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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1. 개요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내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파악, 평가하고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로, 금융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지역 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행동 원칙임.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융자에 관한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기준에 적도원칙을 채택,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함. 고객이 적도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e)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Project- Related Corporate Loans)을 제공하지 않음. 

10개의 행동원칙은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리스크와 관련된 

은행과 사업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사(due diligence) 기준을 제공함. 총 37개국 93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국제 

프로젝트 금융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2. 적용범위

적도원칙은 아래 4가지 금융상품에 대하여 전 산업분야에 

적용됨.

① 프로젝트 총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

② 프로젝트 총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금융

③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 대출금액의 과반 이상이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질적 지배권을 갖는 단일 프로젝트

- 총 대출금액이 1억 달러 이상

- 해당 EPFI 의 약정금액이 (신디케이션 또는 매각 이전) 

5천만 달러 이상

- 대출기간이 2년 이상

④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로 대환이 의도된 대출기간 

2년 미만의 브릿지론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요청된 경우 프로젝트를 환경·사회적 위험이 가장 높은 

A등급부터 가장 낮은 C등급까지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등급에 상응하는 환경·사회 관리계획을 심사해야 함. 

또한 금융기관의 환경 및 사회정책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과정·기준에 적도원칙을 적용하고, 고객이 적도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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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S)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사항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함

원칙 7: 독립 검토

- 프로젝트금융

모든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가 EPFI 

의 실사를 돕고 적도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ESMP, 

ESMS,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문서를 포함한 평가문서에 

대해 독립검토를 실시함.

-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고위험 영향에 

대해 다음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독립검토 실시

①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

② 중요 서식지(Critical Habitats)에 대한 영향 

③ 문화유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

④ 대규모 주민 이주

원칙 8: 서약

- 고객은 환경·사회와 관련된 소재국의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금융계약서에 서약

- 서약 미준수 시,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고객이 

프로젝트가 다시 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고객과 최대한 협력해야 함

원칙 9: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 고객이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금융종결 이후 

대출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를 수행하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를 선임하거나 외부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요청

원칙 10: 정보공개 및 투명성

- 고객은 환경·사회영향평가서 요약문이 온라인으로 접근 

및 열람될 수 있도록 보장함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이 

10만 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은 프로젝트 

운영기간 동안 배출량을 공개해야 함 

-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최소한 1년에 한번 금융종결 거래와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및 경험에 대하여 정보공개 실시

출처: <THE EQUATOR PRINCIPLES - June 2013(국문 번역본)>

10개 행동원칙

원칙 1: 검토 및 등급 분류

-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요청된 경우,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내부 환경·사회 검토 및 실사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에 근거 하여 

등급을 분류

- 등급은 국제금융공사(IFC) 환경·사회 등급 분류 프로세스

(A/B/C)에 근거함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 모든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을 평가하는 평가 프로세스 실시 요구

- 평가 문서는 프로젝트 규모,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완화, 상쇄 방안을 포함해야함 

원칙 3: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 프로젝트 소재국의 환경 및 사회 이슈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 모든 A 등급과 B 등급 프로젝트에 대해 고객에게 환경·

사회 관리시스템(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ESMS)을 구축, 유지할 것을 요구

- 고객은 평가 프로세스에서 제기된 이슈와 적용기준의 준수 

방안이 포함된 환경·사회관리 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ESMP) 제출

-  고객의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적용 기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고객과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액션플랜(Action Plan)에 합의해야 함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 A 등급과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법의 지속적인 프로세스로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실시함.  

- 위험과 영향, 개발 단계,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선호 

언어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소외 및 취약 계층의 요구에 따라 

협의 프로세스 조정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의 결과를 

문서화함.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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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방법 및 혜택

▶ 참여 방법

적도원칙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와 규준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개인이나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금융기관은 자발적, 독립적으로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이행함.

적도원칙 채택·가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EP) 및 적도원칙 협회 거버넌스 규정(EP Association 

Governance Rules)을 확인하고, 이행 양식과 기본정보를 

작성해 적도원칙 사무국에 제출함. 적도원칙 사무국은 

기관의 참여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도원칙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회원은 가입 후 매년 연회비(￡3,950)를 납부해야 함.

▶ 참여 혜택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신용도, 평판 리스크 모니터링 

가능

- 참여기관/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학습을 통한 지식 

전달, 우수 사례 공유 

-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개발 촉진 가능

4. 주요 참여 기업 (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93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외국 기업

- Bank of America Corporation 

- JPMorgan Chase Bank, N.A.

- Barclays plc

- Wells Fargo

- Citigroup Inc.

- Standard Chartered

- HSBC Holdings plc.

▶ 국내 기업 

- KDB산업은행

웹사이트: http://www.equator-princip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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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본드원칙

Green Bond Principles

1. 개요

그린본드원칙(녹색채권원칙, Green Bond Principles, 

GBP)는 그린본드의 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JP Morgan, Citi, Bank of America(BoA), 

Goldman Sachs 등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소속 13개 글로벌 

금융기관의 주도로 국제금융공사(IFC), 세계은행과의 

검토협의를 통해 2014년 제정됨.

그린본드(녹색채권)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재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를 한정해 조달 자금을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임. 발행대금과 사용처가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프로젝트에 제한되나 발행조건은 

일반채권과 동일함. 그린본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나 

공적 규정은 없으며, 민간의 자율규제를 따르되 채권 발행 

시 기업은 발행 절차에 대해 사후보고,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린본드는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도시 교통망 

구축 등의 저탄소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함. 그린본드원칙은 그린본드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그린본드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거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민간 및 공공부문 발행인, 

금융사, 자본시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거래협회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에 필수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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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본드원칙 (4가지 항목)

① 자금용도 (Use of Proceeds)

- 그린 프로젝트의 추진 자금으로 사용. 그린 프로젝트는 

발행자가 정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 정의

     그린 프로젝트 분야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효율

· 공해 방지

· 생물자원 관리

· 생물다양성 보존 

-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적격성, 기대효과, 관련 정보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②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 Selection)

- 발행자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진행

- 프로젝트의 적격 여부 결정 절차 및 적격성 평가기준,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목표 

등

③ 자금의 관리 (Management of Proceeds)

- 프로젝트별 자금배분·조정 및 정보 제공 등 

발행자금의 투명한 관리

- 그린본드 조달자금의 관리에 대해 발행자가 

내부적으로 추적 가능해야함

④ 사후보고 및 공시 (Reporting)

- 발행자금이 배분된 프로젝트의 명단, 프로젝트별 개요 

및 배분된 자금내역, 프로젝트별 기대 효과 등 자금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최소 연 1회 보고

출처: <The Green Bond Principles (GBP) 2018: Green 

Bond Principles Voluntary Process Guidelines for 

Issuing Green Bonds> 

그린본드 종류 (4가지)

▶ Standard Green Use of Proceeds Bond

- 발행자금은 그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사용되며, 입증 

가능하도록 배분되고 사용되어야 함 

- 녹색채권원칙(GBP)에 따라 발행자금이 그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사용되고, 입증 가능하도록 배분되는 

표준적인 채권

▶ Green Revenue Bond

- 채권발행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채권상환은 

수익흐름, 수수료, 세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흐름에 

의존하는 채권

- 발행자금은 그린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하나, 해당 

프로젝트가 수익흐름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음

▶ Green Project Bond

- 채권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상환이 그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채권

▶ Green Securitized Bond

- 하나 이상의 그린 프로젝트 풀에 의해 담보되는 구조화 

채권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발행

출처: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Green Bond Principles 

2018> 

KDB 산업은행, <그린본드(Green Bond) 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 (2016)

· 청정 운송

· 수자원 관리

· 기후변화적응

· 환경친화상품 개발 (기술·공정 포함) 

· 그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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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방법 및 혜택

▶ 참여 방법

GBP 회원은 크게 일반회원(Member)과 옵서버

(Observer)로 나뉘며, ICMA 회원이 아닌 경우 별도의 

연회비(€10,000)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GBP 사무국은 

참여희망 금융기관의 그린본드 인수·투자 기록과 

녹색금융 관련 외부감사 여부 등 회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함.

• 회원(Member): 그린본드원칙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고, 

GBP 집행위원회 및 실무그룹 위원을 선정할 자격 부여

• 옵서버(Observer): 녹색금융분야에 활동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그린본드원칙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고, 총회 참석권한을 갖지만 투표 또는 

결정에 참여할 자격은 없음.

▶ 참여 혜택

- 장기 친환경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

-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인식 

시킴으로써 평판 제고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를 고려하는 ESG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

- 일반 채권투자자 이외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투자자군 확보 가능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의  

효율적인 투자 리스크 관리 가능

- 그린본드원칙 및 그린 프로젝트 동향을 공유하는 연례 

총회 참여 

4. 주요 참여 기업 (2019년 2월 기준) 

▶ 그린본드원칙 회원 기업

총 303개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성 채권을 발행, 인수 

또는 투자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회원(Member)

JP Morgan

Citi

Bank of America

Allianz Global Investors

European Invest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gricultural Bank of China Ltd.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Mitsubishi UFJ Morgan Stanley Securities Co.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옵서버(Observer)

Bloomberg

DNV GL Ltd

KPMG LLP

Ceres

SUST4IN

Climate Bonds Initiative

Hong Kong Investment Funds Association

Green Investment Bank

UN Climate Change Secretariat (UNFCCC)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웹사이트: http://www.icmagroup.org/green-social-

and-sustainability-bonds/green-bond- 

principles-gbp/

* 국내 그린본드 발행 기업 (2019년 2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중부발전

LG디스플레이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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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nance Initiative

1. 개요

1992년 출범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

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금융부문 파트너십으로 200

여개 이상의 은행, 보험사, 투자자, 협력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UNEP FI는 ‘Changing finance, Financing change’를 

모토로 주요 금융시스템, 모든 시장의 금융기관들의 운영과 

의사결정, 사업 및 지배구조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금융을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UNEP FI의 주요 활동으로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글로벌 원칙 및 기준 설정, 연구, 툴 개발,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정책 제안 및 이해관계자 참여, 국가별·

지역별 행사 개최가 있음.

2. 참여 방법 및 혜택

▶ 참여 방법

UNEP FI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 및 보험기관은 UNEP 

FI 선언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UNEP FI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UNEP 

FI 회원은 크게 회원(Member)과 서포터(Supporter)로 

나뉘며, 회원 자격은 금융 기관만 얻을 수 있음. 서포터 

지위는 지속가능한 금융환경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 이해관계자들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참여 혜택

-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활성화 

기회 제공

- 무역협정 또는 금융협정 시 자문역할 수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투자 동향, 지역 투자  

우수사례 공유 

- 국제 및 지역회의 참여를 통한 기업 전문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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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및 기관

• 회원 (Member)

DB손해보험

DG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

KB금융그룹

삼성화재해상보험

신한은행

• 서포터 (Supporter)

금융감독원

에코앤파트너스

웹사이트: https://www.unepfi.org

 

3. 주요 참여기업 및 기관(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9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외국 기업

• 회원 (Member)

Barclays Group plc, China Development Bank,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Daiwa 

Securities Group Inc.,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Pax World Management Corp. 등

• 서포터 (Supporter)

Union of Arab Banks, 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 (ASrIA), CDP 

Worldwide, The European Banking Federation 

(EBF),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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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

UNEP Finance Initiative & The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1. 개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가 개발한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은 보험 산업이 ESG 리스크와 기회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Rio+20)에서 출범함.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은 보험 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글로벌 로드맵임. 

동 원칙을 보험사들이 자사와 연계된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이슈들을 의사결정 시 적극 반영하고, 고객, 

사업파트너, 정부, 규제당국,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투명성과 책임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참여 방법 및 혜택

▶ 참여 방법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 참여 희망기관은 CEO 지지선언을 

서명하여 제출하고 PSI 원칙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시 참여, 연회비 납부를 약속해야 함. 회원은 PRI 

회원사(signatory company)와 지원 기관(supporting 

institution)으로 나뉘며, 기업이 아닌 보험 규제 또는 

감독 당국, 보험 산업협회·연맹에 한해 지원기관으로 

가입 가능함.

▶ 참여 혜택

-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 채택과 ESG이슈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을 대내외로 홍보

- ESG 이슈 관련 자료, 정책입안 등 UNEP 및 UN 기구 

전문가들의 연구자료에 접근 가능 

- ESG 이슈, 리스크 관리, 보험업계 현황과 관련된 UN 행사 

및 회원사 연례 회의 참석

3. 주요 참여기업 및 기관(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126개 기업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외국 기업

Allianz, AXA, Aon, HSBC Insurance, Munich Re,

Swiss Re, So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등

▶ 국내 기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 지원 기관

Certified Sustainable Insurance Partners, Ceres,

ClimateWise,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등

웹사이트: http://www.unepfi.org/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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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를 위한 입찰 및 선정 프로세스에 ESG 이슈를 통합

- ESG 이슈 공개 및 관련 공개 틀이나 보고 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과 공급자를 장려

▶ 보험사, 재보험사, 중개인

- 원칙의 적용을 장려

- 보험 산업 내 전문 교육 및 윤리 기준에 ESG 이슈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 3: ESG 이슈를 포괄하는 활동의 확산을 위해 정부, 

규제당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  (적용가능한 활동)

▶ 정부, 입법기관 및 기타 정책입안자

- ESG 이슈의 위험 감소와 혁신 및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한 

세심한 정책과 규범, 법 체계 지원

- 정부 및 입법 기관과 통합 위험 관리 접근방식 및 

위험 전가 솔루션 개발 논의

▶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험 

관리 및 위험 전가 전문성 제공 방안 논의

- 기업 및 산업 협회와 산업 및 지역을 포괄하는 

ESG 이슈의 이해와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학계 및 과학자들과 보험 산업 측면에서의 ESG 이슈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증진을 논의

- 언론과 ESG 이슈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대 

방안 논의

원칙 4: PSI 원칙 이행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여 책임과 

투명성 입증 (적용가능한 활동)

- ESG 이슈들의 관리 및 관리의 진행사항 정보에 대한 

사전적, 정기적 공개를 평가, 측정 및 모니터링

- 관련 공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

- 원칙을 통해 공개의 가치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입법기관, 평가기관, 기타 이해관계자와 대화

출처: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 웹사이트, 

<UNEP FI 국문 연간 보고서 2015>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원칙 1: 보험사업 의사결정과정에 ESG 이슈를 고려 

(적용가능한 활동)

▶ 기업 전략

- 사업 운영에 있어 ESG 이슈를 정의, 평가,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사회·경영진 차원의 전략 구축

- 기업 전략에 대한 ESG 이슈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기업주들과 대화

- ESG 이슈들을 채용, 훈련,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에 통합 

▶ 위험 관리 및 보증

- 사업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ESG 이슈 및 기업 거래 

성과와 관련된 잠재적 ESG 이슈들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구축

- 보증 및 자기자본 의사결정 프로세스, 연구, 모델, 분석, 

분석도구, 계량 등의 위험관리에 ESG 이슈들을 통합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위험을 절감하고 ESG 이슈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다 나은 위험 관리를 촉진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위험, 보험산업, ESG 이슈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클레임 관리

- 신속한 대응 가능

▶ 판매 및 마케팅

-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판매/마케팅 직원 교육, 전략 및 

캠페인에 핵심 메시지 통합 

-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이익, 비용 등의 관련성 및 이해도 

확인

▶ 투자 관리

- 투자 의사결정 및 소유주 관행에 ESG 이슈들을 통합

원칙 2: 고객과 파트너사의 ESG 이슈에 대한 인식제고, 

리스크 관리 및 솔루션 개발 (적용가능한 활동)

▶ 고객 및 공급자

- ESG 관리의 이익, ESG 이슈의 기업의 기대사항 및 요구에 

대한 고객, 공급자와의 대화

- ESG 이슈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도구를 고객 

및 공급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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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1. 개요

2005년 설립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은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와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가 공동 개발한 

책임투자 이니셔티브임.

PRI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이슈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키도록 권장함. 2018년 현재 34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투자자 1,200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책임투자 이니셔티브로, 참여 투자자, 금융기관들과 

금융 시장 및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포함함.

투자자들은 수탁자 책무(Fiduciary Responsibilities)

에 따라 6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수익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을 사회 전반의 이익에 

맞게 조정해야함. PRI의 6가지 책임투자원칙은 ESG 이슈를 

투자 분석 내에 반영하고, 의사 결정 프로세스, 소유 정책 및 

과정에 통합할 것을 명시함.

6가지 책임투자원칙

원칙 1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원칙 2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원칙 3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원칙 4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원칙 5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원칙 6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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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프로그램

▶ PRI 아카데미(PRI Academy)

- PRI 아카데미는 금융서비스, 기업 및 기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이슈가 기업의 

성과, 주주가치,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

- 투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책임투자 운용 역량 향상을 

돕는 Responsible Investment(RI) Fundamentals, RI 

Essentials, Enhanced Financial Analysis(EFA), Trustee 

Education의 4가지 코스를 제공함.

▶ PRI 협력 플랫폼(PRI Collaboration Platform)

- PRI 서명자들에게 정보 교류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ESG 이슈 관련 투자 정보, 파트너십 

기회, ESG 이슈별 연구 및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함.

5. 주요 참여기업 및 기관(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2205개 금융사 및 금융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Bloomberg

UBS

ING Group

BNP Paribas Securities Servic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Japanese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Norway

Pension Fund City of Zurich (PKZH)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 국내 기업

하이자산운용

ESG모네타

안다자산운용

후즈굿(Who’s Good)

국민연금공단

서스틴베스트

웹사이트: http://www.unpri.org

2. 참여 방법

▶ 참여 방법

- 기업/기관의 CEO가 PRI 책임투자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직의 원칙 

이행을 증명함.

- 기업/기관 정보 및 가입 취지, 기업/기관 조직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

- 회원 분류 기준(자산소유자, 투자관리자,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 승인 후 매년 기관의 

책임투자 현황과 PRI 원칙 이행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

▶ 회원 분류

다음의 3가지 범주에 부합하는 조직은 서명자(signatory)

로 가입 가능

- 자산소유자(Asset Owner): 장기 퇴직 저축, 보험 및 기타

자산 보유자를 대표하는 조직. (예: 연기금, 국부펀드, 재단, 

기부금, 보험·재보험 회사, 예금을 관리하는 기타 금융 

기관)

- 투자관리자(Investment Manager):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투자 자금을 관리하거나 투자 자금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조직 (예: 자산 운용사)

- 서비스 제공자/전문서비스 파트너(Service Providers/

Professional Service Partner): 자산 보유자 및 투자 

관리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자산 

관리자는 아니지만 고객의 ESG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PRI 서명을 통해 고객이 ESG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개발, 홍보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함.

3. 참여 혜택

기업/기관의 목표달성 측정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우수 

투자사례, 지역 네트워크 및 회원사들을 위한 포털(PRI 

Academy) 이용 가능, 정책 및 리서치 자료, 평가 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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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SSE

1. 개요

2009년 창설된 지속가능한 증권 거래소(SSE) 이니셔티브는 

투자자, 규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니셔티브임. SSE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그리고 유엔 책임투자원칙(PRI)가 

주관하고 있음.

SSE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증권거래소들이 투자자, 

규제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진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기업 

투자에 있어 장기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SSE는 증권 거래소, 자본 시장 규제기관, 투자자, 상장기업 

및 기타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자본 시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9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SSE 글로벌 대화 행사

(Global Dialogues)를 개최함. 2012년 SSE 글로벌 대화에서 

다섯 개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거래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SSE 파트너 증권거래소(SSE Partner 

Exchanges)를 출범함.

2. 참여 방법

SSE 파트너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함.

3. 참여 혜택

- 글로벌 증권 거래소로 리더십 발휘

- 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 지속가능성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에 참여 가능

- 회원은 SSE 자문그룹, SSE 자문위원회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 관련 정책 및 전략적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 SSE 참여 증권거래소, 규제 기관, 투자자, 기업 및 기타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 및 파트너십 기회 제공

4.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연구(Research)

SSE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지역별 활동 

정보 및 사례 수집과 함께 자체연구를 수행함. SSE는 증권 

거래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계 유일의 데이터 소스로서 

지속가능성 보고,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SG 공시 규범, 

지속가능성 교육, ESG 지수, 지속가능성 관련 채권 거래, 

중소기업 플랫폼 등에 관한 연구를 회원에 제공하고 있음.

▶ 합의 형성(Consensus Building)

SSE는 증권 거래소, 규제 기관, 투자자,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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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보고, 녹색금융, 중소기업 플랫폼, 성평등 및 

기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합의를 형성함.

- 금융투자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금융의 기회와 

과제를 논하는 글로벌·지역별 회의 개최.

- 기업·기관대표 유엔 서밋(UN Summit) 초청 등 증권 

거래소 및 규제 기관의 역할에 대한 글로벌 의제 형성 

참여 기회 제공.

- 실무진 대상 라운드테이블 회의,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하는 타종행사(bell ringing ceremonies) 

개최

▶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증권 거래소, 규제 기관, 투자자, 기업 및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함. 

녹색금융, 지속가능성 보고 및 성평등에 대한 SSE 지침서 

제공,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 내 우수사례 공유, 파트너 

협업기회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함.

5. SSE 파트너 증권거래소 (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81개 증권거래소가 참여하고 있음.

NYSE

Nasdaq

London Stock Exchange

Euronext Paris

Deutsche Börse AG

Johannesburg Stock Exchange

Shanghai Stock Exchange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Japan Exchange Group

Korea Exchange(한국거래소)

웹사이트: http://www.sseinitiativ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