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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PRI 서명기관이 동참한 EIRIS PRI 세미나 (2008년 10월 31일, 영국 런던)

◦ Ethical Investment Research Service (EIRIS)는 PRI와 협력하여 “PRI 수행을 통한 현
실화” 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 PRI 대표, Hermes, Aviva 투자자들과 EIRIS는 최근
금융 위기에서 책임 투자가 지니는 의미와 금융 기관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불투명
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투자 공동체의 역할을 촉구함.

◦ 추가정보: http://www.eiris.org

Book Launch: 지속가능한 투자 – The Arts of Long Term Performance

◦ Cary Krosinsky(Trucost plc 부회장), Nick Robins(HSBC 기후변화센터 센터장)이 저
술한 이 책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분야와 책임 투자 분야의 선두에 있는 20인의 재
회를 촉구함. 이는 사모투자, 고정 수입과 자산, 시민사회와 신탁의무, 투자 미래와
이머징 마켓에 대한 최신 경향을 제시

◦ 추가정보: http://www.earthscan.co.uk/?tabid=4833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CDP

◦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서 주주와 기업간에 이뤄지는 모든 기후 변화 관련 이슈를
공개하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CDP)는 세계 최대의 기업 온실 가스 배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함. CDP 분석가들은 세계의 대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함. 올해의 보고서는 9월 ~ 11월에 전 세계에
공표됨.

◦ 2008년 CDP 행사 안내

- 11월 19일: 요하네스버그

- 11워 24일: 취리히

◦ 추가정보: http://www.cdproject.net/launches.asp

기후변화

일본에서 자산관련 보고서 발간

◦ UNEP FI 서명기관인 Mitshbishi UFJ Trust and Banking Corporation과 UNEP FI    
자산작업반 멤버 및 서명기관은 두 주요그룹의 발간물을 번역 및 제공함. “책임 자
산투자 – 리더들의 역할”, 그리고 “책임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보
고서는 일본에서 발간되며 11월 말 Property Working Group은 도쿄에서 연례 회의
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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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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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생물다양성 & 생태계 금융 (2008년 11월 25일 – 26일, 영국 런던)

http://www.greenpowerconferences.com/carbonmarkets/biodiversity_lon08.html

◦ 제 10회 Annual TBLI Conference (2008년 11월 13일 – 14일, 암스테르담)

http://www.tbli.org/pagina/TBLI+CONFERENCE+EUROPE+2008/1632/en/

지속가능금융

◦ 새로 추가된 UNEP FI 서명기관 보고서

VicSuper Sustainability Report 2008

http://www.sustainabilityreport.vicsuper.com.au/www/html/1856-home.asp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자본 평가 (2008년 10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 UNEP FI와 환경 NGO인 Fauna & Flora International은 IUCN 세계 보존 대회와 비
슷한 연합 워크샵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함. “환경자본 평가 – 생물다양성의 시장
평가를 위한 난관 극복과 개인 섹터에서의 생태계 서비스”를 주제로 하는 이 행사는
기업, 학계에서 10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하여 생태계 서비스 문제에 대해 개인이 직
면하는 한계를 논하고, 이를 극복할 단계적 해결안을 제시할 예정. 본 행사의 결과는
“생태계 서비스 경영: 관련 공공 정책 개발과 해결안 브리핑”이라는 발간물에 반영
될 예정임.

◦ 추가정보: http://www.naturalvalueinitiative.org

생물 다양성 & 
생태계 서비스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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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A평가를 위한 KfW의 능력 개발

◦ 개도국과 선진국 금융기관의 협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한 반면, 환경ㆍ사회적
운영시스템 (ESMS)을 세우고 실천하는 활동은 일부 개도국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컨설팅 기업 Triple 
Value와 독일의 공기업으로 UNEP FI 서명기관임과 동시에 개발협력과 관련 있는 성
공적인 금융기관인 KfW Bankengruppe는 ESMS가 효과적으로 은행에 적용될 수 있
는 4가지 원칙을 설명할 계획임.

◦ 추가 정보: 

http://www.kfw.de/DE_Home/Die_Bank/Unser_Handeln/Nachhaltigkeit/Umwelt-

_und_Sozialpruefungen/KfW_Entwicklungsbank.jsp

UNEP FI 서명기관의 활동

UNEP FI 2008 연례 총회 (2008년 10월 20-21일 스위스 제네바)

◦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80개 UNEP FI 서명기관은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연례 총
회를 가짐.

◦ UNEP FI 의장 Rob Tacon은 금융 섹터에서의 도전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견지명이
있는 기관이라면 금융 위기로 인해 지속가능성 지출을 줄여서는 안될 것” 이라 주장.

◦ 회의 중에 UNEP 기술, 산업, 경제 사무국(DTIE) 국장 Sylvie Lemmet은 UNEP의
‘Green Economy Initiative”를 강조함. 이 이니셔티브는 금융 시장들이 그린 경제를
위해 충분한 금융 자원을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UNEP FI를 돕고, 환경적 이익을 가
져다 줄 사업적 기회를 제공할 것임.

◦ Green Economy Initiative에 대한 추가 정보: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548&
ArticleID=5957&l=en

SUSTAINABILITY BEAT

UNEP FI는 ESG 투자 개발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TBLI와 IPE로부터 수상

◦ UNEP FI는 ESG 투가 재발에 대한 뛰어난 성과를 보여 Triple Bottomline Investing 
(TBLI)과 Investment & Pensions Europe (IPE)로부터 상을 수상함. UNEP FI 사무국
은 지난 수 년 간 UNEP FI를 지지한 파트너와 멤버들에게 공로를 돌림

HIGHLIGHT

GRI 금융 서비스 섹터 부록 발간

◦ 10월 20일에 UNEP FI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GRI 금융 서비스 섹터
부록의 최종본을 발간함. 이 새로운 지표는 금융 섹터의 핵심 비즈니스에 지속가능
성이 미칠 유일한 세부 지침이 될 것이며, 최초의 GRI 섹터 부록이 될 것임.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work_streams/reporting/index.html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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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일본에서 개최되는 행사 안내

◦ UNEP FI는 2008년 11월 3째 주, 일본 도쿄에서 다음 3가지 행사를 개최함.

1. 기후 변화에서 금융 & 보험의 역할 (2008년 11월 18일)

◦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와 Tokio Marine 연구소와 UNEP FI의 지원을
받은 Asahi Shimbun가 본 세미나를 주최함. 세 주최 기관인 동경대, Japan Carbon 
Finance, E-Square, 그리고 UNEP FI 회장 Paul Clements-Hunt가 주제 발표할 예정.

◦ 추가정보: http://www.tmresearch.co.jp/seminar/index.html (일본어)

아시아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 Observatory (ESRO)에 기여

◦ UNEP FI는 Ecobanking Project와 함께 연계하여 서명기관들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금융적 지속가능성 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 이에 참
여하고 싶다면 개인의 ‘Finance for Sustainability’나 “E&S Risk” 사례를 제출해야 함.

◦ 일반인들과 세계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성공담을 들려주길 희망한다면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unepfi.org/tools

Show us the Money, 

Show us the Green 

Money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

◦ UNEP FI의 LATF와 Ecobanking Project는 특히 금융기관이 환경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소개함.

◦ 이 과정은 2009년에 공개될 예정(스페인어로 시범적 공개)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training/ecoef_training/index.html

친환경 효율성 교육

프로그램

환경적 & 사회적 리스크 분석 (ESRA) E-Learning 프로그램

◦ 강좌 안내 (스페인어, 2008년 11월 3일 - 21일)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고객과 파트너를 위한 특별 기획)

◦ CAF가 마무리 지을 3 번째 ESRA 과정인 이번 강좌는 CAF가 활동하는 17 개국의 모
든 대표들에게 열려 있음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리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스페인, 트리니
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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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방법과 교육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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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기업과 투자자가 기대하는 역할 (2008년 11월 19일)

◦ 본 심포지엄은 UNEP FI, UN Global Compact Japan Network, 지속가능한 투자 포럼
(SIF)가 공동 주최함. Mitsui Sumitomo Insurance Group Holdings 회장 Yoshiaki Shin, 
Fuji Xerox Co.의 전임 회장이자 최고 기업자문을 역임하고 UN Global Compact 이사
회 회원인 Toshio Aarima, UNEP FI 회장 Paul Clements-Hunt 참여.

◦ 추가정보: http://www.ungcjn.org/inf_01.html (일본어)

라틴 아메리칸 테스크포스 (LATF) 연례 회의 (2008년 10월 6일, 브라질 상파올로)

◦ LATF 멤버는 FI를 위해 기업 친환경효율성을 높이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설치, 멕시
코 금융 기관을 위한 지속가능성 격차 분석 방법, ESRO 등 주제를 포함한 올해의 성
과를 발표함.

◦ 또한 멤버들은 올해의 새 계획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환경적 & 사회적 리스크 분석 교
육 프로그램을 2009년에도 지속하기로 결정함.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latin_america/index.html

UNEP FI 라틴 아메리칸 테스크포스 (LATF) 교육 워크샵 & CEO 조찬미팅

(2008년 11월 24일 – 25일, 바베이도스 브릿지타운)

◦ 본 행사는 카리브해 금융섹터에서는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LATF는 브릿지타운에서 이뤄지는 이 두 행사를 주목하고 있음. 이 워크샵은 분석가와
기업가들이 투자 활동에 있어서 사회ㆍ환경적 리스크와 기회를 규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조찬미팅은 CEO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금융에 관한 사업 사례를 만들 기회를 제공함.

◦ 본 행사는 바베이도스 환경부와 바베이도스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함.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latin_america/training/index.html

라틴 아메리카

3. 2008 SRI Seminar: 기업 가치에 대한 CSR 노출과 효과 (2008년 11월 20일)

◦ UNEP FI 서명기관 Landesbank Baden-Württemberg이 주관한 제 4회 연례 UNEP FI 
/VfU 라운드테이블은 130여 명의 금융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 올해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독일과 스위스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서 금융기관들의 기후 변
화 전략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짐.

◦ 추가정보: http://www.vfu.de/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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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FI Latin American Task Force (LATF) Outreach Event

(2008년 11월 26일, 트리니다드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

◦ 바베이도스 행사에 이어 LATF 의장 Cristopher Wells, Banco Real의 리스크 환경 매니
저 Grupo Santander는 트리니다드토바고 환경부와 연계하여 금융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세션을 개최함

기후변화 전략 수행: UNEP FI / VfU 라운드테이블

(2008년 11월 4일 – 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 UNEP FI 서명기관 Landesbank Baden-Württemberg이 주관한 제 4회 연례 UNEP FI 
/VfU 라운드테이블은 130여 명의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 올해 라운드테
이블의 주제는 독일과 스위스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서 금융기관들의 기후 변화
전략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짐.

◦ 추가정보: http://www.vfu.de/

유럽

지속가능성 지표와 이니셔티브 공개에 관한 UNEP FI 북아메리칸 테스크포스 행사

(2008년 10월 2일, 미국 보스턴)

◦ UNEP FI의 NATF는 올해 UNEP FI 서명기관들이 주최한 연례 워크샵에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총60 여 명이 참여함.

◦ 본 워크샵의 주제는 NATF의 2008 연구 프로젝트인 “지속가능성 공개 요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연구 보고는 다음 달에 완성되어 소개될 예정.

북아메리카

UNEP FI 사무국

6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자본가가 미래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 - 포즈난에서 개최한 미래의 관문

(2008년 12월 10일, 14차 UNFCCC의 CoP, 폴란드 포즈난)

◦ Kyoto Protocol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롭고 영향력 있는 국제 협약의 실시 예
정. 이는 탄소시장을 확장시키고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환경을 조성
할 것임. 

◦ UNEP FI의 기후변화실무반(CCWG)은 UNEP 에너지지사, 세계은행과 연계하여 기후
변화협약(UNFCCC)의 제 14차 당사자회의(CoP)의 일부 행사를 개최. 이 행사는 수준
높은 연설자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협약이 이처럼 큰 규모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들을 예정.

기후변화

숲의 경쟁력 제고 – 영속성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

(2008년 12월 9일, 14차 UNFCCC의 CoP, 폴란드 포즈난)

◦ 산림개간, 생태계 퇴보, 지속적이지 못한 토지 사용, 재조림 부족 등의 결과로 인한 문
제가 세계 이산화탄소 총 배출의 20%를 차지함. 난 개발은 생물다양성의 쇠퇴, 비옥
한 토양 침식에서부터 분수령 전체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
킴. 

◦ UNEP FI의 CCWG는 탄소시장의 투자자 연합 (CMIA)과 공동으로 환경법률 회사인
Norton Rose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함. 본 행사는 난 개발의 실패 분석과 함께 금융
섹터가 생물권에서 격리된 탄소의 비 종속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
가는가를 시사할 예정.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poznan

물이 중요한가?

◦ 기후변화는 향후 수 십 년 동안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환경적인 난관이지만 반대로
물을 통해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임. 물이 너무 적거나, 많거나 혹은 물 공급에
있어서 부적합한 시기적 환경과 질 낮은 물의 공급은 기업과 금융업자 및 소유자들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견함. 

◦ 물 & 금융 워크스트림 (WFWS)은 물 문제가 세계금융, 사회 그리고 UNEP FI가 담당
하는 광범위한 물 관련 사업에 중요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물과 관련 있는 UNEP FI 
서명기관을 모집함.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work_streams/water/index.html

물 & 금융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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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08 한국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하나은행

제3회 아시아금융문화대상 사회공헌부분 최우수 수상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IPS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기업 윤리경영
실태조사에서 민간기업 중 최우수등급(AAA) 획득

우리은행

2008 사회공헌기업대상 청소년 복지부분 3년 연속 수상KB국민은행

매년 11월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김장 김치 전달

‘GRI공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대상’에서 서비스 부문 수상

2009년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기업사회책임(CSR)을 전 직원 문화로 확대할 계획

신한은행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리더 대상”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대경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2008년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대구은행

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8.11~12)

UNEP FI Korea Group

8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Korea Group 공지사항

○ 2009년 상반기 인턴 선발: 임영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09년 1월 – 6월)

○ UNEP FI Korea Group과 UN PRI Korea 공동모임 개최함 (2008년 12월 19일)

- UNEP FI Korea Group과 UN PRI Korea 2009년 활동계획 등 발표

-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UNEP FI와 PRI 국내 서명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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