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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전면 등장 

ESG 정의

SUMMARY

* ESG : 환경(Environment)·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 환경, 사회 영향, 투명경영 등 비재무적 

성과도 평가한다는 뜻

기존 사회공헌, CSR, CSV, 지속가능경영이 확대·발전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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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ESG 성과관리 체계 마련, 체계적인 정보공시 관리 필수

●ESG 지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친환경 위장 시도 주의

●글로벌 신평사의 ESG 평가결과 신용등급 반영, ESG 글로벌 표준화 등 동향 모니터링   

●글로벌 투자운용사들, ESG 성과를 기업투자 지표로 삼는 투자원칙 천명

●최근 10년간 글로벌 ESG 자산규모 3배 이상 증가 

●전 세계 기업들 ESG 조직 신설 및 ESG 경영원칙 수립 등 적극 대응 

기업 대응 방향

ESG

ESG 투자자산 규모

글로벌 3배 증가

(’12년   ’20년)

한국 5배 증가 

(’12년   ’19년)

ESG 투자 현황

•전 세계적으로 ’12년 13.3조 달러에서 ’20년 40.5조 달러로 3배 증가

•코로나19 발생에도 ESG펀드로 대규모 유입 (’20.1분기)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한국 ESG 투자자산 규모($)

<자료>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Bloomberg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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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 

   투자의 85% 차지, 아시아는 일본이 약진

    *  (46%) ＞  (39%) ＞  (7%) ＞  (6%) ＞  (2%)  (2%)

•한국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중심으로 ESG 투자 

•’18년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 이후 ‘12년 49억 달러에서

   ’19년 255달러로 5배 증가

  * 국민연금은 ’22년까지 전체 자산 50%의 ESG 기업 투자 선언

2012 2014 2016 2018 2020(예측치)



최근 ESG 주요이슈

■기후변화 대응

■제품·소비자·임직원   

    신뢰 이행    

■의사결정구조 

   독립성·투명성 확대

ESG 평가지표

ESG 항목별 주요사항

ESG 평가지표

대표 3대 평가지표 예시

미국계 펀드 95% 활용, 37개 세부항목으로 
AAA~CCC 평가

환경어젠다 특화 지표, 미국에서 주요지표로 활용, 
A~F 평가

가장 오래된(’99) 평가지표, 
공통항목+산업별특수항목으로 0~100점 평가 

MSCI

CDP

DJSI

환경(E)

환경 정보 공시 체계 및 기후변화 전략 구비

공급망 내 부정적 환경영향 평가 및 후속 조치

에너지 집약도 상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용폐수/폐기물 배출상황

환경법규 처벌 이력  

사회(S)

임직원 다양성(성별, 인종 등), 차별 사건수치

임직원 역량개발 프로그램(이직률, 육아휴직 이용현황)

산업안전관리 시스템과 임직원 보건 체제

고객 개인정보보호, 불만사항 접수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영향 평가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평가결과

지배구조(G)

의사결정 구조 및 투명성 등 거버넌스 구조

CEO 선임 투명성, 사외이사 독립성, 이사회 구성·운영 체계

윤리경영 지침 구비, 부패 사례 처리방식, 반부패 이슈 
<자료> 딜로이트 인사이츠 

글로벌 ESG 평가기관 125개 이상, 국가별 지표 포함하면 평가지표 1,000개 이상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Carbon Disclosure Project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모건스탠리SRI 지수

CDP 지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항목별 세부 내용 예시

•’20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선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지목 

•수익의 25% 이상 석탄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 

2020 주주 관여 사례
❖자사 포트폴리오 중, 사업모델에 기후 리스크 미반영 기업 244개 명단 공개 
❖(볼보) ESG 공시 미비로 이사회 의장 연임 반대 

블랙록 Black Rock  자산규모 7.3조$  

•ESG펀드 구성 시 성인오락, 술, 담배, 무기, 화석연료, 도박 관련 기업 배제

•UN Global Compact 원칙 준수 촉구  

뱅가드 Vanguard  자산규모 6.1조$

2020 주주 관여 사례
❖(UPS) 기후변화 관련 정보 미비로 별도 보고 요구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ESG 적용 사례

•전 세계 고객에게 향후 전통투자보다 1순위로 ESG 투자 권유 선언    

•ESG기준미달 기업 배제보다 긍정적 성과를 낸 기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ESG 통합 투자법 확대 방침

2020 주주 관여 사례
❖(한전) 북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석탄발전소 사업 참여 철회 요구 

UBS 자산규모 3.5조$



■내용문의 : 국제협력실 이소원 팀장 02)3771-0377  김정민 책임연구원(0276)  jmkim@fki.or.kr

★ No Data, Bad Score! 공개 데이터를 갖추지 않으면 저평가된다.

 
  전사적인 ESG 성과 관리

      1)개선결과(progress) 또는 2)이행전략(plan) 제시

  ESG 활동이 드러나도록 체계적인 정보 공시 관리 

  ESG 분류체계 및 정보공시 국제표준 현황 모니터링,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기업 대응 전략

ESG 기업대응 
: 탄소중립(E)을 기초로 사회책임(S), 거버넌스(G) 전략 확대      

: ESG 전담조직 신설 또는 기존 CSR 조직 확대 개편, ESG경영원칙 천명

❖ E사(유통): ESG경영·친환경 트렌드 선도 천명, 친환경 상품 수 확대

❖ F사(제조): 1조원 이상의 그린본드 및 ESG채권 발행, 탄소배출 저감 설비 투자

❖ G사(금융):탈석탄 금융 선언

❖ H사(대기업그룹):ESG 전담조직 신설

❖ A사(제조):2050 탄소제로(10억달러 투자) , 지역사회 STEM 교육 지원

❖ B사(소비재):조직 내 성·인종 다양성 확대(여성 임원 비율 30% 확대)

❖ C사(운송):수송차량 친환경차로 전환 추진(20% 달성, 연료소비 19억ℓ 감축 )

❖ D사(IT):탄소제거기술 개발로 과거 배출 탄소도 회수하겠다는 탄소 네거티브 선언

사례

사례 한국

글로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투자 및 ESG 금융상품 확대 전망  

 ESG 지표를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 만드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감시 강화  

 글로벌 신용평가사, ESG 평가결과 신용등급 반영 확대

 ESG 글로벌 표준화 & 법적 규범화 가속화    

 기업 및 경영자 인터뷰 내용을 AI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는 ESG 분석기법 확대

2021 향후 전망

ESG 쟁점

ESG 공시표준 정립

 ESG 공시가 법적 규범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시의 국제표준 정립 필요성 

 * EU는 ’18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지표 공시 의무화 

 * 韓 금융위는 2030년까지 ESG 공시 의무화를 명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발표

ESG 등급산정 투명성

ESG 평가기관은 노하우 보호를 이유로 평가 방법론 대부분 비공개

  * 글로벌 투자자·자산운용사들은 피평가 회사와 평가기관과의 유착 등 모럴해저드 위험 지적

 ESG 평가체계 일관성

현재 평가기관·지표 난립으로 기관마다 동일기업에 대해 상이한 등급 발표

  * 韓 증권사 리서치센터, 한국의 ESG 대응 위한 최우선 과제로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선정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기업의 목적이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에서 탈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로 변화

 * 아마존, 애플 소속 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이해관계자주의’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19.8)  

이해관계자주의 구축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함

① 기업 목적의 갱신 

     * 주주들이 환경, 지속가능성과 같은 비금전적 결과를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목적을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으로 맞춰나가야 함

② 기업법의 개혁

     * 다수 국가의 기업법은 주주우선주의 원칙 기반, 환경 지속가능성 등 장기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③ 관련 외부규제 강화

       * 이해관계자주의가 확장되어도 탄소배출 제한 등 외부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외부규제는 이해관계자주의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더욱 강화 전망

중국은 과거 10년간 징벌적 무역제한조치 부과 등 강압행위를 취해 옴 

ex>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금지, 對日 희토류 수출 방해, 한국 사드조치, 호주산 
        수입  금지 등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국가 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이 필요함

①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② 희생국들이 WTO에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장려

       * 중국의 무역조치 남용에 대항한 다자간 결속

③ 중국 수출품에 대한 집단적인 보복관세 부과

       * 표면적으로는 WTO의 합법적 절차 이용

④ 중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연합체에서 지원

       * 중국이 금지한 상품의 일부 구매 등 보상책 마련

Building a stakeholder 
econom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구축

Addisu Lashitew
2020. 10. 28

https://www.brookings.edu
/blog/future-development
/2020/10/28/building-a
-stakeholder-economy/

SUMMARY

Time for Collective 
Pushback against 
China’s Economic 
Coercion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집단적 압박의 시기

Bonnie S. Glaser 
2021. 1. 13

https://www.csis.org
/analysis/time-collective
-pushback-against-chinas
-economic-coercion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