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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 빈곤의 종식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은행계좌 및 소액보험이 없는 성인 25억 명의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뱅킹을 포함해, 포용적 금융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신용평가 방법, 운영 모델 및 유통 채널 (모바일 뱅킹 포함)을 개발함

☞ Blue Marble Microinsurance는 보험 회사 및 재보험 회사 컨소시엄이 개발한 소액 보험 인큐베이팅 스타트업으로 

10 년 간 마이크로보험 벤처 기업 10곳의 제품, 유통 및 운영 혁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컨소시엄에는 Zurich 

Insurance Group, Yes,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spen Insurance Holdings Limited, Guy Carpenter 

& Company, LLC &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Hamilton Insurance Group Ltd., Old Mutual plc., 

Transatlantic Reinsurance Company, XL Catlin 이 참여함. 

☞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ICMIF)의 5-5-5 개발 

전략은 향후 5년 간 5 개 신흥국에서 보험이 없는 500만 가구(2 천만 명)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 향상 수단으로 

소액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ICMIF는 지역·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소액 보험(특히 건강 관리 및 생명 

보험)을 통한 빈민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Banco do Brasil은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빈곤 없는 브라질'(Brasil Sem Miseria)’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기업가들을 위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Microcredit Program, MPO)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이들의 은행계좌 개설을 

지원해 빈곤퇴치와 함께 일자리 및 수입을 창출함. 도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은 45,000건(총 1억 

달러)에 이르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가의 절반이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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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2. 기아의 종식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정부 및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여성, 장애인, 원주민,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재원을 확대함.

▶ 소작농들을 위한 보험 보장(재난의 물리적 특성에 기초해 실손실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파라미터 연계형 보험 포함)을 

확대하고, 모바일 송금 및 위성 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을 활용함. 대출연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작목이식

(replanting)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 애그리게이터, 임팩트 투자자 및 재보험사들과 협력함.

▶ Scaling Up Nutrition Business Network에 참여해 타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업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예: 종자산업 및 미량영양소 관련 혁신기술투자)를 창출함.

▶ 세계 식량안보위원회(World Food Security)의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식량 및 농업 비즈니스 원칙(Food and Agriculture Business Principles)과 같이 인권과 토지권을 

침해하지 않고, 식량 가격 변동 및 식품 투기거래를 장려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정책을 이행함.

☞ Swiss Re는 2012 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관련 공공-민간협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Grow Africa 

Partnership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왔음. Swiss Re의 Grow Africa Partnership 프로젝트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농민들에게 기후보험 및 수확지수보험과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지속가능한 농업 

위험 관리 시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2 백만 달러의 재원 투자, △최대 140만 명의 소작농을 위한 농업 보험을 

제공함. 효과적인 보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Oxfam America, 세계식량계획(WFP),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및 Global 

Index Insurance Facility와 같은 여러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12 개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의 

200만 소규모 농민들에게 기후보험을 제공하는 20 개의 프로그램을 수립해 수립목표를 조기에 달성함. 

☞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는 농업분야의 기후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농업 보험 상품을 

제공함.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손상과 판매지역 확대에 따른 농부들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태국 북동부에 

날씨지수보험(weather index-based insurance)을 런칭하고, 2014 년 필리핀에 태풍 피해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태풍경비보험을 런칭함.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의 중앙 건조 지대의 가뭄에 따른 농업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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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3. 건강과 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의료기관 투자를 위한 자본을 제공하거나 모금 활동을 수행함.

▶ 익명화된 질병률 및 사망률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정책을 알려 공중보건을 

개선하고 인수위험(underwriting risk)을 낮춤.

▶ 질병 및 사망 위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건강, 장애, 중대질환, 생명 및 장례 보험 정책을 확대함. 

교통비, 약품비 및 보육비 등 정부 지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부수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 도입을 고려함.

▶ 통신 사업자 및 지역 공동체 조직들과 협력해 건강증진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 불이행과 

보험 청구금을 줄임.

▶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통해 건강한 근로자, 가족, 지역공동체 및 국가를 지원함.

☞ Banca Popolare di Sondrio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은행으로서 개인의 니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고객들에게 연대 계정(Solidarity Account) 개설 옵션을 제공하여 이자와 별개로 

5개의 자선단체(UNICEF, AISLA, AVIS, AIRC, ADMO) 중 계좌 보유자가 선택한 자선단체 한 곳에 계좌 보유자 연평균잔액의 

0.5%를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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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개발금융기관 및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재원(예: 교육 채권)을 모금하거나 투자함.

▶ 개인 저축 및 대출 상품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확대하여 각 가정이 교육비를 계획·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개발도상국의 건강 보험, 생활 보험, 생계 보험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결석하거나, 

가족의 간호 또는 생계활동으로 자퇴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킴.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고객 서비스, 경영관리 교육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함. 중소기업 고객의 사업 성공을 돕고 

고객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신규 고객을 발견 및 확보할 수 있음.

▶ 소외계층(장애인, 토착민,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등)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금융 지식향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모색함. 교육부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 

▶ 소외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포용적 금융의 증진에 있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탤런트 

파이프라인(인력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Barclays는 Action for Children과 공동으로 성인과 어린이들이 재무 계획 및 저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Barclays 

Money Toolkit을 개발했음. 이 툴키트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함: △참가자의 재정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금융 

상품 및 금융 용어 교육, 그리고 △참가자의 직업 기술을 개발하고 금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DGB금융지주는 금융 박물관을 운영하여 지역의 금융 역사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금융 및 경제 지식을 교육하고 있음. 

또한, 고령자, 외국인 및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금융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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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5. 성 평등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여성고객 시장을 주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으로 간주하고, 이사회 및 임원들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시장조사와 

맞춤형 브랜드 전략을 통해 젠더성과지표(KPI)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고성장 시장의 여성들이 도시 및 농촌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축, 신용, 보험상품 및 수입배분 모델을 

설계함.

▶ 여성 주도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프로세스를 조정함. 예를 들어, 법 또는 관습에 따라 여성이 토지·부동산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무담보대출을 제공하거나 가정용품 또는 보석을 담보로 수락함.

▶ 공중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임신·출산과 관계된 보험을 확대함.

▶ 기업의 이사회와 고위직 내 여성의 비중을 높이고, 여성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가치사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장려함. 

▶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을 주요 비즈니스 활동과 가치사슬에 통합해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권장함.

☞ Women's World Banking Capital Partners는 여성이 관리하는 여성 대상 소액 금융 주식 펀드로, 27개 기관이 

개발금융기관, 기업 연금,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음. 본 펀드는 5천만 달러의 운용 자산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

☞ Goldman Sachs Group은 2008 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의 파트너십으로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10,000 명의 여성(10,000 Women Program) 프로그램’을 런칭함. 교육 코스는 마케팅, 회계, 전략 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골드만삭스는 14개국의 여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음. 2014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수료자의 69 %가 졸업후 18 개월 이내에 매출 향상을 이뤘으며,  58 %는 사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90%가 다른 

여성의 성장을 위한 멘토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Pax World Management LLC는 여권 신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 Pax World Management의 펀드 매니저, 고위 경영 

위원회의 부사장, 영업 담당자 및 지속가능성 연구원의 절반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Pax World Management는 

양성 평등과 여권 신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는 미국 최초의 뮤추얼펀드인 Global Women 's Equality Fund

를 비롯한 상품들에 젠더 다양성 분석 및 젠더 기준을 통합하였음. 또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따라 Pax World 

Management의 모든 기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사회 및 관리부서를 지닌 기업에 투자되고, 여성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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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오프그리드(off-grid) 기업 솔루션을 이용해 수자원 및 위생 인프라에 투자하고 자본을 조달함.

▶ 모델링 지식(modeling expertise)을 적용해 재무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미래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 

및 관세 구조를 도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접근과 사용을 지원함.

▶ 수자원 리스크를 투자 평가 기준의 일부로 고려하고,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같은 가격 외 요소들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도록 촉진함.

▶ 비즈니스 리더들을 동원하여 수자원 보호, 위생 증진 및 SDGs 이행을 독려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수자원관리책무(CEO 

Water Mandate)에 참여함.

☞ Zurich Insurance Group는 Global Resilience Partnership과의 협력 하에 "Water Window"라는 3 개년 혁신대회를 

창안함. 이는 사헬지역, 소말리아 반도, 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개발을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Global 

Resilience Partnership은 록펠러 재단,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및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다 견고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함. ‘Water Window’는 55개국의 팀이 개발한 

500여개의 혁신 아이디어를 뽐내는 Global Resilience Challenge를 시작으로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지원하거나 리스크 진단·

측정·대응 메커니즘 개발에 대한 투자, 정책, 교육 및 혁신 등의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함. Zurich Insurance 

Group는 특히 자사의 글로벌 홍수 피해 저감 프로그램과 연계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자 함. Zurich Insurance Group는  

‘Water Window’에 참여한 첫 번째 민간 기업으로, 수자원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들에게 그들의 자금과 기술, 전문지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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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던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탄소시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투자옵션 포트폴리오 개발을 비롯해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조 달러

(국제에너지기구 추산)의 재원 마련을 촉진함.

▶ 금융 전문성을 에너지 가격책정 모델에 적용해 금융 실용성, 에너지 효율성 및 보편적 접근(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함.

▶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 전지 어레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보증하여 포괄적인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를 포함한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파트너들의 책임있는 투자 활동을 지원함. 기업, 사람 및 정부주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환경발자국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과 기업의 성장을 분리해 생각하도록 영향력을 활용함. (예: 자금 공급시 환경리스크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책정함)

☞ Rabobank는 재생 에너지, 특히 현재 네덜란드,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규모 역외 풍력 발전 시설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사 중 하나임. Rabobank는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지 선두기업, 건설사, 연금 및 보험사 등 금융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Rabobank

는 프로젝트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를 판매할 수 있는 재무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음. 

☞ Swiss Re는 재생에너지 소비 활성화를 위한 RE100 이니셔티브의 창립멤버로서 자사의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RE100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통해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함. Swiss Re는 두 개의 연안 풍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으며,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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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정치적·비상업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 및 투자보증을 강화함.

▶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제은행들의 외국환거래 서비스 철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개발함.

▶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액금융(저축, 대출 및 보험)을 확장함.

▶ 소액금융을 졸업한 중소기업과 같이 보편적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제주체(missing middle)를 위한 금융을 확대함. 

▶ 신기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및 대재해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대상에 

자본을 조달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키고 근로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성과를 향상시킴.

▶ 금융업과 금융분야 외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역량 개발과 전문성 확대 기회를 제공함. 

☞ 스웨덴의 개발 금융 기관인 Swedfund는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의 3가지 요건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빈곤 퇴치에 기여함. Swedfund는 그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 및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함. Swedfund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지식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014년 말 Swedfund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모든 기업은 투자 3년 이내에 모든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고용 조건을 보장, 이행해야 함. 

☞ UBS는 2014년 지속가능한 투자, 인권환경경영,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UBS and Society’

를 런칭함. UBS는 사회 이슈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고객이 사회공헌을 이행함에 있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투자하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 예로, UBS는 신흥시장의 SME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The Loans for Growth Fund에 참여하여 경제발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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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탄력적인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회복력 있는 도시와  및 무역에 기여하는 교통, 재생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 분야의 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지원하는 

장기금융을 확대함.

▶ 인프라투자가 환경을 고려하고 저소득층 사용자, 여성, 장애인, 토착민, 소수인종·소수민족 및 노인을 포함한 기타 소외계층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함. 

☞ Munich Re는 UNEP FI 지속가능한 보험원칙 회원, 국제금융공사(IFC), 세계은행,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회 인프라의

보증보험 계약에 있어 ESG 리스크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글로벌 조사를 실시함.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보험사들이 

환경오염, 천연자원 고갈, 강제이주, 열악한 노동환경 및 부패, 기후재해위험 등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ESG 리스크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여러 보험 사업 분야에 대한 ESG 지침을 개발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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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0. 불평등 완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자산 규모가 큰 고객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투자와 전략적 자선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신규 시장의 포용적 금융을 늘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및 배분 모델을 

개발함.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사용을 늘려 리스크 및 기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보함.

▶ 직원들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자사 영향권 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생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함.

☞ UBS 옵티머스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은행의 특성을 활용해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극대화하고 은행 고객들이 그들의 자선활동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모든 

기부는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UBS는 프로젝트의 모든 행정비용을 지불함. UBS 옵티머스 재단은 지난 10년 간 75개국, 

300개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음. 그중에서도 8세 미만 아동에 초점을 맞춰 UBS의 핵심 역량과 재단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최초의 교육 개발성과 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인 인도의 ‘Educate Girls’과 같은 많은 혁신 프로젝트를 

이뤄냄.

☞ Zurich Insurance Group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NGO인 PSI와 함께 민간재원이 

NGO 지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성과 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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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공공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는 보험 데이터과 보험모델의 범위, 유형을 확대하여 지역·도시 재난 리스크 대응과 

탄력성을 향상시킴.

▶ 도시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인 자산의 탄력성을 뒷받침하는 운송 인프라, 공공 서비스와 같은 상호의존적인 

시스템들의 탄력성을 분석하고 향상시킴.

▶ 리스크 및 클레임 데이터를 경찰에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 및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공 안전 캠페인 및 치안 전략을 

홍보함.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영향력을 이용해 도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킴.

▶ 주택 소유자 및 기업에 기후 회복력이 높은 건축 자재 및 건축 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정부 부처의 토지 구획 및 건물 규범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 관련 정보를 공유함.

☞ AXA는 UNEP FI 지속가능한 보험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도시와 중소기업의 기후 회복성에 관한 글로벌 설문을 선도하고 

있음. AXA는 선진국 및 개발 도상국의 도시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럽에서는 1,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프로젝트는 시장과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 및 기업 탄력성 전문가를 비롯한 도시 및 

기업리더들을 소집하여 기후 회복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동, 임팩트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200개 이상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금융 산업 협회인 Finance Norway는 미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 재해와 도시 홍수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 보험사들의 재해 손실 보험 데이터 사용의 영향력을 측정하였음. Finance 

Norway가 지원하고 PPP 방식으로 구성된 동 프로젝트는 Finance Norway가 기업 데이터를 수집해 대학교와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가 지형을 코드화한 데이터를 토지 이용 및 수자원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적용하였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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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지속가능한 생활을 장려하는 새로운 가격 책정 모델을 개발함.

▶ 운전하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에 대한 할인 프리미엄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장려함.

☞ Rabobank는 세계자연기금(WWF)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모델을 만드는 기업고객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Rabobank는 이러한 협력이 생물다양성과 기업, 은행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6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이 과정에서 습득한 통찰력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농부, 어민, 원예업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프로젝트에는 축산업, 열대우림의 보존, 지속가능한 콩 생산(브라질), 생태환경 및 지역사회 니즈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연어양식, 지속가능한 설탕 생산(인도)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물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계된 

비즈니스 및 생태학적 리스크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DG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은 2010년 인터넷 기반의 친환경 E-지점을 개설했음. E-지점에서는 녹색 금융 

상품(예금, 대출, 신용카드)만 제공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환경 보존 활동에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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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기후 및 녹색 채권, 기타 부채 및 지분 상품을 포함한 기후 리스크 완화, 기후 탄력성 및 기후 변화 적응 상품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조달함.

▶ 국가 및 지역 내 재해 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보증,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에 기후 리스크를 포함함.

▶ 좌초자산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화석 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석탄 채굴, 석탄 운송 인프라 및 석유 추출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또는 투자철회를 고려함.

▶ 포트폴리오 기업 투자에 대해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함. 경영진 참여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남성, 여성 및 어린이를 

포용할 수 있는 기후 민감도와 기후 복원력이 높은 사업 전략을 구사하도록 함.

▶ 상장 주식, 채권, 사모 펀드, 부동산 및 인프라를 포함한 투자 포트폴리오들의 연간 탄소 발자국을 몬트리올 탄소 서약

(Montreal Carbon Pledge)에 맞춰 측정 및 공개함.

▶ 기후 변화(기후 노출도)를 측정, 감소 및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진전시킴. 산업 부문 

전반에서 보고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의 이니셔티브인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 참여를 고려함. 본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 60개국 4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Swiss Re는 2020년까지 50개 국가 및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기후 위험 감소를 

위해 1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선언함

☞ AXA는 5억 유로에 달하는 석탄 산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회수를 진행함. 또한, 2020년까지 청정기술 투자, 녹색 인프라, 

임팩트 투자 및 녹색채권 투자 등을 통해 녹색 투자를 3배 이상(30억 유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Piraeus Bank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활동에 자금을 제공함. Piraeus Bank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지원하는 녹색 은행 상품과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천연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Piraeus Bank의 모든 친환경 상품은 재생 에너지, 녹색 운송, 수질관리, 책임 있는 농업, 녹색 화학 및 생태·

농업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촉진함. Piraeus Bank는 2014년 말까지 총 16억 유로의 녹색 대출을 승인하여 

20,000명이 넘는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연간 1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프로젝트들의 설비 용량은 860메가와트(MW)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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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4.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고객과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포지션 선언문(position statement)과 지침, 정책을 채택함.

▶ 해양 리스크 관련 전문지식을 정부 및 기업들과 공유해 어업 및 양식, 해상 운송, 심해 석유·가스·광물 추출로 인한 리스크를 

보다 능숙하게 완화 및 관리함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연구하고 계랑화하여 맹그로브와 같은 자연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에 대한 투자 증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부보가능리스크를 줄임.

☞ Swiss Re는 국제 NGO The Nature Conservancy와 협력해 그린 인프라(예: 맹그로브) 및 그레이 인프라(예: 방조제) 

솔루션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고, 해안지역의 자연적인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오픈 소스 리스크 모델과 리스크맵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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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5. 육상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숲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금융조달에 혁신적인 금융 도구 (녹색기금, 임팩트 투자 등)들을 사용함.

▶ 지속가능한 임업정책 표준(Sustainable Forestry Policy Sector Standard) 및 지속가능한 팜오일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의 원칙과 기준을 임업 및 팜오일 산업의 비즈니스 관계와 투자에 적용함.

▶ 신흥시장에서 거래시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및 63개의 

산업에 대한 국제금융공사(IFC) 환경안전 및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보험 및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자연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대한 투자 증가를 위한 경제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의 역동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구 및 도구 등을 공유함.

☞ 세계 무역 금융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Eleven Banks는 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의 'Soft Commodities' 

Compact’를 공식 채택함. Soft Commodities' Compact는 2020년까지 공급망에서의 산림 벌채를 제로(0)로 만들려는 

국제소비재포럼(The Consumer Goods Forum)의 캠페인과도 연계됨. 금융산업과 소비재 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무역 보증 상품 ‘지속가능한 운송 지급 보증서(Sustainable Shipment Letter of Credit)’ 개발하여 신흥시장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팜 오일의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이 보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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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며,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고,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국경간 자금흐름이 

공식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LEI) 시스템과 같은 기술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불법자금흐름을 줄이고, 고객 플랫폼을 통해 실사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함.

▶ 고위험 지역에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타 기관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수행여부와 유효성 및 자본 비용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쟁종식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임팩트 투자사에 투자유치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기회들이 포용적이며 여성, 장애인, 원주민, 인종 및 소수 민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보장함.

▶ 보험 청구, 보증 및 리스크 데이터를 취합해 범죄예방 기관에서 이를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인신매매 방지 시스템과 프로세스(예: 현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실사 메커니즘)를 개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예: 보험)를 제공함.

▶ 평화 증진을 위한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Business For Peace) 참여를 고려함. 본 

행동 플랫폼에는 37개국 1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글로벌 보험사 Ace Group은 법치주의(Rule of Law)를 지지하는 단체와 이니셔티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Rule of Law 

Fund'을 설립함. 이 기금은 분쟁 지역 내 법률기관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과 개발도상국에서의 프로보노 지원에 

사용됨.

☞ 노르웨이 국부펀드(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윤리위원회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연기금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비윤리적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내용의 10개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본 권고안에는 국가별 무기 

생산 현황과 노동환경, 환경 피해 관련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권고사항은 정부에 의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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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7.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가치창출 전략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와 기업 관행이 연계된 모범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참여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는 금융(또는 은행, 투자 관리 및 보험) 산업 목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기업 전략을 수립함.

▶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기업,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및 산업계 기여를 파악할 수 있는 임팩트 측정 프레임워크(정기적인 

모니터링, 투명한 평가 및 보고를 포함)를 수립함.

▶ 입법, 규제 및 세금 프레임워크가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타 금융사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산업계 의견을 제공함.

☞ UNEP FI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 이니셔티브, 국제 보험 협회(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제네바 협회 (Geneva 

Association) 및 국제 협력 및 상호 보험 연합(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을 비롯한 

보험 산업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 및 촉진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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