을 공개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받은
35개의 피드백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된 버전이 supplement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

• 완성된 supplement는 GRI의 승인을 받아 2008년 2분기에 발간될 예정

금융부문보완에
관한 UNEP FI GRI 
작업반 마지막
모임, 2008년 3월
6- 7일 미국 뉴욕

• 2008년 UNEP FI 기후변화 작업반은 주요 탄소시장 실패와 에너지효율성 금융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조명

• 재생가능 에너지 금융/투자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효율성 활동과 금융은 뒤쳐지는 상황

• 따라서 탄소시장실패를 극복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신재생에너지 붐이 가져다 준 엄
청난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효율성의 사업기회를 얻어야 함

에너지효율성에
주력하는 이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업협회(WCSD)와 UNEP FI가 자본시장의 ESG 비효율성을
다루기 위해 지난 1월 런던워크숍과 연계한 큰 규모의 워크숍개최

워크숍의 목적으로는 런던 워크숍의 성과를 재확인하며 과정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 대해
정의하고 모든 분야의 지속성관련 보고서와 재정적 기업 정보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음

기업지속성 이행
의 가치에 대해, 
2008년 3월 12일
스위스 몽트뢰

호주 UNEP FI 
뉴스레터

2007년 말 멜버른에서 열린 UNEP FI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종합적 요약과
더불어 14번째 호주 UNEP FI 뉴스레터 발간

뉴스레터: http://www.epa.vic.gov.au/bus/unep/docs/UNEP-FI-Newsletter-Feb08.pdf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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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대상 3년 연속 수상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경제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JA Korea 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도입

중국 인민대학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신한은행 혁신인재 장학금’ 지원협약
체결

‘사회책임보고서’ 3년 연속 발간, 2007년도 사회책임보고서 ‘Towards a Better 
Society’에서는 경제성과, 사회성과, 환경성과, 사회책임경영성과를 담고 있으며, 3개 년도
성과를 함께 공개해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임

신한은행

전역을 앞둔 장병들과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금융과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는 20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 재난 복구
성금으로 30만 위엔 기탁

현대해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지자체 및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조한
최고의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제2회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 수상

KB국민은행이 16일 중국 쓰촨성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긴급구호품 1만5000세트, 1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구호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

국민은행

중국 쓰촨성 대지진 재난성금으로 100만RMB(원화 약 1억 5천만 원)를 중국적십자 측에
전달

아름다운 가게 안국매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매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자원 재활용 행사’로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우리은행

‘DGB친환경 기업자금 특별대출' 실시하여 협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ISO 14001시리즈
인증을 취득한 기업, 또는 은행에서 정한 '친환경 우수기업 평가표'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담보 또는 신용 지원

지속가능경영업체 ㈜에코프론티어와 지속가능금융 상품개발, 친환경 투자사업 발굴 및
공동투자 등을 위한 업무제휴 체결

대구은행

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8.05~06)

UNEP FI Kore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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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FI 기후변화 이러닝 프로그램 시작(6/2~6/26)

○ UN 국제 컨퍼런스 ‘Changing Landscapes’ 개최 (6/17~6/18, 그랜드 하얏트 서울)

○ 상반기 인턴 선발: 이지홍, 서울대학교 (4월~7월)

고일윤, 서강대학교 (5월~12월)

○ UNEP FI Korea Group 정기모임 개최 예정(7월 둘째 주)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