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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개요: 등장배경(기업 목적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비재무적 요구 (친환경 가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1.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등장 :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자기증식하는 기계적 자본주의 → 의식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 자본주의 2.0

 US Business Roundtable(2019.8) : 181개 기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할 것”임을 공식 천명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 언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래를 대대적 보도했으나, 1년뒤까지 1개 기업만이 기업 목적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을 이사회 승인

 Davos Manifesto I (1973) : “A Code of Ethics for Business Leaders” – profitability is the necessary means for long term existence
* 밀턴 프리드만(197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임“(뉴욕타임즈 기고문)

→ Davos Manifesto II (2020.1) : “기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shared and sustained value (SSV))에 있다”
(i) A company is more than an economic unit. 
(ii) Performance must be measured not only on the return to shareholders, but also on how it achieves its ESG objectives.
(iii) Executive remuneration should reflect stakeholder responsibility.

2. 자본시장의 큰 손 등장과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 글로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성과지표에 ESG를 핵심지표로 설정

 Blackrock Larry Fink 회장(2020.1):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은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

“기후리스크는 투자리스크다(Climate risk is investment risk)” 

 2020 ESG 글로벌 서밋(세계경제연구원, 2020.9) : “세계경제에 새로운 목적함수가 등장했다.” (이해관계자의 효용 증대가 기업의 궁극적 목적) 

 국민연금 이사장(2021.11.4) : “세상이 바뀝니다“ (ESG 기반의 경제, 투자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성

• 1997 교토의정서 →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 → 2021 COP26 (글래스고우 기후협약)

• IPCC 1.5도 보고서(2018)와 2050 탄소중립 → 2021년 제6차 보고서(기후변화의 물리과학적 근거)

4. 기타: ①MZ세대의 가치관(그레타 툰베리), ②팬데믹으로 환경파괴,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 인식,  ③바이든 행정부의 출범(파리협약 재가입, 그린뉴딜,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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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개요: 발전과정(CSR → SD → ESG)

1.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Howard Bowen(1953), CSR의 현대적 개념을 정립: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Carroll(1991), CSR 피라미드 모형 정립 : “하위단계의 경제적 책임의 완수 없이는 상위단계의 자선적 책임이 수행될 수 없다＂

• ISO26000(2010.11), CSR 활동 인증을 위한 자발적 국제표준 제정(세계 77개국)

• 주주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니즈 만족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전략

→ 실무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향

•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해관계자 효용증대가 아닌 기업의 장기 재무적 가치 제고

•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CSR) v.s. 온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ESG)

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지속가능경영

• UNEP(1987), “Our Common Future” 보고서(일명 Bruntland Report),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제시

• John Elkington(영국 SustainAbility 창업자)(1994), TBL(Triple Bottom Line, 사회경제환경) 제안

•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기업경영과 통합시킨 형태가 바로 지속가능 경영

3. 2000년대 이후 UN 주도로 ESG 개념 발전

• UN Global Compact(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ESG 용어 처음 등장)

• UN(2006), 6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원칙으로서 ESG 개념 확산

• UN(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4. 기타 ESG 관련 용어 : ①Creative Shared Value(마이클 포터 2006), ②Business Ethics(기업윤리, WEF 1973), ③Corporate Citizenship(기업시민정신, 포스코 2018)

※ 최근 ESG 퇴조 움직임 : “The term ESG is less than two decades old, but it may already be coming to the end of its useful life”(FT, 2022.6.7)

① Defence industry (negative selective 여부), ② energy (불랙록과 뱅가드의 변심) ③ sovereign risk (러시아, 중국 투자 여부)

경제적 책임
(이윤극대화)

법적 책임
(준법경영 환경경영)

윤리적 책임
(정도 윤리 책임 상생경영)

자선적 책임
(사회공헌 자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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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투자의 의의와 현황

1. (지속가능투자 의의) 통상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

•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는 가장 포괄적 접근을 채택, 7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를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

2. (지속가능투자 현황) 2012년 13.6조 달러 → 2022년 41조 달러 → 2025년 53조 달러 (GSIA, 블룸버그)

• 유럽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도입(2019년 11월) 영향으로 2018년 14조 달러 → 2020년 12조 달러 로 투자 규모가 감소

• 미국 등의 경우에도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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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펀드 현황

1. 지속가능펀드(뮤추얼펀드+ETF) : 지속가능투자 목적을 가진 펀드 + 구속력있는 ESG기준을 적용하는 펀드(모닝스타)

• 유입규모(2020년 3669억$→2021년 5962억$) 및 자산규모(2020말 1.8조$→2021말 2.7조$, 전체 펀드의 3%) 모드 큰 폭 증가

• 2021년 3분기중 EU소재 1.2조$(1600여개 펀드)를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펀드에서 제외 (대부분 SFDR 제8조 펀드)

2. SFDR의 금융상품 라벨링 제도

• 제6조 상품 : 지속가능성 특성을 갖지 않는 금융상품

• 제8조 상품(light green) : 환경 사회 관련 특성을 가진 것으로 광고(promotion)하는 금융상품 (EU펀드 자산의 37.7%)

“제8조 펀드의 약 90%가 잠재적인 그린워싱의 위험에 노출” (Citiwire Selector)

• 제9조 상품(dark green) : 지속가능성을 목적(objective)으로 하는 금융상품 (EU펀드 자산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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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워싱(=ESG워싱)의 의의

1. 환경운동가 Jay Westerveld (1986)

•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전략이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에게 타월의 재사용을 권유하는 호텔의 영업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

2.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2022.2월) : 그린워싱에 대한 직관적(intitutive) 기준 제시

• ‘기업의 공시자료 또는 금융상품의 특성/목적이 지속가능성 위험(risk)과 영향(impact)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 행위’

1) 고의성 여부를 불문 vs 옥스포드 사전(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성 있는 이미지를 홍보하
는 기업의 행위)

2) 선택적 공시(selective disclosure)를 그린워싱 유형에 포함 : 정보를 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누락하는 행위도 그린 워싱에 포함

3) 기업 단위의 그린워싱과 금융 상품 단위의 그린워싱을 구분

4) 과장·허위 광고의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초래하는 지속가능성 영향뿐만 아니라 회사에 미치는 위험도 포함 (이중의 중요성 관점)

3. 지속가능펀드 상품: 이중의 그린워싱 위험에 노출

•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그린워싱 :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 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한 잘못된 ESG 평가로 발생

• 펀드 상품 자체의 그린워싱 : 펀드 상품 자체의 ESG 등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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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펀드 그린워싱의 사례

1. 자산운용사 단위의 그린워싱 사례

• UN PRI에 서명한 대형 자산운용사(75개) 중 과반(38개사)이 책임투자를 자산전략에 적절히 통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ShareAction, 2020)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책임 투자 등급이 D등급(47위) 으로 평가 → “지속가능 투자가 과대 광고 마케팅
(marketing hype)과 부정직한 약 속에 불과하다” (블랙록의 전(前) 지속가능 투자 책임자인 타리크 팬시)

• 펀드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수단으로 PRI 서명을 활용(Kim & Yoon, 2021) → 미국 뮤추얼펀드는 PRI 가입 직후 자금 유
입이 크게 증가 했으나 투자기업 변경, 관여 확대 등 펀드의 ESG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PRI 서명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안건에 대해 찬성표보다는 반대표를 훨씬 더 많이 행사(Wilma de Groot et al., 
2021) → PRI의 원칙2 “우리는 적극적인 소유자가 돼 ESG 이슈를 소유권 정책과 투자 실무에 통합한다”에 위배

2. 금융상품 단위 그린워싱 사례

• 130개 기후 테마펀드(운용자산 670억 달러) 중 과반이 넘는 72개 펀드 (55%)가 파리기후협약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InfluenceMap, 2021)

• 석유산업 투자 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채택한 펀드가 석유회사에 투자 (블랙록의 ‘fossil fuel screened’ 펀드)

• 글로벌 3대 ESG ETF는 구성 주 식이 S&P 500 등 벤치마크 지수와 상당히 유사 → 사실상 시장지수에 ESG라는 ‘영광스런 명칭
(glorified market trackers)’만 부여한 것에 불과(Bloomberg, 20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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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워싱 규제 동향

1. 지속가능성 및 기후관련 일반공시기준

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2022.3) :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용 공개초안 발표

→ ESG 및 기후 공시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미국 SEC(2022.3) : 기후공시규제(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 for Investors) 공개초안

2. 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제

1) EU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 2019.11월 도입, 2021.3월 1단계 시행, 2023월 1월 2단계 RTS 시행 예정

• 금융회사 단위 : 지속가능성 위험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함께 금융회사의 투자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s, 제4조)을 웹사이트에 공시

• 금융상품 단위: 지속가능성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을 3 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labelling 제도를 도입하고 유형에 따라 공시 내용을 달리 규정

- 제8조 또는 제9조 상품의 경우 지속가능성 위험의 통합 방식 및 금융상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상품의 상세한 특성을

계약 이전 단계 서류 (투자설명서)에 공시

- 제6조 상품의 경우에는 지속가 능성 특성을 갖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clear and concise) 설명

- 금융 상품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PAI)을 계약이전 단계 서류에 공시(제7조)

2) IOSCO 자산운용업 그린워싱 보고서(2021년 11월) : 각국 규제 당국자들에 자산운용 사에 적용될 공시 기준 도입을 권고

•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리스크 를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투자전략· 리스크 관리·지표와 목표) 및 금융 상품(인가 절 차·라벨·
투자 목적과 전략 등 10개 항목) 단위 로 상세한 정보를 공시 기준에 포함할 것을 권고

3)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 2021년 11월) 자산운용사와 자산소유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 자료를 발표

• 지속가능성 특성에 따 라 금융 상품의 라벨링 제도를 도입

• 금융 상품을 5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시 기준(투자상품의 레벨, 목적, 전략 등)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심화된 내
용의 공시 기준(지표 산출 방법, 데이터 갭, 벤치마크 등)으로 구분

4) 미국 SEC : 아직까지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 공시 규제로 충분하다며 별도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 

• ESG 금융투자상품 공시의 비교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모범 규준(best practices)의 도입을 권고
8



4. 그린워싱 규제 동향

3. 지속가능펀드 불완전 판매와 법적 리스크

• 지속가능금융 부문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법적 다툼이 많지 않았으나, 2021년 8월 독일계 자산운용사인 DWS에 대한 그린워싱 조사 사건이 앞으로 유
사 사례가 등 장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

•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급보증보험 (PPI)의 불완전 판매(영국), 디젤게이트(독일 폴크스바겐) 사례와 같은 대형 스캔들이 지속가능 금융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2022.2)

• 지속가능펀드의 불완전 판매는 투자자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사회 등 펀드가 표방하는 가치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펀드 상품과 차이

→ 기후 테마로 광고하 는 펀드의 경우 파리기후협약 위반 여부가 불완전 판매를 재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네덜란드 법원, 로얄더취셀 판결 2021.5)

• 불완전 판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당해 상품에 대한 투자자만이 아니 라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열려 있다는 점

예) 2021년 말 글로벌 기후 비영리 기구(NGO) 5곳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녹색채권 자금 5억8000만 달러를 석탄발전소 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음에도 일부를 방 글라데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했다면서 미국 SEC에 제소

→ 지속가 능펀드의 불완전 판매 분쟁이 예상보다 더 빈번 하게 발생하고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을 시사

5. 시사점

1. (금융당국) 금융 상품 라벨링 제도 등을 포함해 지속가능 금융 부문에 적용될 공 시 기준 마련을 적극 고려할 필요

2. (금융회사) 지속가능금융 그린워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이슈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금융회사 단위와 금융상품 단위의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

• 환경 또는 기후를 테마로 하는 펀드 상품은 탄소배 출량, 파리협약 부합도 등 엄밀한 평가지표를 산 출·제공할 필요

3. (투자자) ESG 홍보 활동 또는 펀드상품의 광고물 만으로 지속가능 투자를 모범적으로 실천한다 고 믿어서는 안 되며 자산운용사와 펀드상품의 정책과 전략을

세밀히 들여다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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