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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Report on Joint Announcement of UNEP-MEV Partnership & 2010 B4E Summit 

 

 

 

2010 B4E SUMMIT & UNEP-MEV MOU COVERAGE 

NO. HEADLINE MEDIA REFERENCE DATE 

1 
Next Year in Seoul, A Summit for Global 
Green Growth Businesses and Leaders 

Digital Times IT Trade 24 August 2009 

2 
Next Year in Seoul, a Conference for Global 
Corporations and Leaders for Green Growth 

BBS Online 21 August 2009 

3 
The Four Rivers Project to provide a solution 
to water shortage and drought 

Maeil Business 
Newspaper 

Business Daily 21 August 2009 

4 
Next Year’s Global Business Summit Towards 
Green Growth in Seoul 

The Electronic 
Times 

IT Trade 21 August 2009 

5 B4E will be held in Seoul 
The Electronic 

Times 
IT Trade 21 August 2009 

6 
MEV-UNEP Signs MOU for 2010 B4E To Be 
Held in Korea 

Seoul Shinmun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7 UNEP Compliments Korea’s Green Growth eToday Online 21 August 2009 

8 
Major Environment Conference To Be Held in 
Seoul in 2010 

Korea Economic 
Daily 

Business Daily 21 August 2009 

9 
Business for Environ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YTN Cable 21 August 2009 

10 MEV-UNEP Signs MOU for B4E Newsis Wire 20 August 2009 

11 MEV-UNEP Signs MOU for B4E Newsis Wire 20 August 2009 

12 
Business for Environ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Kukmin Daily General Daily 20 August 2009 

13 
UNEP Media Briefing on its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4 
UNEP Media Briefing on its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5 
UNEP Media Briefing on its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6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7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8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9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20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21 UNEP Compliments Korea’s Green Growth 
Maeil Business 

Newspaper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22 
Conference for ‘Green Manage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Financial News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23 The 4
th

 B4E To Be Held in Korea Next Year Medical Today Health Trade 20 August 2009 

24 2010 Business For Environment Asia Economy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25 
Business for Environ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26 UNEP Compliments Korea’s Green Growth Money Today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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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INTERIM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POLICY COVERAGE 

NO. HEADLINE MEDIA REFERENCE DATE 

1 
UN Report Praises Korea's Proactive Green 
Growth Drive 

The Korea Herald English Daily 21 August 2009 

2 
[Green Growth Korea] Korea's Green 
Growth Paradigm, From Quantity to Quality 

Korea Economic 
Daily 

Business Daily 21 August 2009 

3 

UNEP's Report Views the Four Rivers 
Project in a Positive Way While 
Environmental Groups View the Reprot as a 
Biased Assessment 

Hankyoreh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4 
Korea’s Green Growth, the First Attempt to 
Change a National Paradigm.  

Financial News Business Daily 21 August 2009 

5 
The UNEP’s Report Praises Korea’s Green 
Growth 

Segye Ilbo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6 Korea is the World’s Green Growth Leader 
Maeil Business 

Newspaper 
Business Daily 21 August 2009 

7 
Korea, the Potential to Become the World’s 
First Green Tiger 

Donga Ilbo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8 UNEP, Learn Green Growth from Korea Hankook Ilbo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9 
Korea, the Global Leader of Green New 

Deal 
Joongang Ilbo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10 
[Op-Ed ] The Speed of Growth and an 
Exhausted Earth 

Hankook Ilbo General Daily 21 August 2009 

11 
UNEP gives Korea’s Green Growth Policy a 
positive evaluation  

Kukmin Ilbo General Daily 20 August 2009 

12 
UNEP, Korea’s Green Growth, offers new 
directions of development to the world 
economy 

Asia Economy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13 

Whether Korea will be the model country 
for Green Economy depends on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the people 

Korea Economic 
Daily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14 
Korea’s Green Paradigm From Quantity to 
Quality 

Korea Economic 
Daily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15 
Korea’s Green Growth, First to Apply in 
National Core Policy 

Yonhap News Wire 20 August 2009 

16 
[Op-ed] Four Rivers Project will be the 
momentum towards sustained growth 

Seoul Economic 
Daily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17 
UNEP, Korea is the leader of World Green 
Growth  

YTN  Cable 20 August 2009 

18 
The UNEP,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provide solutions for water shortage and 
drought” 

Maeil Business 
Newspaper 

Business Daily 20 August 2009 

19 
UN and the Republic of Korea Partner to 
Boost 'Green Growth'  

States News 
Service 

English Outlet 20 August 2009 

20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Pledge 
Green Growth Partnership 

States News 
Service 

English Outlet 20 August 2009 

21 UN praises South Korea's 'green growth' Agence France French Wire 20 August 2009 



B4E Coverage Report 
Prepared by Edelman Korea  

 

3/44 

 

 

 

 

 

 

 

 

 

 

 

 

 

 

 

 

policy Presse (France) 

22 
UN report says South Korea transitioning to 
"green economy" model 

Yonhap News 
(English) 

Wire 20 August 2009 

23 
S. Korea pushes for qualitative growth 
through "green growth vision": UN report 

Xinhua News 
Agency (China) 

Chinese Wire 20 August 2009 

24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Pledge 
Green Growth Partnership 

News Press English Wire 20 August 2009 



B4E Coverage Report 
Prepared by Edelman Korea  

 

4/44 

 

2010 B4E SUMMIT & UNEP-MEV MOU  CLIPPINGS  

 
1. Next Year in Seoul, A Summit for Global Green Growth Businesses and Leaders, Digital Times, 24 August 2009  

내년 서울서 환경경영 글로벌기업 정상회의 

The world’s business leaders will gather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s toward green growth 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April 22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and exchanged between Minister Lee Maanee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regarding the hosting of the event in Korea. UNEP explained that 
Korea was a highly relevant choice as a world leader in green growth policy to host the next B4E after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4th annual B4E will start with the ceremony 
for the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The power needed to run the conference will be supplied by solar power 
while hybrid cars and touch screen computer usage will promote zero-pollution and zero-paper waste. The 
conference will be streamed live via internet accessible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audienc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via Twitter, a text messag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이 친환경 경영방안을 논의하는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가 내년 

4 월 22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서 열린다.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 4 차 B4E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함에 따라 이만의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B4E 한국 개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UNEP 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B4E 의 정신에 잘 맞고, 한국이 전 세계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자인 점을 들어 올 

연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B4E 의 최적지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 4 차 B4E 에서는 UNEP 가 매년 실시하는 지구환경대상 4 개 부문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개막행사로 

진행된다. UNEP 는 B4E 회의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충당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터치스크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오염배출 제로'`페이퍼 사용 제로'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B4E 부대회의는 전 세계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청중은 문자메시지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08:30) 

 
  
2. Next Year in Seoul, a Conference for Global Corporations and Leaders for Green Growth, BBS, 21 August 2009  

‘환경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내년 서울개최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has announced in a press 
confere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host the 4th Annual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to coincide with Earth Day on April 22 for two days. The B4E Summit is a global gathering of business 
leaders along with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civil environmental groups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 towards a green global economy. During the press conference announcing Seoul to host the 
next B4E,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discussed the findings of the UNEP Interim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Policy and delivered it to Minister Lee Maanee. 
 

 '제 4 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이른바 B4E 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열립니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지구의 날인 내년 4 월 22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B4E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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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E 회의는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친환경 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07 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에서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후 보고서를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종범 기자 / freebird@bbsi.co.kr (10:45) 

 
 
3.The Four Rivers Project to provide a solution to water shortage and drought, Maeil Business Newspaper, 21 
August 2009 

4 대강 사업, 물부족ㆍ가뭄 해소책 될 것 

 
In an interview with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discussed that 
the 4 Rivers Project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n appropriate solution to water shortage and 
droughts. Steiner also expressed amazement at the size of Korea’s investment on ecological infrastructure and 
speed in which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is progressing. Also, B4E hosted by UNEP will be held in Seoul next 
April on the 22

nd
 to the 23

rd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between Executive Director Steiner and Minister Maanee Lee on the 19th. B4E is an environmental summit 
centering business leaders along with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civil environmental 
groups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 towards a green economy.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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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xt Year’s Global Business Summit Towards Green Growth in Seoul, Electronic Times, 21 August 2009  

내년 환경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서울서 열린다 
 

B4E, a global summit gathering the world’s top business leaders to discuss green economy driven business action, 
will be held in Seoul next April on the 22

nd
 for two day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Minister 

Maanee Lee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UNEP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announcing Seoul as the next host country of B4E. UNEP declared Korea a very relevant host as a leader in green 
growth with a national Green Growth Policy, capturing the key missions of B4E. During B4E 2010, the four 
categories of the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will also be presented. The conference will be powered by solar 
energy and host events using hybrid cars and touch screen computers. People all around the global can watch the 
conference via internet live streaming and can participate through twitter.com, a social networking service.  

  
 

 
*extended version of this article was posted online. The following are the additions.  
 

B4E 참석자들이 회의 참가 과정에서 발생시킨 탄소는 국내 저소득 계층과 농촌지역에 공급할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B4E Coverage Report 
Prepared by Edelman Korea  

 

7/44 

B4E 부대회의는 전 세계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청중은 문자메시지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UNEP 가 매년 주관하는 B4E 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자리로 LG 전자를 비롯한 다우그룹·지멘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06:12) 

 
 
5.  B4E will be held in Seoul The Electronic Times (English), 21 August 2009  
 
B4E that is to discuss eco-friendly ways will be held for 2 days from August 22 of next year. The Environment 
Ministry announced that UNEP selected Seoul as the host city of the 4th B4E and Lee, Maanee, Environment 
Minister and Achim Steiner, Executive General exchanged MOU for support Korea. 
 
UNEP cited that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trend fits the goal of B4E and the nation is the leader of 
green growth policy to explain why it selected Korea. At the 4th B4E, there will be announcement of winner in 4 
areas of prize and awarding prize ceremony. 
 
UNEP plans to B4E as pollutant-free and paper use zero by using solar energy, hybrid car, touch screen and 
computers. 
 
Carbon coming from participants at the conference will be offset through facility investment on new renewable 
energy that will be supplied to low income class and farming area. B4E conferences will be aired on the net for 
people in the world to see. Audiences will be able to join in debate in real time through twitter website. 
 
B4E is the annual meeting for CEO, the government and civic group to discuss eco-friendly management and 
sponsored by LGE, Daou Tech and Siemens.  
(6:12) 

 
 
6. MEV-UNEP Signs MOU for 2010 B4E To Be Held in Korea, Seoul Shinmun, 21 August 2009  

환경부-UNEP ‘2010 B4E 한국개최’ MOU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UNEP and Minister of Environment, Lee Maanee signed and exchang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for the 2010 B4E Conference which is to be held in Seoul. B4E is an event 
hosted by the UNEP wher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come together to discuss business action directed 
towards green growth. It will open in Seoul on Earth Day, April 22

nd
 and 23

rd
 and is sponsor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LG Electronics, The Dow Group, and CNN. Steiner announced that the decision to hold it in 
Korea was very appropriate as Korea’s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y embodies the mission of B4E. Minister Lee 
replied, “We are excited to host the B4E conference as it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our green growth vision as 
well as be an opportunity to present it to the world.” 
(4:57) 
 

 

mailto: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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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EP Compliments Korea’s Green Growth, eToday, 20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극찬 

 
The UNEP has expressed its approval for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through its Interim Report.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announced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domestic and foreign press that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will present innovative ways to develop the world economy. B4E hosted by the UNEP will 
open in Seoul next April from the 22

nd
 to the 23

rd
. The Ministry of Enviroment revealed that an MOU for the 4

th
 B4E 

hosted in Korea hs been signed on the 19
th

. 
  

고종민 기자 

유엔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현황을 극찬했다.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내ㆍ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녹생성장 전략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UNEP 는 이번 보고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며 

▲녹색기술투자계획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4 대강 살리기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경제에 대한 정책, 규제 및 재정·조세개혁 등 종합적 

정책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UNEP 가 주관하는 '제 4 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가 내년 4 월 22~23 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만희 환경부 장관과 슈타이너 총장은 지난 19 일 제 4 차 B4E 한국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 일 밝혔다.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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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jor Environment Conference To Be Held in Seoul in 2010, Korea Economic Daily, 21 August 2009  

내년 서울서 글로벌 기업 환경회의  

  
Next year,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will be held in Seoul. A MOU was signed by Minister Lee 
Maan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chim Steiner,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UNEP. B4E is a summit 
for leaders, CEOS, NGO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foster dialogue towards finding ways to achieve green growth 
through business-driven action. More than 40 countries and 700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attend next year’s 
summit. 
(6:32) 
 

 
 

 
9. Business for Environ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YTN, 20 August 2009  

'환경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NEP announced that an MOU ceremony was opened to commemorate the 
hosting of next year’s B4E in Seoul on Earth Day, April 22

nd
. B4E is a gathering for business leaders in which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groups also come together to discuss green growth. The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will also be announced and given during next year’s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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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오늘 낮 서울 소공동에서 MOU 체결식을 열고 지구의 날인 내년 4 월 22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B4E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4E 회의는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친환경 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07 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회의에서는 유엔환경계획이 선정하는 '지구환경대상'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17:17) 

 

 
 
10. [Photo News] MEV-UNEP Signs MOU for B4E, Newsis, 20 August 2009  

환경부-유엔한경계획 B4E MOU 체결 

During the B4E MOU ceremon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UNEP, minister Lee Maanee (right) and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of the UNEP (left), holding the agreement, are shaking hands.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 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의 

제 4 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기업 정상회의(B4E. 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 MOU 체결식에서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왼쪽)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17:17) 

 
 
11. [Photo News] MEV-UNEP Signs MOU for B4E, Newsis, 20 August 2009  

mailto: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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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엔한경계획 B4E MOU 체결  
 
During the B4E MOU ceremon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UNEP, minister Lee Maanee (right) and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of the UNEP (left), holding the agreement, are shaking hands.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 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의 

제 4 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기업 정상회의(B4E. 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 MOU 체결식에서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왼쪽)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17:17) 
 

 
 
12. Business for Environ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Kukmin Daily, 20 August 2009  

내년 서울서 환경경영 글로벌기업 정상회의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will open in Seoul next 
year from April 22 for two days. UNEP hosts the annual B4E summits for green growth business dialogue among 
business leaders, government officials, civil groups etc. The summit in Korea will run on solar energy, utilize touch 
screen monitors and computers for zero paper usage, and all cars will be hybrid powered.  
 

환경부는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가 내년 4 월 22 일부터 이틀 동안서울에서 열린다고 20 일 

밝혔다. UNEP 가 매년 주관하는 B4E 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친환경 경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 B4E 회의에서는 태양에너지로만 회의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 터치스크린과 컴퓨터만 활용하는 

‘제로 페이퍼’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전용 차량으로는 모두 하이브리드차량이 이용된다.  

mailto: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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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17:05) 
 

 
 
13. [Photo News] UNEP Media Briefing on its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Yonhap News, 20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  
 
On the 20th, Woo Ki-jong, the head of planning of the Green Growth Committee, is answering questions during 
the UNEP Korean Green Growth Strategy Report Media Conference at Lotte Hotel.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 

'UNEP 한국 녹생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jjaeck9@yna.co.kr (16:52) 

 
14. [Photo News] UNEP Media Briefing on its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Yonhap News, 20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is answering reporters’ questions after presenting the UNEP policy 
report during the media conference for the UNEP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Policy at the Lotte Hotel.  
 

 

mailto: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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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에서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jjaeck9@yna.co.kr (16:52) 

 
 
15. [Photo News] UNEP Media Briefing on its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Yonhap News, 20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  

 
Minister Lee Maan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tn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are 
answering reporters’ questions after presenting the UNEP policy report during the media conference for the UNEP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Policy at the Lotte Hotel.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등 관계자들이 'UNEP 한국 녹생성장 정책보고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jjaeck9@yna.co.kr (16:52) 

 
 

16.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20 August 2009 

환경부-UNEP, 제 4 차 B4E 한국개최 MOU 체결 

 
Minister Lee Maan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tn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are 
signing the MOU for next year’s 4

th
 B4E conference hosted in Korea and taking photographs.  

mailto: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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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제 4 차 B4E(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4E 행사는 UNEP 이 주관하며 CEO 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 제 4 차 

B4E 는 2010 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jaeck9@yna.co.kr (16:52) 

 
 
17. [Photo News]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20 Aug 09  

환경부-UNEP, 제 4 차 B4E 한국개최 MOU 체결  
 
Minister Lee Maan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tn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are 
photographed, signing the MOU for next year’s 4

th
 B4E conference hosted in Korea.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제 4 차 B4E(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4E 행사는 UNEP 이 주관하며 CEO 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 제 4 차 B4E 는 2010 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jaeck9@yna.co.kr (16:52)  

 
 

18. [Photo News]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20 August 2009 

mailto: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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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UNEP, 제 4 차 B4E 한국개최 MOU 체결  

 
Minister Lee Maan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tn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are 
smiling during opening comments for the signing of the MOU for the 4

th
 B4E conference to be hosted in Korea next 

year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제 4 차 B4E(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MOU 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B4E 행사는 UNEP 이 주관하며 CEO 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 

제 4 차 B4E 는 2010 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jaeck9@yna.co.kr (16:52)

 
19. [Photo News]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20 August 09  

환경부-UNEP, 제 4 차 B4E 한국개최 MOU 체결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is making opening remarks before the MOU signing for the 4

th
 

annual B4E to be held in Korea in 2010.  
 

mailto: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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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제 4 차 

B4E(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MOU 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B4E 

행사는 UNEP 이 주관하며 CEO 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 제 4 차 B4E 는 2010 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jaeck9@yna.co.kr (16:51) 

 
 

20. [Photo News] MEV-UNEP Signs MOU for B4E,  Yonhap News, 20 August 09  

환경부-UNEP, 제 4 차 B4E 한국개최 MOU 체결 

 

Minister Maanee Lee and Achim Steiner, the UNEP Executive Director, are shaking hands after signing the MOU 

for the 4th B4E Conference to be held in Seoul in 2010.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제 4 차 B4E(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B4E 행사는 UNEP 이 주관하며 CEO 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mailto: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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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 제 4 차 B4E 는 2010 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jaeck9@yna.co.kr (16:51) 

 
 

21. UNEP Compliments Korea’s Green Growth, Maeil Business Newspaper, 20 August 2009  

UNEP "한국, 세계 녹색성장 선도" 극찬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local and foreign press,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declared that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was putting forward new directions of development for the world economy. The 

UNEP reported that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set a green growth vision as its national development core 

paradigm, introducing policies such as green growth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plans, renewable 

energy expansion, waste biomass energy measures etc. Steiner also commented that if the 4 Rivers Project 

were to be successful it will provide a solution to water shortage and damage from flooding. Hosted by the 

UNEP,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is to open in Seoul next April from the 22nd to the 23r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Minister Lee Maanee and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signed the MOU for Korea to host next year’s summit. The B4E Summit is a global gathering of business leaders 

along with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civil environmental groups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 towards a green global economy.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0 일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UNEP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2 쪽 

분량의 `한국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UNEP 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했다"며 녹색기술개발 투자계획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슈타이너 총장은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가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UNEP 이 주관하는 `제 4 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가 내년 4 월 22~23 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슈타이너 총장은 지난 19 일 제 4 차 B4E 한국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 일 밝혔다. B4E 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주요 인사가 참여해 기업 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다. 4 월 22 일은 

UN 이 정한 `지구의 날`이다. [고재만 기자] (16:00) 

 
 
22. Conference for ‘Green Manage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Financial News, 20 August 2009  

‘친환경 경영’ 국제회의 내년 서울서 열린다  
 
The world’s business leaders will gather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s toward green growth 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April 22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and exchanged between Minister Lee Maanee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regarding the hosting of the event in Korea. UNEP explain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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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as a highly relevant choice as a world leader in green growth policy to host the next B4E after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4th annual B4E will start with the ceremony 
for the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The power needed to run the conference will be supplied by solar power 
while hybrid cars and touch screen computer usage will promote zero-pollution and zero-paper waste. The 
conference will be streamed live via internet accessible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audienc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via Twitter, a text messag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기업주도로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가 내년 

4 월 22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서 열리게 됐다. 

 

환경부는 19 일 이만의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제 4 차 B4E 서울 회의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20 일 밝혔다. 
 

B4E 행사는 UNEP 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세계 최고경영자(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특히 우리나라 LG 전자를 비롯한 다우그룹, 지멘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UNEP 는 행사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B4E 의 

정신에 잘 맞고, 선도적이라는 점에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B4E 에서는 UNEP 가 매년 실시하고 환경분야의 노벨상을 지향하는 ‘지구환경대상’ 4 개 부문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개막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2004 년 발족한 이 상은 2007 년부터 B4E 회의의 개막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며 그동안 앨 고어, 미하엘 

고르바초프 등 세계적 환경리더 35 명이 수상했다. 
 

UNEP 는 B4E 회의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충당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터치스크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오염배출 제로’, ‘페이퍼 사용 제로’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B4E 참석자들이 회의 참가 과정에서 발생시킨 탄소는 국내 저소득 계층과 농촌지역에 공급할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한편 B4E 부대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청중은 문자메시지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13:27) 

 
 
23. The 4

th
 B4E To Be Held in Korea Next Year, Medical Today, 20 August 2009 

내년 '제 4 차 B4E' 한국에서 열린다       
   
The world’s business leaders will gather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s toward green growth 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April 22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and exchanged between Minister Lee Maanee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regarding the hosting of the event in Korea. UNEP explained that 
Korea was a highly relevant choice as a world leader in green growth policy to host the next B4E after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4th annual B4E will start with the ceremony 
for the 4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The power needed to run the conference will be supplied by solar power 

mailto:/win5858@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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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hybrid cars and touch screen computer usage will promote zero-pollution and zero-paper waste. The 
conference will be streamed live via internet accessible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audienc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via Twitter, a text messag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이만의 장관-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 양해각서 체결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19 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4 차 B4E' 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 일 환경부에 따르면 B4E 는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로 UNEP 가 주관하고 CEO 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한다.  

 

이번 제 4 차 B4E 는 '지구의 날'인 2010 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B4E 의 정신에 잘 부합하며,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자인 한국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10 B4E 정상회의의 최적 개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구촌 녹색경제를 위한 성장동력’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2010 년 B4E 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서울 개최를 환영했다.  

 

한편 이번 B4E 회의에서는 UNEP 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구환경대상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지구환경대상은 UNEP 이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승격시킨다는 목표 하에 2004 년 발족했으며 2007 년부터 

B4E 회의의 개막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제 4 차 B4E 행사는 태양에너지로만 회의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터치스크린, 

컴퓨터 활용을 통해 '오염배출 제로', '페이퍼 사용 제로' 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B4E 참석을 위해 발생된 탄소는 국내 저소득 계층과 농촌지역에 공급할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덧붙여 이번 제 4 차 2010 B4E 회의는 전 세계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웹캐스터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청중은 

트위터(twitter)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12:00)  

 
 
24. 2010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Asia Economy, 20 August 2009  

2010 '환경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B4E)'   
 
The world’s business leaders will gather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s toward green growth 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April 22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and exchanged between Minister Lee Maanee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regarding the hosting of the event in Korea. UNEP explained that 
Korea was a highly relevant choice as a world leader in green growth policy to host the next B4E after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4th annual B4E will start with the ceremony 
for the 4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The power needed to run the conference will be supplied by sol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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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hybrid cars and touch screen computer usage will promote zero-pollution and zero-paper waste. The 
conference will be streamed live via internet accessible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audienc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via Twitter, a text messag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유엔(UN) 산하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제 4 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 B4E)’가 내년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19 일 오후 이만의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4 차 B4E 한국개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B4E‘란 최고경영자(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기업 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 우리나라의 LG 전자를 비롯해, 다우그룹, CNN, 날코, 

퍼스트솔라, 지멘스 등 해외 유수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이날 MOU 서명식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B4E 의 정신에 잘 부합한다”면서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자인 한국이야 말로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2010 ‘B4E 정상회의’의 

최적 개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만의 장관은 “‘지구촌 녹색경제를 위한 성장동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내년 ‘B4E’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또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내년 ‘B4E’ 회의에선 UNEP 이 매년 실시하는 ‘지구환경대상(Champions of the Earth)’의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과 터치스크린, 컴퓨터 활용 등을 통한 ‘오염배출 제로(0), 페이퍼 사용 

제로“ 등의 행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또 회의 진행 등 행사에 필요한 전력도 태양에너지로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내년 ‘B4E' 개최일은 4 월 22 일은 UN 이 정한 ’지구의 날‘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12:00) 

 
 
25. Business for Environment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Yonhap News, 20 August 2009  

내년 서울서 환경경영 글로벌기업 정상회의  

 
The world’s business leaders will gather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s toward green growth 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April 22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and exchanged between Minister Lee Maanee and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regarding the hosting of the event in Korea. UNEP explained that 
Korea was a highly relevant choice as a world leader in green growth policy to host the next B4E after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4th annual B4E will start with the ceremony 
for the 4 Champions of the Earth awards. The power needed to run the conference will be supplied by solar power 
while hybrid cars and touch screen computer usage will promote zero-pollution and zero-paper waste. The 
conference will be streamed live via internet accessible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audienc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via Twitter, a text messag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mailto: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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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 B4E 내년 4 월 22~23 일 열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이 친환경 경영방안을 논의하는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가 내년 4 월 22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서 열린다.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 4 차 B4E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함에 따라 이만의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B4E 한국 개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0 일 밝혔다.  
 

UNEP 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B4E 의 정신에 잘 맞고, 한국이 전 세계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자인 점을 들어 올 연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B4E 의 최적지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 4 차 B4E 에서는 UNEP 가 매년 실시하는 지구환경대상 4 개 부문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개막행사로 

진행된다.  

 

UNEP 는 B4E 회의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충당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터치스크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오염배출 제로', '페이퍼 사용 제로'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B4E 참석자들이 회의 참가 과정에서 발생시킨 탄소는 국내 저소득 계층과 농촌지역에 공급할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B4E 부대회의는 전 세계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청중은 문자메시지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UNEP 가 매년 주관하는 B4E 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기업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자리로, LG 전자를 비롯한 다우그룹, 지멘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12:00) 

 
 
26. UNEP Compliments Korea’s Green Growth, Money Today, 20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극찬  
 
The world’s business leaders will gather to discuss business-driven actions toward green growth at 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 (B4E) next year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April 22nd.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commented that the mission of Korea’s green growth policy makes it an optimal host for B4E as the world 
leader in green growth strategies. The MOU for Seoul’s hosting was exchanged between Minister Lee Maan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teiner.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유엔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해 극찬했다.  

 

20 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 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녹색성장 국가비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UNEP 은 올 3 월 별도의 '세계 그린뉴딜 정책 개요' 보고서를 내고 향후 2 년 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녹색경제 

인프라구축 5 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mailto: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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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 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4 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기술투자 등 녹색인프라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계획은 UNEP 가 권고한 수준을 능가하는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경제를 향한 정책, 규제 및 재정·조세개혁 등 종합적 정책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4 일 국가 온실가스(GHG)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슈타이너 총장은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슈타이너 총장과 만나 내년 4 월 22~23 일간 서울에서 제 4 차 세계 환경기업 

정상회의(B4E)를 개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B4E 의 정신에 잘 부합하며,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자인 

한국이 2010 년 B4E 정상회의의 최적 개최지"라고 평가했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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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INTERIM REPORT + GREEN GROWTH POLICY CLIPPINGS  

 
1. UN Report Praises Korea’s Proactive Green Growth Drive, The Korea Herald, 21 August 2009 
 
 

 
 

 
 
2. [Green Growth Korea] Korea’s Green Growth Paradigm, From Quantity to Quality, Korea Economic Daily, 21 
August 2009  

[Green Growth Korea] “녹색성장 패러다임 한국, 양에서 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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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P praised Korea’s Green Growth Policy, commenting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at shifting from quantity-
based to quality growth, as a leader among the world’s green growth strategies.  
 

 
 

 
 

 
3. UNEP’s Report Views the Four Rivers Project in a Positive Way While Environmental Groups View the Report 
as a Biased Assessment, Hankyoreh, 21 August 2009 

유엔환경계획 ‘4 대강산업’긍정평가,  환경련 “취약성 평가없는 편파결론” 

 
The UNEP’s report gav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Four Rivers Project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Lotte Hotel, the UNEP presented its interim report and commented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can be a solution to the continuous flood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It also suggested that it will be 
beneficial in restoring the ecological system as well as secure water resources. However, environmental groups 
and academic groups against the water canal project argued that the UNEP’s report did not take notice to Korea’s 
national green growth policy lack a sincere environmental spirit and will initiate a movement for a repeal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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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EP, “Korea’s Green Growth, the First Attempt to Change a National Paradigm,” Financial News, 21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국가 패러다임 바꾼 첫 시도” 
 
The UNEP gave praise to Korea’s Green Growth Policy.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said that 
countries in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devote 2/3 of the world’s investment on green growth. Steiner 
who visited Korea simultaneously with the release of the report commented at a press conference at Lotte Hotel 
that Korea shares the view of the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towards Green Growth with the UNEP and offers 
new directions of developmen in iterms of renewable energy, waste disposal, transportation, etc. The report also 
touches upon Korea’s five year plan that plans to invest 2% of Korea’s GDP (107 trillion won) which is very close to 
the ideal suggested by UNEP. It also praises Korea’s carbon emission reduction plans especially since Korea is 
under no obligation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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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UNEP’s Report Praises Korea’s Green Growth, Segye Ilbo, 21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극찬 보고서’ 
 
The UNEP praised Korea’s Green Growth Policy, commenting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at shifting from quantity-
based to quality growth, as a leader among the world’s green growth strategies. The report assessed Korea’s 
strategy and goals as comprehensive with regards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However, civic 
environmental groups are criticizing the report as biased and announced that it will initate a movement against its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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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rea is the World’s Green Growth Leader, Maeil Business Newspaper, 21 August 2009 

“한국이 세계 녹색성장 선도” 
 
Achim Steiner of the UNEP announced that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suggests new ways of development for 
the world economy. He also commented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can be a solution to water shortage and 
continuous flood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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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rea, the Potential to Become the World’s First Green Tiger, Donga Ilbo, 21 August 2009 

“한국, 세계 첫 ‘녹색 호랑이’ 도약 가능성” 

 
Achim Steiner of the UNEP declared that through the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Korea will be able to 
achieve both economic growth as well as climate change defense.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is bringing about 
the fastest development in the world due to its systema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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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UNEP, “Learn Green Growth from Korea,” Hankook Ilbo, 21 August 2009  

유엔환경계획 "녹색성장, 한국서 배워라 

 
The UNEP gave praise to Korea’s Green Growth Policy.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said that 
countries in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devote 2/3 of the world’s investment on green growth. Steiner 
who visited Korea simultaneously with the release of the report commented at a press conference at Lotte Hotel 
that Korea shares the view of the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towards Green Growth with the UNEP and offers 
new directions of developmen in iterms of renewable energy, waste disposal, transportation, etc. The repor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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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es upon Korea’s five year plan to invest 2% of Korea’s GDP (107 trillion won) which is almost twice the 
amount of the ideal suggested by UNEP. It also praises Korea’s carbon emission reduction plans especially since 
Korea is under no obligation to reduce.  

 

4 대강 사업 등 소개 보고서 

 

박선영 기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녹색경제전략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 관심을 끌고 있다. UNEP 는 유엔산하 공식 기구로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내ㆍ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계획'과 중ㆍ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 개년 

계획'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그 중 핵심사업으로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 사업 성공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9 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슈타이너 총장은 "4 대강 살리기가 진정한 

녹색투자"라고 극찬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최근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야심찬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규제, 재정 개혁 등도 고무적인 단계라고 진단했다. 또 5 개년 

계획의 투자규모가 GDP 의 2%에 달하는 107 조원으로, UNEP 가 권고한 1%의 2 배라는 사실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UNEP 는 녹색 경제를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 분석하는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을 가장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는 국가로 인정받아 그 첫 번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됐다. 

 

UNEP 는 9 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유엔 산하 20 여 국제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한국정부와 함께 각종 국제회의,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 및 전시회,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aurevoir@hk.co.kr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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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orea, the Global Leader of Green New Deal, Joongang Ilbo, 21 August 2009  

“세계 녹색뉴딜 전략 한국이 선도” 

  

The UNEP report praises Korea’s Green Growth Policy as a leader in the World’s Green New Deal strategies. The 

UNEP commented in its interim report that Korea has shown great effort towards its goal in achieving green 

growth, demonstrating it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arena. The report say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ticipates that Korea will be able to raise 182 trillon – 206 trillion in production value and create 15,600 – 

18,100 new jobs through its Five Year Green Growth Plan until 2013. However it also pointed out that Korea’s 

target for renewable energy which is a mere 6.08% compared to 20% increase targets from the EU and China is 

too low.   

 

강찬수 기자 

UNEP 보고서 … 4 대 강 살리기 사업도 소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세계의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전략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은 20 일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 보고서’에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끌어올림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 뉴딜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전략으로 지난해 세계 

경제가 침체된 이후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에 대해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 CO2 의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는 중대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의 내용과 4 일 공개한 2020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4 대 강 살리기 사업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UNEP 보고서는 정부가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투자 규모(107 조, GDP 의 2%)가 UNEP 가 

권고한 수준의 두 배에 육박한다는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UNEP 는 한국 정부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기존의 ‘저렴한 가격’ 대신 기술 경쟁력에 바탕을 두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UNEP 는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2013 년까지 총 182 조~206 조원의 생산 가치를 유발하고, 

총 156 만~181 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한국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적·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UNEP 는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8%로 높이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이나 

중국이 2020 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한 것에 비해서는 낮다고 지적했다. 4 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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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의 일정이 너무 촉박해 일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추진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줄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EP 는 9 월 초 보고서 최종본을 완성해 유엔 산하 20 여 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2:50) 

 
 

10. [Op-Ed] The Speed of Growth and an Exhausted Earth, Hankook Ilbo, 21 August 2009  

[사설] 성장 속도와 피곤한 지구 

 

The UNEP commented that Korea is setting a model example in its global effort to achieve green growth, 

showing its commitment and leadership to the world. Every ministry of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ome up 

with ideas on green growth yet, the words, ‘green’ and ‘growth’ are contradictions that cannot be associated 

easily. Growth has damaged our global environment yet wrapping ‘growth’ with ‘green’ in order to overcome 

environmental damage is paradoxical. It is greatly welcomed that interest in the environment has grown yet it 

seems that the significance is put more on growth than green.  

 

조재우 산업부장  

 

입술이 부르터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무리해서 그렇고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한자풀이도 곁들였다. 휴식(休息)의 앞 글자 휴(休)는 사람(人)이 나무(木) 옆에 있는 형태로, 

나무 옆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라고 했다. 피곤(疲困)에서 곤(困)은 좁은 공간에 나무가 

갇혀있는 형상으로, 작은 공간에서 복작거리면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그럴싸한 분석이었다. 

한술 더 떠 영어에서 숲을 뜻하는 forest 역시 'for rest' 가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영어 

어원사전을 찾아보니 이 부분은 사실무근이었다.) 감기(感氣)는 기운 혹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으로 영어의 

cold 와 의미가 유사하고, 체온이 36.5 도를 유지하는 것은 1 년이 365 일이 되는 우주의 이치와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한 의사의 설익은 철학이기는 하나 "몸을 막굴리거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탈이 

난다"는 충고로는 받아들일 만했다.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여름 비가 내리는 유형을 관찰해보면 아열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기후대가 달라진 듯하다.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다가 볕이 쨍쨍해지고, 장마는 

사라졌다. 대만에서는 한꺼번에 3,000 ㎜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났고, 늑장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정권이 위태롭다. 성장을 앞세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다 지구를 피곤하게 한 탓이다. 

대안이 녹색성장이란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녹색성장에 시동을 건 지 1 년이 지났다. 덕분에 

유엔환경계획(UNEP)도 20 일 "한국은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정부 각 부처가 녹색성장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기실 '녹색'과 '성장'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을 적절히 배합하기가 쉬울 리 없다. 성장이 

지구촌을 훼손해왔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식이 다시 녹색 포장을 한 '성장'이라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뒤늦게라도 녹색에 관심을 두게 된 것만큼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아무래도 녹색보다는 성장에 무게가 

실린 듯하다. 

끝없이 성장을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면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지금보다 더욱 무서운 재앙이 기다린다. 

자전거가 굴러가려면 자꾸 페달을 돌려야 하지만 종착점은 불행히도 낭떠러지라는 것이다. 최근 50 여년 

동안 지구는 전체 숲의 3 분의 1, 토양의 4 분의 1, 경작 가능한 땅의 5 분의 1 을 잃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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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는 벌목으로 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눈이 멀어버린 경우도 있다. 울창한 숲이 사라지고 갑자기 

햇볕에 과다하게 노출되면서 시력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각국이 

성장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한 피곤해진 지구가 사람들에게 더욱 앙탈을 부릴 것이 확실하다.20 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와 동반자살해 충격을 줬던 '유럽의 지성' 앙드레 고르는 저서 <에콜로지카>에서 

"성장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 욕망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욕망과 필요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속도를 늦춰 지구를 쉬게 하자는 것이다. 

josus62@hk.co.kr (2:30) 

 
 

11.   UNEP gives Korea’s Green Growth Policy Positive Evaluation, Kukmin Ilbo, 20 August 2009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긍정평가  

  

The UNEP has released its interim report on Korea’s green growth. The final report is to be completed in 

September and will be given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report evaluates Korea’s will to achieve green 

growth positively and its systematic plans apart from its potential to succeed. However, environmental groups 

are arguing against the impartiality of the report, criticizing that it ignores the opinions of experts and civil 

groups. 

 

[쿠키 사회] 유엔환경계획(UNEP)은 20 일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는 

9 월에 완성돼 한국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의 녹생 성장에 대한 의욕과 계획 수립 자체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영문 32 쪽 분량의 중간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1962 년 1 차 

경제성장 5 개년 계획에서부터 강조한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중대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개발, 생태계 복원 등 녹생 성장의 

목표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녹색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지는 

확고하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의 투자 규모가 UNEP 가 권고한 국내총생산(GDP)의 1%의 갑절인 

107 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3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향후 15 년 

내에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는 “야심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물부족, 홍수통제 등 사업의 목적이 생태학적 결핍 부분을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실행 계획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UNEP 의 중간 보고서 내용이 “편파적이고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논평을 통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20:04) 

 
 

 12. UNEP “Korea’s Green Growth, offers new directions of development to the world economy”, Asia Economy, 
20 August 2009  

UNEP "韓 녹색성장, 세계경제에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mailto:josus62@hk.co.kr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393268&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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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P asses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lan including the Green New Deal and the Four Rivers Project, 
the core of the Five Year Green Growth Plan, will offer alternative solutions to water shortages and damage from 
floods if successful.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said that many countries are including green 
growth in their economy recovery plans and especially in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devote 2/3 of the 
world’s investment on green growth. 
  

슈타이너 사무총장 "기후변화대응 등서 상당한 성과 거둘 것"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0 일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내·외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UN)의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를 주도하고 있는 UNEP 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난 3 월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 녹색뉴딜 정책보고서(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GGND)’를 발간했으며, 이후 녹색경제 

관련 정책을 각국별로 소개·분석하는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 
 

UNEP 는 이번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에 주목하고, 녹색기술개발 투자계획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등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 핵심인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UNEP 는 우리나라의 녹색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와 신속한 집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ㆍ제도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자원효율성, 담수관리, 녹색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measurable)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에 녹색투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그 중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체 녹색투자의 3 분의 2 가 이뤄지는 등 이들 국가가 전 세계 

녹색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전 략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교통, 담수관리, 산림 

등의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어 UNEP 가 공유코자 하는 세계경제회복촉진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및 

새로운 발전방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UNEP 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세계녹색경제전략’에 참여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른 UN 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협조하여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ㆍ전시회,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12:00) 

 
 
13. [Green Growth Korea] Whether Korea will be the model country for Green Economy depends on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the people, Korea Economic Daily, 20 August 2009  

[Green Growth Korea]  (5·끝) 한국이 녹색경제 모델 될지는 정부·기업·국민의 참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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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P gave high ratings to Korea’s Green Growth Policy. The report also responded positively to the Four 
Rivers Project. Korea’s Five Year Plan will invest 2% of Korea’s GDP (107 trillion won) to green growth which is 
almost twice the amount of the ideal suggested by UNEP. It also praises Korea’s carbon emission reduction plans 
especially since Korea is under no obligation to reduce. As for whether Korea will be able to succeed in 
implementing its plans, the UNEP has yet to make a conclusive evaluation. It is up to the Korea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the Korean people to work towards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plan for Korea to be a model 
case to the world.  
 

<제 3 부> 그린경영이 판도 가른다 (5·끝)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 50 년이 1960 년대 '경제성장 5 개년 계획'에 따른 양적 

성장이었다면 향후 50 년은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통한 질적 성장이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 정책에 

높은점수를 매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4 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UNEP 가 이처럼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규제,재정개혁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올해부터 2013 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UNEP 의 권고치인 GDP 의 1%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더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로 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게 UNEP 의 판단이다.  
 

UNEP 는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은 재생에너지 공급목표가 미흡하다는 점.한국은 

2020 년 전체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8%로 설정했다. 이는 2020 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끌어 올리기로 한 EU(유럽연합)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UNEP 는 판단했다.  
 

UNEP 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지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한국의 녹색비전이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녹색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확고하게 답할수 없다고 명기했다. 결국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녹색경제의 성공모델이 

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 및 국민에 달려 있는 셈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18:33) 

 

 
 
14. Korea’s Green Paradigm From Quantity to Quality, Korea Economic Daily, 20 August 2009  

[Green Growth Korea] "녹색패러다림 한국, 量에서 質로"  

 
Achim Steiner of the UNEP announced that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is shifting its national growth paradigm 
from quantity-driven to quality-driven, being the first in the world. Korea’s leadership is setting an example to the 
world, suggesting new ways of development for the world economy.  
 

UNEP 평가보고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며 "세계 녹색경제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20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환경 정책을 통해 

세계 각국에 녹색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녹색성장 전략을 연계 추진해 

국가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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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는 9 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유엔 산하 20 여개 국제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18:32) 

 
 
15. Korea’s Green Growth, First to Apply in National Core Policy, Yonhap News, 20 August 2009  

韓 녹색성장 국가 핵심정책 반영 세계최초 
 
Achim Steiner of the UNEP announced that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is shifting its national growth paradigm 
from quantity-driven to quality-driven, being the first in the world. Korea’s leadership is setting an example to the 
world, suggesting new ways of development for the world economy. He also commented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can be a solution to water shortage and continuous flood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Korea’s 
systematic approach will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bringing new opportunities including 
investment in future technology. However, some civil groups have criticized the partiality of the findings, 
demanding revisions. 
 

UNEP "4 대강사업은 기후변화 따른 물부족ㆍ가뭄 해소책"  
 

환경단체 "편파적이고 부당하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이고 4 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진단이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 일 발표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 

외에도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32 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을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계획과 중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 개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투자규모(107 조, GDP 의 2%)가 UNEP 권고 

수준의 배에 육박한다는 사실과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3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GHG 의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인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후변화로 유발될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보고서 전달식에서 "한국은 잘 기획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수량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기본 틀을 바꿔 세계의 '녹색 

호랑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국가보다 늦게 녹색성장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한국이 단기에 녹색성장을 놓고 활발하게 

논의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향후 미래기술 분야 투자유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등 한국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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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는 9 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유엔 산하 20 여 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한국정부와 

함께 각종 국제회의,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 및 전시회,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보고서가 편파적이고 부당하다며 즉각 폐기하고 재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연합 4 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논평을 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실에 주의하지 않았다"며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penpia21@yna.co.kr (18:18) 
 

 
 
16. Op-ed, Four Rivers Project will be the momentum towards sustained growth, Seoul Economic Daily, 20 

August 2009 오피니언 "4 대강 살리기는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  

 
The Four Rivers Project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the UNEP. If successful,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ecological system in Korea that is environmentally friendly. Steiner added that while we 
cannot know everything abou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if we all are aware and act responsibly, 
we can hinder global warming.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1   
  

 아힘 슈타이너(사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17 일부터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UNEP 툰자(TUNZA) 세계 어린이ㆍ청소년 환경회의'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20 일 "한국 정부가 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 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 차원에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ailto:penpia21@yna.co.kr
mailto:hypark@sed.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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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정부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엔에 자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녹색성장, 친환경 발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이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갖출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 도덕적 책임을 갖고 행동한다면 지구온난화 

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8:00) 
 

 
 
17. UNEP, Korea is the leader of World Green Growth, YTN, 20 August 2009  

유엔환경계획, "한국이 세계경제 녹색성장 선도"  

 

The UNEP report praises Korea’s Green Growth Policy as a leader in the World’s green growth. During a media 

conference, the UNEP commented in its interim report that Korea has great potential in achieving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and reacting against climate change.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said that Korea’s 

policies involve many different aspect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will present new directions of development 

towards the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However, there is criticism from environmental groups and the 

association of professors against the canal projects that the government’s plan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onflicting opinion of Korea’s experts and civil groups regarding true environmentalism.   
 

유엔환경계획, UNEP 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이 세계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UNE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정책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 대강 살리기 사업'이 녹색뉴딜과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현상과 가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책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회복 촉진과 새로운 

발전방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UNEP 가 한국의 많은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전략이 

진정한 녹색 가치를 담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실에 주의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가 정부의 발표 문건을 그대로 번역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UNEP 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17:45) 
 

 
 
18. UNEP,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provide solutions for water shortage and drought”, Maeil Business 
Newspaper, 20 August 2009  

유엔환경계획 "4 대 강 사업, 물 부족·가뭄 대응"  
 
Korea’s Green Growth Policy is the world’s first attempt in transforming a nation’s growth paradigm from quantity-
driven to low carbon quality growth. The UNEP has commented that Four Rivers Project can provide 
countermeasures to water shortage and drought.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said “Ko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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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its green growth in a systematic, well-planned approach, changing the basic framework from quantity-
based to quality-based to become the world’s green tiger.”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이고 4 대 강 사업으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 외에도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솔선수범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한국은 잘 기획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수량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기본 틀을 바꿔 세계의 '녹색 호랑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8:10) 
 

 

19. UN AND REPUBLIC OF KOREA PARTNER TO BOOST 'GREEN' GROWTH, States News Service, 20 August 2009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released by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has joined forc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support 
the East Asian nation's quest for a sustainable 'green' economic future in the midst of a global recession.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noted that Asia - particularly the ROK, China and Japan - as well as Australia 
have seen the greatest share of economic stimulus packages channelled into environmental investment. 

The ROK's strategy "cuts across a wide swathe of sustainability challenges from renewable energy and waste to 
transport, freshwaters and forestry - fostering a green recovery and transforming it into a vision of green economic 
growth and underlining a new and dynamic strategic direction and journey that we are delighted and excited to 
share," he said. 

In January, the country launched a nearly $40 billion stimulus plan, with more than 80 per cent allocated to 
environmentally-friendly investment, further expanding its "Green New Deal" into a five-year $84 billion plan. 

Under the new partnership, UNEP has reviewed the ROK's green strategy, the first of a series of national and 
regional initiatives as part of the agency's Green Economy initiative. The assessment notes that regulatory and 
fiscal reforms will drive sustainable growth. 

Earlier this year, UNEP encouraged governments to seize the historic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curr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es to increase public spending and private investment to promote green growth. 

One per cent of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 approximately $750 billion - should be utilized over the next two 
years to foster the transition towards a low-carbon, resource-efficient economy better equipped to tackle the 
environmental, developmental and social challenges posed by the 21st century, the agency said. 

UNEP said that the ROK is among several nations taking the lead 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Under the Kyoto 
Protocol, whose first commitment period ends in 2012, the country is not obligated to slash emissions of harmful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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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cember in Copenhagen, Denmark, countries are expected to wrap up negotiations on a new climate change 
deal. World leaders "must 'seal a deal' in the name of humankind," Secretary-General Ban Ki-moon said earlier this 
week in the ROK capital, Seoul, at Korea University. 

Meanwhile, in the ROK city of Daejeon, 700 young people attending the largest-ever UN-backed global youth 
gathering on global warming issued a call to take urgent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Ranging in age from 10 to 24, they issued a declaration, entitled "Listen to Our Voices: The Future Needs Strong 
Vision and Leadership," expressing their "concern and frustration that their governments are not doing enough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mphasizing that "we now need more actions and less talking." 

The week-long Tunza Children and Youth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is part of the UN's "Seal the Deal" 
campaign spearheaded by the Secretary-General, who has made tackling global warming one of his top priorities. 

The young people's "voices will and must be heard because they will inherit the outcomes of our actions," Mr. Ban 
said. 

Today's declaration asks governments to, among other things, agree on a more fair, just and action-oriented post-
Kyoto agreement; develop and implement carbon action plans to be monitored by an independent body; and 
support youth efforts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world. 

"This statement is the fruit of a diversity of views and voices from young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cultures," 
said Mr. Steiner. "We very much hope the spirit set by these young people will be reflected in the negotiations that 
will take place in December." 

 
 
20.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Pledge Green Growth Partnership, States News Service, 20 August 2009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releas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 ground-breaking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as announced today and is aimed at supporting the country's strategy towards a sustainable 'green' 
economic future. 
 
Under the plan, UNEP has produced an interim report entitled, "Overview of the South Korean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This is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country'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and five-year 
Green Growth Plan and is the first in a series of national and regional initiatives planned by UNEP as part of its 
Green Economy Initiative. 
 
Achim Steiner, UN Under-Secretary General and UNEP Executive Director, said: "While many countries have 
factored some level of environmental investment in their economic stimulus packages, it is in Asia where the green 
economy has seen the biggest green light. Indeed, two thirds of the global green stimulus packages have been i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s strategy cuts across a wide swathe of sustainability challenges from renewable 
energy and waste to transport, freshwaters and forestry - fostering a green recovery and transforming it into a 
vision of green economic growth and underlining a new and dynamic strategic direction and journey that we are 
delighted and excited to share,"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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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its more than US$38 billion economic stimulus package in January this year with 
over 80 percent allocated to green investment and further expanded this "Green New Deal" into a full five-year 
US$83.6 billion Green Growth Plan. 
 
In a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published in March 2009, UNEP encouraged governments to seize the 
historic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massive response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o refocus public 
spending and private investment in so-called green economic sectors. 
 
The report called for an investment of one percent of global GDP (i.e. approximately US$750 b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to catalyze a transition towards a low carbon, resource efficient 'green' economy able to better address 
the environmental, developmental and social challenges of the new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s ambitious 
package amounts to around two percent of GDP. 
 
In particular, the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which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Five-Year Green 
Growth Plan with a total budget of US$13 bill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water resources, improving 
water quality, preventing floods, and enhancing regional development. The restoration project will also help the 
country adapt to climate change. 
 
Meanwhile, the country is among several economies demonstrating international leadership on the climate change 
challenge.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existing UN emission reduction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legal 
obligations to cut its greenhouse gases. 
 
Nevertheless, the country, along with others such as Mexico, has announced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the run-up to the crucial UN climate convention meeting in Copenhagen, Denmark, in December. 
 
The UNEP report launched today notes that regulatory and fiscal reforms will be key accelerators, providing the 
creative market mechanisms and incentives able to engage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on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Notes to Editors: 
 
The form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and its five-year plan has given rise to an inter-
agency process bringing together many of the country's ministries in the planning and formulation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along with a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This policy and institutional process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to streamlining government action. This multi-
layered engagement process is described in the report launched today and it is hoped it will inspire other countries 
towards a similar green economy transition. 
 
Engaging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s stakeholders and partners is fundamental to the success of the 
green economy. The process of dialogue and consultations that have taken place,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stakeholders in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re able to participate in effective ways in promoting the green 
growth strategy deserves to be pursued and strengthened, says the UNEP report. 
 
UNEP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ready worked together at the May 2009 East Asia Climate Forum, resulting 
in a "Seoul Initiative for Low Carbon Growth in East Asia". Further commitment to the region will be provided by a 
Low Carbon Green Growth regional report due in October 2010.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Nick Nuttall, UNEP Spokesperson/Head of Media: Tel. +254-20 7623084/+254 733 632 755 or while traveling: +41 
79 596 57 37, Email: nick.nuttall@unep.org 

mailto:nick.nuttall@une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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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Dowle, Communications Officer,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Tel. +41 22 917 8691; +41 76 586 3628. Email: 
jay.dowle@unep.ch 

 
 
21. UN praises South Korea's 'green growth' policy, Agence France Presse (France), 20 August 2009 
 
The United Nations on Thursday urged the world to expand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and prais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a green economic future. 
 
In a report on Seoul's policy,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reiterated calls for an investment of one 
percent of global GDP or about 750 billion dollars over the next two years, to move towards a low-carbon, 
resource-efficient economy. 
 
Moving the global economy away from dependence on fossil fuels and unsustainable use of limited resources was 
essential, it said. 
 
"It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the survival of our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the 21st century," the 
report said. 
 
South Korea, which based its dramatic post-war growth on rapid industrialisation, last year unveiled an 84 billion 
dollar five-year plan to develop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es and use them as a growth engine for the wider 
economy. 
 
The "green growth" plan aims to make the country one of the world's seven strongest nations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and green technology investment by 2020. 
 
Two-thirds of the world's green stimulus packages had been committed in Asia, led by China,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the UNEP noted. 
 
"While many countries have factored some level of environmental investment in their economic stimulus packages, 
it is in Asia where the green economy has seen the biggest green light,"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said in a 
statement. 
 
South Korea's package, which amounts to around two percent of GDP, had "the potential of creating a domino 
effect on the other major Asian economies," the report said. 
 
Seoul's commitment also offered a chance to link development policy with the need to tackle climate change, it 
said. 
 
"If successful, this would prove that changes in economic systems can equally deliver prosperity and respond 
adequately to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22. UN report says South Korea transitioning to "green economy" model, Yonhap News (English), 20 August 
2009 
 
SEOUL, Aug. 20 (Yonhap) - South Korea is shifting to a 'green economy' model as state-led initiatives and stimulus 
packages encourage investment in environmental sectors and efforts to fight climate change, a UN report said 
Thursday. 
 

mailto:jay.dowle@unep.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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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encouraged South Korea to set an even more 
aggressive target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warning that Asia's fourth-largest economy is more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because of its heavy dependence on fossil fuel imports.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mitted itself to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brown economy' growth-at-any-
cost model to a 'green economy' model where long-term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are the key objectives," 
Pavan Sukhdeve, chief of the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project, said. 
 
Republic of Korea is South Korea's official name. 
 
"This commit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potential of creating a domino effect on the other major Asian 
economies," Sukhdeve said, noting that two-thirds of global green stimulus has been committed in Asia. 
 
The UNEP report was primarily an assessment of South Korea's multi-billion-dollar "Green New Deal," that 
commits 2 per 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to green growth over the next five years. 
 
South Korea is also planning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20, a policy the report said is critical to connecting 
green growth with the prevention of climate change. 
 
South Korea is reviewing three scenarios that seek to reduce emissions by 21 per cent, 27 per cent or 30 per cent 
of what they are estimated to reach in 2020 if the current pace continues. A final decision is due within the year. 
 
The final UNEP report will be submitted to governments,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by next month, 
Sukhdeve said. 
 
-Similar coverage from BBC News Asia-Pacific, 20 August 2009 

 
 
23. S. Korea pushes for qualitative growth through "green growth vision": UN report, Xinhua News Agency 
(China), 20 August 2009 
Na Haejung  
 
SEOUL, Aug. 20 (Xinhua) -- South Korea's green growth vision and strategy indicates that the nation is turning to 
low-carbon "qualitative growth," instead of traditional "quantitative growth," a UNEP report said Thursday.  
 
The report releas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UNEP) called the objectives of South Korea's 
green growth vision and strategy "comprehensive" as they entai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nd ecosystem restoration.  
 
The report highlight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spend up to 2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or 107.4 
trillion won (83.6 billion U.S. dollars), to the greening of its economy over a five- year period.  
 
The committed amount is twice the amount of investment recommended by the UNEP, the report said.  
 
The five-year project, according to the report, will induce production worth 182 to 206 trillion won (141.7 billion to 
160.3 billion U.S. dollars), plus job creation in green industries for 1.56 to 1.81 million people.  
 
South Korea is also planning on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20, a policy the report said is critical to connecting 
green growth with the prevention of climate change.  
 
The report said South Korea's reform will enable other countries to join the green reform, facilitating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arry out the neede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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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l UNEP report will be submitted to governments,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by next month. 

 
 
24.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Pledge Green Growth Partnership, News Press, 20 August 2009 
 
Seoul/Nairobi, 20 August 2009 - A ground-breaking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as announced today and is aimed at supporting the country's strategy 
towards a sustainable 'green' economic future. 
 
Under the plan, UNEP has produced an interim report entitled, "Overview of the South Korean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This is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country'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and five-year 
Green Growth Plan and is the first in a series of national and regional initiatives planned by UNEP as part of its 
Green Economy Initiative. 
 
Achim Steiner, UN Under-Secretary General and UNEP Executive Director, said: "While many countries have 
factored some level of environmental investment in their economic stimulus packages, it is in Asia where the green 
economy has seen the biggest green light. Indeed, two thirds of the global green stimulus packages have been i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s strategy cuts across a wide swathe of sustainability challenges from renewable 
energy and waste to transport, freshwaters and forestry - fostering a green recovery and transforming it into a 
vision of green economic growth and underlining a new and dynamic strategic direction and journey that we are 
delighted and excited to share," he adde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its more than US$38 billion economic stimulus package in January this year with 
over 80 percent allocated to green investment and further expanded this "Green New Deal" into a full five-year 
US$83.6 billion Green Growth Plan. 
 
In a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published in March 2009, UNEP encouraged governments to seize the 
historic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massive response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o refocus public 
spending and private investment in so-called green economic sectors. 
 
The report called for an investment of one percent of global GDP (i.e. approximately US$750 b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to catalyze a transition towards a low carbon, resource efficient 'green' economy able to better address 
the environmental, developmental and social challenges of the new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s ambitious 
package amounts to around two percent of GDP. 
 
In particular, the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which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Five-Year Green 
Growth Plan with a total budget of US$13 bill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water resources, improving 
water quality, preventing floods, and enhancing regional development. The restoration project will also help the 
country adapt to climate chan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