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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ESG의 개념

ESG 경영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 같은 단기 재무성과보다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함)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볼 수 있다. 환경 관련 주요 이슈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공기 및 수질 오염, 산림훼

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등이 대표적이며 사회 이슈로는 인권, 아동노동, 노동조건, 

공급망과 중간재 조달, 데이터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는 투명성, 부

패와 뇌물, 경영진 보상, 이사회 구조와 다양성, 내부고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Green),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Sustainable), ESG 등 여러 용어

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1)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하여 

경제성장이나 발전까지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녹색은 탄소배출

과 이에 따른 기후위기와 함께 생태 및 생물다양성과 자연보존 등 환경문제, 사회책임은 

불평등, 인권, 부패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볼 수 있다.2) ESG는 주로 

기업 경영 및 투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속가능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

로, ESG 경영은 지속가능 경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환경 및 사회 문제와 함께 기업

의 투명성과 같은 지배구조도 함께 고려한 경영을 의미한다. 

오랜 기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윤리적 기업경영

의 대표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CSR은 기업이 단기적 수익을 극대화한 후 자선적 성격

으로 환경과 사회적 이슈의 완화를 위하여 수익 일부를 지출하는 개념으로 단기적 수익을 

1)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

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UNE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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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 문제를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고려한다.

대조적으로 ESG 경영은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

의 가치(장기적 주주이익 포함)를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목적함수가 CSR에서는 단

기적 수익 극대화라면 ESG에서는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결합된 효

용(Joint Utility)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2. ESG의 배경

ESG 경영의 대두 배경으로는 주주의 단기 수익 위주 경영에서 심화된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지난 세대 경제·경영의 주류이던 

시장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기업은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는 가치중

립적 입장을 취하며 기업의 목표를 주주를 위한 수익극대화에 두고 경영을 해왔는데 이는 

프리드먼 독트린(Friedman Doctrine)3)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개인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던 지난 세대 경제·경영 패러다임은 결국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유지

의 비극”과 같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사회적 측면에

서는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세대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과 환경파괴라는 과학

적 증거가 축적되었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성

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2020년 봄부터 글로벌 팬데믹으

로 번진 코로나19(COVID-19)의 창궐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도 결국 인간의 

환경파괴로 서식지가 사라진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점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자주 팬데믹

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온 환경파괴에 대한 성찰의 계기

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책임을 아우르는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CR)이 CSR을 대체하며 ESG 경영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성찰을 통하여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로 불리는 단기 주주이

3) Friedman, Milton(1970. 9. 13), “A Friedman Doctrin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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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중심의 가치중립적 기업경영에서 탈피하여 환경 및 사회적 가치와 함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의 토대가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

상하게 되었다. 

가. 기후위기와 파리협정

인류활동의 결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와 함께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지난 세대에 걸쳐 축적되었다. 이에 

2015년 12월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의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논의의 초점이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에 맞추어져 

있다. 2020년 말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협

약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행함으로서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묶을 것을 목표로 하며, 가능한 한 섭씨 1.5

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온실

가스 감축목표인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하며,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2023년부

터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점검4)을 하게 된다. 

2021년부터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구체화

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 

등 정책 변화가 나라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파리협정은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보험회사도 ESG 경영을 통하여 기

후변화가 심화시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며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4) 파리협정 제14조에서 협정의 목적과 장기목표의 전체적인 진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제적 이행상황 점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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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5)

에서 정의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진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는 발전6)”을 의미한다. 지난 세대 기후변화

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

다. 이에 UN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개발(Development)이라는 의제7)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2015년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우리 세계의 전환: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1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합의하고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합의문 서문에서 이 의제가 사람, 환경,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며, 

보다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며,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협

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특히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등 전 세계가 지

향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그림 Ⅰ-1> 참조)를 제시하고,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

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

여와 연대를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다. 

5) 전 노르웨이 총리, Gro Harlem Brundtland가 WCED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발간하여 Brundtland Report로도 

불림

6)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7) 권상철·박경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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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엔개발계획(UNDP)

<그림 Ⅰ-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합의문 서문에서처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크게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

(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의 P로 나눌 수 있다.8) 즉, 

빈곤 퇴치와 기아 해소, 보건 증진, 교육 보장, 성 평등 달성 등 인류의 존엄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발전은 사람(People), 경제성장과 일자리 및 산업화와 기술 혁신, 불평

등 해소 등 자연과 조화된 경제적 발전은 번영(Prosperity),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하도록 해양 자원 및 육상 생태계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 보호는 환경

(Planet), 두려움과 폭력이 없는 평화적이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제도의 구

축은 평화(Peace)에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은 지속가능발전의 이

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인류가 연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들 5개 영역의 17개 목표는 169개의 세부목표로 나누어지고 231개의 지표를 통해 측정

되어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통계가 가용한 경우 국가별 비교도 가능하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를 발간

하여 매년 7월 UN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9)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 

8) Brown and Rasmussen(2019)

9) UN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 및 검토를 감독하는 중심 역할

을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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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매년 3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10)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진행 보고서(Asia and Pacific SDG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각국의 상황

에 맞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UN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 단위에서의 지속

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11)하여 20년 기간

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2018년에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

경계획을 통하여 1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세웠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12) 또한 2021년 4월 지속가능발전목표 한국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13)되었으며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1 보고서」도 발간되는 등 국가 차

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글로벌 기업들은 UN Global 

Compact(UNGC)14)를 통하여 협력·지원하고 있다. UNGC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권, 노동

조건, 환경 및 반부패 영역에서 기본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UNGC 10대 원칙15)

을 준수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하여 UNGC 10대 원

칙을 기업의 경영 전략, 정책 및 절차에 녹여 내고 기업 문화에 진정성을 확립하여, 인류

와 환경을 물론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1)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

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환경부 보도자료(2020. 12. 11),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13) 통계청 보도자료(2021. 4. 1),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1」 발표 – 성평등, 산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위

한 SDGs 현황 점검”

14)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2007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57개국 

14,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함

15) UNGC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

한 리우 선언(1992), 유엔 반부패협약(2003)에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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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영역 원칙 내용

인권
1 선언된 국제적 인권보호를 지원하고 존중

2 인권유린에 연루되지 않은 지 확인

노동

3 단결의 자유와 단체협약 등 기본적 권리 지지

4 모든 형태의 강제 및 의무 노동 철폐

5 아동 노동의 효과적 폐기

6 고용과 직업의 차별 철폐

환경

7 환경 문제에 주의적 접근을 지지

8 환경 책임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9 환경 친화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

반부패 10 강요와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

자료: UN Global Compact

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부상

이해관계자란16) “기업의 행동에 의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손상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는데, 기업 윤리의 관점에서 기업은 그 의사결정에 영

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과 그 경영자는 자기의 장래

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기업권리의 원칙), 자기의 행동

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기업결과의 원칙).

이해관계자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누어지는데, 내부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원, 고객,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하청 기

업이나 업무위탁 관련 회사와 중간공급자 등을 포함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규제 및 감

독당국, 지역사회, ESG 관련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해관계자 중심

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이는 환경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장을 위하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각성에서 기인한다. 예전에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

대화하면 달성되었던 기업경영의 목적은 주주는 물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

16) 이종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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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경영으로의 전환

은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에서 181개 주요기업 대표가 

2019년 8월에 서명한 기업목적 선언의 내용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졌다.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고객가치를 전달함에 미국 기업의 전통을 보다 심화시켜 

고객의 기대에 맞추고 이를 뛰어넘는 방법을 선도하고, 2. 직원들을 위한 투자를 통하여 

공정한 보상과 필요한 복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신기술 습득을 위한 직무 

실습 및 교육을 지원하면서 다양성, 포용성, 존엄성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며, 3. 중간공

급자를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의 사업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

이 되는 모든 회사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4.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면서 

공동체 내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모든 사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행동을 통하여 환경을 보

호하고, 마지막으로 5. 회사에 투자와 성장, 혁신을 위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들의 장기

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명성과 주주의 효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서는 “결속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라는 주제 아래 소득불평등, 기후변

화 등 기존 시장자본주의 체제 아래 심화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해관계자 자

본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다보스 선언 2020: 제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보편적 목적17)”이 발표되어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지속가능

한 가치의 창출을 기업의 목적으로 선언하였다. 즉, 기업은 주주만이 아니라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사회와 사회전체라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을 할 것과 이들 이해관계자

의 다양한 이해를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강화하는 공유가치를 창출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성과는 주주에 돌아가는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사

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성취하는 가치도 측정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한 보상도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 자신이 글로벌 기업 시민이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국제기구와 정부 주도의 지속가능성장과 기

후변화협약을 통한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기업경영 측면에서 호응하고 사회적 공

동선의 추구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당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노력

17) Davos Manifesto 2020: The Universal Purpose of a Compan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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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제고된 결과이며, ESG 경영은 이러한 인식 제고의 연장선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및 기여

가.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ESG 경영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기술하여 우리나라 보

험회사가 글로벌 트렌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ESG 경영이 이 시점에서 필요해진 이

유를 지속가능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

르게 진행되는 정책의 변화와 규제의 도입을 최근 사례까지 기술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기구와 감독기관 그리고 금융 및 보험회사와 일반 기업들 사이에 ESG 경영이 파급되는 상

황을 전달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해외 주요 보험회사 중 하나로 ESG 경영 및 투자를 선도해 나

가는 독일 보험그룹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를 심도 있게 소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보

험회사가 ESG 경영 및 투자를 확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알리안

츠의 ESG 경영 및 투자 사례를 크게 ESG 경영 체계와 ESG 경영 사례로 나누어 기술한다. 

경영 체계에서는 알리안츠의 ESG 전략과 지배구조와 함께 ESG 통합체계를 살펴보고 경

영 사례에서는 ESG 경영 사례 개관에 이어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ESG 경영 및 

투자 사례를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

였으며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ESG 경영 평가와 공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 보다 시급한 과제는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ESG 경영 체계를 참고

하여 ESG 경영에 필요한 전략과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사업모형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ESG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인 ESG 경영의 평

가와 공시와 관련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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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기여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최근 ESG 이슈가 부상하게 된 다양한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ESG 경영이 

단순한 일회성의 유행이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ESG 경영을 통하여 환

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소를 경영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국제기구를 비롯한 정부, 감독당국 등의 정책적 변화와 국내외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대응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ESG 경영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절실하게 인식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어 소개하는 해외 보험회사의 ESG 경영 모범 사례를 참고삼아 아

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건전하게 뿌리내려 진정성 있게 실행되

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 궁

극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