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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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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6년은 UNEP FI 지속가능성과 은행 가이드 제2판 발표의 적
기라 생각됩니다. 

G20 녹색 금융 연구회 (Green Finance Study Group)의 설립으
로 금융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으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참여하여 재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녹색 채권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많은 은행의 지속가
능성 의제에 더 가까워지면서, 금융권의 참여가 새로운 단계에 접
어들었습니다.

은행 감독관들과 규제 당국은 기후관련 재무공시 안정위원회 전
담반( Financial Stability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
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설립해 지속가능성 문제의 중요
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금융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며, 이 질문을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
장 실습자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행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았
습니다: 

 ◼ 첫째, 지속가능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 모든 의사결정 단계와 주요 기능 전반에 걸쳐
 ◼ 책임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 둘째, 지속가능 금융은 문제들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넘어, 전

략적 차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환경, 사회, 개발 문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 셋째, 은행 내부 뿐만이 아니라 타 은행등 이해관계자들과 의
사소통은 지속가능성 문제들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
루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UNEP FI 25주년을 맞아 지속가능성과 은행 가이드의 공개가 자
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가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해, 이행, 
전달하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드를 위한 작업정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
(인권, 노동),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는 다소 적은 비율로, 
경제 문제들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업의 역활을 포함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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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설명서 

지속가능성과 은행 가이드는 무엇입니까?

지속가능성과 은행 가이드는 (이하 “가이드”) 지속가능 금융의 내
외부를 그리는 기능 개요입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목적의 가이드입니까?

이 지침서는 우선 은행종사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인식제고, 통합, 홍보 도구로 사용됩니다:

 ◼ 지속가능 금융을 더 배우고 싶은, 혹은 직원 교육 방법을 모색
하는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은행 전체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가능성 전담부서 
 ◼ 지속가능성과 업무의 관련성을 알고자 하는 직원
 ◼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 위험, 질의가 있는 외부 주주 및 이해

관계자와 대면하는 직원

또한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은행 협회
 ◼ 환경 및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을 유지하는데 은행의 역할을 촉진 시키고 싶은 은행 규제 및 
감독 관련자

 ◼ 은행과 지속가능성의 연계에 관심이 있는 정책결정자, 시민사
회, 기업, 그리고 대중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가이드는 리더십부터 지속가능성 전담부서, 리스크부서, 고객 
대응부서 등 다방면에 관해 9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장에는 다음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즈니즈 케이스 –지속가능 금융을 해야하는 이유
 ◼ 지침 –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노력
 ◼ UNEP FI 회원국들의 다양한 실천 사례

부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광범위한 참고 자료
 ◼ 전문 용어집
 ◼ 자주 쓰이는 약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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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의지

1.1 우리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
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인 지속가능발전을 건전한 기
업경영의 근간으로 인식한다.

1.4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이 제도적 약
속이며 기업 시민의식과 건전한 경
영 추구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
식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1장:  
리더십

이 장은 은행 내 이사회, 집행위원회, 최고 경영자, 고위 관리 
및 조언자등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고위급 경영진을 대
상으로 쓰였습니다

 

“주주들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좋은 성공 사례가 있는 주요 사례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수익 창출, 비용 절감, 인재 유치 
등 우리 사업의 미래를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지속가능성은 또한 경쟁 우위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가속하는 프로젝트와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고객을 파이낸싱해 
공정하고 환경친화적 경제로 전환을 촉진합니다.”

Mr. Ralph Hamers, 
Chief Executive Officer, 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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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지속가능성이 은행의 경영진에게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0억에 근접한 인구의 기본수요는 급증하고, 천연자원은 희귀해
지며, 기후변화는 흔해지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
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금융이 필요합니다. 사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은행들은 다양한 
발전 목표들, 그리고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습니다.

점점 많은 기업이 수익과 지속가능성의 양립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멕킨지의1 2014년 보고서에서, 최상위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을 추구하는 이유로 재정적 이유를 꼽았습니다. 세계 야생 동물기
금 (World Wildlife Fund)와 CDP의 3% Report에 따르면,2 탄소 
배출 억제는 2020년까지 미국경제에 1,900억 달러의 경제적 이
득을 창출합니다. 반대로, DARA의 기후 취약성 모니터(Climate 
Vulnerability Monitor)3 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연간 1.2조 달러
가 소요돼, 전 세계 GDP를 1.6%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은행이 다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 증
가, 고객들의 천연자원 감소 및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와 대중은 은행의 지속불가능
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 처리 및 공개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습
니다. 은행의 합리적인 수익을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계
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통합은 필수입니다.  

대책 부재 시 리스크.

 ◼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 및 파이낸싱 기회 손실
 ◼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전반적인 리스

크 노출 증가
 ◼ 지속 가능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투자자들의 잠재적 압박 및 이

탈
 ◼ 규제 및 정책 조정에 대한 준비 부족
 ◼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은행의 신용 및 이미지 

손실

기회 

 ◼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기
회와 파이낸싱 기회 창출, 지속가능성 전략을 통합한 최상위 
은행들과 경쟁 우위 유지

 ◼ 환경 및 사회적 책임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이해 및 관리, 
강하고 탄력적 경영

 ◼ 은행 및 가치 평가 상승
 ◼ 명성, 신뢰성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 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직원들의 긍정적 반응 통 해 동기 

부여 향상 및 이직 방지
 ◼ 자체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통해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예
시 : 에너지 효율성 증대 통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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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지속가능성의 가치창출

출처: Adapted from Sheila Bonini 
and Stephan Gorner, The business of 
sustainability: McKinsey Global Survey 
results, Oct 2011, mckins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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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이 장은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책임자를 대상으
로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의 전략 목표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직접 반영해 목표 확립
 ◼ 은행 전반에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책임을 보장
하는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

 ◼ 적극적 홍보와 소통으로 고위층의 인식변화를 확신시켜 새로
운 기업 문화 융성, 직원의 인식과 전문성 발달을 통해 지속가
능 문제에 유연한 대응

 ◼ 내외부적으로 은행의 지속가능성 접근법에 대한 명확한 커뮤
니케이션으로 투명성 제고 

1. 지속가능성 문제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행을 위해 어떤 전략적 목표를 도출해야 합니까?

지속가능성 이슈에서, 세계 경제 및 미래 발전과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연관성 관련 자료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핵심 및 지원 기능의 연결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핵심
입니다. 장기간 효과를 내는 통합 지속가능성 전략을 위해, 지속
가능성 리스크와 보상은 피상적 이해가 아닌, 내외부의 조사에 견
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표 1 은 은행의 핵심인 사업 성장, 리스크 관리, 이미지, 그리고 
운영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에너
지 산업은 지속가능성이 은행의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좋은 예시입니다. 

국제 에너지 보고서 2016 (IEO20164)는 2012년부터 2040년까
지 28년간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합니다. 온
실가스 저감 노력이 성공하려면 에너지 산업이 기여해야 합니다. 
은행은 저탄소 기술을 목표로 하는 파이낸싱을 통해 에너지 수
요 증가에 대해 사업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이익증대 목표는 비용과 지속가능성의 상호 연결의 다른 
예시입니다. 가상 회의를 통한 출장 감소,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 
폐기물 전환 전략 등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
간 확실한 이익을 가져오는 지속가능성 정책들입니다. 이 가이드
의 후속 장들은 지속가능성이 은행에 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방법
들을 보여줍니다.

2. 이 비전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배 구조가 필요합니까?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정하려면, 여러 교차 정책 및 구조 외에도 
기존의 비전/사명 선언문, 전략 및 운영 정책 및 관리 구조 내에 
지속가능성을 직접 통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및 사회적 고
려 사항을 전반적 경영 전략에 통합, 독립 정책 (예: 기후 변화, 물 
부족) 채택, 모든 부서에 특정 역할과 책임 할당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정책을 함께 묶을 하드 및 소프트 거버넌스 구조를 찾는 것
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전담 지속
가능 부서을 구성하였고, 다른 은행은 전통적인 경영 기능에 직
접 지속가능성 책임을 포함합니다. 각 은행은 각자 맞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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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설립, 또는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수립해 은행 내에서 행동 최
대화

 ◼ 은행 전반의 지속가능성 고려 보장을 위해 집행위원회 또는 이
사회 내 지속가능성 위원회 설립, 파이낸싱, 재융자, 및 재무부
서의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을 통합해 경영진부터 하향식 지원

 ◼ 은행의 전 부서에 걸쳐 지속가능 경영 책임과 지속적인 행동 
통합 (자세한 지침은 2~6장 참조)

 ◼ 추가 자원, 전문가 및 교육의 필요성 검토
 ◼ 지속가능성 해결책의 구현 및 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 및 역할 

명확성 보장. 이 부서는 은행 내 전문가 집단으로, 지속가능성 
전략 및 문제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 변화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실천 인센티브 
구조 설립

 ◼ 내외부 보고에 지속가능성 측정 기준 포함

3. 현재의 은행 문화는 지속가능성 사항을 통합을 증진합니까? 
올바른 문화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성 문제들과 은행 업무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
다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인식의 변화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효과적인 몇 가지 접근법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진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
션, 예를 들면 내외부 강연과 관련된 행사 참가

 ◼ 말한 건 실천하려는 개인적 노력
 ◼ 성과, 상태 및 도전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 및 투명한 커뮤니

케이션
 ◼ 인정 및 보상 (추가 지침은 8장 참조)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이슈를 통합하는 아이디어 경연

4. 왜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리의 비전과 행동에 대해 알 필요가 있
습니까? 검증이 이해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
여합니까? 

투자자, 시민단체, 정부, 그리고 은행 감독관까지, 많은  이해관계
자들이 새로운 지속가능 경제 전환에서 은행의 역할에 관심이 있
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자연적 자본 
투자 보호에 대한 의문부터, 은행의 더 많은 환경, 사회적 역할 
등 비경제적 기대까지 다양합니다. 내외부적으로 은행의 지속가
능 접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조화
로운 가치을 확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주요 문제점 및 목표
를 알릴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신뢰성은 긍정적인 
대중 인식의 열쇠입니다. 앞으로의 여정과 개발에 대한 인식은 이
미 달성된 성공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2
장과 3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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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FIRSTRAND LIMITED 
Firstrand Limited (이하 FirstRand)는 남
아공에서 가장 큰 금융 기관 중 하나이며 
타 은행들과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아공 소매, 상업 및 투자 금융 기관 중 유
일하게 "소유자 관리" 경영 모델을 적용합
니다. FirstRand는 남아공 및 여러 아프리
카 국가의 소매, 상업, 기업 및 공공 부문 
고객에게 금융, 투자 및 보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현재, 은행은 
41,746명의 직원을 고용중 입니다.

FirstRand의 철학과 가치는 개인 존중과 
권한 부여, 집단 및 개인 책임, 청렴성, 사업
에 대한 관심,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위해 
상호보완적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과 이익 
증가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환경 및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우려 합니다.

FirstRand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UN 지속가능 발전목표 (2015)와 남아프리
카공화국 국가 발전 계획에 대한 지원을 약
속합니다. 

FirstRand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예금
자, 투자자 및 고객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 사업 및 지속 가능한 사회를 장려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FirstRand는 많은 사
회 및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위험과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FirstRand는 이러한 위
험과 기회가 규제, 물리적 또는 재정적 일 
수도 있으며, 단기, 중기 및 장기간 가치 창
출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주
요 금융 기관인 FirstRand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2도 이
하로 유지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지지합니
다. 이러한 전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
면, FirstRand는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
는 영향과 전환에 기여하는 투자 활동에서
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FirstRand는 사업 성장을 유
지하면서, 운영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둡니다. 장기적으로, FirstRand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관련 금융 제품 및 솔
루션을 개발하고 고객들이 기후변화에 적
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것
입니다.

FirstRand는 2015/2016 회계 연도에 긍정
적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 영향을 달성하
기 위해 공식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사회적, 
재정적 수익을 포함하는 지속가능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대표적 
포지티브 임팩트 금융 프로그램(Positive 
Impact Banking Program)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FirstRand는 포지티브 임팩트 금융 (Posi-
tive Impact Banking, PIB)을 부정적인 영

향이 충분히 식별되고 완화된, 지속성장의 
세 가지 기둥(경제,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 또는 그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수단, 솔루션, 또는 투자로 정의
합니다.

FirstRand는 환경 지속가능성 위험 프레임
워크를 통해 건전한 환경 지속가능성 정책
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그룹 전체의 정책, 체계 및 관행이 해당 법
률, 국제 모범 사례 및 자발적 규율과 일관
성을 유지하며 그룹 전체의 환경 위험을 사
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FirstRand는 사업 전략을 구현 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
기 위한 공식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
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그룹 및 지점별로 
위험 보고서에 환경 및 사회 정보를 통합하
는 것을 포함합니다. 완화 조치는 그룹 및 
지점별로 시행되며, 진도는 기존의 위험보
고 구조를 통해 추적됩니다. 집행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환경 및 사회적 쟁점이 이사회
에 보고되는 조항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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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ING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에 강
한 기반을 둔 국제 금융 기관입니다. ING
의 52,000명의 직원은 40개국 이상의 고
객에게 소매 및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ING의 목적은 지속가능 발전을 주
도하며, 시민들이 삶과 사업에서 한발 앞
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ING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융 서
비스는 직접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
지만, 대출 및 투자에서 선택 역시 건강하
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ING의 사업 
전략 핵심에 직접 통합되어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미증유의 전세계적 문제이며,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필요성은  커
졌습니다. ING는 이 문제에 은행들도 임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NG는 여러 방식으
로 이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ING의 환
경접근법에 나와 있듯이, ING가 직접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작은노력부
터 시작됩니다.

2007년부터 ING는 자체적으로 기후 중립
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영향력은 
투자에 있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 공정한, 환경
친화적인, 탄소 발자국이 적은 경제로 전

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ING는 석탄 포트
폴리오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 발전소 
및 광산의 투자를 중단하였고, 풍력, 태양
력, 지열발전 등 녹색 미래를 창출하는 프
로젝트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ING의 경영 방법, 장소 및 파
트너의 투명한 공개로 시작합니다. ING의 
투자 및 파이낸싱 정책은 물론, 회사의 사
명은 사회, 윤리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합니
다.

또한, ING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는 고
객의 지속가능 전환을 가속하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들에 해답을 내놓는 고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중점을 둡
니다. 

효율적인 선박 구축, 바이오 매스 설치 또
는 녹색 사무실등, 여러 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 프로젝트 및 타 기업에 비해 환경적
인 성과를 낸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기회
를 사전에 파악해, 투자를 합니다. ING는 
2020년까지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 투자
를 350 억 유로를 목표하고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 입니다.

이런 전 분야에서 전환을 지원하는 ING의 
지속가능 금융 노력은 2015년 11월에 녹색 
채권 발행에 성공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은 ING의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
오 성장과 선택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
냅니다.  

ING는 전 세계 모든 부문과 부서에 지속가
능성을 업무에 통합했습니다. 간접적 CO2 
배출량과 오·폐수 사용 및 관리를 줄이는  
파이낸싱 기회를 모색하는, 전문성을 갖
춘 전담부서가 여러 있습니다. 이 부서들
을 통해    

ING와 ING의 포트폴리오는 지속가능성은 
확고해집니다.

포괄적 통합 접근 방식 외에도, ING는 파
이낸싱 필요한 지속가능 발전의 성장을 가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NEP FI 긍
정적 영향(Positive Impact) 

사업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ING는 물 문
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ING는 첫 번째 물 보고서 "너무 없
고, 너무 많은, 다양한 물 문제들"을 발표
했습니다.

ING는, 순환사업등 미래의 경제를 설계하
는 선도적 고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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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ESBANK BADEN-WÜRTTEMBERG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LBBW) 는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에 본사를 
둔 세계적 상업 은행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약 11,1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주요 지점은 슈투트가르트, 만하임, 마인츠, 
칼수르에입니다.

LBBW는 20년 이상 지속가능성을 강조했
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지속가능성 약
속을 단계적, 전문적으로 핵심 사업에 확고
히 통합해왔습니다. 지속가능 금융은 사명 
선언문, 지속가능성 목표, 기후 전략, 지속
가능성 위원회, 투자 및 대출 지침, 인적 자
원 정책등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및 전략
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 레벨에

서 지속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속가능성 정책을 위해 LBBW는 7 가
지 지속가능 목표를 정의했습니다. LBBW
의 지속가능성을 현실화 하는 프레임워크
는 LBBW의 지속가능성 가이드 라인을 통
해 만들어집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LBBW
가 투자 및 대출 사업, 인적자원 정책 및 자
원 관리에 있어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를 형
성합니다.

LBBW는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의 일괄된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  정책의 준수를 보
장합니다.이 시스템은 모든 부서를 포괄하
며 LBBW 모든 사업체에서 다단계 프로세
스로 구현됩니다. LBBW의 상무 이사회 의

장과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Sustainability 
Committee)이 정책들의 이행을 책입집니
다.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담당하는 부장들과 핵심 자회사들의 상무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무이사회 의장
이 회장입니다.  이 위원회는 상무 이사회
에 전략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
견과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의 다리역활
을 합니다. 상무이사회는 감독위원회에게 
정기적으로 은행의 주요 의제에 대한 포괄
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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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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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2.2 우리는 기업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 국가, 국제 
환경규제를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준수를 넘어, 우리의 활동과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사회적 
고려를 통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2장:  
지속가능 경영

이 장은 은행 내 이사회, 집행위원회, 최고 경영자, 고위 관리 
및 조언자등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고위급 경영진을 대
상으로 쓰였습니다

 

“Citi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은 기후 변화, 지속가능 
도시, 사람 및 지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의 
지속가능성의 3대 축은 1,000억 달러가 목표인 
환경투자,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운영 및 
공급망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는 통합 지속가능성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향상을 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지속가능성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이 
진정으로 융합되어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 전체에 연결을 만드는 지속가능 
전담부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Valerie Smith
Director and Head of Corporate Sustainability, 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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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의 역활은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전담 부서, 또는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속가
능성이 은행의 모든 영역에 진정으로 융합되기 전, 지속가능성 부
서는 변화의 시발점이자 단기 및 중장기 추세, 위험 및 기회의 나
침반입니다. 수익 등 여러 이익을 가져오는 해결사로, 은행의 목표, 
핵심 사업 및 최종 목적에 맞게 조정된 접근 방식으로 은행과 브랜
드에 연관된 지속가능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지속가능성 부서는 포괄적 지속가능성 전략의 실행을 공식화하고, 
보고하고, 감시하고 개선합니다. 그들은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수
익 증대, 비용 절감, 상표 가치 등 사업 목표와 환경 및 사회적 영
향을 조화시키는 다각적 시각을 요구합니다. 은행에 모범 사례와 
신규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의 지속가능 자
료실이자 부서 간 다리로 지속가능 금융의 일관성, 협업 및 혁신
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성 전략과 사원들의 성공을 위해 
은행의 문화를 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 수익 창출 및 소
득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 위원회는 은행 전체의 여러 부처와 기능의 장들을 포함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들은 지속가능성 부서와 독립적으로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지속가능 전략을 위해 역량을 기르고 전
략을 옹호해 지원합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다른 역할들에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 간 조정 및 의사소통, 그리고 전략
의 건전성과 성과에 대해 의견 수집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수는 은
행 규모에 달렸지만, 여러 위원회가 있는 은행은 대위원회를 중심
으로 재정, 위험 및 운영등 특정 주제의 소위원회들을 운영합니다.

대책 부재 시 리스크

 ◼ 분산된 관점및 개발로 인한 지속가능성 전략의 취약한 통합
 ◼ 지속가능성과 핵심 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놓친 기회, 비효율적 운영, 및 약한 목표
 ◼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문의에 1차 담당자가 없어서 잠재적인 
고객 손실 및 부정적 홍보

 ◼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산발적, 불투명, 부정확한 보고 및 체
리피킹의 위험

기회

 ◼ 중앙 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제도적 역량 구축, 지
속가능성 목표를 모으고 배분해 은행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 전
략과 목표가 촉진, 구현 및 관리

 ◼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 통해 신사업동력을 위한 기회
와 통찰력 촉진,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 여러 부서 간의 지속가능성 시너지의 확인 및 촉진, 이를 통해 
조직의 부서 간의 갈등 및 고립 혁파

 ◼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찰력 있고 도움되는 의견을 전해 평
판 및 상표 가치 상승

 ◼ 전문성을 길러 정확하고 투명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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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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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금융과 지속가능성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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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지속가능성 전문성은 사업 자원, 운영체계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 전반적 사업 전략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다음은 지
속가능성 전담 부서/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 주 고려 사항입니다:

 ◼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의 기회, 활용, 이
해 증진 등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는 팔방미인

 ◼ 새로운 사업 기회를 식별, 지속가능성의 이해를 높이는 연구 
수행 및 촉진

 ◼ 은행이 지속가능성 정책 구축 시 탐구할 주제 및 고려 사항 파
악

 ◼ 지속가능성을 사업 전략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 기술을 갖춘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만들 역량 구축

1. 은행에서 우리의 역활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시장 현실이지만, 아직 금융산업 
일부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위
원회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은 언제나 지속가능성을 기회로 생
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의 장기적 관점으
로, 사업 목적과 지속가능성의 연결성을 보여주면, 지속가능성 전
략은 재정적 이익, 인식, 운영 효율성 및 지속적 추진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표 2는 지속가능 전담 부서와 다른 부서 간의 중요
한 시너지 효과들을 보여줍니다. 지속가능성의 기회, 이해 그리고 
반응을 돕는 것이 지속가능 전담 부서의 책임입니다.

지속가능성 부서는 다양한 책임과 기능이 있습니다. 조직 설정에 
따라 다음 활동들이 반드시 한 부서가 전부 수행하지는 않고, 다
른 부서와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 자문
이사회, CEO 및 고위 경영진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자문, 은행의 
지속가능성 영향 및 노출에 대한 전략적 지침 제공, 장기 추세 평
가, 리스크 완화 전략 추천, 새로운 기회 파악.

 ◼ 촉진
은행 전체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전략, 정
책, 성과 및 약속을 수립, 주도하여 촉진

은행의 모든 문서 및 작업에서 주제의 균일, 규칙적 통합 위해 기
업 정책, 교육, 커뮤니케이션 조정.

 ◼ 구현
지속가능 전략과 핵심 사업 목표, 비용 절감, 수익 창출, 평판 및 
자산과 균형 유지, 특정 지속가능성 전문성을 제공해 지속가능성 
책임을 이행하는 다른 부서 지원

운영 부서가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의 개념을 운영 전
반에 반영할 수 있게 변환, 통합하여 지속가능성이 은행의 실제 
직무 및 문화에 효과적으로 녹아들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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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지표, 목표 및 수단을 정의해 전략 및 계획의 성과를 감시 및 관리, 
지속적 개선 추구,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 

 ◼ 홍보
지속가능성이 은행 전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실한 소통, 타 
부서 직원과 연계를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시너지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 통합의 이점 입증

은행 내외부에서 지속가능성 대변인으로 활동, 진화하는 모범 사
례와 떠오르는 사례에 뒤처지지 않도록 업체 회의 및 네트워킹 통
해 외부 파트너십을 육성.

2. 우리는 지속가능성 사례에 대한 은행의 노출과 영향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은행은 현재 거시 경제 상황을 연구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와 자
원 부족으로 인해 복잡해진 시장 속에서 지속가능성 고려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각 은행의 이 신규 리스크 노출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달려 있습니
다. 자원 의존도, 새로운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민감성,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산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탄력성은 전 세
계 인구의 지속가능 발전 요구에 대응해 파이낸싱된 프로젝트의 
긍정적 영향과 직접 관련됩니다.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파악하면 지속가능성을 위험 완화 수단에
서 기회로 지속가능성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연구의 수행과 
홍보는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의 핵심입니다. 이사회에서 고위 경
영진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이 중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3. 은행 전반적인 정책에 어떻게 지속가능성 사례를 반영 할 수 
있습니까? 

MIT Sloan 경영대학원의 Innovation Bottom Line5 와 Boston 
Consulting Grou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경영 전략
에 통합한 기업들은 그로 인해 장기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정책은 각 은행의 지속가능성 관련 행동을 설명합니다. 다
양한 여러 정책의 조합은 지속가능 상품의 조달과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며, 독립되거나 은행의 정책 속에 융합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정책에 포함
되는 핵심 주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위
어느 정도의 은행 업무가 포함됩니까? 재정적 성과만 또는 환경 및 
사회적 등 비재정적 성과만, 또는 둘 다 포함됩니까? 자회사, 지사 
또는 금융 중개 기관도 포함됩니까?

 ◼ 약속
어떤 약속을 할 것입니까? 정책 입안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X% 
저감,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X억 달러 기약 등 구체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진행 상황 검토, 보고에 필요한 다양한 지표
를 생각해야 합니다. 

 ◼ 역량 강화
정책 입안자들은 경영진의 목표와 열망을 나타내면서 은행이 전
체가 동감하는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 인력 및 직원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에게 지속가능성 정책이 실행
할 수 있고, 위협이 아니며, 오래된 사업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회 제공이며, 은행 정책 전반을 지원함을 입증해야 합
니다.

 ◼ 검토
미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행 내부 정책 및 이행을 어떻게 검토
할 것입니까? 성과는 어떻게 측정되며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기와 과정에 영향을 
줍니까? 개정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 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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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업무의 효과적인 소통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성은 중요합니다. 지속가능성 성과는 은행의 전반적 평
판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적절한 소통이 없으면 그 
성과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올바른 계획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정책 역량을 구축해 지속가능성이 단지 "보기 좋은" 또
는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략의 필수로 인정받게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정보 요구 사항, 빈도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및 회의를 조정하십시오: 

 ◼ 고위 경영진은 지속가능성 정책, 재무 및 비재무 성과의 진화, 
전략적 의사 결정 및 지속가능 제품 개발에 대한 잠재적 영향
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 NGO, 규제 당국 및 감독 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 역
시 점차 은행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7장 참조)

 ◼ 사업 부서는 은행의 지속가능 요구 사항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의 기존 지속가능성 전략을 보고합니다.

 ◼ 리스크 관리 부서는 지속가능성 부서와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
해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돼야 합니다.

 ◼ 모든 직원은 공모전, 관리, 교육, 소식지, 성과제 및 경쟁을 통
해 지속가능 노력에 참여해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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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ANZ 
ANZ의 전신인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은행
은 1835년 시드니에 첫  사무소를 개설했
습니다. ANZ는 인도의 벵갈루루 기술 센
터를 포함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메리카 및 중동 전
역의 34개국에서 5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
용하고 있습니다.

ANZ는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해 사회
에 실질적, 긍정적 변화와 사업 경쟁 우위
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회 중 ANZ의 사업
과 전문분야에 관련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NZ의 의제는 기업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와 다양성 정책에 의해 결정됩
니다.

ANZ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위원회(CSD)
는 그룹의 의제와 목표 설정을 감독, 자문 
및 홍보하는 고위급 전략위원회입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 등 타 위원회에 지속가능성 관
련 리스크 및 기회를 그룹 및 부서에 조
언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전략, 정
책 및 목표 창출.

 ◼ 전략과 목표에 대한 진도 점검, 진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도전 과제 및 기회 
포착.

 ◼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문제와 기회, 진
도 및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공개 선진
화 추진

 ◼ 그룹 및 부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의제의 일관성 보장.

ANZ CSD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ANZ의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성 및 다
양성 전략, 위치선정, 우선순위 및 목표
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 제공

 ◼ 호주달러 $100,000 이상 모든 프로그
램과 지출 검토 및 승인

 ◼ 사업마다 ANZ의 공식 목표 중 하나 이
상을 연관시켜 공식 목표의 이행 촉진

 ◼ 현재 신용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 및 감
독

 ◼ ANZ를 대표하여 내외부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다양성을 최고 수준으로 옹
호 

 ◼ 내부 감사 예외 사항에 관한 진전 및 관
련된 보증 추천

 ◼ 그룹의 기업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전략 
진행 상황 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

위원회는 책임과 의무에 있어 공정한 고객 
대우와 금융 시장의 청렴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ANZ는 사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목표와 상응하는 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ANZ의 목표는 CEO가 의장을 
맡은 CSD와 회장이 이끄는 이사회 운영위
원회가 매년 2회 검토 시행합니다. 다수의 
목표는 직접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
표와 연계되어있습니다.

ANZ는 사업 및 지역 사회가 직면한 최우
선 과제를 반영하여 프레임워크, 약속 및 
보고가 계속해서 반영되도록 이해관계자
들과 매년 연계하여 중요성 검토를 합니다. 

ANZ의 2016년 반기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나온 2016년 지속가능성 목표는 사회적 통
합, 재정 위기, 사이버 보안 등 현 문제들을 
반영합니다.

2016 반기 기업 지속가능성 업데이트
(2016 Half Year Corporate Sustainabil-
ity Update) 에 보고된 대로 ANZ의 2016
년 지속가능성 목표와 성과는 예를 들어 
사회참여, 금융곤란(financial hardship) 
및 사이버보안 같은  ANZ가 수행한 성
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들은 
ANZ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고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 ANZ는 첫번째 녹색채권의 공동 리드 
매니저로써 2015년 11월 IDBI 은행(전 
인도 산업개발은행)의 최초의 녹색 채
권을 3.5억 달러 발행을 지원했습니다. 
이 채권은 IDBI가 인도 정부의 청정에
너지 성장 기조에 맞춰, 기존 및 신규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
한 것입니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
축, 환경자원관리 및 보호, 지속가능한 
수송 분야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진행중인 태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이
며,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
한 수자원 관리, 폐기물관리 및 수송분
야의 신규 프로젝트들에도 투자가 진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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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CE 
아프리카 금융의 선두주자인 BMCE Bank 
of Africa는 상업 및 투자 금융뿐만 아니라 
임대, 소비자 대출, 부채 회수 등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입
니다. BMCE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전역에서 31개국에 12,8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BMCE는 1995년에 민영화 이후, 지속가능 
경영을 사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환경 
및 사회 보호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
였습니다. 은행의 환경 및 사회 리스크 및 
영향 분석과 선진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
력을 통한 혁신적 지속가능 금융 솔루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BMCE는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 
금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가능 금
융을 금융기관 내에서나, 더 나아가 모로
코 및 아프리카에서 성장 및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한 추가도구로 만드는 데에 적극
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례 연구들은 ANZ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고객을 지원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성장 및 고용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데 적
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로코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 시설 (MorSEFF)는 BMCE 
Bank의 가장 최근 지속가능 파이낸싱 사
례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프랑스 투자청
(AFD), 유럽투자은행(EIB)과 독일부흥금
고(KfW)는, 모로코의 지속가능 에너지 정
책의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지역투자시설 
(EUNIF)의 지원을 받아 부서를 구성했습
니다. 네 금융 기관은 BMCE 은행과 임대 
자회사인 Maghrebail에 MorSEFF의 지속
할 수 있는 에너지 투자를 통해 2,000만 
유로의 투자 자금을 제공했으며 곧 3,500
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EBRD 주도의 투자금은 에너지 효율성 및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파이낸싱에 전념
했습니다. BMCE Bank는 건설, 에너지 회
사 등 상업 및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이 
기금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BMCE은행
은 고객들의 인식을 높여 에너지 효율적
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홍보하고 지
역 생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EU NIF와 
EBRD 남동부 지원 펀드의 포괄적인 기술 
지원이랑 투자 인센티브를 받아 BMCE 은
행은 사업 개발 도구 및 기금을 성공적으
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고객이 프

로젝트 시행 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가능 에너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MorSEFF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차(茶)로 
유명한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통 있
는 차 회사를 도운 사례입니다. 심해지는 
경쟁과 에너지 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직면했지만, 경쟁우위를 유지
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효율성을 이용했습
니다. 생산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효율성이 높은 자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
으며, 환경친화적 브랜드로 시장 지위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해 경쟁
력을 높였습니다

회사의 생산 설비는 1970년대에 건설되
어,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수리가 자주 
필요했습니다. MorSEFF 프로젝트 컨설
턴트 부서의 지원을 받아 오래된 생산 설
비를 새로운 고효율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MorSEFF 부서는 기존의 전구를 효
율적인 LED 등으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42% 줄이고도 생산 능력을 매
년 4,170톤에서 6,500톤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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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1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약 23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 억개가 넘는 고객 계좌
를 보유한 세계적 기업인 Citi는 지역 사회
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가 직
면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
려 합니다. 시민 활동과 문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성과에 중점을 두었기에 Citi
는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회사입니다. 
2015년에 Citi는 은행의 기업 전략 및 회사
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목
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발표
했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에 중점을 둔 중요성 평가
를 통해 Citi는 기후 변화, 지속가능 도시와 
사람 및 지역 사회를 최우선 순위로 세웠
습니다. Citi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러

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환경 투자: 환경 및 기후 변화 해결책
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및 파이낸싱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
을 줄이고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창출하는 활동에 1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대출, 투자, 지원하기
로 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2.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 (ESRM) : 
Citi의 고객이  비즈니스 및 환경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관
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운영 및 공급망: Citi의 자체 운영 및 공
급망을 관리하여 직접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여러 사업과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Citi의 기업 지속가능 경영 부서는 기업과 
함께 Citi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및 진도에 대한 보고를 관리 및 감시
할 책임이 있습니다. Citi의 ESRM 정책은 
ESRM  부서에서 관리하며, Citi산업은 상
업은행과 각 지역의 ESRM 전문가들과 긴
밀히 협력합니다. Citi의 기업 부동산 서비
스 그룹에는 은행의 환경 영향 및 친환경 
건물 목표를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속 
가능 부서가 Citi의 사업 공급망 개발, 산
입, 지속가능성부서가 공급망의 지속가능
성을 감독합니다. 이런 전문성을 지닌 부
서는 각각의 사업에 배치되어 회사 전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보장합니다.



지
속

가
능

 경
영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가이드 -  20

FMO 
FMO 는 1970년에 설립된 민관 합작기업
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주식의 51%를 소
유하며, 시중 은행, 노동조합 및 민간투자
자가 49%를 소유합니다. 2015년에 FMO
는 평균적으로 372명의 정규직을 고용했습
니다. 

FMO의 사명은 개발도상국의 기업가들에
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통
해 더욱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FMO는 장기적 경제적 이익
과 실현 가능성은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MO
는 ESG (지속가능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기업 경영)가 급속한 인구 증가 및 소비 증
가를 직면하는 세계에서 해결책이라고 믿
고 투자합니다.

FMO는 ESG 기회를 경영 방식에 통합하
는 것이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발 효과를 창

출하는 데 필수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FMO는 고객과 긴밀히 협력해 합의된 ESG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FMO는 상업부서에 ESG 전
문가를 배치해 투자 전과정에서 고객과 긴
밀한 관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상업부서 역시 ESG의 인지도와 지식이 자
연스레 늘게 됩니다.

FMO FMO는 모범경영 프레임워크를 이용
해 고객의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실현
을 돕고, 고객이 ESG 성과 관리 능력을 구
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자금을 제공합니
다,

FMO는 ESG 모범 사례 표준을 투자에 추
가하고, 2020년까지 긍정적 영향을 두 배
로 늘리고 환경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FMO는 지
속가능성이 주는 기회를 주시하고 포트폴

리오에 녹색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FMO는 환경친화적, 자원 효율적, 포괄적 
경제에 기여할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
색합니다.

FMO는 목표, 전략 및 정책의 개발이 네덜
란드 정부, 고객, 파트너 기관 및 시민 사
회 등 FMO의 이해 당사자 공동체와 긴밀
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
다. 투자 및 감사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
자의 고려와 정보를 통합하는것은 FMO의 
투자, 영향, 그리고 사회환원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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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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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2.3 우리는 국내외 기업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리
스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절
차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
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3장:  
리스크 관리 

이 장은 은행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서와 인원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은행은 여러 산업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며, 
일부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ESG) 문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BNP 파리바스는 ESG가 정기적 자산 
실사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 부서와 
고객부서 둘 다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민감한 
분야의 경우, 투자와 파이낸싱의 결정에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기준도 준수하도록 했고, 다른 
분야에서는 CSR 검사를 통해 직원들이 ESG 문제에 
대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파이낸싱와 평가 척도에 ESG 지수를 점진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BNP 파리바스가 
사업 전략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리스크의 유형을 
정의하고 정량화하는 리스크 평가 틀에 ESG 리스크를 
통합했고, 이는 ECB에 의해 평가되고 검토됩니다.”

Franck Roncey
CRO of BNP Pari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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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지속가능성과 리스크부서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바젤 III 협약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는 "개별적, 포괄적, 
및 새로운 리스크를 확인, 평가 및 은행의 노출도 측정 "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유럽 은행의 지속가능 경영 통합에 대한 2015년 
KPMG, WWF Ready, Not6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은행 업
무에서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점점 보편
화하고 있지만, 은행의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보호를 위
해 대출 및 투자에 지속가능성 기준의 통합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
합니다.

실물 경제의 자본가인 은행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주도되는 신용, 평판, 법률, 운
영 및 시장 위험에 사실상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공해, 천연
자원 고갈, 지역사회 및 직원의 안전 문제 등 고객이 환경 및 사회
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이변, 수질오
염 및 생태계 서비스 변화 등 환경 문제가 고객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 역시 노동법, 모범 사례 및 온실가스 감축 불이행 등의 환
경 및 사회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접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리스크 부서는 공급업체, 거래처 및 글로벌 포트폴리오 수준
에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
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책 부재시 리스크 

 ◼ 압류등의 형식으로 은행에게 부채 이전
 ◼ 부실 대출 포트폴리오로 인한 재무 손실
 ◼ 환경 및 사회적으로 해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파이낸싱

해 은행의 평판에 즉각적인 피해
 ◼ 은행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평판, 
신용 및 상표 가치에 부정적 영향

 ◼ 환경 및 사회적 압력을 받거나 민감한 산업에 과다 노출
 ◼ 기후 변화 등 전 세계적 지속가능성 이슈에 적응하기 위해 시

행되는 신규 정책 및 규제에 대상이거나 민감한 산업에 과다 
노출

 ◼ 포트폴리오 노출 관리 및 새로운 시장대응으로 실패로 인한 환
경 및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기여

기회 

 ◼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식별 및 관리로 대출 채권 포트폴
리오 개선

 ◼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의 적절한 이해와 관리로 명성, 신뢰성 및 
상표 가치 향상

 ◼ NGO 및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로 인해 변화하는 시장에서 탄력성 

및 경쟁력이 향상
 ◼ 증가하는 사회 및 환경적 요구에 맞는 고객 유치 및 유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고객의 상황 이해를 통해 고객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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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은 지속가능성 기회와 리스크를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도표 3: 지속가능성 기회와 리스크

지속가능성 기회와 리스크

운영 리스크
운영허가
규정 준수 
평판 리스크

운영 효율

평판 향상
제품/서비스 차별화
지속가능 운영 체계

가치 증가

기
회

리
스

크

출처: www.pwc.lu/en/sustainability/docs/pwc-fsbanks.pdf

https://www.pwc.lu/en/sustainability/docs/pwc-fsban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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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은행은 취약성을 파악하고 긍정적 결과를 위해 점차 지속가능성 
리스크 조기 경보 및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은행이 다음 주요 고려 사항의 설명을 통해 지속가능성 리스크 대
처를 단순한 규범 준수 차원을 넘어 전략적 강점으로 만들도록 돕
습니다: 

 ◼ 내외부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협력해 은행이 환경 및 사회적 위
험 노출 정도를 확인 및 이해

 ◼ 고객 및 법률부서와 협력해 필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 

 ◼ 은행 내 외부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커뮤니케이션

 ◼ 기존 자원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환경 및 사회 동향 확인

1. 우리는 은행이 노출되어있는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잘 이해
하고 있습니까?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는 도표 4처럼 다양하며, 아래에 심도 있게 
논의됩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 내재하여 있으며, 은행에 대출 및 투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
고 해결하는 것은 성공적인 전략의 핵심이며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
두를 안심시킵니다.

은행은 제도적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대출 
및 투자 활동을 통해 기여합니다. 리스크를 식별, 완화 및 관리하
기 시작하기 위해 은행이 영업, 영업 방침 및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
탕으로 노출되는 다양한 리스크의 유형 및 수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IFC, 적도 원칙, PRI 등 조직과 문서들은 금융 산업의 환경 및 사회
적 리스크 대처의 지침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 직접 리스크는 은행 운영 및 정책 전반에서 발생합니다. 재무 
및 공시 규정 준수부터 노동 규정,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까지 
다양한 리스크 요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Dodd-
Frank Act는 은행의 공급업체가 분쟁 광물을 사용 여부를 공
개하도록 하고, 프랑스는 금융 기관에 탄소 보고 의무를 설정
했습니다.

 ◼ 간접 리스크는 고객의 활동에서 발생하며 대출 및 투자 포트
폴리오를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 알기 위해서는, 은행이 투자하는 산업, 행위자와 활동을 확
인하고, 어떤 방식으로(기업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 관
계를 맺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정 산업은 환경과 노동(예: 임업, 
광업, 화석 연료 발전)의 영향이 높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지니고 있거나 환경 및 사회적 요인에 취약합니다. (예: 물 부
족, 벌채 및 농업용 토양 침식). 담보 가치의 감소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된 부동산 개발의 지면이 오염되
면, 담보 가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리스크는 거래 마다 있지
만,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도 있습니다. 의료 산업처럼 하나 하
나의 리스크가 낮아도, 위험 요소가 산재한 분야에 많은 대출
이나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평판 리스크는 직접, 간접적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보건-안전 
스캔들은 화석 연료 및 채굴처럼 환경적논란이 많은 프로젝트 
투자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는 브랜드 가
치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성에 민감한 고객이 증
가해 따라 사업 기회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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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리스크 영향 분야

재무/신용 시장 운영 명성 법규준수

 ◾ 담보/자산가치 하락
 ◾ 대출자의 원금상황 능
력 부족

 ◾ 자본 접근성 하락
 ◾ 유동성

 ◾ 경쟁력 저하
 ◾ 상품 진부화
 ◾ 시장점유율 하락

 ◾ 비용상승
 ◾ 비효율적 프로세스
 ◾ 무잭임한 상품 스튜
어드십

 ◾ 장비 수명종료 의무

 ◾ 금융고객 전반의 손실
 ◾ 운영 라이선스
 ◾ 인재 확보 및 유지

 ◾ 법 및 법적 행동
 ◾ 제3자 시민사회 운동
 ◾ 대부자 책임

도표 4: 은행과 관련있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들

2. 어떻게 우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은행은 간접적 노
출을 반영하는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전 질문 참조).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ESRM)는 독립적 시
행보다 기존의 리스크 관리 절차에 통합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
율적입니다.

각 은행은 고유한 구조에 맞는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모형을 만
들지만, 다음은 ESRM의 기본적 방침들을 설명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ESRM의 기반은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와 다
른 부서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통합 및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러
한 정책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접근 방식과 지원 절차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래는 정책의 범위에 고려되는 일반적인 
유형의 정책 및 요소들입니다. 

 ◼ 은행 차원의 ESRM 정책은 리스크 관리의 배경과 중
요 틀, 중대한 리스크의 정의, 금융 중개사, 자회사, 해
외 지주 등의 적용 가능성,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방식 등
을 다룹니다. 특정 분야와 주제 (예 : 기후 변화, 인권) 
 
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논란있는 활동 투자 제외를 (
예: 무기, 담배) 명시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정책은 다른 정책
들에 적용 가능합니다.

 ◼ 포괄적 고객 정책은 사업과 관련된 잠재 고객의 환경 및 사회
적 리스크 평가사항을 다룹니다. 이 정책은 모든 사업이 대상
이며 일반적으로 고객확인제도에 통합됩니다.

 ◼ 제품 개발 정책은 신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노출 및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구축됩니다.

 ◼ 거래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업 및 상업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이 큰 특정 부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 및 사회적 리
스크 관리 접근 방식을 사업 가치, 자산 가치, 또는 동시에 평가
합니다. 예로, 제조업체에 관한 ESRM 정책이 기업 및 상업 금
융을 위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은행이 리스크로 간
주하는 부분들을 식별합니다. (예: 제조업의 자원고갈과 노동
분규 가능성). 정책들은 보통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식별하
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될 표준과 실사를 제시합니다. (예 : 적
도 원칙, IFC 산업 분야 지침) 정책은 미래의 새로운 리스크에 
적용하기 위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 포트폴리오 정책은 중소기업, 소매업 또는 소액 금융을 포함
해 투자 활동의 누적 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다룹니다. 은
행의 전체, 또는 특정 분야 고객의(예: 야자유, 목재, 수력파쇄)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노출 검토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볼 때 필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태계 서비스 및 천연자원은 부족현상 및 제약을 통해 생산
성에 영향을 주지만, 대체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자산들입
니다. 자연 자본 가치 평가는 금융 기관이 고객을 통해 노출
되는 자원 리스크를 자본 비용에 통합합니다



R
IS

K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가이드 -  28

 ◻ 기후 위험 노출은 주어진 포트폴리오, 시장 및 지역 요인의 
기후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소 배출량 측정 및 탄소 투
자량은 일련의 경제 활동을 파이낸싱해 발생하는 총배출량
을 측정합니다

 ◻ 환경 스트레스 테스트는 환경 충격 시나리오에 대한 대출 포
트폴리오의 취약성을 예상합니다. 환경 충격은 직접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 사슬, 소
비자 행동 변화, 거시 경제 변화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고객의 운영, 공급망 및 사업 기회와 관련된 요인은 대
기 오염, 기후 변화, 불평등, 자연재해, 신기술, 토양 침식, 물 
부족,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양 등이 있습니다 .

 ◼ 공급망 관리 정책은 공급업체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 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이 정책은 은행의 공급
망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예: 전자 폐기물 관리 책임)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매와 위탁과정에서 구매 부서
가 적용해야 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매 등 타 
공급자 사업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RM 정책을 지원하는 절차들은 다각적이며, 지속가능성 리
스크 전담부서, 고객 부서 등 은행 전체의 여러 부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고객 확인, 신용 검증, 갱신 절차 등 여러 절차에 
쓰이기에 적합한 시스템, 절차, 및 도구들이 개발되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신규 고객, 공급자 계약 실행 후에도 리스크가 여전
히 발생할 수 있으니, 모니터링을 포함하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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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고려 사항에 대해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접
근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도표 5에 나와 있지만, 
각 은행은 사업 구조 및 활동 영역과 가장 관련이 있는 측정 방법
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 환경 사회 위험 관리 단계

리스크 인식
공급업체, 고객, 또는 거래가 노출된 지속가능성 리스크 확인은 
잠재적 위험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식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코드 (NAICS, NACE), 또는 민감한 사업분야 자동 심사
 ◼ 환경 및 사회적 정보수집을 위해 고객 또는 공급업체 설문 
 ◼ 준법준수 확인 및 추가 법적 측면 고려 (예: 환경 관련 벌금, 지
속가능성 소송)

 ◼ 현장 방문 및 고객/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한 정
보 수집 

 ◼ 지속가능성 지수, 언론 조사
 ◼ 관련 당국,NGO 통해 추가 정보 수집 

리스크 범주화

이 단계에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통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수준을 계산합니다. 은행은 
필요에 따라 간단한 내부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IFC, 적도 
원칙 등 업계 표준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를 도입하면 신규 고객, 공급업체 및 사업들이 잠재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심사를 받습니다. 절차 편이성을 위해 일
반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거래, 부서 또는 공급업체 (예: 소액 대
출, 소규모 주택 융자)는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 협회
나 기관이 개발한 고위험 산업 목록 및 분류 체계는 좋은 참고자
료가 됩니다.

리스크 분석
추가 리스크 분석의 수준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 이상 위험군은 내부 지속가능 전문가, 추가 직
원 채용, 환경 및 사회적 감사, 현장 방문 또는 외주 등 평소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완화 방책 및 투자 승인 권고보고서(승인, 조건
부 승인, 불가 등)가 나옵니다.

리스크 완화
범주화 및 분석 단계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일련의 리스크 완화 
조치 (예: 규제 준수, 외부 이해관계자 포함)를 설정합니다. 환경 
및 사회적 규정 준수와 은행의 내부 지속가능성 정책은 계약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완화 조치를 고객이나 공급 업체에 전
달하고 계약의 선례로 정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계획, 대출, 및 계약을 맺은 고객, 사업, 또는 공급업
체와 모니터링과정을 거칩니다. 시민운동이나 주주 결의안과 같
은 비판을 조기감지를 위해 관련 언론 매체, 업계의 최신 동향 및 
타 은행의 선례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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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은행 내외
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속가
능성 및 인사부서가 직원들이 역할에 맞는 ESRM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역량 강화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은행 및 지속가능성 네트워크는 교육 과정 및 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은행 내부의 광범
위한 인식 제고는 ESRM 절차, 새로운 개념 및 제약 조건으로 인
식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의 극복을 줄여줍니다. 외부적으로, 은행
이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환경 및 사회적 리
스크를 다룬다는 점을 홍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노력과 제약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고 (예: 사내 게시판, 웹 세미나, CDP, GRI)하면 은행 내외부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4. 우리는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어떻게 계속 연구할 수 있습
니까?

환경 및 사회 문제는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들이 환경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을 은행 업무에 통합하게 하는 
압력이 증가 중입니다. 따라서 정보와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동료 네트워크를 통해 타 은행들과 교환은 다양한 실무
자의 접근 방식을 배우는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특정 사업과 환
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와 회
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요구를 위한 역량 배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중 알맞은 걸 선택
해 정책, 규정, 시장 및 학업 발전 및 연구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
습니다. 이 보고서 자료 부분에도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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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 부흥 개발은행 (EBRD)는 1991년에 
설립되어, 유럽연합과 유럽투자 은행을 포
함한 5대륙의 65개국이 소유하고 있습니
다. EBRD는 지중해 남부에서부터 중부 및 
동부 유럽,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31일 현재 EBRD는 1,914명의 직원을 고용
하고 있습니다. EBRD는 모든 범위에서 환
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촉진을 
노력합니다. EBRD는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경제 전환의 의무에 부합하는 성
과의 근본이며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최우선 순위인 것
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BRD는 2005년 1
월부터 UNEP FI 회원입니다.

또한, EBRD는 재정 지원 사업이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영향을 받는 근
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를 존중하며, 적
용 가능한 규제와 국제적 관행에 따라 설
계, 운영되도록 합니다. EBRD의 환경 및 
사회 정책 (ESP)는 EBRD가 모든 활동에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이 높은 전략적 목표
를 수립하고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을 핵심으로 삼아 EBRD가 어
떻게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를 고려하는지 서술합니다. EBRD는 프로
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포괄적 특정 성
과 요건 (PR)을 채택했습니다. EBRD는 합
리적인 기간 안에, 고객들이 PR을 충족하
기 위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및 사회

적 문제를 관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
든 프로젝트는 EBRD의 ESP 및 성과 요구 
사항에 맞추어 평가됩니다. 투자 전반에 걸
쳐 모든 EBRD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는 자세히 관찰됩니다.

ESP 9장에 금융 중개 (FI) 프로젝트를 위
한 EBRD의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사항입니
다. EBRD로부터 파이낸싱 받는 은행, 사
모 펀드 및 기타 금융 기관이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
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요건입니다. 
EBRD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 매뉴얼 
(E- 매뉴얼)은 PR9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FI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도구는 FI가 
자신의 거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고객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
리 시스템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수행되어야 
할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조사를 돕기 위
해서입니다. E- 매뉴얼에는 FI 내의 신용 
담당 직원이 EU 통계 분류 NACE Rev.'
에 따라 특정한 산업 고유의 환경 및 사회
적 위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분류 목록도 있습니다. 또한, 
EBRD 파이낸싱이 불가능한, 중대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녹
색 지대 개발” 등 특수 절차가 필요한 A 목
록 산업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

인은 FI들이 E-Manual에 있는 환경 및 사
회적 실사를 토대 삼아, 자체적으로 환경 
리스크 실사와 중요한 경영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EBRD는 오랫동안 환경 및 사회 위험 관리
에 대한 금융 중개 기관에 역량 구축 및 교
육을 제공했습니다. EBRD의 FI를 위한 온
라인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학습 프
로그램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BRD 노력의 일
부입니다. 이 과정은 FI가 환경 및 사회적 
위험관리 절차를 거래 평가에 통합하고 FI
가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
다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조치들을 보여줍니다. 과정이 끝나면, 리스
크 관리 직원은 조직 내에서 명확하고 이
러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EBRD는 업계 우수 사례 급
의 환경 및 사회적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웹 세미나들도 FI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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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 상업 은행 (ICBC)은 1984년 1월 1일
에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28일에 
주식 유한 책임 회사로 재편되었고, 2006
년 10월 27일,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홍콩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습니다. 
2015 년 말 ICBC는 466,346명의 직원을 
고용 중입니다.

2016년 3월 ICBC는 상업 은행의 신용 위
험에 대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
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 은행이 실시한 
최초의 환경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환경 위험 및 환경 정책의 영향, 
오염으로 인한 공동 및 은행의 책임, 잘못
된 환경 리스크관리로 인한 평판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환경 리스크 전이 기제의 틀을 
제시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여러 과부하 시나리오
가 화력 발전소 및 시멘트 회사의 기업 성
과, 소득 및 대차 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재무 지표를 고객 신용 등급 및 
평가 모델로 변환하고, 마지막으로 신용 등
급의 변화 및 대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강화된 환경 보호 기준은 화
력발전 산업, 특히 중소 발전소에 큰 구조
적 비용 압박을 줍니다. 다른 스트레스 시나
리오에서, AA 등급 이상 기업의 68%에서 
81%는 2020년까지 신용등급을 낮출 것으
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저성장과 과잉 생
산량은 시멘트 산업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AA 등급 이상의 기업 중 48%에
서 81%가 시나리오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을 겪게 될 것입니다.

ICBC의 연구는, 확률이 낮은, 영향력이 큰 
사건 하나 보다는 복잡한 상호 정책 및 시장 
요인을 포함한 1차 대응 후 피드백을 고려
하는 등 새로운 부분을 선보였습니다. ICBC
는 환경 리스크를 기업 신용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면 상업 은행의 파이낸싱 비용에 영
향을 미치므로 궁극적으로 친환경 경제 발
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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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UBS는 전 세
계의 모든 주요 금융 센터에 지점을 두
고 있습니다. 201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
면, UBS는 54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
며, 현재 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
다. 34%는 미국에서, 35%는 스위스에서, 
18%는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13%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근무 중 입니다.

UBS는 고객과 회사를 환경 및 사회적 위
험(ESR)로부터 예방, 관리하기 위해 포괄
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습니다. 이 프레임
워크는 환경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활동과 
당사자와 하는 대출, 파이낸싱, 자문 또는 
투자 등 모든 거래, 제품, 서비스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프레임워크는 공개되어있고, 정기적 상황
보고 역시 공개합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
크는 UBS Society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UBS Society는 모든 지속가능 투자 및 자
선 활동, 고객 및   관계에 적용되는 환경 및 
인권 정책, 자체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회
사의 지역사회 공헌을 모두 다루는 교차 통
합 플랫폼입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포트폴리오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이 있는 민감한 부문 및 활
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은행은 해당 

부문의 고객 리스크 노출 및 수익을 평가하
고 지역 및 산업 평균 대비 포트폴리오 품
질 비교분석을 시도합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UBS는 다양한 위험 
매개 변수를 통해 향후 포트폴리오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적 위
험과 관련된 기업의 고급 데이터 분석은 그 
기업과 거래, 고객, 또는 공급업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 검토하는 도구에 통
합됩니다. 이 체계적인 도구는 잠재적 위
험을 식별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합니다. 
2015 년에는 2192명의 제안이 환경 및 사
회적 위험 부서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그중 
73 건이 거부, 혹은 포기되었고, 371건은 
추후 보완 전제하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UBS는, 특정 분야
의 활동들을 우려, 또는 논란등급으로 선정
해 참여를 제한하거나 엄격한 기준 아래 제
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려 등급
은 특수 지침과 기준을 사용하며, 농산물 (
야자 기름, 콩 및 목재),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대형 댐 및 원자력 발전소) 및 추출
물 (수력 파쇄, 오일 샌드, 북극 시추, 석탄 
채굴,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이 있습니
다. 논란 등급에 있는 사업에서는, UBS는 
기업 고객의 주 사업 또는 UBS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국제 협약을 
위배하면, 의도적으로 투자 또는 자문을 하
지 않습니다. 그 협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람사르 목록, 멸종 
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1에 
나열된 야생 동식물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산림 관리 협의회 (FSC)의 6가지 범주로 
정의된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 불법 화재
로 수확된수확 된 목재 (통나무 또는 원목), 
ILO 협약 138 (최소 연령) 및 182 (최악의 
형태)에 따른 아동 노동, ILO 협약 2, IFC 
성과 기준 7에 따른 토착민 권리입니다.

자산 실사 절차 중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식별, 평가되었으면, 잠재적 물질적 리스크
를 찾기 위해 해당 고객, 공급업체 또는 거
래를 강화된 추가 자산 실사를 위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전담부서에 인계합니다. 잠
재적으로 중요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킨다고 식별되면, 회사의 절차에 따
라 리스크 등급을 상향합니다. 이 전반적
인 ESR 프레임워크를 통해 UBS는 환경 및 
인권뿐만 아니라 은행 및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과 악영향을 식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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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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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2.2 우리는 기업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 국가, 국제 
환경규제를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준수를 넘어, 우리의 활동과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사회적 
고려를 통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4장:  
법무

이 장은 은행이 관련 법규 및 법률을 준수 담당 부서뿐만 아니
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또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 및 논쟁에 조언하는 부서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관련 규제 프레임워
크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 
가능성의 고려사항을 강조하는 규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그룹 계열사 및 공급업체의 CSR 
활동을 지원하여 전반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향상시키
고 글로벌 표준 및 규정 준수 이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
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Shinhan Bank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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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왜 지속가능성이 법률, 준수의무 
차원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지속가능성 문제는 국제, 국가 및 지방 수준에 걸친 협약, 규범 
및 표준 등 수많은 규범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규
칙과 규정이 기업, 투자자 및 은행 등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만
들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부록 참조).  은행 및 고객이 준
수해야 하는 환경 및 사회적 법적 문제 (예 : 고객의 활동으로 인
한 강제 노동 및 공해)는 은행의 신용, 시장, 및 평판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채무 불이행 시, 은행이 자산을 압류
해 궁극적으로 고객의 부적합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부서는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절차에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 
규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고 예측하
는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책 부재시 리스크 

 ◼ 고객의 부족, 부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활동으로 신용 리스크 
(수익 감소, 부도, 담보 평가 절하) 발생 

 ◼ 압류 등을 통해 불량자산 처분 등 법적 책임 
 ◼ 환경 및 사회적 규정 준수 부족으로 인한 운영 및 법적 위험  

(예: 느슨한 근로자 안전제도로 인한 민사 또는 처벌 가능성) 
 ◼ 고객 및 은행의(예: 석탄 산업 투자) 환경 및 사회적 규범 준수 

및 부족에 따른 평판 및 브랜드 위험 
 ◼  환경 및 사회적 규범의 느슨한 준수는 리스크 높은 고객 및 거

래 유인 
 ◼ 추가 입법 및 규제 조치에 대한 대중의 요구

기회 

 ◼ 환경 및 사회적 규정 및 기준의 적절한 고려로 포트폴리오 탄
력성 증대 

 ◼ 환경 및 사회적 우려에 민감한 고객 상대 신용 및 평판 개선, 
시장 지배력 강화

 ◼ 새로운 규범을 예상하고 규정 변경에 익숙한 인적자원 확보로 
경쟁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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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지속가능성관련 법률 및 규제 준수를 사전 대처하여 대출 책임 
및 기타 리스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전반적인 
탄력성이 향상됩니다. 다음 사항들은 법률부서의 필수 고려 
사항들입니다:

 ◼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와 협력을 통해 은행의 지속가
능성 규제 및 기준의 준수 보장

 ◼ 지속가능 요구 사항을 거래 기반 자문 서비스에 통합, 외부 전
문 법률 회사 및 고문 네트워크 구축 

 ◼ 내부 지속가능 정책 개발 지원 및 관련 규제와 연계 보장
 ◼  은행 전반의 인식 제고 노력 지원

1. 국내외 환경 및 사회적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평가했습니까?

법률부서는 은행이 고객의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인한 
신용이나 평판 등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항상 
최전선에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의 핵심은 관련 환경 및 사회적 
규정 및 업계 표준에 대한 법률 지식입니다. 여기에는 은행에 
대한 영향 분석, 공개 진술, 잠재적 책임과 갈등에 대한 약속 등을 
검토해 지속가능성 체계의 해석이 포함됩니다.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은행, 고객 및 공급 업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의 기본입니다. 입법 및 규정에서 지속가능성 
문제의 범위는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국제 및 국내 환경 및 
사회적 법률, 규정 및 협약 (예: 교토 의정서), 비즈니스 규정 (증권 
거래 요구 사항) 및 금융 규제 (예: 나이지리아의 지속 가능 은행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국적 은행은, 법률 및 
규제가나라별로 다를 수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속가능성 법률과 규제를 조사할 때, NGO 등 제소자가 가져오는 
연성법 (예: OECD 항의, 적도 원칙)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은 인권이나 기후 정책과 같은 국제 협약에서 
자주 쓰이며, 경성 법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기존의 금융법에, 향후 몇 년 내에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에 중점을 
둔 새로운 규제 및 연성법 추가가 예상됩니다. 이걸 예측해 미리 
지속가능성 준수를 시작하면 은행들은 한발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속가능 측면을 사업 부서에 대한 자문 서비스에 통합 
시켰습니까?

기존의 규제 평가 절차 및 준수 절차에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것이 독립된 지속가능성 법적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보다 운영 및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각 은행이 자체 
모델을 만들겠지만, 여러 단계를 만드는 것 보다, 지속가능성 
문제의 모니터링, 및 책임 회피를 위해 규제 준수를 간소화하여 
프로세스의 파편화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부서는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가 프로젝트, 사업, 상업, 기업, 
차관단 금융 프로젝트에서 개별 거래 평가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 및 지침을 제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의 정의와 법률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경우 (예: 특정 
금액 이상 대출, 위험한 산업의 신제품 요구 및 청구)를 결정하는 
지표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고객이라고 환경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사업 의사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 부서는 은행의 
전문 기술 수준 및 법적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특정 환경 또는 
사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의 외부 자문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지 평가하고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법률 부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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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지속가능성 정책과 관련 규범의 일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부서는 내외부 환경 및 사회적 규정 준수 보장 외에도 
지속가능 경영 전략의 개발 및 통합을 돕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규제 및 법률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이 포함됩니다. 또한 내부 정책 및 절차를 
큰 틀과 연계시키고 내부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는 신규 규정 및 준수를 식별, 모니터링 및 추적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 

4. 우리는 인식과 소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성공적인 통합 지속가능성 준수 전략을 위해서 법률 부서의 
기여는 이해관계자의 교육 및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 관점을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및 기타 부서와 협력은 일관된 지속가능 
경영 의지전달과 맞춤형 성명을 내기 위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부서는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과 법률 및 규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은 은행 전체의 준수를 돕고, 리스크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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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다음 예시들
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PIRAEUS BANK GROUP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두고 그리스와 남
동부 유럽의 8개국에 약 19,000명의 직원
을 고용하는 Piraeus Bank Group은 다양
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iraeus Bank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발적
으로 환경 및 사회적 행동을 이해관계자들
과의 사업 및 행동에 통합했습니다. 경제 
개발,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응집력 내에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재무, 사회 및 환경 영
향을 지속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Piraeus Bank Group은 지속가능성 규정 
및 표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 입
법 및 판례법 (DEL & CL)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The Piraeus Bank Group은 지속가능
성 규정 및 표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 입법 및 판례법 (DEL & CL) 데이
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DEL & CL은 
Piraeus Bank Group의 환경 정책과 관련 
법 준수를 보조하기 위해 법률 정보와 문
서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전문 법률 지원 구
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주요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의 통상적 
의무와 최신 경향

2. Piraeus Bank, Piraeus Bank Cultural 
Foundation 및 ETVA VIPE(Piraeus 
Bank Group의 자회사)의 환경 영향 예
방 및 감축 조치

3.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수
행 한 조치와 관련 조항

4. 자세한 내용 설명. 

The DEL & CL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부터 박물관 환경 허가의 구체적인 규
정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앞으로
는 특히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 부문의 역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환경 법률 자문인 변호사
가 개발하여 지속해서 갱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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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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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기업금융

이 장은 프로젝트 금융 및 투자은행 부서을 포함하여 상업 및 
기업 차원에서 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모든 
사업부서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 기업 및 초 국가적 기관 등 고객에게 금융 자본 제
공 등, 은행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의 금융 격차를 해소
할 기회가 있습니다. Barclays는 이 기회를 토대로 고
객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신흥 시장을 탐구하고 사회 
및 환경 솔루션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친환경 투
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수자원, 저탄소 기술, 사회 기반 
시설; 국내 및 국제 개발 기관; 중소기업 파이낸싱 등의 
영역에서 친환경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녹색 채권 포트
폴리오 역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Barclays plc

"지속가능 경영

2.7 우리는 금융 서비스 부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장려 할 
제품과 서비스를 개조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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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기업 및 투자금융에 지속가능성이  
연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후 변화, 자원 감소 및 인구 증가는 신 사업환경입니다. 투자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긍정적 및 부정적 환경 및 사회 영
향의 이해 및 통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로, 2015년 12월 
COP21에서 500개 이상의 기관이 미화 3조 4,000억 달러 이상
의 화석연료 투자회수를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은행을 포함한 공
공 및 민간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요구 및 제약이 규제와 정책에 
반영됩니다. 잉글랜드 은행, 금융 안정위원회 및 유럽 시스템 리스
크 위원회 등은 이산화탄소 감소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관련 주
가의 급락 시 은행, 보험 회사 및 연금 기금의 대처를 검토 중입니
다.7 또한, 2015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주의 가장 큰 두 연금 기금에 석탄에 대
한 투자의 회수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익성이 좋은 
산업은 미래의 나쁜 산업이 될 수 있고, (예: 탄소 고립 자산의 배
출량이 더욱 제한됨에 따라 추가문제 직면 가능성) 불확실한 상황

은 준비된 기업에는 미래의 사업 기회입니다. (예: 대규모 재생 가
능 또는 대체 에너지 시설). 도표 6과 7처럼 현 금융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금융 위기로 인해 제약을 받지만, 시장은 국제화 및 다양화
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흥 경제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나오고 있습
니다. 기존 은행 모델에 혁신적이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는 신규 
경쟁자들이 등장해 치열해진 경쟁이 예고됩니다. 

이제 기업 및 투자부서가 변화하는 현실을 감지하고 지속가능성 분
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창의성을 길러야 합
니다.

 

도표 5: 청정에너지 투자 추세

출처: New Invest-
ment in Clean En-
ergy 2004-2015. 
Credit: Bloomb-
erg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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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국제 석탄시제 추이 

출처: Deutsche Bank Markets Research, 2015 outlook and 
4Q preview: Industrial Metals, Energy & Precious, 11 Janu-
ary 2015

대책 부재 시 리스크 

 ◼ 변화하는 시장과 수요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 기회 감소  
 ◼ 새로운 시장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기존 및 신규 금융 경쟁자

에게 경쟁력 및 시장 지위 상실
 ◼ 거래 및 포트폴리오에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와 부채 노출
 ◼ 명성, 신용 및 상표 인지도 하락 가능성

기회 

 ◼ 새로운 시장에 적응해 신사업 기회
 ◼ 사업 및 파이낸싱 기회가 생기는 곳에서 경쟁우위 및 선발주

자 이익
 ◼ 변화하는 시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고객 유치 및 유지 
 ◼ 동기 부여가 있는 직원과 신규 전문 기술 도입해 전문성 향상; 

전문 인력 채용 
 ◼ 포지티브 임팩트 금융(Positive Impact Finance)을 통한 명
성, 신용 및 상표 인지도 개선 

 ◼ 거래 및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와 책임
의 감소

총 해상수송 공급량(mt) 

개념적 시장 균형 (mt) 

총 해상수송 수요랑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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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기업 금융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 등 기타 이익을 극대화
하려면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되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전문성
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주요 전략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와 협력하여 환경 및 사회적 라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고객확인절차 및 리스크 및 투자 분석에 통합 

 ◼ 포트폴리오의 기존 지속가능 자산 인식 및 지속가능 투자 제품
을 구축 위해 신규 거래 파악 

 ◼ 지속가능 기술로 전환 위한 은행 상품 개발 및 제공, 고객과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 

 ◼ 충족되지 않은 지속가능 발전 수요 및 은행의 전략적 발전 영
역이 될 투자 기회 파악 

 ◼ 사업부서에 지속가능성 전문가 추가 
 ◼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은행 내부 및 투자자에게 지속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부서와 고객에게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해 알려주는 맞춤

형 교육 제공

1. 사업 활동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의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할 
수단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기존 포트폴리오는 물론 향후 거래에 포함된 지속가능성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할 역량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3장
에서 나온 바와 같이, 사업부서는 지속가능성 전담 및 리스크 부
서와 협력하여 고객확인절차 및 신용 리스크 절차에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통합해야 합니다. 

보통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대규모 기업 금융 거래에는 
적도 원칙과 IFC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기업 대출에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런 심사는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 분석 회사에 맡겨
집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거래 단계에서의 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기업의 노출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들의 핵심요소인 포트폴리오 수준 또는 투자의 최종 영향은 
거의 밝혀지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금융 활동 및 프로젝트 전반의 환경 및 사회
적 누적 위험을 평가합니다. 은행의 전체, 또는 특정 분야 고객의 
(예: 야자유, 목재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노출 검토가 가능합니
다. 포트폴리오 수준 리스크 분석은 3장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
습니다. 

새로운 환경 및 사회적 지향사업 위한 기회는 새로운 정책과 규제
가 주도하는 시장 분석, 자원 고갈로 조성된 공백을 채우는 접근, 
포지티브 임팩트 파이낸싱 (Positive Impact Finance)촉진, 순환 
경제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예로, 2016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
코는 공동으로 2025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의 
50%를 생산하는 공동 에너지 협약을 맺어 재생가능 에너지, 저
장 및 송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8 대기업은 대여, 재활
용 제조 및 수명 기간 확장에 기반을 둔 순환 경제 모델을 연구하
고 있습니다.9

지속가능성 부서는 사업부서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및 기회
를 이해하는 데 좋은 파트너 여야 합니다. 사업부서에 재무, 리스
크 및 지속가능성 경험이 혼합된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도 도움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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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의 사업 잠재력을 어떻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아는 것과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또 다
른 일입니다. 새로운 성장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의 고객들
을 알맞게 자문하고 도울 역량을 기르는 게 필수적입니다. 수익
성 있고, 위험성리스크 관리가 잘되는 신 지속가능  파이낸싱과 
투자 기회를 찾는걸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은행이 제
공하는 다양한 지속가능 금융과 투자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환경 및 사회적 친화 사업모델로 전환과 현 사업과 완벽하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유엔은 2030년까지 공정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기 위해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설정했습니다. 국
가와 시민사회 -기업, 기관, 개인-들은 목표 달성에 동참을 요청
받았습니다 FI는 SDG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 잠재력을 확인하
고 증가시키기 위해 Positive Impact Initiative를 수립하였습니
다. 포지티브 임팩트 사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인식되고 완
화된, 지속성장의 세 가지 기둥(경제,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사업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모든 은행은 이 사업에 동참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지역, 개발 수준, 시장 및 산업 
구조, 그리고 소비자 / 고객 선호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도
표 8 참조). 

사업 분류 지속가능 제품/서비스 예시

상업 및 기업 
대출

 ◾ 녹색, 사회적 책임 투자 (에너지 효율, 상업 
건물등.)

 ◾ 녹색 임대
 ◾ 순환경제 파이낸싱
 ◾ 환경 및 사회 자문 서비스
 ◾ 지속가능성 전환 금융 기관 투자
 ◾ 지속가능 NPO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 지속가능 에너지 시설(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등)

 ◾ 녹색 교통 프로젝트
 ◾ 환경및 사회 친화적 통신 프로젝트
 ◾ 환경과 인권을 고려하는 채광산업
 ◾ 수자원 및 폐기물 프로젝트
 ◾ 대규모 녹색 상업단지및 백화점

투자금융  ◾ 녹색, 사회, 지속가능, 포지티브 임팩트 채권
(Positive Impact Bonds)

 ◾ 인수합명 및 IPO에서 ESG 고려

무역금융  ◾ 지속가능 원자재 인증
 ◾ 지속가능 신용장 선적
 ◾ 지속가능 무역 기금

도표 7: 다양한 지속가능 금융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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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습니까?

7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만,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기
회를 잡기 쉽게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은 지속가능성 정책들을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기 쉽게 합니다.

 ◼ 고객과 소통
고객에게 처음부터 지속가능성 정책 및 요구 사항을 알리는 것이 
최적의 통합 필수요건입니다. 고객부서 또한 은행의 지속가능 금
융 상품의 홍보를 원할 것입니다. 소통은 이런 투자기회와 은행의 
전문성에 대해 고객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율적인 자료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홍보 및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와 협력해 필요 지식을 미리 확보합니다. 은행의 지속가능성 
사례가 늘면서,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꾸준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 외부 소통
지속가능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및 투자자 유치와 은행의 신뢰성
을 향상을 위해 활동 및 기획들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합
니다. 홍보 및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에 지속가능 제품 및 정책을 강
조해 많은 대중과 잠재 고객들에게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잘된 외
부 소통은 지속가능 투자를 위해 은행을 조사하는 NGO 및 기타 단
체로부터 은행을 보호합니다.

 ◼ 내부 소통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를 관통
하기에, 다른 부서와 협력이 증대시키고 일상 업무가 변화시킵니
다. 지속가능성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부서 및 경영진과 공
개적으로 소통해야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은행 내부의 소
통 및 교육은 인지도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 및 교차 판매 기회를 증
가시킵니다. 

GUiDE TO BANKiNG AND SUSTAiNABiLiTY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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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MIZUHO
The Mizhuo Bank는 일본에서 가장 큰 고
객 기반을 가진 은행이며 일본을 넘어 국제
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현재 27,355 명의 직원을 두고 있
습니다.

Mizhuo는 환경 운동이 사회와 기업 활동 
모두에 필수며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Mizuho는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서 예방적 접근을 취하면서 자발적으로 환
경 이니셔티브를 수행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 문
제 해결, 저탄소 사회 구축, 건전한 순환 경
제의 촉진, 생물 다양성등이 포함됩니다.

국내외의 기업들은 전세계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izhou는 이런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사회적 사명 중 
일부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Mizuho Bank는. 친환경경영을 
실천,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또는 

환 시설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 자본
수요에 대응해 해당 중소기업에게 보다 낮
은 이자율을 적용한 친환경 파이낸싱 상품
을 제공합니다. 청정 에너지 발전등 다양한 
친환경 투자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Mizuho Bank는 
고객과 협력아래 일본 기업들과 환경 도시 
프로젝트에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합니다. Mizuho의 목표는 일본 환
경 기술과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리 전
문 기술을 사용하여 일본 산업의 성장 전략
을 지원하고 고품질의 지속가능 재정 인프
라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Mizhuo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
지합니다. 대규모 개발에 관련된 환경 및 사
회적 위험을 최소화 및 완화를 위해 고객
과 함께 적도 원칙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환
경 및 사회적 위험 평가/실사를 실시합니다. 
Mizuho는 적도 원칙을 통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가 관련 위험을 줄이고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개발을 통해 이해관계
자에게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따라
서 Mizuho Bank는 지원들에게 대규모 프
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환경 및 사회 리
스크 평가 및 적도 원칙 요구 사항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간 금융 기
관, 정부 및 민간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미나
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적
도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Mizuho는 교육 프로그램, 내부 의사 소통 
도구 및 수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룹에
서 CSR의 이해와 보급을 촉진합니다. 또한, 
CSR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보고서
를 작성하는 경우, 주체 부서는 지속가능성 
역시 고려하며, 관련된 부서등과 의견을 나
누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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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
SEB는 스웨덴과 발트 3국에서 소매 금융, 
재정적 자문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독
일에서 SEB는 기업 및 기관 고객에 광범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투자 은
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EB는 2016
년 6월 30일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약 15,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SEB는 지속가능성 투자 투명성에 대한 기
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 및 환
경 발자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와 은행이 
준수하는 표준 및 작업 방식 변경 대안들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 일부는 경쟁
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호환성과 비교를 위
해 은행 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감독 
당국, 전문 분석가 및 소비자들을 포함했
습니다.

녹색 금융은 SEB의 중점 분야 중 하나입
니다. SEB는 기후 친화적이고 자원 효율적
인 솔루션을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으
려 합니다. 녹색 채권의 개척자인 SEB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 기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조화
를 이루는 금융 시스템을 위해 SEB는 녹
색 채권 개념 연구를 지속 중이며, 자본 시
장에 신제품을 꾸준히 파생할 예정입니다.

녹색 채권 시장은 2007~8년에 세계은행
과 SEB, 그리고 몇몇 미래 지향적 스웨덴 

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성장을 거듭해 현재 세계 자본 시장에 자
리 잡았습니다. 기업과 조직은 특정 환경 
투자에 대한 자금 투자를 찾고 있으며, 투
자자들은 지속가능성을 포트폴리오에 통
합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SEB는 녹색 채권 펀드를 만들어 
개인 고객이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기후 친
화적 투자를 할 수 있게 녹색 채권 시장 인
프라를 강화했습니다. 

SEB는 기관고객을 위한 3가지 소액 금융
을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싱을 지속 중입니
다. 3년만에 SEB는 유럽에서 가장 큰 소액 
금융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SEB의 
목표는 개발 도상국에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명확한 사회적 성
격을 지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EB는 또한 모든 주요 자산 관
리에서 지속가능성의 역할을 강화했습니
다. 고탄소 산업의 제외를 넘어, 펀드에서 
양성선택을 도입해 친환경 기업들을 적극
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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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E GENERALE
Societe Generale은 유럽에서 가장 큰 금
융 서비스 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각화 국
제 금융 모델을 기반으로, 재정적 견고함
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결합해 친근감, 
평판, 고객, 품질과 헌신 등 모든 면에서 업
계 최고를 노리고 있습니다. 

Societe Generale은 150년 동안 경제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145,000명 이
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 개국
의 Societe Generale은 3,100만 명의 고
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ociete Gener-
ale 부서는 세 가지 핵심 사업에서 개인, 
기업 및 기관 고객에게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회사 Credit du Nord와 Bourso-
rama를 통해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 다각화된 프랑스의 소매 금융 서비
스 제공

 ◼ 개발 도상국과 전문 사업을 위해 최고 
수준의 국제 소매 금융, 보험 및 금융 서
비스 

 ◼ 최고의 전문성, 국제성, 및 통합성을 갖
춘 기업, 투자 및 개인 금융, 자산 관리, 
증권 서비스 제공. 

Societe Generale의 실물 경제에 파이낸싱
하는 능동적 역할을 통해, 우리의 영향권 내 
환경, 사회 및 경제의 융합 문제를 인식하
고 이를 사업에 통합합니다. 지난 10년 동
안 신용 리스크와 평판 관리 정책 및 절차
는 점차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통합했습니
다. 우리는 환경 및 사회적 일반 지침과 정
책 부록의 12항목 공개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제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경
제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의 환경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정기적으
로 개정됩니다. 

이 강한 틀은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고객 또는 거래와 관련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및 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설명합
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적도 원칙 등 관련된 
국제 표준의 운영 구현이 포함됩니다. 다른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원칙에 일관되
지만, 특정 부분을 맞추어 변경된 기준을 바
탕으로 환경 및 사회적 실사가 진행됩니다.

2012년부터 Societe Generale은 이를 넘
어,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식별되고 완
화된, 경제,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입증 가능한 유형의 파이낸싱인 포지티
브 임팩트 금융 방법론 (Positive Impact 
Finance methodology)을 개발했습니다.

은행 업계에서 이 접근법의 개척자 중 하
나로, 2014년 말에 UNEP FI에 Positive 
Impact 사업을 제기하고, 2015년에 Soci-
ete Generale 주도하에 UNEP FI Positive 
Impact Initiative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기업 투자 금융 부서 내에서 고객 및 거래
의 긍정적, 부정적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평
가하고 포지티브 임팩트 사업을 개발할 포
지티브 임팩트 금융 전담부서을 배치했습
니다.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9월에 발행
된 두 포지티브 임팩트 채권은 Societe 
Generale의 책임 있는 금융에 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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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E GENERALE 포지티브 임팩트 
채권 (Positive Impact Bonds)
Societe Generale 포지티브 임팩트 채권
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혁신
적인 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 분
야의 노력은 사내 방법론으로 뒷받침되며, 
최고 수준의 환경 및 사회적 표준을 통합
합니다.

적격 자산의 평가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환경 및 사회적 표준을 기반으로 
적도 원칙을 준수하는 ESG 평가 틀을 
따르며, 국제 협약에 의한 금지된 활동 
관련된 거래를 제외하며, ESG 위험 및 
논쟁이 검증되었습니다.

 ◼ 영향 평가 틀로 사회, 환경, 경제 등 최
소 17가지 영향 분야에서 긍정적 및 부
정적 영향을 평가되었습니다. 

 ◼ 이러한 틀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평
가,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 및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두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자산들과 재생가능 에너지들
에 투자했습니다. 이중 보증을 통해 추적 
및 투명성에서 기준을 높였습니다.

한편, Vigeo의 외부의견은 채권의 지속가
능성과 녹색 채권 원칙과의 일치를 입증합
니다. EY의 제 3자 보증은 각 자산의 긍정
적 영향, 기후 혜택 기준과 할당량을 검증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틀은 UNEP FI
의 Positive Impact Manifesto와 부합합
니다.

포지티브 임팩트 채권은 Societe Gener-
ale의 지속가능 발전 전환에 기여하며 UN
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을 위한 광
범위한 노력 일부입니다.

0: 부정적 효과; 1: 미미한 효과, 개선 가능;  
2: 완화된 효과; 3: 평범한 효과; 4: 긍정적 효과

수자원 접근성
에너지 접근성

교육 수준

보건 수준

교통 통신

주택 접근성

식료품 접근성

고용 창출

이전/입주

문화유산공기

수자원

토양

생물다양성

기후

자원 효율성

폐기물 효율성

경제 통합성

1

0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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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소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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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2.7 우리는 금융 서비스부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장려 할 
제품과 서비스를 개조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6장:  
소매금융

이 장은 소매 및 중소기업 은행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 부서와 부서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Desjardins은 지역사회의 미래가 사회적 및 환경적 습
관과 소비에 달려있다고 믿고, 따라서 책임감 있는 소
비를 장려합니다. 끄래서 우리는 회원, 고객 및 투자자
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 원칙에 입각한 다
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발전이 지속가능하려
면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
라서 우리는 소매 회원 및 고객을 위해 환경 및 경제 차
원의 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녹색 및 소액 금융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Pauline D’Amboise
Secretary general and Vice-President Social Responsibility  
and Foundation, Desjard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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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소매금융에 지속가능성이 연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매 및 중소기업 금융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개별 고객, 커뮤니
티 및 실무 기관과의 강한 관계가 특징입니다. 소매 및 중소기업 
금융은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면 사업 개발 측면에서 유리
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해하기 쉽고, 필요에 맞으며, 접근
이 쉬우며, 지역 사회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을 찾는 소매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매 및 중소기업 부서는 변화하
는 시장을 이해해 진화하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대응할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연맹(Alliance for Financial Inclu-
sion)에 의하면,10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인 10억 명 (25억 명)
은 공식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및 
소비자 선호도는 인구 증가,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전환, 소비자 
기대 및 은행의 금융활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매 금융은 이 변화를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다양한 지속가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고
객에 대한 금융 및 재정적 지원 접근을 촉진해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기회로 간주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융자, 환경 및 사회 예금 및 투자, 모바일 뱅킹 등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면서, 공과금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하고, 계정의 원격 관리
하는 고객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예들입니다. 

국제 회계사 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11 중소기업은 총 사업체의 
95% 이상, 민간 GDP, 부 및 고용 창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경제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소매 금융은 지속가능성을 통해 중
소기업의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소매 금융 회사는 중소기
업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며 지속가능성을 핵심 
사업 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도와 운영 비용 절감, 위험 감소 및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구
현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 대기
업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인 택배 중소기업체
에 연료 효율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적지만, 
중소기업 역시 근로자 안전, 환경 오염 등과 같은 환경 및 사회적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소매 금융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파악 및 관리를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활동과 기업가 정신에 필요
한 파이낸싱을 돕습니다.

 대책 부재시 리스크 

 ◼ 신규 및 기존 경쟁자들에게 사업기회 상실
 ◼ 고객 기대와 이상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는 은행 빛 타 금융 서

비스 업자에게 기존 고객 손실
 ◼ 시장 지위 및 경쟁력 상실, 평판, 신용 및 브랜드 약화
 ◼ 취약한 대출 및 예금 포트폴리오로 은행의 환경 및 사회적 책

임 증가

기회 

 ◼ 시장 참여, 진입, 사업 기회 증가
 ◼ 증가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요구 고객들 유치 및 유지
 ◼ 자원봉사 등 비금융 노력으로 지역은행으로 발돋움해 지역사

회와 관계 강화
 ◼ 평판, 신뢰도, 및 브랜드 향상
 ◼ 직원들 만족도 향상 및 이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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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매 금융은 대규모로 지
속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포괄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 은행이 다음 기회들을 최적의 위치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 개발로 전략적 사업 및 제품 개발 기회 
포착

 ◼ 기존의 지속가능 사업전략을 포트폴리오에서 식별, 신규 고객 
확인 절차 개발   

 ◼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와 협력해 대출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문제를 파악  

 ◼ 고객의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은행 중소기업 대표 
/ 전문가 / 부서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세미나 개
발 및 제공

 ◼ HR, 지속가능성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협력해 고객부서의 
연수 및 교육 요구 사항을 파악해 고객이 지속가능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유도

1. 어떻게 소매 및 중소기업 금융에 따른 지속가능 기회와 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성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 진화하는 시장, 사업 개
발 계획 및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2번 질문)과 개념(예: 전자문
서 vs 종이 서류, 도심확대, 출퇴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 확보 후, 10장의 다양한 전술로 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
니다. 시장분석 및 은행의 지속가능성 위치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 
포트폴리오 확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및 지속
가능성 관점으로, 현재 접근이 힘든 분야에 금융 제공, 전문화된 
제품 및 투자에 대한 수요 대응, 지속가능성 요구 고객과의 계약 
확보 및 고객과 중소기업과의 강력한 지속가능성 협력 확보 등의 
다수의 지속가능성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고객 및 기업의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한 파이낸싱 요구의 
이해는 중요합니다. 다른 은행의 소매 및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비교분석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등 기존의 상품
이 충족하지 못하는 지속가능 사업 유형을 찾는 데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비교분석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출 상품 부족 등 고객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기회를 식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중소
기업은 국제, 국가 및 지역 경제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
지만, 기존 파이낸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지속가능성을 비용 효율 또는 계약 요구 사항 측
면에서 바라봅니다. 중소기업 부서는 지속가능성 부서와 협력해 
투자 수익과 지속가능성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금융 
및 사업 모델을 개발, 교육 및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매 금융의 지속가능성 리스크는 기업 금융과 공통점과 차이
점을 동시에 지닙니다. 개인 리스크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고객인 
CEO가 아프리카 사파리 사냥 등 개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광산 등 소규모 거래도 법적 허가가 있어
도,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큰, 복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매 금
융 거래 분석은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미리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리스크가 적지만,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보면 상당합니다. 중소기업의 리스크와 완화요소
는 규모와 구현 조건들이 작아 식별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근로
자 안전, 기상이변, 기후변화, 운영 환경 영향(예: 부품제조), 대기
업으로부터 하향책임, 지역사회의 평판 등이 포함됩니다. 3장에 
추가로 리스크 인식과 관리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12 중소기업은 사업전략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해 비
용 절감, 리스크 감소 및 새로운 기회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상 이변 관리 능력이 제한적이기
에, 기후 회복력 인프라를 향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매 금융
부서는 고객과 가장 가깝기에,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를 돕고 
건전한 사업 전략을 위해 같이 최전선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2. 소매 및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
를 가장 잘 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은 도표 9처럼 모든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
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개발 수준, 시장 및 산업, 구조 및 소비
자 / 고객 선호에 따라 다양한 측정법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통
합, 사회적 투자의 투명성 제고, 혁신적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목표가 은행의 위치에 따라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질문 1에 나온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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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정법들은 다른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소액금융 등 새로
운 시장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금융방식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에너지 효율 파이낸싱, 모바일 뱅킹 등 제품 개발 및 절차 
변경, 또는 투자 금융의 포지티브 임팩트 금융(Positive Impact 
Finance) 특별목적회사 역시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은행의 지속
가능 제품 개발 틀에는 긍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주는 파이
낸싱 식별을 위한 시장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이 있겟지만, 다음은 개인 및 중
소기업들에게 제안 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 입니다.

개인

제품/비스 종류 지속가능 제안

은행 계좌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등 기본 서비스
를 모바일로 통합 및 접근 유도하는 맞
춤형 제안

결제 기관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녹색” 카드 등 환경 및 사회적 맞춤형 
혜택 서비스

대출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녹색 모기지, 교육,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등 환경 및 사회적 맞춤형 혜택 
서비스

저축 기관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고객이 지속가능성 테마 아래 저
축 및 투자 가능한 맞춤형 상품 (
예: 투자, 채권,  예금 계좌)

중소기업

제품/비스 종류 지속가능 제안

은행 계좌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등 기본 서비스
를 모바일로 통합 및 접근 유도하는 맞
춤형 제안

결제 기관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녹색” 카드 등 환경 및 사회적 맞춤형 
혜택 서비스

대출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녹색 모기지, 교육,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등 환경 및 사회적 맞춤형 혜택 
서비스

저축 기관  ◾ 온라인/전자 절차 및  내역서
 ◾ 고객이 지속가능성 테마 아래에서 저
축 및 투자 가능하도록 맞춤형 상품 (
예: 투자, 채권,  예금

자문 기관  ◾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지원 맞춤
형 서비스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마케팅 등 사
업전략 지원 맞춤형 서비스

도표 8: 도매 및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지속가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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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지속가능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수요와 기회가 있
습니까?

지속가능 관련 제품, 서비스 및 기타 혜택은 내 외부로 홍보해야 합
니다. 외부적으로, 은행은 고객, 잠재 고객 및 투자자에게 기존 및 
신규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려 합니다. 연간 보
고서, 홈페이지, 우편, 소식지, 세미나 등은 지속가능성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은행의 노력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최적의 이해와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과 요
구 사항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은행의 지속가능 전략과 사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소
매 및 중소기업 부서는 지속가능 정책, 제품 및 서비스에 정통해야 
합니다. 소매 및 중소기업 관련 직원들은 분산되어있는 경우가 많
아, 효과적인 대면 교육이 힘듭니다. 웹사이트 등 인터넷은 부서 전
체의 일관된 교육과 알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부적 의사소통은 소매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업부와의 협력을 장려해 잠재적 부서 간 협동 업무의 필수입니
다. 편지, 대면 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 제고 및 역량 배양
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위한 신규 소매 및 중소
기업 지속가능 제품 개발과, 은행의 지속가능 역량이 발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은 은행과 사업마다 다르지만, 관
련 지속가능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기회의 인식을 위해, 
일상적인 운영 및 자료에 지속가능성 및 리스크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지속가능 부서와 협력 아래 고객들에 맞
춤형 자료와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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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ASN BANK
ASN Bank는 1960년 5월 1일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연방 네덜
란드 노동 조합)과 보험 회사 de Centrale 
(현재 Reaal)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습니
다. 현재 약 150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모든 ASN 활동의 원칙입니
다. ASN의 경영 목표는 "우리의 경제 행동
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 입니다. 우리는 유해한 영향이 미래 세
대로 옮겨 지거나 환경, 자연 등 취약한 공
동체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의 종식을 위한 
변화를 돕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행의 존
속을 보장하는 장기적 수익의 필요성을 놓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기대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위탁한 자금을 
관리합니다. " 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은행
에 위탁 한 모든 저축은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투자됩니다.

지속가능성은 ASN의 사명과 전략을 인도
하는 원칙입니다. 지속가능성은 ASN의 사
업 활동부터 지속가능성 증진 노력까지 모
든 측면의 핵심입니다. ASN에게  지속가
능성 및 지속가능 발전을 단순한 환경 목
표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ASN의 목표는 정
의로부터 나오며, ASN은 현재와 미래의 

공정한 부의 분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지
속가능성이 ASN의 주요한 사회적 관점입
니다.

ASN Bank는 고객과 은행의 중요한 모든 
문제에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지속가
능 경영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 기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이에 맞추어, ASN은 2015년 9월에 NpM 
포괄금융 플랫폼 회원들과 함께 포괄금융
의 녹색화에 관한 의향서를 외교부에 제출
했습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저
축 및 보험 등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관련 조치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ASN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최
대 기여를 하는 선두주자가 되려 합니다. 
따라서, ASN은 2030년까지 모든 대출 및 
투자활동에 완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ASN 은행은 사
업 활동의 탄소 배출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줄이려 합니다:

 ◼ ASN은 화석연료의 추출, 생산, 정제 및 
전기 생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 ASN은 풍력, 태양력 등 재생가능 에너
지만 파이낸싱합니다.

 ◼ ASN은 저에너지 빌딩,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절약에 투자합니다.

 ◼ ASN은 에너지 집약 기업에  투자를 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제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ASN 은행의 탄소 저감 전략의 예로, 소
비자들에게 에너지 절약 대출을 제공하
는 네덜란드 에너지 절약 기금 (Nationaal 
Energiebespaarfonds)을 공동 기획했습
니다. 기금은 3억 유로를 제공하며,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 협회는 자금을 단
열 조치 및 태양열 패널을 포함한 효율적
인 난방 및 전력 시스템 설치에 사용합니
다. ASN은 홈페이지 및 고객 잡지 Ideaal
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입니다. 청렴성, 투명성, 전문
성 및 신뢰성은 은행과 고객의 상호 작용
에 중요합니다. ASN은 이해하기 쉬운 은
행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명확
하게 전달합니다. 은행은 정기적으로 고객 
부서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안 및 의견
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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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JARDINS GROUP
Desjardins Group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통합 금융 협동조합입니다. 퀘벡과 온타리
오의 금고 (caisses), 신용 조합, 거래소 네
트워크와 생명 보험, 일반 보험, 증권 중개, 
벤처 캐피털 및 자산 관리 분야의 20개 자
회사로 구성됩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
재, 47,654명을 고용 중입니다.

Desjardins는 Desjardins 기업 소액대출, 
CRÉAVENIR, PME 성장기금 및 Desjar-
dins 에너지 효율성 대출 등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를 창업자들과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 CRÉAVENIR은 2007년에 시작된,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 
대출금은 사업의 운영 자본으로 사용되
며, 보통 대출처럼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
융 교육을 포함하며 지방 협력업체 (지
방개발센터 [CLD], 지역 개발 협동조합, 
지역사회 개발기관 [SADC] 등)가 창업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이 제안과 의견
들을 지속가능성 및 은행 정책을 수립
할 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ASN 은
행은 100만 고객 만족이라는 장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개선점에 대한 
직원과 고객간의 쌍방향 고객 만족 회
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서비
스 및 제품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나
왔습니다.

예로, 2012년에 몬트리올에서 LED 조
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창립자가 
2008년 부터 Caisse Desjardins의 일
원으로 활동해, Creavenir을 통해 적절
한 파이낸싱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제품 및 서비스 중 하나
는 자회사 Fons 금융의 PME 성장기금 
(Capital Growth Fund SMEs)입니다. 
퀘벡 중소기업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장비 개선 및 확장, 인수 및 이전을 위
한 적절한 자본을 제공하는 기금입니다. 
퀘벡 금고(Caisse de depot et place-
ment du Quebec)와 함께 Desjardins
의 벤처 캐피털 관리 부서인 Capital 
regional et cooperatif desjardins 
(CRCD)가 관리했습니다. 

ASN은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장려하고자 합니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 모두
가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살고, 일하
는 빈곤 없는 사회, 서로와 자연 세계를 
존중하며,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제대로 고려하는 사회. 
ASN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금은 2010년에 창설되었으며, 대출, 
주식 투자, 및 혼합 형태로 건당 10만 에
서 500만 캐나다 달러까지 금융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심층 산업 및 사업 지
식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전문 부서와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
능 발전에 기여해 소유주의 은퇴 후에도 
기업이 지역지원 사업을 유지하도록 도
와줍니다. 한 예로, 맞춤형 재활용 장비
의 설계, 제조 및 통합 전문 회사가, 기
금을 통해 미국 지분을 되사, 100% 퀘
벡 소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
지 3억 2, 900만 캐나다 달러가 퀘벡의 
284개 기업에 직접 투자되고, 2015년
에는 75개 기업에게 560만 캐나다 달
러가 투자되었습니다.

 ◼ Desjardins 에너지 효율성 대출은 기
업이 장비 개선 및 공간 재창조를 통해 
에너지 소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지원합니다. Desjardins가 에너
지 관리를 위한 Quebec 협회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Energy-Efficiency 
Loan 제품 라인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대출을 통해 
자신의 운전 자본에 손을 대지 않고도 
사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2,900만 
달러의 CA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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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KCB Bank Group은 1986년 케냐에서 설
립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상업 은행입
니다. 은행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탄자니
아,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및 에
티오피아 (대표 사무소)까지 확장했습니다. 
2015 년 말, 최소 7,5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입니다. 수년간 은행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왔으며, 동아프리카의 기
업가 정신 및 경제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KCB는 지역 주민과 사업을 위한 금융 접
근을 확충해 막대한 변화와 강한 전통을 
창출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사회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솔루션 제공 선두주자인 KCB
는, 운영 중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를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KCB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의 주요 추진 요인
으로, KCB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쟁 우위
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지속가
능성은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KCB는 이
를 통해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CB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지원하고자 합
니다. 경제는 소규모 기업가들이 동력이 되
지만, 이들은 일상에서 금융 접근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KCB는 시장에
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KCB 소액금
융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5,000 
케냐 실링에서 100만 케냐 실링 사이를 유
연한 보증 요구, 긴 상환 기간 및 낮은 대출 
수수료로 대출합니다. 이 신제품은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KCB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KCB의 노
력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1 년에 
KCB는 "KCB Mtanni"를 통해 대리 은행
을 선도했으며, 매일 평균 7,000명의 대리
인이 10,000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4,500
만 케냐 실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리인
들은 KCB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하도
록 위임받아, 주민들이 손쉽게 않고도 에너
지 효율성 개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올
해 총 2,900만 캐나다 달러가 에너지 효
율 개선에 투자된 점은 이 정책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은행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
록 했습니다. 2013년 KCB는 대리은행 플
랫폼을 개선해 POS를 통해 대리점에서 서
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용량 및 안정성이 향
상되었으며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CB는 2006년 케냐 최초로 휴대폰 기
반의 금융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2012
년, KCB는 모든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 "KCB Mobi 
Bank"를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
화와 KCB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 등록 고객이 100만 명이 넘었
습니다. 또한, KCB는 2011년, 개인 고객에
게 인터넷 뱅킹 "KCB i-Bank"를 도입했으
며 2013년에는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 이
용하는 플랫폼으로 개선했습니다. 2013년 
말, 5,500명 이상의 고객이 KCB i-Bank에 
등록하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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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i :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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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인식 제고와 커뮤니케이션

3.1 우리는 금융기관이 지속가능성 
방침을 발표하고 환경,사회적 
고려를 경영활동에 통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3.3 우리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주주, 직원, 고객, 규제 
기관, 정책 결정자, 대중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7장:  
커뮤니케이션

이 장은 은행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언론 관계, 공무, 
마케팅, 상표, 투자자 관리, 소비자 조사, 및 내부 커뮤니케이
션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Triodos Bank는 지속가능 금융의 선두주자입니다. 
Triodos의 사명은 긍정적 사회적, 환경적 및 문화적 변
화를 위한 금융입니다. Triodos는 예탁자 및 투자자와 
장기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행으로서 빌려주는 
돈에 책임지며,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합니다. 우리
는 지속가능 금융이 신뢰성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대출
한 모든 조직에 대해 공개합니다. 따라서, 예탁자 및 투
자자는 은행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실현 가능한 범위를 가시화
하기 위해 큰 밑그림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는 지식 공유, 학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입
니다.”

Christine van Waveren
Head of Corporate Communications, Triodo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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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왜 지속가능성이 커뮤니케이션 
부서에게 중요합니까?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은행의 지속가능 성과를 어떻게 전달할지 결
정해 지속가능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속가능의 혜택
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보여줄 광
범위한 목적, 전략 및 재무 성과를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커뮤니케
이션에 중심에 통합해야 합니다. 책임투자원칙 (PRI)의 투자자 연
구에 따르면,13 회사들은 지속가능성 대해 효과적 의사소통에 실패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사업 가치 및 목표를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듣는 이마다 관심, 인식 및 기대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관된 커뮤니
케이션보다는 특정 관객에 맞춤형 소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객과 투자자의 선택과 투자가 정교해진 지속가능성 기대치에 기
반을 두기에, 정확한 전달이 이익과 손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화하는 세계의 증가하는 기본수요와 감소하는 천연자원 속에서 
기업과 사업가들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혁신적 
관점을 가진 금융 서비스 업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사업 모델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무 및 기업 공개, 정책 및 규제에서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을 포함
하는 전세계정부들이 늘어나기에, 투명성 및 신뢰성을 지키는 지속
가능성 전략 전달은 회사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
의 지속가능 전략의 중요한 구성은 신규 인재 유치 및 기존 직원 교
육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입니다. 인식 제고, 태도 변화 및 행동 변화
는 성공적인 내부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결과들입니다.

대책 부재 시 리스크 

 ◼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평판 
리스크 증가

 ◼ 명성, 신용 및 상표 인지도 향상 기회 상실
 ◼ 투자자, 및 고객이 지속가능성 문제의 신뢰할 동반자로 인식하

지 못해 사업 기회 상실
 ◼ 신세대 고객의 지속가능 성과에 민감성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 

및 경쟁력 하락
 ◼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규제 담당자의 압박
 ◼ 최고 인재 유치 및 유지 실패

기회 

 ◼ 명성, 신뢰성, 및 상표 인지도 향상
 ◼ 지속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고객 및 투자자 선호 

증가로 신사업 기회
 ◼ 지속가능성 성과를 위한 고객과 이해관계자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충성도 향상
 ◼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지도 확산으로 인재 육성 및 직원의 인지

도, 주인 정신, 신뢰 향상
 ◼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규제 담당자의 관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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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커뮤니케이션은 떠오르는 트렌드를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
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풍부한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개인은 은행의 사업 및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방법, 및 듣는 이 결정을 다음을 포함합니
다:

 ◼ 은행 이해관계자들의 현재 및 잠재적 지속가능 관심과 이해 준
비 및 촉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 수립 및 은
행의 지속가능성 계획을 공개

 ◼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은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적 이해 
보장; 은행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외부 홍보를 내부에도 
알려 많은 직원이 지속가능성 문제의 관련성과 사업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도움 

1. 은행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지속가
능성 요구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의 지속가능 전략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만드는걸 피하
고자,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이해관계자 계획 및 참여가 어느 정
도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계획은 은행의 관심 영역 (고객, 경쟁
자, 시민사회, 직원 등)과 각 이해관계자 간의 관련성을 정의하
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입
니다.

 ◼ 고객
고객들은 지속가능 성과를 높이고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 리스크
와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반면에, 지속가능성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객은 재정기관에 큰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은행의 재무 및 평판 리스
크로 이어집니다.

 ◼ 투자자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성과가 약한 회사 자산에 더 민감해지고, 
강한 지속가능성 성과를 지닌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지수는 투자 결정에 더 많은 인기
를 얻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는 지속가능 기금의 견실한 수익률과 장기간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
무 조항 포함이 권장됩니다. 

 ◼ 신용평가회사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FTSE4Good, Moody 's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회사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리스크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등급을 제공합니다. 등급은 발
행사 및 분야에 따라 환경 및 사회적 경영 리스크는 중대한 신용 
영향을 초래합니다.

지속가능성 등급은 직원, 고객 및 장기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
자가 은행 등 여러 회사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
력하기에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 직원
직원들은 은행의 지속가능성 문화를 기대하며, 이에 자극을 받습
니다. 지속가능성 전략, 성과, 및 영향에 대한 이해는 많은 직원이 
지속가능성이 본인 업무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의 이해를 쉽게 합
니다. 정통한 직원은 혁신적인 발상을 끌어 내며, 훌륭한 홍보대
사로 "지속가능성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지
속가능 경영 커뮤니케이션은 은행의 인식과 참여가 부족해 생기
는 지속가능성 문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비정부기구(NGO)
NGO는 은행을 지속가능성과 인권 문제 관련 목표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지속가능 해답을 위해 은행과 협력 활동을 증가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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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시민사회, 학계 및 여론 주도자
소매금융사업을 하는 많은 은행은 지역 사회, 학계 등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는 종종 금융 부문 
전반을 불신하며 은행의 책임감 있는 자원 보존 및 윤리적 행동
을 추구합니다.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의사소통은 불신을 완화하
고 공동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규제 기관
브라질, 중국, 페루 등 다양한 정부가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을 포
함하기 시작해, 체계적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금융 안정성의 관련
성을 입증합니다. 지속가능성 문제를 인지하고, 은행에 적절한 지
침을 제공하는 은행 규제 체제도 중요하지만, 금융 및 환경 정책
결정자 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화 역시 중요합니다. 기후 문제 
관련 금융 안전위원회의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이 
좋은 예입니다.

 ◼ 타 은행
은행들은 점점 지속가능성 문제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전문 기업들은 외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사용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측정 기준에 따라 은행 순위를 매깁니
다. 업무에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하지 않은 은행의 평판 리스크
를 증가시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들은 확장 및 채택 가능한 관행 
예를 제공합니다. 

 ◼ 협력업체
모든 협력업체가 동등한 지속가능성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
다. 은행이 명확한 환경 및 사회적 표준(예: 노동, 원산지) 요구 사
항과 구현 방안을 전달해야 지속가능 공급이 보장됩니다. 공급망
에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련 양방향 대화, 절
차 최적화, 제품 혁신, 및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 언론
지속가능성 관련 뉴스는 자주 대서특필되어 은행의 대중 인지도
를 실질적으로 향상, 또는 손상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급
증 등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은, 관련 사항이 더 넓고, 젊은 
커뮤니티에 실시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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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지속가능성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공식 및 공식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수립과 지속가능성 목표, 
행동, 우수 사례, 성과 자료 등 지속가능성 기반의 투명한 의사소
통은 은행의 지속가능 경영 노력의 가시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전 단계 참여는 제기될 문제의 해결책 제공 가능성을 이해관계자
와의 실질적 대화를 통해 높입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GRI, CDP, EP와 같은 광범위한 틀, 정책, 
내부절차, 거버넌스 및 운영을 포함하며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 자회사 및 지주 회사를 대상으로, 
내외부 감사 및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됩니다. 최근 추
세는 통합 보고에 중점을 두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독립 
보고서 역시 가능합니다.

 ◼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는 중요 측면, 이해 관계자 및 정보를 파악해 우선순
위를 부여합니다.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 결정 프로세
스, 전략 개발, 고객/투자자 보고에 포함돼야 합니다 

 ◼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은행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는 실시간 지속가능성 정보 갱신을 제공하고 은행의 지속가
능 금융 서비스 및 신제품 홍보에 효과적입니다. 

 ◼ 상담
기존, 미래 및 잠재 지속가능성 정책, 절차 및 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조언을 구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인 대화 및 건설적인 
협력을 촉진해 잠재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상담 방법에
는 보통 전용 홈페이지, 사서함, 대화, 상담 회의, 직원, 고객 및 공
급 업체 설문 조사가 포함됩니다.

 ◼ 정보 공개
기업 홈페이지, 출판물 및 행사를 통해 은행의 지속가능성 정책, 
운영 방식, 표준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대중이 은행의 지
속가능성 문제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 관련 행사
학회 및 행사는 은행의 정보교환 및 지속가능성 노력과 금융 상품
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운영 방식 및 원
칙, 리스크 평가 및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조달 절차 설명에 활
용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대규모 봉사 및 인식행사 등 지역 활동 및 봉사를 홍보하고 도와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며, 은행의 지속가능 경영 노력을 지역
사회에 알립니다.

 ◼ 연구
관련 지속가능성 문제에 연구와 지침을 홍보하는 것은 은행의 지
속가능성 전문성을 입증하며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관련 업체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 협업
지속가능 금융 기관 참가는, 타 은행과 네트워킹, 은행의 업적 홍
보, 공통된 문제 공유, 최신 기법과 문제 인식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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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ITAÚ HOLDING UNIBANCO SA
2008년 11월 3일에 설립된 Itau Holding 
Unibanco SA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세계
적으로 가장 큰 민영 금융기관 중 하나입
니다. 맞춤형 전략을 통해 Itau는 국내외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역사, 재
무건전성, 및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93,000명을 고용 중입니다. Itau의 주요 
전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Itau
는 관행, 결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
객과의 대화를 보증해 계획에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자들은 직원, 고객, 공급 
업체, 언론, 여론 주도자 및 주주들입니
다. Itau의 참여 절차는 국제 표준지침인 
AA1000와 내규를 따릅니다. Itau의 방법
론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 설정, 시급
한 문제 인식,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실질
적 및 잠재적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 등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tau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참여 계획은 범위 정의, 이해
관계자 확인, 참여도 결정, 방법 선택, 위험 
평가 및 절차 수행 등의 단계를 따릅니다. 

이런 절차들은 Itau가 이해관계자의 신뢰

를 높이고 평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Itau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이미지에 훼손을 피하기 위해 
Itau는 다음과 같은 내부 절차와 계획을 구
현했습니다:

 ◼ 윤리 지침 및 부패 방지;
 ◼ 옴부즈만 사무소 계획;
 ◼ 정부 및 기관과 절차 및 지침;
 ◼ 기업 커뮤니케이션 과정;
 ◼ 상표 관리 절차;
 ◼ 시장 맞춤형 소통 방법

RAIFFEISEN ZENTRALBANK ÖSTERREICH AG
Raiffeisen Zentral-bank Osterreich AG 
(RZB AG)는 1927년에 설립된, Raiffei-
sen Bank International AG (RBI) 등 오
스트리아 최대의 금융기관인 Raiffeisen 
Banking Group (RBG)의 중앙 기관이자 
서비스 부서입니다. RZB Group은 현재 약 
5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RZB Group은 이해관계자를 직간접 사업 
활동을 통해 회사에 정당한 관심을 두는 
사람들 또는 업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해관계자는 RZB 그룹의 직원, 고객, 소유
자, 자회사 및 참여자, 공급 업체 및 사업 
동반자들입니다. 또한, 정기적 상호 관계
가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민감한 문제의 인식은 이해관계자
와 정기적, 효과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
니다. 특히 RZB그룹의 중대성 평가 및 현

안 관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 정기적 대화 외에도 RZB그룹
은 이해관계자 및 RZB그룹의 관련성을 정
기적으로 그리고 2~3년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평가합니다. RZB Group은 지
속가능 경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와 대
화의 결과와 논쟁의 주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 경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조
치를 도출합니다. RZB그룹의 지속가능 전
략의 9가지 핵심 분야는, 책임감 있는 은행, 
공정한 동반자 및 참여하는 시민인 RZB의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됩니다.

2015년 11월 18일, 고객, 사업 동반자, 직
원 및 소유자,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관, 교
육 및 연구 기관, 특별 이익 기관, 미디어, 
정치 및 행정, NGO 및 NPO 등 여러 분야
의 70명의 이해관계자가 제6회 RZB 이해

관계자 협의회에 참석해 여러 주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제 중 하
나는 은행 부문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기
업 요구 사항과 RZB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은행의 지속가능 부가 가치 절차의 영향과 
RZB의 구체적인 접근법 또한 중요했습니
다. RZB 그룹이 국가 및 유럽 거버넌스에 
대한 공약은 공개 토론에서 다루어졌습니
다. 다른 주요 논의 주제는 핵심 사업과 유
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 여러 국제 지속
가능 발전목표 통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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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REDIT 
16개국에서 운영되는 유럽의 상업 은행으
로 2016년 6월 30일 현재 144,000명 이
상의 직원이 7,500개 이상의 지점과 50개 
시장에 걸쳐 국제 금융망을 운영합니다.

UniCredit의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는 전
략 개발할 때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의 가
치 창출 절차에 통합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이익 고려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
니다. 또한, 이 부서는 관련 핵심 성과 지표
를 점검하고 UniCredit의 지속가능성 정
책을 잠재적 고객에게 알리는 업무를 담당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일부로, 최고경영자
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체계는 
UniCredit의 장기적 생존능력에 기여하는 
계획을 개발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역량을 
강화합니다. 2014년에 통합 보고서가 채
택되어 UniCredit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
스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능
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통합 거버넌스 
이점의 보다 깊은 이해를 지원합니다.

UniCredit은 2000년부터 지속가능성 보
고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매해 사업 전략,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관리 및 주요 활동 간의 연결에 대
한 개요의 제공입니다 기업보고서의 국제
적 추세에 맞추어 2014년부터 통합 보고
서를 채택했습니다. UniCredit의 통합 보
고서는 시간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 
상호 관계 및 의존성을 설명합니다. 따라
서 그룹의 재무 및 지속가능성 성과를 설

명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 사업, 준법, 리
스크 관리 모델, 전략, 자본, 및 경쟁 환경
을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은행의 주요 무대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및 보스니아 헤
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 등 동
유럽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는 
ISAE 3000의 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이해 관계자 참여 및 협업은 UniCredit의 
핵심 운영에 필수입니다.

2002년 UniCredit은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첫 소통 사업을 시작했으며, 정교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UniCredit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5개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통
해 은행이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
하고 해당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UniCredit은 2010년부터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이해 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UniCredit
이 새로운 기회 포착, 리스크 완화, 및 장기
적인 가치 창출 보장을 위해 집중해야 하
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UniCredit 이해관계자와의 첨단 커뮤니케
이션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우선순
위를 이해하고 모범 사례를 찾는 데 도움
이 됩니다. UniCredit은 중앙 및 지역별로 
관리되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국가
의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이해관계자 채널

고객  ◾ 고객만족 평가
 ◾ 즉각적인 피드백
 ◾ 포커스 그룹, 워크숍, 세미나
 ◾ 홈페이지

직원  ◾ 내부 직원 설문조사 
 ◾ 그룹 인트라넷 포털
 ◾ 부서별 온라인 커뮤니티

투자자/주주  ◾ 실적 관련 분기 웹캐스트 및 컨퍼런스 콜
 ◾ 1:1, 그룹 미팅 및 전화
 ◾ 주주총회
 ◾ 연례보고서
 ◾ 통합보고서
 ◾ 홈페이지

지역사회
 ◾ 소셜 미디어
 ◾ 소셜 채널
 ◾ 연례보고서
 ◾ 통합보고서

비정부기구
 ◾ 주기적 미팅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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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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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의지

1.4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제도적 
약속이며 기업 시민의식과 건전한 
경영 추구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8장:  
인적자원관리

이 장은 은행의 직원 고용, 유지, 개발, 및 인재 관리를 담당하
는 부서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환경 리더십에 대한 약속은 직원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연례 직원 설문 조사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는 질문이며 직원을 유치, 개발 및 유지하는 데 중요
합니다. TD 리더십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 상호 작용, 직
장 또는 지역 사회를 통해 직원을 환경 목표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Mike Pedersen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TD Bank,  
America's Most Convenient Bank



인
적

자
원

관
리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가이드 -  72

비즈니스 케이스

지속가능성과 인사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속가능성은 은행의 문화와 직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은 매출과 명성을 높이며, 운영 비용과 리스크
를 줄이고, 환경과 사회에 이익이 됩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전략을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지속
가능성 전문성을 직원 문화에 융합하기 위해 인적자원 기술이 필
요합니다. 인사부서는 직원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은행의 핵심 가
치 유지의 핵심이기에 회사 전반의 지속가능 전략의 성공적 통합
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고서와 설문조사는 지속가능 전략이 재능을 유치 및 유지
함을 확인합니다. 2013년 EY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전략을 따르는 
회사는 인재들에게 책임감 있고, 진보적이며 역동적으로 비추어
졌습니다.14 또한 2012년 전국(미국) 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 사회 
및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이러한 느
낌을 갖지 못한 직원보다 업무 만족도가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15 
기업 선택 전에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는 지원자가 증가함
에 따라 사회적 기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지속가능 전략은 인사부서의 채용 및 교육을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글로벌 보고계획(Global Reporting Initia-
tive, GRI)등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는 책임, 측정 및 투명성을 확
립하기 위해 성비, 다양성, 교육 등 인사 지표를 통합합니다. 인력
의 적절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전문성 고용, 채용, 개발 유지 등 필
수 요소를 넘어, 인사는 지속가능성 전환, 준법감시, 조직 효율성 
및 관행 등 중추적 역할을 소화합니다.

대책 부재 시 리스크 

 ◼ 지속가능성 의제를 통해 은행을 발전시킬 의욕적, 전문성 있
는 직원 부족 

 ◼ 비효율적 변화 대응 관리로 인해 시장 지위 및 사업 기회 상실,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노출 증가 

 ◼ GRI등 보고 체계, 또는 지속가능성 등급 및 순위에서 낮은 성
과 지표 

 ◼ 적절한 지속가능 정신과 기술을 갖춘 직원 유치 및 유지가 어
려움

기회 

 ◼ 지속 가능한 장기 비즈니스 기회와 시장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은행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지속가능성 
인재 발굴 및 보유

 ◼ 전반적 직원 생산성 과 지속가능 전략에 기여하고자하는 욕구 
향상  

 ◼ 높은 환경 및 사회적 요구를 가진 고객 유치 및 유지
 ◼ GRI등 보고 체계, 또는 지속가능성 등급 및 순위에서 높은 성

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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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지속가능성이 은행의 여러 분야에 통합되면서 인적자원과 인사부
서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장은 인사부서가 지속가능한 방향 전환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 지속가능성 및 사업부서가 요구한 전문 지식, 경험 및 책임을 
직무기술서에 통합 

 ◼  지속가능성 활용을 통해 인재 영입 및 유지 

 ◼ 핵심 역량 및 성과 평가에 지속가능성 포함 

 ◼ 지속가능성 및 기타 부서와 협력 아래 개발 필요가 있는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과 내부 확산 요구 인식, 교육 참여 및 동기부
여 

 ◼ 성과급 및 동료 평가로 직원 참여 유도 

 ◼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목표에 대한 인사 관련 지식 보장

1. 지속가능 전력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직원들이 필요합니까?

지속가능성의 과제 중 하나는 교차성과 필요한 다양한 기술입니
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열정부터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
은 경험 등 다양한 기술, 경험 및 개성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인사부서, 지속가능성 전담부서 및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노력해 
필요한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 및 환경 지식을 요구하는 
금융 업무든, 규제 및 지속가능성 전문성의 조화가 필요한 리스크 
관리 업무던, 직책에 따라 특정 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도
표10은 직원이 근무부서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 및 지식수
준을 보여줍니다.

지
속

가
능

성
 전

문
성

과
 지

식

도표 9: 은행 부서에 따른 지속가능성 전문성과 지식

 ◼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 지식
 ◼ 은행의 지속가능성 의제에 기여 및 참여에 의욕

 ◼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고한 지식
 ◼ 은행의 직접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사용에 의욕

 ◼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고한 지식
 ◼ 리스크 감소, 재능 유치, 평판 향상을 위해 은행의 지속가능성 의제 추구에 의욕

 ◼ 파이낸싱 수단에 대한 전문 지식
 ◼ 지속가능 금융 서비스 기회를 찾는데 의욕

 ◼ 분야의 전문 지식/경험
 ◼ 은행 전체에 지속가능성을 발전, 통합 및 옹호에 의욕

 ◼ 지속가능성과 은행의 목표와 전략의 연관성에 대한 견고한 인식
 ◼ 지속가능성 통합과 관련 재정등 이익 오호에 의욕

리더십

지속가능성 전문가

사업 부서

지원 부서 (HR,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법률)

행정지원

모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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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 의제를 발전시킬 인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습
니까? 

직원들은 점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은 그 균형
의 일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2020년에 인력의 약 50%를 차
지하며. 소매 매출의 30%를 차지합니다.16 전 세대와는 달리, 밀
레니엄 세대는 고용주들이 선(善)하길 바랍니다. 인사부서는 인
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종이 사용 감소, 재생 에너지 사업 파이낸싱, 자원봉사를 통해 지
역 사회에 기부 등, 지속가능성은 은행 직원들에게 여러 의미를 부
여합니다. 인사부서는 직원에게 자신의 역할에 적용되는 지속가
능성 요구 사항 교육 외에도 업무와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부서 통합 교육은 부서 간 어떻게 지속가능
성이 상호 작용하는지를 입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식 제고와 최고 경영진의 직접 참여는 지속가능성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중요합니다. 은행 및 직원의 지
속가능성 정의를 포괄하는 참여 의식을 창출하면 관심과 동기가 
부여됩니다. 지속하는 행동 변화는 직원들에게 지속가능성과 자
신의 이익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의 교차적 성격 때문에, 은행의 전 부서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보상 및 은행 전략, 연관성 등을 이해가 필수입니다. 부
서 간 지속가능성 관련 협력 증대는 직원들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지속가능성 의제를 향상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지속가능성 전략에 관한 흥미롭고 효과적인 강좌와 직원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은행의 지속가능성 성과
를 향상합니다. 

직원들을 지속가능성 정책 개발 및 구현에 참여시키면 주인의식
이 형성하고, 사업 및 핵심 전략과 연관되었을 때 직원 참여를 향
상합니다. 보상, 경연 및 대회 등을 통해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면 
정책 전반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성과를 증가합니다. 관련 협회 참
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조직 등 수단은 개인 참여와 학습을 증진하
게 시킵니다. 

직원들의 지속가능성 사고방식 육성은 도표 11처럼 성과제 등 성
과와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올
바른 사고방식을 기르는 다른 성공적인 방법은 직원이 지속가능
성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의 지속가능성 전략의 개선
을 제안하는 공간이나 대화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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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지속가능성  
개발 방법

교육

필수 및 자발적

교차 인턴십

산업 협회 및 기관

지속적 탐여

사보, 설문조사,

인트라넷 등.

환경 전담 부서

변화 대응 관리

인식제고

경영진 지원

은행 목표와 연결

부서 간 협력

표창 및 보상

직원 주도 계획

성과급 제도

지속가능성 대회

이달의 사원

3. 직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
습니까?

최고의 인재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회사와 일하고 싶기
에, 지속가능성 평판은, 인재 유치에 도움을 줍니다. 모집 과정에
서 인사부서의 지속가능성 홍보는 지원자 평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사부서는 홈페이지 등 채용 자료에서 은행의 지속가능
성 전략 및 성과의 핵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금융 및 
행정 지원 등 은행의 핵심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 직원의 성공 사
례는 모집 자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은 우수하고 재능 있는 직원을 은행에 
남도록 설득합니다. 지구의 날과 자원봉사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직장은 직원의 단기적, 긍정적 반
응을 끌어냅니다. 지속적 소통, 인정, 직원 기술 활용, 피드백 절차, 
및 지속가능성 전략 개선에 직원 의견의 지속적 반영은 주인의식
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장기 인재유지를 끌어냅니다.

도표 10: 직원 지속가능성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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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
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BANK NEGARA
지속가능성은 과정이자 도전인 여정입니
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26,785명의 직
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 중 하나
인 PT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 또는 BNI는 지속가능 금융 원칙을 통
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속가능성의 최전
선에 있습니다. BNI의 네 번째 원칙은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의 개선이라 명시되어있고, 
BNI의 14 강령 중 하나는 환경에 관한 약
속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양적, 질적으로 
건강하며,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
려합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와 BNI의 지
속가능성 여정은 국내외 시장 압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16년 초에 ASEAN 경제 공동체 (AEC)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2016년) BNI는 모든 사업 부서를 평
가하고 강화합니다. BNI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은 인도네시아 국가와 국민이 꿈과 기
대를 실현하는 걸 이끌고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탄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모든 인도네시아인들의 지속가
능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본질입니다. 

BNI는 직원이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라
고 생각합니다. BNI가 고객에게 최상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은 유능하고, 강하며,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환경 친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은
행 직원들은 재생 및 에너지 효율 파이낸싱, 
금융 접근성, 기후변화 완화 등 지속가능 
금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따라서 BNI는 다양한 교육, 개발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을 연마하고 
직원의 경쟁력을 향상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실시 된 다양한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통해 BNI는 생산성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2016년부
터 AEC 시대로 접어들어서 우수한 인적 자
원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합니다: 

 ◼ 역량강화
 ◼ 사업개발
 ◼ 디지털 교육 향상
 ◼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 리스크 관리 강화

BNI는 Triple Bottom Line 원칙을 지지하
는 국가 은행으로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회사와 고객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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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일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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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2.4 우리는 에너지효율, 재활용, 폐기물 
감소 등 환경경영에 있어 우수사례 
도입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을 추구하는 파트너,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들과의 
사업관계를 맺을것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UNEP금융기관의 선언서

9장:  
일반서비스

이 장은 기술 지원, 부동산 관리, 용역 및 조달 등 환경 및 사회
적 영향을 관리하는 부서을 위해 쓰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환경, 에너지, 물, 탄소 배출 및 폐기물 측면에서 
직접적인 환경 영향을 추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고 줄이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극
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면 증가하는 전기 비용, 잠
재적 탄소세 비용 및 에너지 공급 문제의 영향을 완화합
니다.”

Wendy Dobson
Head: Group Policy, Advocacy and Sustainability, Standar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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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지속가능성과 일반 서비스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전 사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의 통합은 은행의 사무실 및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고객, 직원, 언론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심층 관리는 재
산 및 물리적 자원 관리를 포함해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보완
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은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을 창출하고, 은행의 
목표와 부합하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 생산성 및 수익
성을 높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 및 
투명한 성과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은행의 존재감을 강
조할 수 있습니다. 감축 목표는 다른 은행과의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반 서비스 부서는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활용해 
운영 및 건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 "녹색"부서을 구성하여 직
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성 전담부
서와 협력해 실내기기 과부하, 출장 최소화 등 같은 전환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법규(예: 석면 통보)의 준
수는 직원의 복지 의식을 보장합니다. 

일반 서비스 부서의 노력을 은행의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 목표/ 전
략에 맞추려면 전략을 파악하고 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를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서비스부서는 이 조정 과정 중 지속가능성 전담부서
와 협업을 통해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일반 
서비스 부서 노력의 지원과 (적용되면 기금 형식으로), 부서, 회사
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책 부재시 리스크 

 ◼ 운영 비용 상승
 ◼ 명성, 신용 및 상표 위협 
 ◼ 지속가능성 목표 및 정책 설정 한 타 은행과 비교 불가 
 ◼ 부동산 감가상각 
 ◼ 무책임한 공급 업체 및 공급망의 하향식 책임

기회 

 ◼ 운영 비용 절감 및 미래 비용 증가에 대비
 ◼ 주주 가치 제고
 ◼ 부동산 잠재적 구매자와 세입자 관련 시장 경쟁력 향상
 ◼ 명성, 경쟁력, 신뢰성 및 상표 개선 
 ◼ 공급망의 리스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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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은?
지속가능성의 은행 운영에 통합은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의 핵
심축입니다.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 위한 다음과 같
은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 은행의 목적 (지속가능성 목적 포함) 및 전략에 맞추어 실제 자
원의 관리 및 축소 조정 

 ◼ 성과를 정량화 및 시연하기 위한 환경경영 시스템의 도입 고려  
 ◼ 자원 소비량 회계 및 감축 목표 정의  환경친화적 건물의 건
설 및 인수를 독려, 홍보하고 인증 획득 (예: LEED, Green 
Globes)  

 ◼ 책임감 있는 용역 및 조달 전략 수립 
 ◼ 행정지원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방법을 제시한 
직원을 인정 및 포상 고려 

 ◼ 커뮤니케이션 및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와 협업을 통해 은행의 
직접 영향을 보고에 포함

1. 우리의 직접적 영향은 무엇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의 약 40%, 세계 물의 25%, 지구 자원의 
40%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합니다.17 은행
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보통 에너지 사용, 연료 사용, 및 이동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융업은 제조나 발전 같은 분야만큼 자원 집약적이지는 않지만, 
도표 12처럼, 건축물, 기술 및 절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자원 고
갈 및 작업 안전등 여러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종이, 물, 에너지 등 자원 절약 또는 보존은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
략을 쉽게 계량화 및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 등 장비 
폐기 등 자원 및 서비스 용역을 포함하는 목표 중심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
능성 측정 기준 및 감축 성과는 은행의 지속가능 보고서의 핵심으
로, 은행의 긍정적 평판에 기여합니다. 

일반 서비스부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명수입니다. 그 전문성을 지
속가능성 전략에 자연스럽게 확장해야 합니다. 예로, 재택근무로 
감소하는 온실가스 배출, 양면인쇄로 절약되는 나무 등이 일반 서
비스부서의 재무 분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을 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전용 
관리 체계를 사용하거나 기존 체계에 지속가능성 성과 지표를 내
장시킵니다. 일반 서비스부서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할 수 있
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속가능성 의무가 
있는 모든 부서가 사용하는, 은행 전체가 공유하는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소모량을 측정하고 (온실가스 협약, CDP) 자원 소모를 영향
으로 산정하는 (전기를 온실가스 배출로 산정) 기업 환경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 및 국가 사회적 관리 시스템들이 있
습니다. (이하 "EMS" 라 칭함) 지속가능성 성과는 내외부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EMS는 실제로 체계/자료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
해 실제로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를 통과할 준비가 되어야 합
니다. 

은행이 사용하는 EMS가 무엇이든 EMS의 일반 법칙은 지속가능
성 지표(예: 소비, 작업장 사고, 친환경 공급 업체)의 기준 축소/개
선 목표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기준선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 및 전략 개발을 설정합니다. 
지속적 점검은 계획이 잘 안될 경우 조기 경보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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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직장에서 지속가능성 개발하는 방법들

2. 어떤 전략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최적화 
합니까? 

다음 전략들은 자주 쓰이며, 측정이 쉽고, 운영의 재정 및 물리
적 영향을 줄이고, 가시성이 높고, 참여가 쉽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금융 사업은 아직 규제와 정책에 의해 배출량 감축 준수 의무
는 없지만, 경쟁, 재정 및 사회적 압력(및 이점)이 배출량 감축
을 관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참조할 수 있는 계
획입니다:

 ◻ 기본 연도를 선택 후, 에너지, 연료, 및 출장 등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수립. 조명 교체, CRT 모니
터 LCD로 교체, 직원 에너지 효율 교육, 전화 및 화상 회
의, 녹색 통근, 출장 최소화 등 전략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 

 ◻ 잔여 및 불가피한 배출량 상쇄를 고려 
 ◻ 환경 및 재정적 성과를 측정, 내외부에 성과보고

 ◼ 건물

건물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과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을 차지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완화 조치가 효과적입니
다.18 에너지 효율 측정은 배출 저감을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사업 관점에서 지속가능 건물은 운영비 절감과 건강한 직장을 
창출합니다. 특정 개선은 세금 공제, 환급, 보조금 및 기타 인센
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지속
가능 건물을 사업적으로 효율적이게 만들기 위해 건물 효율성 
법률 및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지속가능 건물이 
자산 가치와 입주자 매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9 
현재 및 미래 은행 건물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가능 건물 인증 및 건축 (예: LEED, BREEAM, 
Green Star)의 건설 및 획득 지원, 지속가능성 보고에 인
증 건물의 수 포함 

 ◻ 지표 개조 및 재조정 시 환경 기준을 포함, 가능한 경우, 
전후로 전기 및 수자원 소비율 측정 

 ◻ 정보 센터에 에너지 소비, 장비 총 수명 등 환경 지표 포
함, 측정,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절차 수립

KEY AREAS OF A BANK’S 
SUSTAINABILITY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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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진취적인 자원 보존 계획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혁신을 
지원하며, 고객 및 직원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축 
전략 구현, 목표 설정, 및 성과를 보고 할 기회들입니다:

 ◼ 일광, 동작감지등, 에너지 효율 기술 및 장비 등 최적화된 에너
지 소비 전략

 ◼ 저유량 수도꼭지, 관개 레인센서 등 수자원 전략
 ◼ 양면 인쇄, 팩스 표지 제거 등 종이를 쓰지 않는 사무실로 전환
하는 종이 소비 전략

 ◼ 재활용 및 무염소종이, 식물 잉크 등 친환경 인쇄 
 ◼ 감축, 재활용, 복구 등 폐기물 관리 전략
 ◼ 근로자 안전사고 통지, 및 교육
 ◼ 공급망

지속가능 구매 기준을 은행의 공급망까지 확장하면 은행의 지속
가능 경영 노력의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되고 평판 및 규제 리스크
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은행이 지속가능성 성과에 공급망
을 포함합니다. 지속가능 공급망은 새로운 SME 사업 도입,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은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의 관리 및 훌륭한 거버넌스 정책을 장
려합니다. 기업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성과와 공급망 전반의 올
바른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개선해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사회 전
반에 대해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요 공급업체 및 
제품의 도표화를 요구하고, (예: 현재 주요 용역 제품 확인, 현재

제품의 부정적 지속가능성 인식)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장비(예: 재
활용 자재, 지속가능한 관리형 숲에서 생산된 종이 등) 구입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합니다. 또한 공익기업 등 서비스 제공 업체
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출처와 공급망을 증명하는 여
러 가지 환경, 사회 및 인권 인증(예 : FSC, MSC, 공정 거래)이 있
습니다.

3. 일반 서비스부서는 지속가능 노력을 위해 어떻게 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까?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에 직원 참여는 성공에 직결되며, 인과/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 기회 대부분은 전에 설명한 
은행 업무에서 나오기에, 일반 서비스 부서가 필수적인 역할을 합
니다. 종업원들이 일상적으로 풀뿌리 제안을 제공하고 일반 서비
스 부서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동참하면 직원의 주인의식을 창출
되고 은행의 전환 성공률을 높입니다. 

다양한 효과적인 동기 부여 전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서
비스 부서의 유려한 소통과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전체 대
표자들로 구성된 일반 서비스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만들고 정기 
모임 소집합니다. 일부 은행은 에너지 효율 등 직원들이 직접 제
안을 제출하는 자체 자금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했습
니다. 제안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 그 비용 절감으로 다른 제안
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기술 및 도구는 직원의 탄소 및 기타 발
자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참여 및 책임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참여와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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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례들
다음 사례들은 본문의 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다
양한 지역분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BBVA
BBVA는 1857년에 설립된 고객 중심의 글
로벌 소매 금융 기관으로 전 세계 고객에
게 광범위한 재무 및 비재무 제품 및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이 은행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137,310명의 직원을 고용중 입
니다. 

금융 기관인 BBVA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
비스, 특히 금융, 자산 관리 및 공급망을 통
해 천연자원의 소비와 배출량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칩니다. BBVA의 환경 공약은 전 
세계 환경 정책을 반영합니다. 

BBVA는 UNEP FI, 적도 원칙, 책임 투
자 원칙 (PRI),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녹색 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탄소 배출 공개 프로젝
트(CDP) 등 주요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있
습니다. 2015년에 BBVA는 스페인 녹색 
성장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2013년 BBVA는 2012년에 검증된 소비 
수준에 따라 직원당 다음과 같은 목표로 두 
번째 글로벌 환경 효율성 계획 (GEP)을 시
작했습니다. 

 ◼ C02 배출 6% 감소
 ◼ 종이 사용 3% 감소
 ◼ 수자원 사용 3% 감소
 ◼ 전기 사용 3% 감소
 ◼ 33% 직원 친환경 인증 건물 근무

이 계획에는 종이, 토너, 전기, 전자 제품 
및 위험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발생에 대
한 통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에 BBVA는 목표를 초과달성 했습
니다. BBVA는 2012년 수치 기준으로 전
기 사용량을 14%, 물 소비량을 23%, 종이 
소비량을 43%, CO2 배출량을 16% 줄였습
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의 33%의 친환경 
인증 건물 근무 역시 도달했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계획에 따라 2016년에 
BBVA는 새로운 환경 효율성 약속과 새로
운 GEP을 시작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BBVA는 기존 유지 보수 차원
에서 환경 및 효율성이 건물 설계에 핵심
인 통합 글로벌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Ciudad BBVA의 새로운 본사와 마드리
드의 정보 처리 센터 등, 스페인, 미국 및 
남미의 총 16개 건축물이 미국 LEED 인
증 기준에 따라 건축되었습니다. 멕시코
의 Torre Reforma 및 BBVA Bancomer 
Operational Center 건물 역시 인증 과정
을 통해 평균 33%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의 새로운 본사 Ciudad BBVA는 
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전력 소비가 줄
어들었습니다. 1,945 m2의 광전지 패널은 
연간 750MWh를 생산하며, 600㎡의 태
양열 패널은 연간 476MWh를 생산합니
다; 100미터 깊이의 20개 우물은 안정된 
폐회로 지열을 통해 100kW를 생산합니다. 

 최근 완성된 칠레의 신 본사와 현재 건설 
중인 아르헨티나 본사 역시 LEED 표준을 
따라 타 건물보다 에너지 소비를 30% 절
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엘리베이터 및 LED 조명, 고효율 
공조 장비, 태양광 및 태양열 패널 설치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롬비아,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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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의 건축물도 재단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BBVA
의 노력에 따라 2015년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에 따라 6개국의 총 35개의 
건축물과 60개의 은행 지점이 인증을 받
았습니다.

2015년에 마드리드 BBVA Campus는 에
너지 관리 시스템 인증 (ISO 50001)이 유
지되었고, Ciudad BBVA는 새로 인증이 수
여되었습니다. 이미 효율적인 복합단지의 
효율을 제어 장치로 더욱 향상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전 지사 및 건물에 공급되는 모
든 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공

급받기로 전력 회사와 계약을 체결되었습
니다. BBVA의 3,091개 지사 및 스페인의 
71개 건물은 연간 73,24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BRADESCO
브라질의 가장 큰 민간 금융 기관 중 하
나인 Bradesco S.A.는 사업 금융 중개 및 
기타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Bradesco는 약 91,000
명의 직원을 고용 중입니다. 

Bradesco는 경영진을 필두로 각 지역의 
상황과 잠재력 고려, 기업전략 통합, 및 사
업 리스크와 기회를 통해 최상의 지속가능
성 전략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은 Bradesco의 품질, 
혁신 및 효율성 기준을 유지하는 근본적

인 요소입니다. Bradesco는 매년 공급업
체에 이 요소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매
년 Bradesco Suppliers Encounter 등 워
크숍 및 교육 과정을 조직합니다. UniBrad
는 2016년에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에 
TreiNet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내부 구매자
와 공급 업체의 경제, 재정, 사회 및 환경적 
정책 채택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정책에 따라, 공급자의 환
경 및 사회적 정책에 따라 구매 또는 서비
스를 고려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Bradesco는 공급업체 참여 정책을 통해 
공급망에 지속가능 경영 정보를 제공해 인
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
한 공급 업체와 유대감은 물론, 폐기물 감
소, 폐기물 관리 및 수자원과 에너지 절약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STANDARD CHARTERED
Standard Chartered는 세계에서 가장 역
동적인 시장들에서 약 8만 4천 명의 직원
을 고용하고 (2015)와 150년의 역사를 자
랑하는 선도적인 국제 금융 그룹입니다.

환경 문제, 특히 자원 고갈은 전 세계 
Standard Chartered의 고객과 사업에 영
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현재 운영중인 지
역에서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기
업, 정부 및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Standard Chartered는 에너지 사용량, 용
수 사용량 및 종이 소비량을 줄이는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Standard Chartered
는 1만 제곱피트가 넘는 모든 자산과73%
를 차지하는 소규모 지점 및 사무실 실황

을 현재 보고중 입니다.

Standard Chartered 중국 톈진 업무 단
지는LEED Gold 인증을 받은 에너지 효율
의 결정체입니다.

이 건물은:

 ◼ 물 사용 58.3% 감소
 ◼ 전기 사용 56% 감소
 ◼ 비슷한 건물 대비 에너지 사용 
 ◼ 28% 감소
 ◼ 음식물 쓰레기 90% 이상 비료로 활용

가구부터 카펫까지 건물 전체에 환경친화
적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직원들의 자전거 보관 공간이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은 건물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가로등은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합니다. 실
내의 자연광의 양을 감지하여 건물 전체의 
조명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해 전기 사용량
을 줄입니다.

창문 유리는 자외선을 없애고 적외선 전송
을 줄이며, 건물을 단열하고 열 손실을 감
소시킵니다. 과도한 열은 건물 제어 시스템
에서 회수되어 겨울철 난방에 사용됩니다. 

물은 이중 수세식 화장실, 저수량 수도꼭
지, 수돗물 감지 및 화장실 내린 물을 중수
도를 통해 저장됩니다. 종이는 재활용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되어 건물 정원 비
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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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업무단지의 사무실 건물은 Standard 
Chartered의 지속가능성 약속의 다른 예
로, 건물은 에너지 및 물의 효율적인 기능
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기존 건물과 비교
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대 36%까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 건물은 포괄적 친환
경 기능의 일부로 보호종(種) 교육 정원을 
통합했습니다. 최초로 사무실 건물에통합
된 이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직원 및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
해 고안되었습니다. 1층 정원에는 과도한 
수확이나 산림 파괴로 인해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70,000 
제곱피트의 조경의 식물의 약 20%는 멸
종 위기에 놓인 다양한 식물이며, 의약품
이나 식품 분야에서 매일 사용되는 식물들
도 있습니다. 이는 Standard Chartered
의 차세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
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Standard Char-
tered는 전 세계 보전 프로그램을 위해 국
제 식물원 보존 연맹(BGCI) 및 Singapore 
Botanic Gardens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창이 업무 단지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
율 및 수자원 절약 조치를 취했습니다:

 ◼ 태양광으로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일
부를 보충

 ◼ 빗물을 이용한 자동 낙수 관개 시스템
으로 효과적인 조경

 ◼ 폐수, 응축수, 및 빗물 재활용으로 연간
올림픽 규격 수영장 8개를 채울수 있는 
19,890 m3 물 절약.

목표 목표 날짜 Applicability

에너지 사용 2008–2019 35% 감소 열대기후 지역

20% 감소 온대기후 지역

수자원 사용
2008–2019 71% 감소 열대기후 지역

온대기후 지역

종이 사용
2012–2020 정직원당

10 kg로 감소
Standard Chartered의 모든 
건물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가이드 -  88

UNEP 선언서 



89 - UNEP  F iNANCE iNiTiATiVE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UNEP
금융기관의 선언서 

우리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일원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
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
경보호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의존하는 것으로 받아들
인다.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정부, 기업, 개인의 공동책임이
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시장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공동의 환
경 목표를 향해 다른 경제 구성원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의지

1.1 우리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인 지
속가능발전을 건전한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인식한다.

1.2 우리는 시장이 비용효율적인 규제와 경제 제도의 적절한 
틀 안에서 작용할 때 지속가능발전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음을 믿는다. 각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통된 환경 
우선순위와 가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에 앞장 설 의무를 
갖는다.

1.3 우리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등 다른 경제 구성원과의 협력
과 자체 파이낸싱, 투자, 및 거래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수 있음을 인식한다.

1.4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제도적 약속이며 기업 시민의식
과 건전한 경영 추구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다.

1.5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확대되고 기후변화가 더 큰 
발전 및 안보 과제를 가져옴에 따라 인권 및 사회문제와 
상호연관성이 점차 커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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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 경영

2.1 우리는 잠재적인 환경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예
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경영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2.2 우리는 기업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 국가, 국제 
환경규제를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준수를 넘어, 우리의 활
동과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사회적 고려를 통합하고
자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국내외 기업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리스크를 파악하
는 것이,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절차의 한 부분
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2.4 우리는 에너지효율, 재활용, 폐기물 감소 등 환경경영에 있
어 우수사례 도입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
리는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을 추구하는 파트너,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들과의 사업관계를 맺을것이다.

2.5 우리는 지속가능 경영의 최신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의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산업이 환경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2.6 우리는 주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수행하고 지속가능목표 대
비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2.7 우리는 금융 서비스 부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장
려 할 제품과 서비스를 개조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한
다.

3. 대중인식 제고와 커뮤니케이션

3.1 우리는 금융기관이 지속가능성 방침을 발표하고 환경,사
회적 고려를 경영활동에 통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주
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3.2 우리는 고객 스스로 환경과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발전을 지지하는 역량을 강화할수 있도록, 적합한 정
보를 공유할것을 약속한다.

3.3 우리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주주, 직원, 고객, 규제 기
관, 정책 결정자, 대중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이다.

3.4 우리는 유엔환경계획과 이 선언서의 원칙과 목적을 이루
기 위해 일할것이며, 유엔환경계획에 지속가능발전과 관
련된 적합한 정보들을 요청할 것이다. 

3.5 우리는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 선언서를 지지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 우리는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의 경
험 및 지식을 상호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3.6 우리는 지속가능 금융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 
서비스 부분의 다른 계획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도우려고 노력할것이다.

3.7 우리는 유엔환경계획과 이 선언서의 이행 성과를 주기적
으로 검토할 것이며 모든 서명자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
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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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Universit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Sustainable 
Finance <sps.columbia.edu/
certificates/sustainable-finance-
certificate>

IFC (2010). Governing Banks 
- A Supplement to the Corpo-
rate Governance Board 
Leadership Training Resources. 
<documents.worldbank.org/
curated/en/106641468339267353/
pdf/628920WP0Gover00Box-
0361495B0PUBLIC0.pdf>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www.cisl.
cam.ac.uk/>

지속가능 경영

Boston Consulting Group (2009), The 
Business of Sustainability <www.bcg.
com/documents/file29480.pdf>

EY (2014), Let’s talk Sustainability. 
A dialogue o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www.ey.com/
Publication/vwLUAssets/
EY-let-talk-sustainability/$FILE/
EY-lets-talk-sustainability.pdf>

KPMG (2014). The Essentials of 
Materiality Assessment <www.kpmg.
com/Global/en/IssuesAndInsights/
ArticlesPublications/Documents/
materiality-assessment.pdf>

Oliver Wyman (2014), FROM 
GREEN TO SUSTAINABLE <www.
oliverwyman.com/content/dam/
oliver-wyman/global/en/2014/
apr/From%20Green%20to%20

Sustainable_web_new.pdf>

PwC (2014), Making it your business: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ww.pwc.com/
gx/en/sustainability/SDG/SDG%20
Research_FINAL.pdf>

도구

Ceres. The Ceres Roadmap for 
Sustainability – P4.3: Design for 
Sustainability <www.ceres.org/
roadmap-assessment/progress-
report/performance-by-expectation/
products-and-services/design-for-
sustainability>

Earth Security Group (2015). The 
Earth Security Index 2015: Managing 
global resource risks and Resilience in 
the 21st century <earthsecuritygroup.
com/wp-content/uploads/2016/06/
The-Earth-Security-Index-2015.pdf>

MIT Sloan Management Review 
and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3), Sustainability’s Next 
Frontier <sloanreview.mit.edu/
projects/sustainabilitys-next-
frontier/?utm_source=BCG&utm_
medium=referral&utm_
campaign=sustdec13>

PRI/ UN Global Compact Lead, 
(2013): A Tool for Communicating 
the Business Value of Sustainability 
<www.spainsif.es/sites/default/files/
upload/publicaciones/VDM_Report.
pdf>

SDG Compass. The guide for 
business action on the SDGs (2015) 
<sdgcompass.org/wp-content/

uploads/2015/12/019104_SDG_
Compass_Guide_2015.pdf>

UN Global Compact and KPMG 
International (2015). SDG Industry 
Matrix - Financial Services. <www.
unglobalcompact.org/docs/
issues_doc/development/SDGMatrix_
FinancialSvcs.pdf>

네트워크

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 
<www.cisl.cam.ac.uk/business-action/
sustainable-finance/banking-
environment-initiative>

Ceres. <www.ceres.org/>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www.gabv.org>

Global Corporate Governance 
Forum (IFC) <www.ifc.org/wps/
wcm/connect/Topics_Ext_Content/
IFC_External_Corporate_Site/
Corporate+Governance>

UNEP Finance Initiative <www.unepfi.
org/>

UN Global Compact <www.
unglobalcompact.org>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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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 Sustainability Training and 
E-Learning Program (STEP) 
<www.ifc.org/wps/wcm/connect/
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
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
Learning+and+Adapting/
Tools+for+Clients/#STEP>

The Economics of Ecosystems 
& Biodiversity (TEEB). Training 
Resource Material <www.teebweb.
org/resources/training-resource-
material/>

UNEP FI Climate Change Online 
Course <www.unepfi.org/training/
climate-change/>

World Bank Group Open Learning 
Campus <olc.worldbank.org/>

국제 협약 및 협정

International Conventions & 

Agreement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ww.cbd.int/>

FIRST for Sustainability (IFC)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greements <firstforsustainability.
org/resources/international-
conventions-and-standards/
international-conventions-and-
agreements/>

Rio Decla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ww.unep.org/
Documents.Multilingual/Default.
asp?documentid=78&articleid=1163>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Paris Agreement 
(2016) <unfccc.int/paris_agreement/
items/9485.php>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development.un.org/
post2015/transformingourworld>

NGO 목록
BANKTRACK  
<www.banktrack.org/>

Finance Watch <www.finance-
watch.org/>

Global Witness Banks Campaign 
<www.globalwitness.org/en/
campaigns/corruption-and-
money-laundering/banks>

Greenpeace  
<www.greenpeace.org>

Amnesty international <www.
amnesty.org/en/>

OXFAM  
<www.oxfam.org>

최신 뉴스
Bloomberg Brief: 
Sustainable Finance <www.
bloombergbriefs.com/
sustainable-finance/>

Corporate Knights,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 <www.
corporateknights.com/reports/
global-100/>

Environmental Finance <www.
environmental-finance.com/>

ESG Magazine <www.esg-
magazine.com/>

Responsible Investor <www.
responsible-inves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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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www.oecd.org/
daf/inv/mne/oecdguidelinesformulti-
nationalenterprises.htm>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business-humanrights.
org/en/un-guiding-principles-on-
business-and-human-rights-1>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은
행 정책 및 규제

Mark Carney (2015), Breaking the 
tragedy of the horizon -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stability <www.
bankofengland.co.uk/publications/
Pages/speeches/2015/844.aspx>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2014). Commercial 
Banks: Research Brief <www.sasb.
org/wp-content/uploads/2014/05/
SASB_Commercial_Banks_Brief.pdf>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and UNEP FI 
(2014).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Banking Reform: Are environmental 
risks missing from Basel III? <www.
oecd.org/daf/inv/mne/oecdguidelines-
formultinationalenterprises.htm>

UN Inquiry,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and UNEP FI (2015). Banking 
and Sustainability, A Time for 
Convergence: A Policy Briefing on 
the links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ww.unepfi.org/fileadmin/
documents/BankingSustainability_
TimeForConvergence.pdf>

UNEP Inquiry Report (2015) The 
Financial System We Need: Aligning 
the Financial System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unepinquiry.org/
publication/inquiry-global-report-the-
financial-system-we-need/> 

UNEP Inquiry,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2016):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Finance – Exploring the Relationship 
<www.ihrb.org/uploads/reports/
IHRB_UNEP_Human_Rights_
Sustainable_Finance_Feb2016.pdf>

지속가능 은행업을 위한 
자발적 체계 사례

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 (BEI) 
and the Consumer Goods Forum 
(CGF) (2016). ‘Soft Commodities’ 
Compact <www.cisl.cam.ac.uk/
business-action/sustainable-finance/
banking-environment-initiative/
programme/soft-commodities/soft-
commodities>

Carbon Principles <www.
carbonprinciples.org/>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 Voluntary 
Sustainability Codes of Conduct in the 
Financial Sector <www.cigionline.org/
sites/default/files/cigi_paper_78.pdf>

Climate Bonds Initiative <www.
climatebonds.net/>

Equator Principles (2013). Equator 
Principles III <www.equator-principles.
com/index.php/ep3>

Financial Institutions’ Declaration of 
Intent on Energy Efficiency <www.
unepfi.org/fileadmin/documents/
DeclarationIntentEnergyEfficiencyFin-
ance_signatories.pdf>

FSB Task Force on Climate Disclosures 
(2016), Phase I Report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www.fsb-tcfd.org/
wp-content/uploads/2016/03/Phase_I_
Report_v15.pdf>

G20 Green Finance Synthesis 
Report <unepinquiry.org/
g20greenfinancerepositoryeng/>

Green Bond Principles <www.
icmagroup.org/Regulatory-Policy-
and-Market-Practice/green-bonds/
green-bond-principles/>

Natural Capital Protocol 
<naturalcapitalcoalition.org/protocol/>

Paris Pledge for Action 
<parispledgeforaction.org/>

Principles to Mainstream Climate 
Action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www.worldbank.org/content/
dam/Worldbank/document/
Climate/5Principles.pdf>

도구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15),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and Green 
Banking Regulations – Existing 
Codes and Practices <www.
cigionline.org/publications/
development-of-sustainability-and-
green-banking-regulations-existing-
codes-and-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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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to Starting Implementation 
<d2ouvy59p0dg6k.cloudfront.net/
downloads/wwf_environmental_social_
governance_banks_guide_report.pdf>

https://www.bsr.org/reports/BSR_ESG_Integration_Report__Sept_2009_final.pdf
https://www.bsr.org/reports/BSR_ESG_Integration_Report__Sept_2009_final.pdf
https://www.bsr.org/reports/BSR_ESG_Integration_Report__Sept_2009_final.pdf
http://globalriskinstitute.org/publications/climate-change-why-financial-institutions-should-take-note/
http://globalriskinstitute.org/publications/climate-change-why-financial-institutions-should-take-note/
http://globalriskinstitute.org/publications/climate-change-why-financial-institutions-should-take-note/
https://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37/CMF%20MON%20Managing%20Environmental%20and%20Social%20Risks.pdf?sequence=1
https://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37/CMF%20MON%20Managing%20Environmental%20and%20Social%20Risks.pdf?sequence=1
https://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37/CMF%20MON%20Managing%20Environmental%20and%20Social%20Risks.pdf?sequence=1
https://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37/CMF%20MON%20Managing%20Environmental%20and%20Social%20Risks.pdf?sequence=1
https://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37/CMF%20MON%20Managing%20Environmental%20and%20Social%20Risks.pdf?sequence=1
http://www.longfinance.net/programmes/london-accord/la-reports.html?view=report&id=517
http://www.longfinance.net/programmes/london-accord/la-reports.html?view=report&id=517
http://www.longfinance.net/programmes/london-accord/la-reports.html?view=report&id=517
http://www.ifc.org/wps/wcm/connect/3a1098804316ae1fb602fe384c61d9f7/ESRM-Report-Final.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3a1098804316ae1fb602fe384c61d9f7/ESRM-Report-Final.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3a1098804316ae1fb602fe384c61d9f7/ESRM-Report-Final.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3a1098804316ae1fb602fe384c61d9f7/ESRM-Report-Final.pdf?MOD=AJPERES
http://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5/syr/SYR_AR5_FINAL_full_wcover.pdf
http://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5/syr/SYR_AR5_FINAL_full_wcover.pdf
http://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5/syr/SYR_AR5_FINAL_full_wcover.pdf
http://www.pwc.com/jg/en/publications/ned-sustainability-presentation-may-2012.pdf
http://www.pwc.com/jg/en/publications/ned-sustainability-presentation-may-2012.pdf
http://www.pwc.com/jg/en/publications/ned-sustainability-presentation-may-2012.pdf
http://www.ebrd.com/who-we-are/our-values/environmental-emanual-toolkit.html
http://www.ebrd.com/who-we-are/our-values/environmental-emanual-toolkit.html
http://www.ebrd.com/who-we-are/our-values/environmental-emanual-toolkit.html
https://www.fmo.nl/esg-tools
http://www.isealalliance.org/our-work/increasing-uptake/comparing-standards
http://www.isealalliance.org/our-work/increasing-uptake/comparing-standards
http://www.isealalliance.org/our-work/increasing-uptake/comparing-standards
http://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knowledge+products/publications/publications_policy_ehs-general
http://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knowledge+products/publications/publications_policy_ehs-general
http://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knowledge+products/publications/publications_policy_ehs-general
http://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knowledge+products/publications/publications_policy_ehs-general
http://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knowledge+products/publications/publications_policy_ehs-general
http://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knowledge+products/publications/publications_policy_ehs-general
http://www.ifc.org/wps/wcm/connect/c8f524004a73daeca09afdf998895a12/IFC_Performance_Standards.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c8f524004a73daeca09afdf998895a12/IFC_Performance_Standards.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c8f524004a73daeca09afdf998895a12/IFC_Performance_Standards.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c8f524004a73daeca09afdf998895a12/IFC_Performance_Standards.pdf?MOD=AJPERES
http://www.ifc.org/wps/wcm/connect/c8f524004a73daeca09afdf998895a12/IFC_Performance_Standards.pdf?MOD=AJPERES
http://www.unepfi.org/bankingguide/wp-content/uploads/2013/11/Template-ESMS-for-FIs.docx
http://www.unepfi.org/bankingguide/wp-content/uploads/2013/11/Template-ESMS-for-FIs.docx
http://www.unepfi.org/bankingguide/wp-content/uploads/2013/11/Template-ESMS-for-FIs.docx
http://www.unepfi.org/bankingguide/wp-content/uploads/2013/11/Template-ESMS-for-FIs.docx
https://www.reprisk.com/
http://www.unepfi.org/signatories/toolkit
http://www.unepfi.org/signatories/toolkit
http://d2ouvy59p0dg6k.cloudfront.net/downloads/wwf_environmental_social_governance_banks_guide_report.pdf
http://d2ouvy59p0dg6k.cloudfront.net/downloads/wwf_environmental_social_governance_banks_guide_report.pdf
http://d2ouvy59p0dg6k.cloudfront.net/downloads/wwf_environmental_social_governance_banks_guide_report.pdf


101 -  UNEP  F iNANCE iNiTiATiVE

네트워크

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www.
equator-principles.com/>

IFC Performance Standards Commu-
nity of Learning <www.ifc.org/wps/
wcm/connect/topics_ext_content/
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sus-
tainability/learning+and+adapting/
learning+events/performance+stand-
ards+community+of+learning> 

Roundtable on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ecofact.
com/roundtable>

교육

Designing Index Based Weather 
Risk Management Programs (IBRD) 
<olc.worldbank.org/content/
designing-index-based-weather-risk-
management-programs-self-paced>

EBRD Online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Learning Programme for Financial 
Intermediaries <www.ebrd.
com/who-we-are/our-values/
environmental-emanual-education.
html>

IFC E-Learning Course on 
Managing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www.
ifc.org/wps/wcm/connect/
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
Corporate_Site/IFC+Sustainability/
Learning+and+Adapting/
Tools+for+Clients/#elearning>

UNEP FI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ESRA) Training Programme 
<www.unepfi.org/training/esra-
training-programme/>

기후변화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2014). Financing Climate Change: 
Carbon Risk in the Banking 
Sector <www.acclimatise.uk.com/
login/uploaded/resources/
FinancingClimateChange.pdf>

Carbon Tracker Initiative (2016). The 
end of the road for coal and gas 
<www.carbontracker.org/report/
the-end-of-the-load-for-coal-and-
gas/>

Climate Vulnerable Forum, DARA 
(2012), A Guide to the Cold Calculus 
of Climate Change <daraint.org/
wp-content/uploads/2012/09/
CVM2ndEd-FrontMatter.pdf>

Nicholas, S. (2006).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udancasclimaticas.cptec.inpe.
br/~rmclima/pdfs/destaques/
sternreview_report_complete.pdf> 

UNEP FI, Cambridge and IIGCC (2014), 
Climate Change: Implications for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ww.unepfi.org/fileadmin/
documents/IPCC_AR5__Implications_
for_Investors__Briefing__WEB_EN.pdf>

도구

UNEP FI, WRI (2015) Carbon Asset 
Risk Framework <www.unepfi.org/
fileadmin/documents/carbon_asset_
risk.pdf>

UNEP FI, WRI, the 2° Investing 
Initiative (2015) Climate strategies and 
metrics <www.unepfi.org/fileadmin/
documents/climate_strategies_metrics.
pdf>

네트워크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www.climatenetwork.org/>

Climate Bonds Initiative <www.
climatebonds.net/>

UNEP FI,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www.unepfi.
org/fileadmin/documents/
PortfolioDecarbonizationCoalition.
pdf>

교육

C2ES – the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www.c2es.org/>

UN Climate Change Newsroom 
<newsroom.unfccc.int/>

UNEP FI,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Online Course 
<www.unepfi.org/fileadmin/training/
climate/cc_course_brochure.pdf>

UNEP FI, WRI, Webinar on Carbon 
Asset Risk <www.unepfi.org/
events/2015/webinar-
carbonassetrisk/>

SAMPLE OF REGIONAL 
REGISTERS
Useful E&S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s such as permits, 
fines, etc.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acility registry Service: 
<www.epa.gov/enviro/facility-
registry-service-frs>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c.europa.eu/
environment/industry/stationary/
eper/legislation.htm>

Secretaria de Estado de 
Meio Ambiente(SEMA),MT-
SEMAMT(Secretary of 
Environment for the state of Mato 
Grosso)/BRAZIL: <monitoramento.
sema.mt.gov.br/sim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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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UNEP FI, WRI (2015) Carbon Asset 
Risk Framework <www.unepfi.org/
fileadmin/documents/carbon_asset_
risk.pdf>

UNEP FI, WRI, the 2° Investing 
Initiative (2015) Climate strategies and 
metrics <www.unepfi.org/fileadmin/
documents/climate_strategies_metrics.
pdf>

네트워크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www.climatenetwork.org/>

Climate Bonds Initiative <www.
climatebonds.net/>

UNEP FI,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www.unepfi.
org/fileadmin/documents/
PortfolioDecarbonizationCoalition.
pdf>

교육

C2ES – the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www.c2es.org/>

UN Climate Change Newsroom 
<newsroom.unfccc.int/>

UNEP FI,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Online Course 
<www.unepfi.org/fileadmin/training/
climate/cc_course_brochure.pdf>

UNEP FI, WRI, Webinar on Carbon 
Asset Risk <www.unepfi.org/
events/2015/webinar-
carbonassetrisk/>

SAMPLE OF REGIONAL 
REGISTERS
Useful E&S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s such as permits, 
fines, etc.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acility registry Service: 
<www.epa.gov/enviro/facility-
registry-service-frs>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c.europa.eu/
environment/industry/stationary/
eper/legislation.htm>

Secretaria de Estado de 
Meio Ambiente(SEMA),MT-
SEMAMT(Secretary of 
Environment for the state of Mato 
Grosso)/BRAZIL: <monitoramento.
sema.mt.gov.br/simlam/>

천연자원/
생태계 서비스

BSR (2014) Private Sector 
Engagement with Ecosystem 
Services <www.bsr.org/reports/
BSR_Private_Engagement_With_
Ecosystem_Services_2014.pdf>

Caldecott, B. and McDaniels, J. 
(2014). Financial Dynamics of Natural 
Capital: Risks, impacts, and barriers 
to resilience. UNEP Inquiry Phase 1 
Working Paper. <www.smithschool.
ox.ac.uk/research-programmes/
stranded-assets/UNEP-SSEE%20
Working%20Paper%20-%20
Financial%20Dynamics%20of%20
the%20Environment.pdf>

HSBC (2013). Natural Capital: 
Identifying implications for economies. 
<www.hsbc.com/~/media/HSBC-
com/about-hsbc/in-the-future/
pdfs/0301214-natural-capital>

Natural Capital Coalition (2013). 
Natural Capital At Risk: The Top 100 
Externalities of Business. <natu-
ralcapitalcoalition.org/wp-content/

uploads/2016/07/Trucost-Nat-Cap-at-
Risk-Final-Report-web.pdf>

Natural Capital Declaration (2015) 
Towards Including Natural Resource 
Risks in Cost of Capital <naturalcap-
italdeclaration.org/documents/wgi/
NCD-NaturalResourceRisksScoping-
Study.pdf>

TEEB (2012),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in 
Business and Enterprise. Edited by 
Joshua Bishop. Earthscan, London 
and New York <www.teebweb.org/
media/2012/01/TEEB-For-Business.
pdf>

UNEP FI Chief Liquidity Series 
(2009) <www.unepfi.org/fileadmin/
documents/chief_liquidity2_01.pdf>

(2010). Power Sector <www.unepfi.
org/fileadmin/documents/chief_
liquidity2_01.pdf>

(2012) Extractives Sector <www.
unepfi.org/fileadmin/documents/CLS3.
pdf> 

도구

BBOP, 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and WWF. Biodiversity 
for Banks (B4B) Program. <www.
equator-principles.com/index.php/
best-practice-resources/b4b>

BSR. (2014). Analytical Tools for 
Assessing Business Impacts & 
Dependencies Upon Ecosystem 
Services. <www.bsr.org/en/
our-insights/report-view/making-the-
invisible-visible-analytical-tools-for-
assessing-business-impact>

Natural Capital Declaration, GIZ, VfU 
(2015). Corporate Bonds Water Risk 
Tool. <www.naturalcapitaldeclaration.
org/bonds-water-scarcity/>

Natural Capital Declaration, 
Bloomberg (2015). Water Risk 
Valuation Tool (for equities). <www.
naturalcapitaldeclaration.org/water-
risk-valuation-tool/>

Natural Capital Declaration, UN-REDD 
Programme (2015). Bank and Investor 
Risk Policies on Soft Commodities: A 
framework to evaluate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isk in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www.
naturalcapitaldeclaration.org/
softcommodity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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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육상, 해양, 그리고 기타 수생 생태계
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원천의 발생한 생물체의 다
양성을 뜻합니다. 종내, 종과 생태계의 다양성등을 포함하는 정의
입니다. (출처 : 생물 다양성 협약)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는 
대기업으로부터 기후 변화 위험, 기회, 전략, 성과, 그리고 물과 숲
등 천연자원의 소비 방식과 영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제 보
고시스템입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평상의 기후계의 주목할만한 변화
를 의미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Ecosystem services): 인간이 생태계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음식, 물, 목재와 같은 생산서비스, 기후, 홍수, 
질병, 폐기물, 수질등을 관리하는 조절 서비스, 예술적, 영적, 휴등
을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 광합성, 토양형상, 양분 등을 제공하는 
지지 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출처: 사업 및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
그램 BBOP)

환경및 사회적 위험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이 가이
드에서 은행은 고객 / 투자자 운영측면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각 고객 / 피고용인의 정확한 환
경 및 사회적 영향은 산업 부문에 따라 다르며, 환경 및 사회적 위
험 관리 시스템을 틍홰 분류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프로젝트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결정,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이 채택한 위험 
관리 체계입니다. (출처: 적도 원칙)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GRI는 기업, 정부등 조직
이 기후 변화, 인권, 부패 등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의 영향을 
이해하고 소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출
처: GRI)

온실가스 프로토콜 (Greenhouse Gas Protocol): 정부 및 기업 
지도자들이 온실 가스 배출량 파악, 계량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
하는 글로벌 회계 도구입니다.

녹색지표 (Green indices): 현재 투자중인 녹색 자산들과 관련
된 투명한 기준들입니다. 

녹색.사회기여 채권 (Green and social bonds): 이 채권들은 
환경.사회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채권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합니다.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재정적 이익창출뿐만이 아니
라, 긍정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목표로 하는 투자입니다.

통합보고 (Integrated reporting): 기존 재무보고 방식을 기반
으로, 비재무적 정보도 통합보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장
기적 가치 창출과 유지하는 방법의 이해를 돕는 보고방식입니다. 
(출처 : PWC)

국제표준협회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
zation): ISO는 독립적 비정부기구로 161 회원국 전문가들이 지
식공유와 혁신지원으로, 자발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시장 관련 국
제 표준을 개발합니다. (출처 : ISO)

중대성 평가 (Materiality assessment): 사업체와 이해관계자
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잠재적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를 
파악, 조정 및 평가하여, 이를 회사 전략, 목표 및 보고을 위해 요
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출처 : KPMG)

천연 자본 (Natural capital): 천연자본은 토지, 토양, 공기, 물 
및 모든 생물체를 포함합니다. 인간이 삶을 가능하게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천연 자본에서 비롯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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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New economy): 제조업을 능가한 서비스 기반 경제로, 
컴퓨터와 인터넷등 첨단 기술이 원동력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ECD 가이드 라인 
(2011)은 관련 법률 및 국제표준에 따라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
에 대한 자발적인 원칙과 표준을 제공합니다. 가이드 라인을 준수
하는 국가들은 이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준수 국가에서 활동하
거나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운영 위험 (Operational risk):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 프로
세스, 인력 및 시스템 또는 법률 위험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
하는 위험입니다.

포지티브 임팩트 금융 (Positive Impact Finance):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식별되고 완화된, 경제,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
향이 입증가능한 ,모든 유형의 금융입니다.

실물경제 (Real economy): 금융시장에서만 사고 파는 기업과 
달리, 실질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이 가이드에서 이해관계자는 다음
과 같은 그룹 또는 개인입니다. (a) 은행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
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게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자 (b) 은
행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 능력에 합리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는자.

환경 스트레스 테스트 (Environmental stress testing): 탄소
세 도입등 특정 변화가 회사나 자산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환경 충격 쇼크에 대한 대출 포트폴
리오의 취약성을 모델링합니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의 균형
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 (Sustainability committee): 본 가이드에
서는, 은행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
입니다. 은행의 다방면에서 의사 결정이 가능한 대표들로 구성됩
니다. 

지속가능성 지표/성과 (Sustainability metrics/ perfor-
mance):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비교 가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조직의 결과물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정보입
니다. (출처 : GRI)

지속가능성 정책 (Sustainability policy): 본 가이드에서는 은
행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및 거버넌스 요
인을 포함시켜, 상기 요소가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에게 끼치는 
영향, 위험, 그리고 기회를 평가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Sustainability reporting): 기업의 비재무보
고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조직이 경제, 환경, 사회 및 기업 지
배 구조 성등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하
는 보고를 의미한다. 내부, 외부 보고서 모두 포함합니다.

지속가능성 부서 (Sustainability team): 은행의 지속가능성 목
표를 추진하는 전담 전문가 집단를 의미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가 그
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1987)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년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루기로 합의한 17 개의 국제
적 사회, 환경, 경제 목표들입니다.

지속가능 금융 (Sustainable Finance):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가치 창출하는 지속가능  금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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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workers-want-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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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BEI  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
BRE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CDP  formerly known as Carbon Disclosure Project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CRT  Cathode Ray Tube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P  Equator Principles
E&S  Environmental and Social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M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System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GABV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GHG  Greenhouse Gas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NACE  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ies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s System
NCP  Natural Capital Declaratio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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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FINANCE,  FINANCING CHANGE

www.unepfi.org UNEP Finance Initia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House

15 Chemin des Amenomes
CH-1219 Chatelaine

Geneva, Switzerland

info@unepfi.org

/UNEPFinanceInitiative

@UNEP_FI

ABOUT UNEP FI
UNEP FI is a partnership between UNEP and the global financial 
sector created in the wake of the 1992 Earth Summit with a 
mission to promote sustainable finance. Over 200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insurers and fund managers, work 
with UNEP to understand today’s environmental challenges, 
why they matter to finance, and how to actively participate 
in addressing them. UNEP FI has produced extensive research 
to reveal and explain the intersection between finance and the 
environment to the finance sector and its stakeholders. It has 
also produced practical tools to raise awareness, build capacity, 
assist implementation and encourage dialogue with key policy 
stakehol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