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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 UNEP FI 서명기관 지속가능성 보고서

- Caisse des Dépôts – Rapport d’activeté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2007

http://www.caissedesdepots.fr/spip.php?article1001

- Fundación Social – Balance Social Empresarial 2007

http://www.fundacion-social.com.co/balance.htm

- Piraeus Bank –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2007

http://www.piraeusbank.gr/ecPage.asp?id=240059&lang=2&nt=102&sid

- Royal Bank of Scotland 2007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http://www.rbs.com/content/corporate_responsibility/downloads/2007_cr_

Report.pdf

지속가능성 보고서

◦ Airtime at AIRMIC for Sustainable Insurance

(2008년 6월 17일 – 18일, 영국 에든버러)

- 지속 가능한 보험은 Association for Insurance and Risk Managers (AIRMIC)

의 2008 컨퍼런스인 “리스크 관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목을 받음

- 본 세션은 UNEP FI의 Butch Bacani와 UNEP FI Insurance Working Group        
(IWG)의 멤버인 HSBC Insurance Brokers의 Sunny Sehgal이 협력함

- 추가정보: http://www.airmic.com

http://www.unepfi.org/work_streams/insurance

보험

◦ UNEP FI 서명기관의 활동 내역

- RBC는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한 Global Carbon Trading Capabilities 발표

http://www.rbc.com/newsroom/20080718carbon.html

- Rabobank Brazil은 농업관련사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선진 사례 출판

http://www.rabobank.com.br/social/social.html

- China Industrial Bank는 Best China Banks Ceremony에서 수상

http://www.banktrack.org/?id=162

SUSTAINABILITY BEAT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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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월간 이슈

Environmental Knowledge &  Media Coverage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간과
할 수가 없다. 광범위한 방송 매체를 통해 환경 변화를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
금 때로는 빨리 환경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에 부응하여
소비자와 주주들은 환경친화적인 행동과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이 환경
법규를 잘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Environmental Awareness & Public Opinion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인식과 정부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비록 유럽에 선
두를 내주었지만, 최근의 의견 조사 및 기업 주주들의 자각은 급속도로 환경 문제에 눈
을 뜬 북미 기업들에게 초석이 되었다.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Legislation

특히 북미 기업들이 제공하는 친환경 시장에서의 가격∙시장 확실성이나 그들이 유도했
던 비 지속 가능한 관행이나 절차에 대한 제약과 법적 규제들은 모든 분야의 주주들이
“그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이다. 

북미에서는 환경 상품, 특히 그린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템들이 북미시장에서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
서양을 낀 유럽과 북미 양 대륙의 발전 상태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Drivers & Trends of 
Green Product 
Development

Green Mortgages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이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장치에 투자하는 소매 고객에
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제공한다.

Green Home Equity Loans

가정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설치되도록 장려한다.

Green Commercial Building Loans

그린 상업 빌딩을 겨냥한 저 에너지 소비, 쓰레기 낭비와 오염 감축 등을 위한 대출계
획이 실시된다. 

Green Car Loans

시장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을 통해 Green Car Loans은 연비가 높은 차들이 구입되도록
장려한다.

Review of Green 
Products & Services
(Retail Banking)

CEO Briefing

Green Financial Products & Services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이 고객과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시장
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통해 금융기관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가치를 높이며, 고용을 창출하고 출자를 늘린다. 공공
부분과 기업의 범세계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친환경적인 시대정신과 함께 금융 기관들은 새롭고 다시 포장된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UNEP Finance Initiative의 North American Task Force는 시장에 선보일 상
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핵심 트랜드는 무엇인지 누가 혁신적이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들을 유인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세계 금융 서비스 환경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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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월간 이슈

Green Insurance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두 상품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친환경적인 특징들에 기반을
둔 보험 프리미엄을 차별화하는 보험 상품 2) 청정 기술과 배출 절감 활동을 위해 특
별히 제작된 상품

Carbon Insurance

일부 금융 기관들은 탄소 배출권 가격 휘발성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Insurance)

Green Project Finance

일부 은행은 한가지(혹은 여러) 재생산 기술에 특화 또는 청정 기술을 앞서 도입하여
정부 정책의 원조를 받아 국가와 제휴한 상품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Green Securitization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위험 분담을 한다. 금융 기관은 프로젝트 시작단계에 보증인
(건설 투자자)을 두어 고객의 위험을 은행이 전담하도록 한다. 

Green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클린 에너지 성장 시장과 투자 기회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프로젝트에 조언을 한다.

Green Indices

일부 은행들은 미래 친환경 기회와 도전이 다가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들을 제시하였
다.

Green Commodities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의 필요와 은행의 거래 테이블에서 거래할 상품 공급을 위해 탄
소 배출권을 획득한다. 탄소 시장은 유럽과 일부 미국 기업들에게서 형성되고 있다.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Green Fiscal Funds

지분을 사거나 Dutch Green Funds에 투자함으로써 고객은 수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은행은 5가지 카테고리에 적합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저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Green Investment Fund

지속 가능한 투자 펀드는 투자 적합성의 평가가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부합하
며 발전하였다. 1세대 펀드는 오로지 사회적이거나 혹은 친환경적 범주에 국한되었다. 
2세대 펀드는 사회 진보적이거나 친환경 정책 및 관행을 포괄하는 긍정적 범주에 사용
되었다. 3세대 펀드는 배제적이고 긍정적인 범주를 적용하여 잠재적인 투자를 선택한
다.

Carbon Funds

최근 다국적 개발 은행과 개인 금융 기관 간에 이루어진 협력을 통해 탄소 펀드가 등장
하게 되었고 이는 GHG 배출 절감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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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월간 이슈

Carbon Market

성장하는 탄소 시장에 투자하라. 탄소 시장 상품과 서비스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일본 은행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배출권 거래, 탄소 자
산에서 비롯된 첨단 파생 상품을 제공, CDM과 JI 프로젝트 사업권 투자, 은행의 GHG 
배출의 최소화 및 상쇄 등은 유럽 내 주요 은행들 사이에서 1~2년 안에 주류가 될 것으
로 보인다. 급속하게 확장해가는 지역적, 글로벌시장에서 북아메리카 금융 기관들이
“risk taker and market maker”가 됨으로써 배출권 거래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Emerging Market 
Opportunities for Green 
Financial Products

Green Buildings

기존의 보험 상품과는 달리 California Fireman’s Fund는 이 분야에서는 최초로 Green-
Gard Certified Green Building Replacement and Upgrade Coverage를 착수했다. 이
특화 상품은 가정에서의 새로운∙에너지수질 효율성 기존 건물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보
장한다. 이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이용해 재건축하고, 자산을 업그레이드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사례로는 EnergyStar 표기된 전기제품, LEED나 Green Globe 요구치를 충족시
키는 실내 조명 장치, 물 절약 실내 펌프, EnergyStar가 보장하는 지붕과 절연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외 보수에 책임이 있는 LEED 전문가들이
Green-Gard 고객을 방문한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Fireman’s Fund가 전액 지원한다. 
더 나아가, 대체 에너지 장비를 이용하다 수입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경우 전액 보
상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은 탄소 중립의 이
득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매 은행과 보험 부분에 관련이 있다.

“First Mover” Oppor-
tunity for Green 
Financial Products

금융 기관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그린 금융 상품을 제공하도록 협력함으로써 전체 상품
가치에 익숙해졌다. 

금융 기관들은 우호적 관계, 상품 패키지 항목 추가, 고객 워크샵, 엄격한 환경 대출 범
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 NGO, 학계와 협력하여 금융 상품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Stakeholder Alignment 
Opportunities for Green 
Financial Products

Clean & Environment Technology  

향후 수십 년간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기술 기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장기적 관점
에서 볼 때 혁신적인 금융 패키지를 요구할 것이다. New Energy Finance는 2010년 까
지 친환경 산업이 세계의 개인 주식 거래에서만 1천억 달러를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기관들은 그린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밝히고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품 정보와 이해관계자의 인식 부족, 상품 디자인의 경직성, 수
익 대비 비용의 불확실성에 근거한다.

금융 기관들은 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개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 조
사와 분석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객들이 친환경 상품을 그들의 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금융 기관들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창조적이고 교육적인 마케팅 캠페
인을 통해 그린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장려해야 한다.

Marketing and Strategy 
Opportunities for Green 
Financial Products

4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 UNEP FI의 LATF와 Ecobanking Project는 금융 기관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친환경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이 과정의 자료들은 Banco Real, BBVA, HSBC 그리고 Unibanco를 포함한 금융 기관
들의 선진 사례의 케이스 스터디가 포함되어 있음

UNEP FI Latin American 
Task Force (LATF) 온라인
환경 효율성 과정 설치

◦ (ESRA) E-Learning Programme

- 영어 (2008년 9월 22일 - 10월 10일)

- 스페인어 (2008년 11월 3일 - 21일)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의 고객들을 위한 특별판)

◦ 직원 교육을 위한 코스도 준비되어 있음

◦ UNEP FI와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InWest), 그리고 INCAE Business School
의 상품은 Ecobanking Project의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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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사회 리스크 분석

◦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 Observatory (ESRO)에 기여

◦ UNEP FI는 Ecobanking Project와의 협력 하에 현실적인 online case study 데이터베
이스를 포괄적으로 구축하여 서명기관과 기타 금융 기관들이 환경, 사회 부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전시

◦ 기부희망자는 ‘Finance for Sustainability’나 “E&S Risk”사례를 Observatory에 제출

Show Us the Money, 
Show Us the Green 
Money

◦ UNEP FI Property Working Group(PWG)의 새로운 보고서는 현존하는 상업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ESG 이슈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투자가
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자산 포트폴리오의 환경
& 금융 실적 향상을 위한
10가지 전략

◦ UNEP FI 2008 Annual General Meeting

(2008년 10월 20 - 21일 스위스, 제네바)

- UNEP FI는 스위스 제네바의 Palais des Nations에서 Annual General   Meet-

ing(AGM)을 개최할 예정

- 본 회의는 서명기관들에게 UNEP FI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활동 모색,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 테스크 포스, 특별한 프로젝트에서 발언기회 제공,  참가 자들
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짐

- 추가 정보: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responsible_property_investing.Pdf

2008 Annual General 
Meeting 개최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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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글로벌 동향UNEP FI 동향

[북아메리카]

◦ UNEP FI North American Task Force Event on Sustainability Indices & Disclosure   

Initiatives (2008년 10월 2일, 미국 보스턴)

- 2008년 과정에서 North American Task Force (NATF)는 ‘지속가능성과 이니셔티

브에 동참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비 참여가 빚어지는 리스크’에 대해 조사

- 본 행사는 지속가능성 지표의 최신 경향과 북미 금융 섹터에서 이뤄지는 최신 이

니셔티브의 활동들이 소개될 예정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regional_activities/north_america/index.html

◦ Special Forum of the UNEP FI Property Working Group at “Sustainable Building08”
(2008년 9월 23일, 호주 멜버른)

- UNEP FI는 본 행사에서 책임 재산권 금융과 투자에 관한 포럼 운영을 담당

- 추가정보
http://www.asnevents.com.au/sb08/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
w&id=69&Itemid=86

투자

[라틴 아메리카]

◦ UNEP FI Latin America Task Force (LATF) 트레이닝 워크샵 & CEO Breakfast

(2008년 11월 24일 - 25일,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

◦ 최초로 캐리비안 금융 부분에 진출한 LATF는 바베이도스의 이번 행사에 주목함 본 워
크샵은 이 지역 금융 분석가 및 전문가들이 대출과 투자를 하는데 있어 사회 & 환경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도록 교육할 예정

◦ Breakfast는 지속 가능한 금융이 될 수 있는 기업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토론 실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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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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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 인도의 탄소 시장 (2008년 9월 29일 - 30일, 인도 뭄바이)

http://www.greenpowerconferences.com/carbonmarkets/carbonmarkets_india_2008

html

지속가능한 금융을

전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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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able Water Sustainable – Sustainable Water Bankable

(2008년 8월 20일, 세계 물의 주(週), 스웨덴 스톡홀름)

- ‘물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이 달린 사안이다’, ‘물은 전략적 투자대상이자
갚아야 할 상품이다’

- 세계 물의 주(週)를 맞아 준비한 수준 높은 행사를 통해 세계은행의 Water & 
Sanitation Program (http://www.wsp.org) 과 UNEP FI의 Water & Finance 
Work-stream은 앞서 언급한 두 문구가 사회, 환경, 금융 부분에서 성과를 거둘
이상적인 접근이라고 제시함

- 본 회의는 세계은행의 Water & Sanitation Program과 UNEP FI의 Water & 
Finance가 공동으로 주관

- 추가 정보와 행사 결과:

http://www.unepfi.org/events/2008/stockholmoutcomes/index.html

수질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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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 FI Water & Finance work stream (WFWS)는 최근 세계적인 소유권 가설
이 포트폴리오 관리 형식으로 수질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

- 본 보고서는 세계 소유자들의 포트폴리오의 금융활동을 증진시키고, 국제 수질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분석 잣대 역할을 할 가치 평가를 포함함

◦ A Royal Welcome to a Global Alliance

- UNEP FI Insurance Working Group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보험산업의 목소리
를 냄으로써 IWG를 지지한 Royal and SunAlliance (RSA) Group의 18번 째 회원
가입을 환영함

- RSA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기존에 배제되었던 GPS지원 차량 안전, 재생
에너지 보험, 친환경 자동차와 주택, 최첨단 지리적 리스크 진단 장치 그리고 책
임 투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RSA Group에 관한 추가정보와 UNEP FI Insurance Working Group 관련 정보
http://www.rsagroup.com

http://www.unepfi.org/work_streams/insurance

보험

◦ 뉴욕에서 극동까지 뻗어나가는 ESG의 가치

(2008년 7월, 미국 뉴욕 &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자본시장에서의 ESG 비능률성 제기”를 주제로 UNEP FI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동 프로젝트 개최

- 추가정보: http://www.unepfi.org/events

UNEP F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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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PB산업의 발전과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제 1회 2008 아시아 PB 대상 법인부분 대상 수상

하나은행

전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을 모아 ‘어린이사랑기금’을 운영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0원씩 모금운동을 펼쳐 장애인
체육대회나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 초청행사 등을 지원

서울시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사랑 에너지
복합예금’을 출시

이종휘 우리은행장, 지난 9월 9일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우리은행

어린이를 돕는 위스타트(We Start) 운동에 쓰이는 기부수익금 전액이 저소득층
제4회 2008 위아자 나눔 장터 참여

현대해상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대출‘ 실시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ㆍ동티모르 등 아시아 7개국 10개 지역에서 아동 언어교육, 
여성을 위한 소자본 창업활동 지원 등 현지 자원봉사활동 ‘라온아띠’ 진행

아시아 극빈국을 지원하는 ‘KB글로벌 사랑나눔’행사 진행

KB국민은행

신상훈 신한은행장, 9월 10일 저소득층 아동 방문. 자매결연을 맺은 청소년
복지재단과 노인요양원, 보육원 등을 방문해 과일과 생필품 등을 전달

아름다운 재단·사회연대은행·환경재단 등 비정부기구(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익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또 아동발달지원계좌(CDA)관련 예금, 아름다운 펀드 등
공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8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금융 부분 수상

신한은행

한 국 지 속 경 영 평 가 원 주 관 '2008 대 한 민 국 지 속 가 능 경 영 대 상 ' 에 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주는 종합대상을 수상

대구은행

Korea Group 회원사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금융 관련 활동 (’08.09~10)

UNEP FI Kore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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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인턴 선발: 송현영,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0월 – 12월)

○ UNEP FI Korea Group과 UN PRI Korea 공동모임 개최예정 (11월)

- UNEP FI E-Learning Program 주요내용 소개

- UNEP FI Korea Group과 UN PRI Korea 공동활동 방안 논의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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