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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SG 경영의 필요성

1. ESG 관련 규제 강화 

지난 세대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 환경의 파괴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 UN 주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은 이 같은 필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각국 정부도 지속가능성장과 기후

위기 완화 및 대응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기후변

화에 시스템리스크 대응 측면으로 접근을 시작하였으며, 각 금융권역의 감독기관도 기후

변화 리스크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에 윤리적 영역에 머무르던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 준법의 영역으로 격상될 전망이며 금융회사의 ESG 경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EU가 주도하던 기후변화 관련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전환

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서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어젠다로 확장되는 추세

로,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정부의 정책 전환과 규제 강화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이라는 파리협정의 글로벌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별로도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EU의 그린 딜

(Green Deal)과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저탄소 친환경 미래를 담은 장기 국

가계획이다. 더욱이 2015년 파리협정 이후 EU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던 기후변화 관련 정

책적 변화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에서도 파리협정 재가입을 신호로 속

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18)하고 그린 뉴딜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를 위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1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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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순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2019년 가장 먼저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까지 

그리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지난 2월에 새로 취임

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함께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공조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발표19)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개최되고 4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한 기후정상회

의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파리

협정 이후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 전환도 빠르

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10월 탄소중립선언을 하였으며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20)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한 국제사회의 탈탄

소와 탄소중립 정책 전환에 발을 맞추면서, 탄소국경세 도입과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움

직임이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 에

너지로의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출현 시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1)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파리협정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주요국의 저탄소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금융규제의 

변화를 동반하며 EU가 가장 앞서 규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EU는 그린 딜의 실행을 

위하여 2018년 5월,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for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채택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및 입법을 진행시키는 중이다. EU 실행계획은 지

속가능 경제로 자금 유입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통합, 투명성과 장기성과 주의

의 제고라는 3가지 목표 아래 10개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Ⅱ-1> 참조). 

19) Reuter(2021. 2. 24), “Biden says U.S., Canada to work toward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12. 7),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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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목표 실행계획 내용

지속가능 경제로 
자금 유입 유도

Action 1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구축

Action 2 녹색금융상품 기준 제정

Action 3 인권유린에 연루되지 않은지 확인(공급망 실사)

Action 4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Action 5 금융상품 자문에 지속가능성 통합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통합

Action 6 신용평가 및 시장분석에 지속가능성 반영

Action 7 기관투자가 및 자산운용사 책임에 지속가능성 명시

Action 8 재무건전성 요건에 지속가능성 반영

투명성과 장기성과 
주의 제고

Action 9 지속가능금융 공시 강화 및 회계 규칙 제정

Action 10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및 장기 의사결정

주: 굵은 글씨는 규제 도입 중이며 아래에서 상술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지난 2020년 3월에는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 그린 딜

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될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1)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

비 적어도 55%만큼 감축할 것을 유럽 기후법에 명기하기로 하였으며, 2030-2050 온실가

스 감축 계획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EU 규제는 앞으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

기 시작한 다른 나라에 모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EU 대상 무역이나 공급망으

로 얽힌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

망된다. 

2) 지속가능 분류체계

이중 EU 지속가능 분류체계(Taxonomy)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자원순환경제 전환, 대기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존 등 6

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999 (European 

Clim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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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환경목표를 기준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제활동을 분류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이들 목

표 중 적어도 하나와 연계되어야 하며 다른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2022년 1

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 분류체계에 따라 비재무공시(NFRD) 대상 기업은 사업 활동과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에 투자한 기관과 금융회사도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공

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분류체계는 친환경 책임투자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 속한 다른 회사의 ESG 경영 정도를 판단

하여 거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현재 EU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

경세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세는 유럽 등과 같은 환경 규제가 강한 나라에 비

하여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생산비용 측면의 이점을 상쇄시키는 효

과를 통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

라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 전환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와 기업의 환경 요소를 고려한 경영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내

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2일 공포되었

다. 이를 통하여 현재 환경 영향이 큰 기업·단체에만 적용하던 환경정보 공개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자산규모의 기업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ESG에서 환경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와 기업의 환경 성과평가를 위한 표준평가체계 구축의 근

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지속가능 분류체계인 K-Taxonomy

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여섯 가지 환경목표 등 기본적 체계는 EU Taxonomy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속가능 공시 강화

또한 EU는 지난 3월 10에 발효된 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통하여 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가 회사의 기후변화와 인

권문제 등과 같은 환경 및 사회 관련 지속가능 리스크에 대한 노출과 함께 투자가 대상 기

업의 ESG 이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들 회사는 환경 및 사회 관련 주

요 부정적 영향, 지속가능 리스크 관련 정책, 지속가능 관련 보상 정책과 지속가능 경영관

여 정책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 500명 이상 대형 금융회사는 2021

년 6월부터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등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16 이슈보고서 2021-08

EU는 직원 500명 이상 은행, 보험회사와 상장 대기업에 적용되는 2014년 비재무 공시 지

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도 개정 중에 있다. EU는 2018년부터 전체 

기업 대상으로 비재무 공시를 확대하였고, 2019년에는 TCFD 권고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

를 포함하도록 지침(Guidelines)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 딜에 따라 일반기업의 비재무공

시가 지속가능 책임투자를 위해서 더욱 중요해지면서 유럽의회는 2018년 5월, 지속가능

금융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재무 공시 강화를 위한 지침의 개정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

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현재 공개 의견수렴

을 마치고 규제 영향평가를 수행 중이다.

EU SFDR 제정과 NFRD 개정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기업 활동

의 비재무적 성과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ESG 공시는 기업 활동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비재무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며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재무공시와 함께 기업에 대한 시장규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이다. 따라서 ESG 공시 관련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을 위하여 ESG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2) 우선 1단계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코스

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3단계로 2030년부터 모

든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4)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 제도 도입

EU는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개혁(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의 일환

으로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10일, 유럽의회는 보다 강력한 내용의 공급망 실사 제도의 도입

과 기업의 책임 있는 중간재 조달(Responsible Sourcing)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23)하

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2020/2129(I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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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유럽의회는 EU 대상 수출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등록과 EU 인증과 반복적 위반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거부와 수입금지를 포함한 공급망 실사제도를 전체 산업을 대상으

로 모든 대기업에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27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공급

망 실사 관련 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2분기 중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방지는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3번에 해당하

며,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 대상 수출기업과 그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

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의 도입 추이

를 면 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원료 및 중간재 조달 과정에서 벌어지

는 아동노동의 착취 등 인권유린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ESG 경영 관점에서 제고될 필

요가 있다.

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1)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2017년 결성한 NGFS24)

는 2019년 4월 발간된 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경제적·재정적 금융 위험의 원천이라

고 결론내리고 향후 금융시스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가지 권고내용을 발표하였

다. 권고내용은 1. 기후변화 위험을 금융안정성 및 미시건전성 감독에 통합하고, 2. 중앙

은행의 자체 포트폴리오 관리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며, 3. 공공기관 사이의 기후변화 데

이터를 공유하고, 4. 인식 및 지적 능력의 축적과 기술 지원 및 지식 공유를 장려하고, 5. 

강건하고 국제적 일관성을 가진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TCFD)와 6. 경제활동 분류체계

(Taxonomy) 개발 지원 등이다.

중앙은행의 국제기구인 BIS는 2020년 1월 발표한 「Green Swan 보고서」25)에서 기후변화

24)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은 파리협정의 탄소배출 

목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위해 협력함. 2017년 

12월 멕시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등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축으로 결

성되었으며, 2021년 3월 19일 기준, 89개 회원기관과 13개 참관기관이 참여 중임

25) BIS(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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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

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Green Swan으로 부르고, 그 특성으로 리스크의 

확률이 아주 높아 미래에 물리적 또는 전환 리스크로 인한 손실의 발생이 거의 확실시되

고,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의 금융리스크보다 더더욱 심각한 재난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

협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며, 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와 관련된 복잡성과 

파급효과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환경, 지정학, 사회 그리고 경제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가 각국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

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도입하고 있

다. 예를 들어, EU 중앙은행(ECB)은 2021년까지 통화정책 전략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의 금

융 시스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며, 

통화정책에서도 그린본드를 통합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

화하고 있다.26) 미국 연방 중앙은행(FRB)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권역의 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이를 금융감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미시건전성 감독 조직으

로 감독 기후 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 SCC)와 기후변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 측정, 완화하는 거시건전성 감독 조직으로 금융안정 기후 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 FSCC)를 각각 만들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금융

부문 리스크에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27)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8)에서 기후변화 및 금융

부문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따른 전환 리스크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진단하

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전환 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이 부족하고, 금융회사 건전

성규제 및 감독체계 등에 전환 리스크가 아직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 사이에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에 차이가 크게 날 경우, 리스크 관리

에 취약한 특정 금융회사로 리스크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면 금융권역에서도 전환 리스크

에 노출된 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26) 국제금융센터(2021. 3. 30)

27) Brainard(2021. 3. 23)

28) 한국은행(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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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관련 금융 공시 작업반(TCFD)

중앙은행과 함께 금융감독당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다. 파리협정에 따른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환이 예상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

는 2015년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 보험, 자산운용, 연금, 대형 비금융회사의 

회계 및 컨설팅 회사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 관련 금융 공시 작업반(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29)을 구성하였다. TCFD는 지배구조, 기업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의 4가지 영

역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반영한 금융회사 공시체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30)를 

2017년 발간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부문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후 관련 금융 공시를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상장

기업에 의무화 되어있는 연차 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켜 각국의 공시 요건과 맞추어 실행할 것

을 권고하였다. 

TCFD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78개 나라 2,000여 개 기관 및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ESG 공시기준으로 입지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많은 주요 기업이 지

속가능 보고서에서 TCFD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TCFD 권고안

은 ESG 경영 공시기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ESG 경영 측

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투자 등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이를 공시를 통하

여 시장과 공유하는 추세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 TCFD는 Michael Bloomberg가 이끄는 민간 금융전문가로 조직되고 운영된 작업반임

30) TCFD(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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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TCFD 권고안 주요내용

주제 권고 권고 공시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시

a. 이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

b.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 관련 내용을 설명

경영전략
(Strategy)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

a.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
과 기회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관련 내용을 설명

c. 2℃ 및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
을 인식, 평가, 관리하
는 방안을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c.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

측정 및 목표
(Metrics and

Targets)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
가스 배출 관련 위험 공시

c.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 설명

주: Scope 1은 모든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2는 구입한 전기, 열, 증기의 소비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3는 Scope 2 외 모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로 예를 들어 업무위탁 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임

자료: TCFD(2017. 6)

3) 보험감독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보험권역에서도 환경문제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험감독자들의 국제적 의견교환을 

위해 2016년 12월, 지속가능보험포럼(Sustainable Insurance Forum; SIF)을 만들어, 기후

변화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

하고 이에 대비한 보험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18년 7월, 보험

권역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감독자협의회(IAIS)와 함께 발표31)하는 등 보

31) IAIS(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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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권역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보험감독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해외 보험감독 기관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향후 기후변화 위험을 보험감독에 반영하는 추세가 국제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32) 또한 SIF와 IAIS는 2017년 6월 TCFD의 권고안 발표 후부터 권고

안의 내용을 보험감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20년 2월에 관련 보

고서33)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보험감독자들도 지속가능보험포험을 통하여 보험감

독에 ESG와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감독의 국제기

준인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 ICP)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에 따른 시장의 반응

1) 글로벌 보험·금융회사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험산업의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로벌 비정부기구의 연합캠페인인 Insure 

Our Future에서 발표된 보험산업 탈석탄 보고서34)에 따르면 많은 글로벌 보험회사가 석

탄산에 대한 신규 인수 및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도 회수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원수보험시장의 12.9%와 재보험시장의 48.3%를 차지하는 23개 글로벌 보험

회사들이 석탄산업 관련 보험인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매년 확산하는 추세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전체 보험산업 자산 중 40%를 상

회하는 12조 달러의 자산을 가진 65개 보험회사가 석탄산업 투자에서 회수하거나 향후 신

규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보험회사에 앞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거두어들이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143개에 달하는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석

탄산업 투자를 회수하거나 이들 좌초자산의 위험노출을 줄이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현재 

8.7조 달러가 넘는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최대 글로벌 투자회사인 BlackRock은 지난 2020

년 1월에 25% 이상의 매출이 석탄산업에서 오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32) 최창희(2019. 8. 19)

33) SIF/IAIS(2020. 2)

34) Insure Our Future(2020)



22 이슈보고서 2021-08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파리협정 목

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

들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 이니셔티브인 Climate Action 100+는 블랙록, 캘리포니아 공무

원 연금(CalPers) 등 570개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54조 달러가 넘는 운

용자산(AUM)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공시, 기후변화 지배구조의 향상을 위

해 기관투자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보험·금융회사의 기후위기 대응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글로벌 보험산업의 추세에 맞추어 경영의사결정에 탈탄소 

정책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020년 11월, 석탄 채굴이나 

발전 사업 등 신규 석탄산업 투자를 중단하기로 선언하였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직

접적인 투·융자뿐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목적인 회사채에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특히 삼성화재는 아시아 보험회사 중 최초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신규 보

험인수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21년 1월에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회

사들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면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다. 한화그룹 소속 금융회사

들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

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채권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일

반 채권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역시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

기로 하는 등 신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금융 움직임은 보험회사를 넘어 전 금융권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는 112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할 것을 선언하였다.35) 참여 금융회사는 KB, 신한, 우리, NH, 하나 등 은행, 삼

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삼성자산운용, 한

화자산운용 등 자산운용회사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

직원공제회 등 공적연기금과 공제회로 다양한데, 이들 금융회사의 2020년 말 기준 총 운

용자산 규모(Assets Under Management; AUM)는 5,563조 원 규모에 달한다. 

3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보도자료(2020),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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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실천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적극 지지, 금융사업 전반에 기

후리스크를 비롯한 ESG 요소를 적극 통합,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의 정보공개 지지 및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TCFD)에 적극 노력, 투자기업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

개 적극 요구, 다양한 기후행동으로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에 적극 

노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 6대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특히 ‘6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탈석탄 선언, TCFD 지지, 그리고 CD

P36) 서명기관 등재라는 3가지 사항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2021년 5월 말 우리나라 주도로 

열리는 P4G 정상회담 전까지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다.

3) 적도원칙 가입

국내 대형은행은 ESG 경영 차원에서 적도원칙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선언하였다.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EP)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주로 리스크 의

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개발사업의 실사(Due Diligence)와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프

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2월 KB국민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였으며 우리은행

과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3월에 마지막으로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였다. 국내 

주요 은행의 적도원칙 가입 선언은 ESG 경영의 실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내 금융회

사의 ESG 경영 확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일반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저탄소 경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RE 100은 2050년까지 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글로

벌 이니셔티브로 작년까지 175개국이 넘는 나라의 290여 개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였

다.37)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줄이고 이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같은 

36) Carbon Disclosure Project

37) https://www.there100.org/(2021년 3월 14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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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처럼 지역에 따라

서는 수요의 증가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단가가 줄어들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

지고 있다. 향후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사용이 비용 면에

서 점차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으로 사용하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아 RE 100 참여가 쉽지 않았다.38)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녹색 프리미엄39) 

등의 저탄소 경영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올해(2021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

며, 2020년 11월, RE 100에 가입한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등 SK 그룹 8개의 계열사들이 올해 

한국전력과 녹색 프리미엄 계약을 맺는 등 향후 저탄소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을 포함한 전력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전기 공급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40) 이를 통해 전

력시장을 통하지 않아도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있는 길이 열려, RE 

100 참여를 통한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경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의 요구

가. 시장의 ESG 인식 제고

매일 접하다시피 하는 이상기온,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 

관련 뉴스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각된 불평등 문제 등은 환경 및 사회 이슈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 이슈도 기업 경영과 마케

팅 측면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38) RE 100(2020)

39) 기업이 태양광·풍력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한전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

큼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공사가 올해(2021년)부터 시행 중임. 녹색

프리미엄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인증하는 RE 100 이행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음

40)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전기 판매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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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20대 중반에서 40살 전후까지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레니얼(1981~1996년 

출생)과 그 이후 출생한 Z세대(1996년 이후 출생)는 MZ세대라고 아울러서 불리는데, 이들

은 윗세대와 비교하여 환경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학교파업을 주도한 18세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

베리(Greta Thunberg)로 대표되는 이들 세대의 소비는 기성세대와 차별되는데, 이들은 기

업이 생산한 제품에 담긴 가치관과 그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대는 자라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접하며 자랐으며, X세대(1965~1980

년 출생)로 불리는 부모 세대와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로 불리는 조부모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는 점에서 

환경과 불평등 문제에 민감할 수 있다. 이미 사회에서 중추적인 생산을 담당하면서 소비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레니얼과 그 뒤를 이을 Z세대의 ESG 인식은 향후 기업 경영에 

ESG 요소의 통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투자자 설

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말 북미지역 알리안츠 생명보험에서 실시한 

ESG 투자 관련 투자자 행동에 대한 온라인 설문41)에 따르면 다수의 응답자(79%)가 주요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과 동일한 견해를 가진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4%의 응답자가 ESG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 재무성과를 위

해 의미 있다고 하였다. 또한 65%의 응답자, 특히 레니얼과 Z세대는 그들의 퇴직연금 

401k에 ESG 투자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ESG 주제 중 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주제를 물었을 때, 73%는 환경, 특히 자연 자원 보존

과 기업의 탄소 발자국이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 등으로 답하였고, 같은 비율로 노동 조건

과 인종 및 젠더 간 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응답자의 적어도 2/3가 ESG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지만 특

히 레니얼 세대의 인식이 높았으며, 자신들의 가치와 재무적 성취를 일치시키고자 하였

고, ESG 가치에 따른 투자 의향 또한 높았다. 대다수의 레니얼 세대(81%)가 ESG 투자가 

단순한 심리적 만족을 위한 투자전략을 넘어서 재무적인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레니얼 세대는 Z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투자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

41) Allianz Life Insurance North Americ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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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른 투자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강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

업보다 우월한 장기적 재무적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레니얼 세대의 ESG 투자 관련 성향은 2019년 모건 스탠리 설문에서도 확인되는데, 미

국 내 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95%가 지속가능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전체 응

답자의 85%와 비교하여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니얼 세대의 가치투자 성향은 앞선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향후 이들에게 전이되며, 그 

규모가 미국에서만 약 30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42)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처럼 

자산운용과 관련된 금융회사에게는 기회요인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 특히 젊은 세대의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ESG 경

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 신용평가회사인 A.M. 

Best의 ESG 관련 설문43)에 응답한 97개 보험회사 중 ESG 경영이 중요하다는 회사가 78%

에 달하였다. 특히 임직원 및 이사회의 다양한 구성과 회사 내 인종적 불평등, 그리고 임

원의 보수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8%,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책임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6%, 기후위기 관련 

ESG 이슈에 대해서는 7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기업에서는 투자자와 직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기

업들도 앞으로 규제 입법을 통한 ESG 경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가 실천으로 이어지면 투자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평판을 높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해당 기업이 생산한 상

품에 대한 평판도 높여 해당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도 커진

다. 또한 기업에 대한 평판 제고는 고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그 기업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는 

사업모형이 장기에 걸쳐 소비자의 신뢰가 산업의 성쇠에 특히 중요한 요소인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42) Forbes(2019. 11. 11), “The Greatest Wealth Transfer In History: What’s Happening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43) A.M. Bes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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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투자의 확산과 수탁자 책임 강화

1) 책임투자의 정의와 원칙

UN PRI는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를 투자결정 및 주주행동에 ESG 요소를 반

영하는 투자 전략 및 실행으로 정의하며, 책임투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점차 확산 중이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책임투자를 한다면 투자 결

정 시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요소 등 비재무 

평가도 함께 고려하여 이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위험노출을 관리한다.

UN은 2005년 코피 아난 당시 사무총장의 주도로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개발을 추진하였고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NYSE)

에서 책임투자원칙(PRI)을 발표하였다. 2020년 말 현재 3,000여 개 이상의 기관 및 투자회

사가 PRI에 서명하였고 이들의 운용자산은 103.4조 달러에 달한다.

<표 Ⅱ-3> UN 책임투자원칙(PRI)

원칙 1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

원칙 2 능동적 투자자로서 투자 정책 및 실행에 ESG 이슈를 포함

원칙 3 투자대상 기업이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도록 추구

원칙 4 책임투자원칙이 투자산업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행되도록 노력

원칙 5 투자원칙 이행의 효과가 강화되도록 함께 노력

원칙 6 우리의 활동과 진보를 원칙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공시

자료: UN PR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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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접목
(ESG Incorporation)

적극적 소유권 또는 수탁자 책임
(Active Ownership or Stewardship)

ESG 이슈를 아래 3가지 접근을 통하여 투자활동에 접목 
투자 대상 회사의 ESG 리스크 관리 향상이나 
보다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개발을 촉진

통합
(Integration)

선별
(Screening)

테마투자
(Thematic)

주주관여
(Engagement)

위임투표
(Procy Voting)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이슈를 투자분석 

및 결정에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와 수익 
제고

투자자의 
선호와 가치 
또는 윤리에 

기반하여 
회사를 잠재적 
투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포함

매력적인 
위험-수익 

조합에 임팩트 
투자를 포함한 
특정 환경 및 
사회적 결과를 

결합

공시를 비롯한 
회사의 ESG 이슈 

처리에 관하여 논의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협업

특정 ESG 이슈에 
대하여 주주 결의의 
제안 또는 제안된 

결의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표현

자료: UN PRI 홈페이지

<표 Ⅱ-4> ESG 투자 방식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는 ESG 이슈를 투자에 접목하고 이후 투

자대상 회사가 ESG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

임투자를 이행한다(<표 Ⅱ-4> 참조). 실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ESG 접목의 

예로 전체 매출에서 석탄 매출이 25% 이상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ESG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는 주주관여나 위임투표를 통하여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지역
2016 2018

증가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럽 12,040 52.7 14,075 45.9 2,035

미국 8,723 38.2 11,995 39.1 3,272

일본 474 2.1 2,118 6.9 1,644

캐나다 1,086 4.8 1,699 5.5 613

호주/뉴질랜드 516 2.3 734 2.4 218

합계 22,838 30,683 7,485

자료: GSIA(2018)

<표 Ⅱ-5> 글로벌 ESG 투자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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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2019

공적연기금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6,622.2
(93.4)

7,055.9
(91.4)

26,974.3
(97.2)

32,459.5
(97.7)

국민연금
(공적연기금 대비 비중)

6,370.0
(96.2)

6,880.0
(97.5)

26,739.2
(99.1)

32,170.0
(99.1)

공제회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0.0

40.0
(0.5)

100.0
(0.4)

119.0
(0.4)

우정사업본부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131.8
(1.9)

150.7
(2.0)

123.0
(0.4)

242.2
(0.7)

공모펀드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335.5
(4.7)

474.0
(6.1)

551.9
(2.0)

414.5
(1.2)

전체 ESG 투자시장 규모
(자본시장 대비 비중)

7,089.5
(0.5)

7,720.6
(0.4)

27,749.2
(1.8)

33,235.2
(1.9)

한국 자본시장 규모 1,514,271.5 1,893,469.0 1,578,460.5 1,722,585.8

자료: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모닝스타(2020) 

<표 Ⅱ-6> 국내 ESG 투자시장 규모
(단위: 십억 원, %)

2) 국내외 ESG 투자의 확대

글로벌 책임투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13.3조 달러(16,173조 원)에서 2016년 22.8조 달러(27,814조 원), 그리고 2018년 30.7조 

달러(37,329조 원)로 증가하고 있다.44) 이 중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 투자의 85% 이상

을 차지하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한다.

국내 ESG 투자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ESG 투자

시장 규모는 33조 2,352억 원45)으로, 2018년 말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국내 주식 일

부를 ESG 투자로 분류하면서 ESG 투자 규모가 27조 원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운용자산이 97.7%로 ESG 투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모펀드, 공제

44) GSIA(2018)

4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모닝스타(2020)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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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규모

에서 국민연금은 99%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투자 자산은 2019년 말 기준으로 4.4% 정도지만, 2019

년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책임투자 전략 수립, 위탁운용 책임투자 내실화와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의결되는 등 ESG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속

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므로 향후 ESG 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녹

색 분류체계,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그리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ESG 투자 관련 제

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므로 ESG 투자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민간 ESG 투자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탁자책임(Stewardship)의 강화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수탁자책임을 투

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책임으로 설명한다. 즉,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

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

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2010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021년 초까지 약 20개 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책임투자와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수탁자책임은 투자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수익과 함께, 

투자자의 ESG 인식 제고에 따라 이들이 가지는 환경·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추세

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

칙」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이 국내 기관투자자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이후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를 도입하면서 2020년 3월 말 125개 기관이 참여하고, 2021년 들어서는 우정사업본부도 

1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책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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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

가. ESG 경영과 재무성과

시장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과 재무적인 성과 간에도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 Friede et al.(2015)은 기존 2,200개의 연구 자료

를 분석하여 약 90%의 연구에서 ESG 경영과 기업재무성과 사이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업재무성과에 대한 ESG의 긍정적인 영향이 시

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견됨을 보인다. 2015년 University of Oxford와 Arabesque 

Partners의 공동연구46)에서도 200여 개의 학술연구, 산업보고서와 언론보도 및 문헌에 

기반하여 ESG와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 연구에 의하면 90%의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88%의 연구에서 ESG 경영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

며 80%의 선행연구는 ESG 경영이 주가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인다. 결론적으

로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기업경영이 투자자의 이익에 합치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므로 투자자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Institutional Investor Service의 2019년 보고서47)도 ESG 지표가 기업가치 및 수익성과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우수하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 장승욱·김용현(2013)은 ESG 평가등급이 높은 AA 기업군과 낮은 E 

기업군의 재무성과를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및 토빈의 큐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는 E 기업군에 비하여 AA 기업군의 주식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우수하였고, 영업성과와 

토빈의 큐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재무성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

도 ESG 경영을 통하여 ESG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ESG 경영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연구 결과는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투자자 등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ESG 경영에 대하여 

구매 또는 투자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ESG 경영과 

재무 성과 사이에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ESG 경영을 통

46) Clark, Feiner, and Viehs(2015)

47) Spellman and Nichola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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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 내부 비용으로 내재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에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녹색 인프라 구축과 보험산업의 기회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글로벌 움직임과 이에 동조하는 

각국의 정책 전환은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회사에게 보험인수와 자사운용의 측면에

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의 심화가 

각종 자연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를 재무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인수와 위험보유 시 예상되는 손실의 심도와 

빈도 증가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산가치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른 자

산가치의 변동은 보험회사에게는 리스크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기후변

화로 인하여 보험회사 사업모형에 따라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측면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또 한 가지 측면은 보험회사의 장

기 사업모형에 따른 자산 및 부채구조가 녹색 인프라 투자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

험인수자와 기관투자가라는 양면의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는 각국의 저탄소 경제 전

환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향후 미국과 EU는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서 녹색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회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기후 및 환경 분야에 1.7조 달러

의 연방정부 투자와 함께 민간자본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5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

달할 계획이다. EU도 그린 딜 투자계획에서 다음 10년에 걸쳐 지속가능 투자에 EU 예산 

등으로 1조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며 추가로 민간 및 공공 투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투자 전략을 통하여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국비 42.7조 원을 포함

한 총사업비 73.4조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48)이다.

4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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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장기에 걸친 사업모형을 활용하면 ESG 투자를 통하여 그린 뉴딜의 

녹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면서 수익성도 개선하기에 유리하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포

화로 성장성이 정체된 보험시장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는 보험산

업이 수익성을 높여 내실을 다지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는 보험회사의 평판과 함께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

도 함께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