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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SG 관련 보충 사항

1. ESG의 등장 및 개념

□ 투자 의사결정 등의 경우 고려하는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등장

  ᄋ ESG에 관한 최초의 언급: UN Global Compact(2004),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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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vs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ᄋ (유사점) ESG와 CSR은 중장기 시각, 지속가능성 고려, 비재무 요소 

강조, 노동자ᆞ소비자ᆞᆞ협력사ᆞᆞ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기업 

간 대화의 중요성 강조 등 측면에서 유사

  ᄋ (차이점) CSR은 주로 기업 측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바라보는 반

면, ESG는 기관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시각과 역할에도 주목

  ᄋ CSR 원칙ᆞ기준: 기업의 자발적 변화 강조 

    - ILO 국제 노동 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EU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지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UNGC 10 Principles 등 

  ᄋ ESG 원칙ᆞ기준: 투자자 보호 목적, 자본시장 규제자 제정 등

    -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등

 

2. 책임투자원칙 및 스튜어드십 코드

□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ᄋ 상기 UNGC(2004) 보고서의 실행을 위해 UN 산하 기관으로 PRI가 

출범하고 핵심 투자원칙으로 PRI를 발표(2006)(후일 UN에서 독립) 

  ᄋ 핵심 내용은 투자의 전체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것

    - 투자 의사결정 시

    - 투자 이후 보유 과정에서 대상 기업 ESG를 점검하고, 필요 시 기업

과 대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activ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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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 6대 원칙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Principle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

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

자가 된다. 

   (Principle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

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Principle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Principle 4: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5. 우리는 PRI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Principle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

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6. 우리는 PRI 원칙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Principle 6: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 스튜어드십 코드(SC: stewardship code) 

  ᄋ 기관투자자 등은 타인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 기업의 비재무요소(ESG 등)를 점검하고 필요

한 경우 적극적인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 

  ᄋ 현재 전세계에서 20개국이 국가별로 제정해 운영

    -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등 공시 의무를 정한 EU의 개정 주주권지침

(Shareholder Right Directive II, 2017)은 EU에 SC를 도입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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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vs SC

  ᄋ (유사점) 비재무요소ᆞESG 고려, 적극적인 투자자 활동 등 요소를 강조

하며, PRI 서명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국 SC에도 대개 가입하여 활동

  ᄋ (차이점) PRI는 국제 규범이라면, SC는 국가별 규범

 

3.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5)

<표> 지속가능개발목표 17과 주요 내용

구 분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주요 내용

사회발전

목표1 빈곤 종식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2 기아 종식
굶주림을 없애고, 식량 안보를 성취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목표3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웰빙 장려

목표4 양질의 교육 보장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 교육기회 장려

목표5 성평등 달성 성평등 달성과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든 사람들에게 물, 위생의 이용 가능성, 지
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경제성장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
제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생산적 고용촉진

목표9 산업, 혁신 사회 기
반시설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혁신 육성, 재생가능
한 인프라 건설

목표10 불평등 감소 국가간 및 국가 내 불평등 감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도시와주거지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환경보존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만들기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 효과에 대응하는 긴급한 행동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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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G 개선을 위한 EU의 여정 

□ 주요 규정(Regulation)ᆞ지침(Directive)

  ᄋ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2014)

    - 주로 대기업, 비상장 은행ᆞ보험사 대상

  ᄋ IORP II(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Directive, 

2016)(퇴직연금사업자지침)

  ᄋ SRD II(Shareholder Right Directive, 2017)

  ᄋ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2019)

    - 주로 기관투자자 대상

  ᄋ CDDCA(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2021)(EU의회 결의안)  

    - 대기업 및 일정 중소기업 대상

  ᄋ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1)(NFRD 

개정안, EU 집행위 제안)

    - 상장 중소기업 포함 확대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존
육지생태계를 보호·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방식
의 사용을 촉진, 사막화 대응, 토양 오염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저지

전제조건
및 방법

목표16 정의, 평화, 효과적
인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게 포괄적인
사회 촉진, 정의에의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

목표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수단 강화와 글
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환경부(2018),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토대로 작성(송민경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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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DR RTS Draft 최종보고서 상 PAIs(Principal Adverse Impacts) 지표 

5. 소셜 워싱 

투자 대상 구분 indicator Metrics 

기업

환경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발자국

투자대상기업 intensity 

화석연료 기반기업 익스포져

비재생에너지 소비ㆍ생산 비중

에너지 소비 intensity 

생물 다양성 생태보호구역 내 부정적 영향 활동

수자원 폐수 방출

폐기물 유해폐기물 비중

사회 사회/노동자

국제규범/기준(UNGC, OECD) 위반 

국제규범/기준 준수 감독 미흡

남녀 임금 격차

이사회 성별 다양성

분쟁 무기 익스포져

부동산
화석연료 화석연료 익스포져

에너지 효율 에너지 비효율 익스포져

국가(국채)
환경 온실가스 배출

사회 사회 관련 규제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