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및 협력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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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경 구상(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 BEI)은 10 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10개 선도 은행으로 구성된 산업 

이니셔티브로,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은행 업계가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설립됨.

케임브리지대학교 지속가능리더십위원회(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의 주관 하에 지속가능한 농업 공급망

(Sustaina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핀테크(Fintech for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금융 규제(Financial regulation for 

sustainability), 저탄소경제를 위한 금융(Banking in the low carbon economy)의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소개

현대 사회 문제들 가운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선정하여 기업 및 정책 리더들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케임브리지 대학 내 연구 기관. 2010년 부터 글로벌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행동,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금융 환경 구상

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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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혜택

-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제공 

- 회원 간 파트너십 기회

-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

- 산업 내 지속가능성 기준 제시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수립에 참여

2. 주요 프로그램

▶ BEI 은행-기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 Soft Commodities Compact: 세계 70여개국, 400여개 

소비재 제조사 및 유통사가 참여하는 소비재 업계 글로벌 

협의체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 CGO)과 

2020 년까지 공급망 내 산림 벌채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파트너십.

- Sustainable Trade Finance Council: 국제 무역의 촉진자로서 

은행의 역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상품 무역을 장려하는 

글로벌 협의체. 파트너 은행은 수출업자가 상품의 생산 및 

거래가 지속 가능성 표준을 준수한다는 서류인 ‘Sustainable 

Shipment Letter of Credit(LC)’를 제출하면 지속가능한 

팜 오일 표준(RSPO)과 같은 상품 표준·인증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업자를 대신해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상품 무역을 증진하도록 함.

3. 참여 기업 (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11개 기업이 참여함.

Barclays

BNY Mellon

BNP Paribas

Deutsche Bank

Goldman Sachs

Lloyds Banking Group

RBS

Santander

Standard Chartered

Westpac

웹사이트: http://www.cisl.cam.ac.uk/business-action/

sustainable-finance/banking-environment- 

initiative

“Our members share a belief in the need for bold new 

leadership in directing capital towards the business models 

that the 21st century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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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탄소제거연합(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은 포트폴리오상의 탄소발자국와 탄소집약도, 기후변화 리스크 노출에 

대한 정량화 및 성과개선,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다중 투자자 이니셔티브.

2014년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 Amundi, 그리고 스웨덴의 

공적연금 운용사 AP4(Fourth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가 공동 창설함.

포트폴리오 탄소제거연합은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탄소제거를 이행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함. 포트폴리오 탄소제거는 각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이나 프로젝트, 기술에 대한 자본을 회수한 후 이를 동일 

부문 내의 탄소효율적인 기업, 프로젝트, 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019년 현재 32개 투자자가 참여해 8,000억 달러 

이상의 탄소제거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포트폴리오 탄소제거연합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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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분류 및 참여방법

▶ 자산 소유자(Asset owners)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또는 기타 기후관련 공시에 

서약(예: 책임투자원칙(PRI), 몬트리올 서약 등에 참여)

- 공동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특정한 기간동안 관리중인 

기관의 자산(탄소제거 자료 명시)이 포함된 서약서 제출

- 서약서 공개에 동의

- 최고경영자 수준에서 PDC의 비젼, 미션을 공개적으로 

지지

▶ 자산운용사(Asset managers)

- 한 명의 이상의 소유자가 포트폴리오 탄소제거 또는 

기후관련 탄소 재분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는 계획을 담은 서면 제출

- 최고경영자 수준에서 PDC를 공개적으로 지지

2. 참여 혜택

- 탄소발자국 및 탈탄소화 방법(기술) 등 지식 공유 

- 회원간 우수 사례공유 및 연구자료 제공

- 정책입법자들에게 영향력 발휘 가능

3. 참여 기업 (2019년 2월 기준)

총 32개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가 참여하고 있음.

Allianz

Amundi Asset Management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ABP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Univest Company B.V.

웹사이트: http://unepfi.org/pdc

“PDC’s aim is to driv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by mobilising a critical mass of institutional investors 

committed to gradually decarbonizing their portfo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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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이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포용적 금융 아젠다 

논의를 위한 G20 차원의 글로벌 포럼으로 출범함.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채택된 G20 

금융소외계층 포용 실 천 계획(G20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을 이행하는 포괄적인 플랫폼임.

GPFI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주체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세계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해 국제 공조가 필요한 이슈를 추진하고,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G20국가 및 비G20국가들의 ‘혁신적인 금융 지원을 위한 G20 원칙(G20 Principles 

for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의 이행과 관련 데이터 정비 및 수집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함.

G20 혁신적인 포용적 금융을 위한 원칙

G20 국가들은 2010년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 및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포용적 금융을 위한 

원칙(G20 Principles for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을 채택함.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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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포용적 금융을 위한 9가지 원칙

원칙 1: 리더십 (Leadership)

-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정부의 확약

원칙 2: 다양성 (Diversity)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원칙 3: 혁신 (Innovation)

- 금융시스템 접근·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혁신 촉진

원칙 4: 보호 (Protection)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공급자, 소비자의 역할 

인식에 대한 종합적 접근 

원칙 5: 역량강화 (Empowerment)

-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개발

원칙 6: 협력 (Cooperation)

- 정부 내 명확한 책임과 조율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업계,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 및 직접적 

자문을 장려

원칙 7: 지식 (Knowledge)

-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진척상황을 

측정하며, 규제당국과 공급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test and learn’ 접근을 취함.

원칙 8: 비례성 (Proportionality)

- 혁신적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리스크와 편익을 

비례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존 규제의 공백 및 장애요인에 

기반을 두는 정책·규제체계를 조성

원칙 9: 규제체계(Framework)

- 국제기준, 자국 내 상황 및 경쟁 환경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규제체계 확립

1. G20 금융 포용 실천 계획 (G20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FIAP)

G20는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담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실천 계획을 제시함. 

2017년 수정된 실천 계획은 4개 분야 9개 분야별 과제와 5개의 

공통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금융지원 (SME Finance)

①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별/글로벌 개혁 

추진 

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혁 및 정책 우수사례 발굴

▶ 금융 규제와 기준제정기구 (Regulation and 

Standard-setting Bodies) 

③ 금융규제 등 글로벌 금융 표준 마련시 ‘포용적 금융’ 포함

④ 금융부문 평가시 ‘포용적 금융’에 대한 효과적 평가 방안

모색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Literacy)  

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역량 강화

⑥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유 추진

▶ 시장과 결제시스템 (Market and Payment System) 

⑦ 송금전문기관의 은행계좌 폐쇄 문제 대응

⑧ 국제송금비용 감축

⑨ 혁신적 기술을 통한 금융접근성 확대

▶ 공통과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

- 민간부문과의 협업·포용적 금융 관련 데이터 기준 확립 

-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확대

2. 참여 기관 (2019년 2월 기준)

G20 국가 이해관계자 및 국제금융공사(IFC),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엔(UN) 등 20여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참여

• 이행 파트너(Implementing Partner)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AFI)

Better Than Cash Alliance

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CGAP)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SME Finance Forum

웹사이트: https://www.gpf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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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CBI)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1조 

달러의 기후채권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해결책을 모색하는 녹색투자 사업을 지원함.

CBI는 기후채권의 환경 투명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기후 채권 발행을 고무하고, 관련 

표준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음. CBI의 기후채권표준(Climate Bonds Standard)는 채권의 친환경성을 정의하고 조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정의를 제시함. 기후채권표준(Climate Bonds Standard)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산 및 프로젝트에 대해 ‘Climate 

Bonds Certified’ 인증을 제공함.

기후채권 이니셔티브

Climate Bonds Initiative, 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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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채권표준(Climate Bonds Standard, CBS)

CBI의 자체적인 그린본드 인증(certification) 기준으로 녹색

(Green)의 개념과 기후 관련 프로젝트별 세부 기술명세 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함.

기후채권인증(Climate Bond Certification) 발행을 희망하는 

채권 발행자, 정부, 투자자들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을 

Pre-issuance requirement와 Post-issuance requirement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음

▶ Pre-issuance requirement 구성

① 적격 자산(asset) 및 프로젝트의 선정 

② 내부 프로세스 및 통제

③ 채권발행 전 공시

▶ Post-issuance requirement 구성 

- Part A: 공통 요구사항

④ 선정된 프로젝트 및 자산 

⑤ 수익의 사용

⑥ 수익의 보유

⑦ 기밀 유지

⑧ 보고

- Part B: 적격 채권 및 프로젝트

⑨ 기후채권 분류

⑩ 기술요구기준

- Part C: 특정 채권유형에 대한 요구사항

⑪ 프로젝트 운영

⑫ 결제기한

⑬ 용도 지정(earmarking)

2. 적격 인증 분야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에너지

해양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저탄소 교통수단 및 저탄소 빌딩

3. 참여 혜택

- 기후채권 및 그린본드, 시장동향, 기업 맞춤 브리핑 등 최신 

동향 자료 제공. 

- 파트너 포털을 통한 글로벌 그린본드 데이터베이스 접근 가능

- 전세계 기후채권 프로그램,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채권 발행가, 은행, 투자자 및 파트너, 스폰서들과 네트워킹

- 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기후채권 이니셔티브 로고 사용 가능

4. 참여 기업 및 기관 (2019년 2월 기준)

현재 89개의 기업, 기관 및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음.

▶ 주요 기후채권 인증 기업 (Certified Bonds)

Barclays PLC, National Australia Bank, China 

Construction Bank,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ANZ Bank 등

▶ 주요 기후채권 검증 기관 (Approved Verifiers) 

Bureau Veritas, Carbon Trust, EY,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CQC), KPMG, PwC,

Sustainalytics 등

▶ 파트너 (Partners) 

Nasdaq, UBS,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Nomura,

Moody’s Investor Service,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S&P Dow Jones Indices 등

웹사이트: https://www.climatebonds.net

“We promote investment in projects and assets necessary 

for a rapid transition to a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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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입법자들과 규제당국, 관리자들에게 보험 접근성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보험 접근성 개선 이니셔티브(A2ii)는 취약계층이 저렴한 가격에 필요에 적합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보험업, 소액보험(micro insurance) 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논의함. Microinsurance Network,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가 이니셔티브 창설 파트너로 참여함.

회원들은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보험 보장이 필요한 지역의 보험 입법자와 규제 기관의 역량을 구축함. 현재 20 개 

국가에서 소액보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21개 국가에서 자체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고 있음.

 보험 접근성 개선 이니셔티브

Access to Insurance Initiative, A2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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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활동

▶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 트레이닝과 교육을 통해 규제자와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① 화상 회의(consultation call): 보험 관리자를 대상으로 

격월간 진행되는 이슈별 웨비나 (webinar). 하루 4회(

영어 2회,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 1회) 진행되며, 보험 

접근성에 관한 정책 현안과 동향을 논의함.

② 협의 포럼(consultative forums): 정책 입안자와  

보험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보험산업 포럼. 포용적인 

보험시장을 주제로 지식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행사가 각각 개최됨.

③ 교육(skills training): 보험계리사 대상 기술 훈련 진행.

▶ 지식 창출(Knowledge Generation)

- 보고서 및 출판물 발간을 통해 관리자들이 보험 시장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저소득 고객들이 

보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IAIS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여 및 이행 지원

(Contribution to IAIS standards and guidance and 

implementation support)

- 보험 규제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이행 기구로서 IAIS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정 시 자문을 제공하고, 국가별 시행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

▶ 옹호 활동(Advocacy)

- G20 등 국제무대에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보험업에 대한 

지식 확산 및 인식제고 활동 수행

2. 참여 방법

보험 접근성 개선 이니셔티브(A2ii)는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와 네덜란드 외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A2ii

는 전세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을 활동 무대로 하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보험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보험 

정책 입안자, 규제기관 및 관리자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A2ii 사무국(info@a2ii.org)으로 이메일을 보내 가입할 수 있음.

3. 참여 기관 (2019년 2월 기준)

현재 총 10개의 파트너 및 후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파트너 (Partn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German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FinMark Trust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ILO

▶ 후원기관 (Funder)

Asian Development Bank 

Making finance Work for Africa Partnership

FIRST Initiativ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웹사이트: https://a2ii.org/en

“The A2ii has the vision that more poor and vulnerable 

people have access to, and use of, affordable insurance 

appropriate for thei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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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포럼(IDF)는 보험의 사용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여 기후재앙, 경제공황과 같은 리스크에 취약한 지역·기업·공공기관의 

탄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민관협력 포럼임. 2015년 12 월 파리기후협정(COP21)에서 제창된 후 2016년 출범됨.

자연재해 및 기후 관련 위험에 따른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리스크의 증가로 글로벌 회복력 증가는 유엔 아젠다 2030(Agenda 2030)을 

비롯한 여러 글로벌 협약에서 강조됨. IDF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아디스 아바바 

개발재원총회,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유엔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자원 및 역량의 개발을 지원함.

 보험개발포럼

Insurance Development Forum, 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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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프로그램

보험개발포럼(IDF)은 2020 년까지 자연재해 및 기후 관련 취약 

국가의 기후위험 보험 적용 범위를 4억 명으로 확대하는 G7 

InsuResilience 목표에 따라 기후 및 자연 위험 위험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둠. 이를 위해 2개의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음

▶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TAF): 현지 정부가 리스크를 

평가, 이해하고, 이에 맞서 효과적인 통합 보험 솔루션을 

개발하고 배치하도록 지원

▶ Microinsurance Initiative: 민간, 정부 및 시민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1억 명의 취약계층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2. 참여 방법

보험개발포럼(IDF)의 회원 자격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및 

그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에 취약한 공 동체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보호와 탄력성 향상을 위해 보험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행위자들 에게 열려 있음.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 업계의 

모든 참여자와 다자기구, 비정부기구, 공공기관도 참여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관은 IDF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

3.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9년 2월 기준)

Aon

AXA

Lloyd's

Aviva Global Insurance

Axis Capital

Bank of England

Co-operators Group

Geneva Associatio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Marsh & McLennan 

UN OCHA

UNISDR

웹사이트: http://theidf.org/

“Understanding risk to create resilient platforms for 

sustainable growth and human dig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