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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1.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알리안츠는 ESG 관련 평가에서 일관되게 높은 등급을 받아 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부문 상위

권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2019년까지 3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보험회사 가운데 수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2021년 S&P 지속가능 연감(The Sustainability 

Yearbook)의 보험권역 평가에서 Silver Class 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203개 평가대상 글로

벌 보험회사 중 ESG 경영 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49) 알리안츠는 2020년 MSCI 

지속가능 평가50)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AAA를 받았으며,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ESG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다.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Sustainalytics의 2021 ESG 리

스크 평가에서도 14.8을 기록하여 278개 보험그룹 중 5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였다.51)

알리안츠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도 보험그룹 가운데서 지도적 역

할을 해오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52)(GISD) 그룹의 

회원이자 부회장사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UN 주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인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AOA)53)에서도 의장을 맡아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 및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ESG 경영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알리안츠의 사례는 이제 ESG 경영

49) 보험회사 중 Zurich가 유일하게 Gold Class 등급을 받았으며, AXA, Cathy Financial, China Development 

Financial, Holding Corporation Taiwan, Poste Italian과 Swiss Re가 Silver Class 등급을 받음

50) MSCI는 ESG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가 있으며, AAA가 최상위, CCC가 최하위 등급임

51) 글로벌 보험그룹 중 Fubon Financial이 평가점수 11.6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AXA가 13.2로 2위, Poste 

Italiane이 13.7로 4위를 기록함

52) 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년 10월 16일 뉴욕에서 발족된 UN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글로벌 30개 주요 기업 리더로 이루어진 민간 부문 그룹으로, 알리안츠 그룹 CEO, Oliver 

Bate가 부회장으로 활동함

53)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의 협동체이며, 

알리안츠 그룹 자산관리와 ESG 담당이사, Gunther Thallinger가 회장(Chair)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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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며, 특히 ESG 경영의 토

대가 되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의 구축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가. 독일 알리안츠 그룹 개요

알리안츠 금융그룹은 보험 및 자산운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1890년 베를린에서 첫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130년에 걸쳐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Allianz SE의 본사는 독일 뮌헨에 위치하며 15만 명

이 넘는 직원이 손해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그리고 자산운용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전 세

계 70여 개 국가의 1억 명이 넘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알리안츠 그룹의 주된 글로벌 사업모형은 크게 보험사업, 자산운용 및 기업지원으로 이루

어진다. 보험사업은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의 상품을 가계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제

공한다. 손해보험 사업부문은 자동차, 사고, 재물, 일반책임,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한다. 

생명/건강 보험 사업부문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품과 함께 저축과 투자 중심 보험상품

을 제공한다. 알리안츠는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의 리더이면서 생명/건강 보험 시장에서는 

상위 5위권의 순위를 가진다.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주요 실적에 따르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성장한 9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전년도 당기 영업손실 2억 8,400만 유로보다 약 2억 유로가 증가한 4억 8,200만 

유로에 달하는 당기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제외하면 2020년에는 

8,600만 유로의 당기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알리안츠 그룹의 조직구조는 사업모형과 함께 지역적인 면도 반영한다. 대부분의 보험시

장은 알리안츠 지역 자회사가 담당하며,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 모두 보험료 기준 주

요 시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이다. 사업부문 중 글로벌 사업망을 가진 회

사로는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AGCS), Allianz Partners(AP) 그리고 Credit 

Insurance 등이 있다.

 자산운용 관리사업에서 주요 2개 자산운용사는 PIMCO와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

(Allianz Global Investor)으로, 이들은 Allianz Asset Management(AAM) 조직에 속하여 운

영된다. 알리안츠는 적극적 자산관리를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중 하나이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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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츠 자산관리회사는 넓은 범위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과 관련한 전략, 상품,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주요 자산운용시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다. 이 밖에 기업지원 및 기타사업 부문의 사업활동으로는 지주기능을 통한 알리

안츠 그룹의 경영 및 경영지원과 함께 대체투자 등을 포함한다.

항목 단위 2020 2019 2018 2017 2016

Income statement

Total revenues 1 EUR(mn) 140,455 142,369 132,283 126,149 122,416

Operating profit 2 EUR(mn) 10,751 11,855 11,512 11,097 11,056

Net income 2 EUR(mn) 7,133 8,302 7,703 7,207 7,329

thereof: Attributable to 
shareholders

EUR(mn) 6,807 7,914 7,462 6,803 6,962

Balance sheet as of December 31　

Total assets EUR(bn) 1,060 1,011 898 901 884

thereof: Investments EUR(bn) 657 626 551 547 537

Shareholders’ equity EUR(bn) 81 74 62 66 67

Non-controlling interests EUR(bn) 4 3 2 3 3

Other information

Return on equity 4 % 11.4 13.6 13.2 11.8 12

Combined ratio % 96.3 95.5 94 95.2 94.3

Solvency II capitalization 
ratio as of December  

31 5
% 207 212 229 229 218

Total assets under 
management as of 

December 31
EUR(bn) 2,389 2,268 1,961 1,960 1,871

thereof: Third-party as
sets under management

as of December 31
EUR(bn) 1,712 1,686 1,436 1,448 1,361

Employees 　- 150,269 147,268 142,460 140,553 140,253

자료: 알리안츠 그룹 홈페이지(2020년도 연차보고서)

<표 Ⅲ-1> 알리안츠 그룹 주요 재무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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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리안츠 ESG 전략 목표

알리안츠의 ESG 전략54)은 앞에서 설명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17개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하여 지속가능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인 고용인 

그리고 헌신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보험회사

알리안츠는 지속가능보험회사로서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ESG 경험을 포함하고 2040년

까지 손해보험 분야에서 점진적인 석탄산업 철수를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보험회사의 역

할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 빈곤 퇴치, 3. 보건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다. 

이 목표를 위한 보험사업 부문의 실행은 독일의 주택지붕 태양광 보험 출시를 통한 신재

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난민을 위한 건강보험과 같은 취약계층 고객에 대한 보

험을 통한 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

2) 책임있는 투자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로서 알리안츠는 자기자본 및 제3자 자산의 투자에 있어 ESG를 고려하

고,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며, 2050년까지 자기자본 투

자에서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을 없애는 기후 중립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있는 

투자회사로서의 역할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9. 산업 혁신

과 인프라 구축, 13.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알리안츠 기후전환 펀

드와 알리안츠 사회책임 채권펀드 등을 통한 지속가능 투자와 자기자본 투자를 활용하여 

풍력과 태양광 파크나 인증된 친환경 건물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고, 석탄산업에서는 철수

하는 방식으로 ESG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3) 매력적인 고용인 

매력적인 고용인으로서 알리안츠는 양성 평등과 다양성, 직원의 보건 및 안전 향상, 사람

과 성과의 중요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 보건 증진, 4. 양질

54) Allianz S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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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5. 양성 평등,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

여 알리안츠는 성별, 종족,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의 다양성을 넓히고, 알리안츠 대학과 

링크드인 학습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교육 및 직무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을 정당하

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헌신적 기업시민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알리안츠는 고객 중심 가치를 장려하고 디지털 전

환을 촉진하며 환경에 주는 영향을 관리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의 12.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6. 평화, 정의와 강력한 제도와 연계

된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알리안츠는 간단하면서 직관적인 상품을 출시하고 고

객과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장기적인 기후목표를 

가지고 2012년 이후 탄소중립을 지켜오고 있다.

다. 알리안츠 ESG 지배구조

ESG 이사회는 ESG 경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지속가능 지배

구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그룹의 ESG 주제를 정하고 미래 

ESG 기준을 정의하며 ESG 관련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알리안츠의 이러한 ESG 

경영은 ESG 지배구조와 적용 과정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는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를 통

해 세부적으로 구현된다.

알리안츠는 이처럼 그룹 ESG 이사회를 비롯한 ESG 지배구조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주체

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다.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그룹 이사회의 고위 임원

으로 구성된 그룹 ESG 이사회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이를 그룹 ESG 사무국과 개별회사 ESG 실무그룹을 통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을 실현한다.

1) 그룹 ESG 이사회

알리안츠 그룹은 ESG 이슈를 전담하는 그룹 ESG 이사회를 2012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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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룹 ESG 이사진은 알리안츠 그룹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

구이다. ESG 이사진의 구성원은 그룹 지주회사 경영 이사회의 재무 및 리스크, 자산운용 

그리고 투자담당 이사들이다. 또한 그룹 ESG 이사회는 그룹 홍보 및 기업책임, 그룹 리스

크,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보험(Allianz Global Corporate 

and Specialty; AGCS)과 같은 다양한 사업부의 고위 임원들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제별

로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투표권은 없다. 이들 중 AGCS의 CEO가 보험 부문

을 대표한다. 

그룹 ESG 이사회는 그룹의 보험인수 및 자산운용에 ESG 측면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책임

을 가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 그룹단위 기후전략, 그룹단위 환경책임 경영 등을 감

시한다. 이를 위해 그룹 ESG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알리안츠 그룹 이사회 및 산

하 위원회가 내리는 ESG 안건 관련 의사결정에 참고할 권고를 내린다. 그룹 ESG 이사회

의 주요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알리안츠 그룹 ESG 목표의 전략적 정의 및 지속적 개발

2. 그룹 ESG 접근 방향을 지도하고 연간 ESG 실행계획 승인 

그룹 ESG 이사회와 함께 그룹 재무 및 리스크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포함한 그룹

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그룹 보험인수 위원회는 보험인수 및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규 보험인수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2) 그룹 ESG 사무국

그룹 ESG 사무국은 그룹 홍보 및 기업책임 부서의 일부로서 그룹 ESG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그룹의 ESG 활동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룹 ESG 사무국의 역할은 

ESG를 알리안츠 그룹 핵심 사업라인과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며 ESG 관련 홍보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3) ESG 실무그룹

ESG 실무그룹은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 그리고 지주회사에서 모인 ESG 담당 직

원과 대표 직원을 아우른다. 그룹 ESG 사무국의 지도 아래, 실무그룹의 주된 역할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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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SG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와 제안들을 개발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또한 사

업 관련 제안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인식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SG 

실무그룹은 연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라. 알리안츠 ESG 핵심 분야 

알리안츠 그룹은 ESG 통합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모든 사업 활동에 깊이 고려하고 보험, 

투자 및 자산운용 회사로서의 역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포용적 사회

를 장려한다. 이는 알리안츠의 기업책임접근(Corporate Responsibility Approach)의 3대 

핵심 분야인 기후변화와 탈탄소, 사회적 포용, 그리고 ESG 통합을 통해 추진된다.

1) 기후변화와 탈탄소

2005년부터 알리안츠는 그룹의 기후변화 전략으로 미래 기후를 위한 솔루션 개발을 독려

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고 있

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의 예측, 기후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의 세 분야

에 집중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7. 합리적 가격의 청정 에너지, 13. 기후변화 대응

에 기여한다.

가) 기후변화 리스크 예측

알리안츠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을 예측하고 대비한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기후 관련 공시에 맞춘 투명성을 

높이며, 투자한 회사에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ESG 위험을 관리하고, 파리 협정과 UN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지속가능금융의 추진을 위한 정부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한다.

나) 기후 취약계층 돌보기 

알리안츠는 정부, 다른 보험 및 금융회사,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또는 국민의 보장사각을 줄이고, 기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Ⅲ.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41

다)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

알리안츠는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AOA)에 가입하여, 2050년까지 소유자산 포

트폴리오의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며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

여 지속가능 솔루션 제공한다.

2) 사회적 포용

세계경제포럼(WEF)은 사회 불안, 양극화가 글로벌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사회적 소요사태, 사회적 갈등과 폭동 등은 알리안츠의 사업 리스크 노출을 증폭시키며  

보험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비용을 유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글로벌 보험회사이

자 투자자로서 알리안츠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존하며, ESG 통합 관점에서 사회적 포용

의 증진에 핵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 빈곤 퇴

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7.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에 기여한다. 알리안츠는 특

히 청소년 지원 중심의 기업시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포용을 장려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3개의 구호재단과 함께 알리안츠는 다양한 구호사업에 참여하고 있

다. 이 재단들은 각 나라에 특수한 사회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추어 알리안츠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13개 재단과 알리안츠의 지역 자회사들

은 지역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이를 위해 알리안츠는 중요성

(Materiality) 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시민 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은 그룹 전반의 모든 기업

시민 활동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시민 활동은 직원과 고객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고, 이는 잠재적으로 기업시민 활동이 알리안츠의 평판과 고용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기업시민 활동 중에 Encouraging Future Generations Program은 알리안츠의 대표적 글

로벌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대상 청소년 수를 20% 증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중점은 1.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와 함께 일하고 청년 고용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향상시키고, 2. 지역 알리안츠 자회사가 알리안츠 사회혁신기금

(Allianz Social Innovation Fund)을 통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혁신적 솔루

션을 제공하며, 3. 전 세계적인 SOS Children’s Villages 지원을 통하여 알리안츠 내에 전

문경험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2019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290,0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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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포함한 660,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혜택을 보았다.

3) ESG 통합접근

ESG 통합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알리안츠의 ESG 리스크 노출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사

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알리안츠는 보험인수와 자기자산을 통한 투자 등 사

업모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명시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사

업활동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이제 ESG 통합체계 관련 상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2.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

알리안츠의 ESG 통합체계는 ESG 의사결정의 지배구조와 주요 기준 및 절차 등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사업모형의 실행 시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가. 중요성(Materiality) 평가와 주제 선정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 자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사업 성공에 중요

한 요소이므로, 알리안츠도 정기적으로 중요성 평가를 통해 알리안츠의 이해관계자 및 사

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환경, 사회, 경제 및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인지하여 반영

한다.

2019년에 알리안츠의 중요성 평가 방법은 글로벌 공시 및 보고 지침과 외부 평가 요건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알리안츠의 전략적 초점과 함께 보고되는 내용도 한결 명확해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알리안츠의 지속가능성 접근과 전략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슈와 

보고체계에 대한 세부 평가를 거쳤다.

중요성 평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의견과 트렌드 등을 추적하는 자료 

중심적 접근을 포함한다. 그리고 운영이나 준법상의 요건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

에 보다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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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는 다음의 주요 단계를 거친다.

1) 검증된 자료를 통한 ESG 전략 이슈 분석 

우선 동종 또는 경쟁 회사 6개의 기업책임 보고서를 통해 이들 회사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직원, 직장, 기후변화, 소비자 혁신 등이 동종 업계에서 ESG 관련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ESG 정보회사인 RepRisk에서 받은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알리안츠와 금융산업에 중

요한 미디어 기사 및 이슈와 지난 4년간 추세를 파악한다. 가장 일반적인 이슈는 인권, 직

원 및 직장, 환경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ESG 정보회사, Sig Watch에서 받은 8,000개의 활동가 그룹과 16개 산업에 걸친 

15,000개 회사의 활동 및 캠페인 지표를 분석하여 알리안츠와 금융산업에 대한 가장 중요

한 우려와 지난 4년간의 추세를 파악한다. 활동가 그룹과 비정부기구의 가장 일반적 이슈

는 기후변화, 환경 및 사회적 금융상품과 사회적/금융 포용으로 나타난다.

2) 알리안츠 내부 소통 플랫폼을 통한 직원 의견 평가

알리안츠 직원들에게 알리안츠와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15가지 이슈 목록

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여 1,339개의 답변을 받았다. 알리안

츠 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 자연재난 및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난다.

3)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27개 국가에 걸쳐 가계성 고객 대상 설문을 통해 단기(0~3년) 및 장기(6~9년)적으로 알리

안츠에 가장 중요한 이슈 3개를 답하도록 하였다. 이들 고객은 중요한 단기 이슈로는 보

안 위험, 보건과 지역사회 지원 등을 꼽았고, 장기 이슈로는 인구구조 변화, 자연재난 그

리고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기업성 고객 대상으로는 알리안츠 사업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상세한 연례 보고서를 분

석한다. 예를 들어, 기업성 보험사업과 투자부서 등 2,415명의 리스크 매니저 대상 평가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보험 고객은 가장 중요한 3개 이슈로 안전, 사이버 리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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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을 답하였다. 투자받은 회사의 고객은 3대 주요 이슈로 직원 및 직장, 기후변화, 

사이버 리스크를 들었다.

4) 전략 이슈의 관련성,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한 분석

알리안츠 사업부서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전략 이슈의 관련성,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한 분

석은 각각의 주요 사업부서별로 중요 이슈를 나누어 이들의 매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알리안츠 지속가능 보고 형태 지정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보고의 형태를 정하기 위하여 알리안츠 지속가능 보고서 사용자가 

뽑은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Corporate Citizenship Company를 통해

서 실시한다. 분석은 19명의 지속가능 보고서 사용 전문가(신용평가사, 책임투자자 등)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루어지며, 지속가능성 이슈, 내용, 보고서

에 담는 형식 중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을 파악한다.

6) 중요 이슈들을 결정하고 우선순위 부여

1~6단계를 거치며 도출된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알리안츠의 중요 이슈들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즉, 이해관계자의 비중/우선순위, 이슈 집적도, 분석자료

가 다루는 산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다. 또한 이슈를 중요성 

매트릭스로 그려 결과를 그룹 ESG 이사회에서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알리안츠가 지속가능성 전략을 통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 주제가 결정되며 이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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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 이해관계자 중요도1)

기후변화 ●●●●

환경 및 사회적 상품2) ●●●●

환경 ●●●●

직원 및 직장 ●●●

인권 ●●●

사회/금융 포용 ●●●

고객 혁신 ●●●

자연재난 ●●●

데이터 프라이버시 ●●

사회적 정치적 불안 ●●

윤리 ●●

사이버 리스크 ●●

안전 리스크 ●●

고객 만족 ●●

동물 복지 기준 ●

보건 ●

인구구조 변화 ●

자선/지역공동체 지원 ●

  주: 1) ●●●● <- 높은 중요도 ... 중간 중요도 -> ●  

    2) 보험과 자산운용의 ESG 통합, 지속가능보험 및 자산관리 상품, 지속가능 및 책임투자를 말함

자료: Allianz Global Investors(2020)

<표 Ⅲ-2>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

7) 지속가능 보고서 주제의 평가 및 선정

알리안츠는 중요성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 보고서 사용자(보고 전문가, 신용평가사, SRI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알리안츠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우선적 주

제를 인식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 1. 기후변화 접근, 리스크와 기회, 2. 보험 

및 자산운용에 ESG 기준 통합, 3. 지속가능 상품 및 솔루션 제공 등이 선정되었다. 

전략적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제들은 이렇게 선정된 우선적 보고서 주제와 조율되

고 보고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고서에서 다룰 주제가 선정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TCFD 등 규제 영역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지속가능 보고서의 주된 관심사로 자

리 잡았다. 



46 이슈보고서 2021-08

나. 알리안츠의 ESG 접근방법55)

1) 비정부기구 의견수렴(NGO Dialogue)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비정부기구(NGO)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ESG와 지속가

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그룹의 ESG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는 데 반영하

는 것은 알리안츠의 ESG 접근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ESG 접근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마련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선된다. 

2) 기업기준 및 지배구조 관점의 ESG 

알리안츠의 ESG 접근의 기초는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llianz Standard 

for Reputational Risk and Issue Management; AS RRIM)으로, 이 기준에서 ESG 적용 절

차(ESG Referral Process)와 함께 ESG 민감사업지침(Sensitive Business Guidelines; SBG) 

및 민감국가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SCL)을 지정한다. 

알리안츠 그룹의 회사들은 보험인수 과정에서 알리안츠 인수기준(Allianz Standard for 

Underwriting; ASU)을, 자산운용 과정에서 알리안츠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Allianz ESG 

Functional Rule for Investment; EFRI)을 각각 따른다. 이들 기준을 기초로 알리안츠 평판

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과 민감사업지침(SBG)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시행함으

로써 보다 심화된 ESG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또한 그룹 내 다양한 개별 자회사(Operating Entities; OE)와 글로벌 사업부(Global Lines; 

GL)에서도 해당 조직에 특화된 ESG 통합 관련 기준 및 규칙이 있다. 실무 단계에서는 그

룹 ESG 사무국과 다른 부서에서 알리안츠 기준 및 기능 규칙(Allianz Standards and 

Functional Rules)에 제시된 지배구조 및 요건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ESG 과정 

및 절차를 정의한다.

55) Allianz(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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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llianz(2018)      

<그림 Ⅲ-1> 알리안츠 핵심 ESG 지배구조 절차

ESG 절차 내부 지배구조 문서 보험
투자

상장 비상장

ESG 적용 절차 AS RRIM 〇 〇
ESG 민감사업지침 AS RRIM 〇 〇
민감 국가 목록 AS RRIM 〇 〇
ESG 점수접근 EFRI 〇
ESG 개입접근 EFRI 〇 〇
ESG 리스크 대화 〇
ESG 배제 정책 AS RRIM, EFRI 〇 〇 〇
자산 관리자 의무, 선택 및 검토 EFRI 〇 〇

자료: Allianz(2018)

<표 Ⅲ-3> 알리안츠 사업 라인별 ESG 절차

3) 보험인수 및 투자과정에서 ESG 적용 절차 

보험인수와 비상장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시 적용하는 글로벌 알리안츠 ESG 적용 절차와 

ESG 민감사업지침은 그룹 차원의 ESG 작업반을 통하여 그룹 내부 이해관계자와 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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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의 폭넓은 소통 과정을 거쳐서 2013년에 개발되었다. 이후 적용 절차와 사업 지침

은 ESG 작업반의 주기적 검토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ESG 적용 절차는 알리안츠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13개 민감사업 부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

는 거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스크리닝으로 시작한다. 스크리닝 과정은 ESG 적용 절차

의 첫 번째 단계로 이를 통해 민감사업 부문에 속하는 보험인수 또는 자산운용과 관련되

어 잠재적으로 ESG가 중요한 거래에서 ESG 리스크가 감지되면 의무적 적용 절차가 시작

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별회사, 글로벌 사업부, 또는 그룹 수준에서의 ESG 평가

를 거치게 된다. 적용 절차는 단일 또는 복수 현장 리스크로 구분하며, 단일 현장 리스크

는 보다 세부적인 ESG 평가를 거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배상책임과 같은 복수 현장 리

스크에 대해서는 보다 정책적인 평가가 수반된다(<그림 Ⅲ-2> 및 <그림 Ⅲ-3> 참조).

자료: Allianz(2018)      

<그림 Ⅲ-2> 알리안츠 ESG 적용 절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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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llianz(2018)

<그림 Ⅲ-3> 지역 자회사와 그룹단위 ESG 평가

ESG 적용 절차는 여러 단계의 스크리닝과 평가를 거치게 된다. 우선 해당 지역의 자회사

(OE)와/또는 글로벌 사업부(GL)에서 잠재적으로 민감한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ESG 스크리

닝을 수행한다. 그리고 개별 자회사 또는 글로벌 사업부의 스크리닝을 거친 해당 거래에 

대한 ESG 평가가 실행되는데, 현재 모든 손해보험 관련 거래는 Allianz Global Corporate 

and Specialty(AGCS)의 ESG Business Services에서, 모든 부동산 투자는 Allianz Real 

Estate의 ESG Team에서, 모든 인프라 투자, 재생 에너지 그리고 사모투자는 Allianz 

Capital Partners의 ESG Team에서 각각 평가를 담당한다. 

이외 지역 자회사 또는 지역 사업부의 책임 한도를 벗어나는 ESG 민감사업 또는 거래는 

그룹 단위에서 ESG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 자회사 또는 글로벌 사업부 평가 

결과 중대한 ESG 리스크가 탐지되면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에 

따른 그룹 ESG 평가를 거치는데, 이때 그룹 ESG 사무국은 다른 관련 리스크 및 홍보 담당 

부서와 함께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과 민감사업지침(SBG)에 따

라 평가를 진행한다.

지역 자회사/글로벌 사업부 또는 그룹 ESG 사무국과 다른 관련 리스크 및 홍보 담당 부서

에 의한 평가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은 1. 거래를 진행, 2. 조건부로 또는 조정을 거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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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 3. (지역 자회사 또는 글로벌 사업부 차원에서) 그룹 ESG 평가로 격상, 4. (그룹 차

원에서) 거래 거절로 나눌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인 자회사나 사업부가 ESG 적용 절차에 따

른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절차를 그룹 재무 및 리스크 위원회(Group Finance 

and Risk Committee; GFRC)로 격상시켜 최종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알리안츠가 거래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거래에 대한 조건을 달거나 조정을 거치는 능력

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적으로 거래할 때보다 중

개인이 있는 거래나 공동인수의 경우, 알리안츠는 거래 조정에 한계를 가진다. ESG 적용 

절차의 실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적용 건수는 물론 적용 절차의 진척상황은 성과 

지표로 반영되며 매년 그룹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된다.

4)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Sensitive Business Guidelines)

알리안츠 그룹은 ESG 적용 절차의 개발 및 시행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지되는 기준과 모범

규준에 맞추어 알리안츠 그룹의 13개 주요 사업 영역56)에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여 시행 중이다. 각 사업에 대한 지침은 각종 리스크의 범주(Criteria)를 나누어 사업 

고유의 거래형태에 따라 개별회사 및/또는 그룹단위에서 평가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사용

되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 ESG 관련 정보제공업체, 고객, 중개인, 공동보험자 및 투자자 

제공 정보 등을 포함한다. ESG 가이드라인은 배제기준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잠재적으로 

ESG 민감성을 가짐에 따라 ESG 적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거

래 관련 ESG 스크리닝에 관계된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전체적인 평가를 거치는 동안 

ESG 평가 부서는 특정 거래의 잠재적 ESG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에 포함된 리스크 범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인프라 관련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은 다음

과 같다.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의 예시 – 인프라>

인프라는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쇼핑센터, 사무용 건물, 스포츠 관련 

시설 등 상업용 건물, 발전소, 배전선 등 에너지, 학교, 병원 등 공공 서비스, 쓰레기 처리

56) 1. 농림어업, 2. 동물복지, 3. 도박 및 사행산업, 4. 임상실험, 5. 동물실험, 6. 방위산업, 7. 인권, 8. 수력, 9. 

기간산업, 10. 광업, 11. 원자력, 12. 석유 및 가스, 13. 성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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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서비스와 텔레컴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알리안츠는 인

프라에 대한 주요 보험인수자 겸 투자자로 고객들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규모에 따라 심각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 이슈에 대한 모범적인 관리 여하에 따라 리스크는 완화될 수 있다.

인프라 가이드라인의 외부 기준과 자료로는 IFC E&S Performance Standard, GRI 건설 

및 부동산 산업 치침(Sector Guidance on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국제인권기준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관련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석탄에 특화된 정보원이 사용된다.

회사, 산업 그리고 국가 고유 ESG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프라 관련 거래는 다음

의 리스크 범주에 따라서 스크리닝 된다.

1. 생명다양성 리스크: 멸종위기 종에 주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IUCN57) 

적색 목록58)에 등재된 멸종위기 종에 대한 영향

2. 환경 리스크: 송전선이나 접근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또는 국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필요한 공개적 의견수렴의 미실시, 

(양조장, 공해, 홍수리스크 변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한) 산업 전후방 효과, 발전소

의 석유나 석탄/갈탄 사용 여부

3. 지배구조 리스크: 뇌물방지나 반부패 계획/시스템/절차의 부재

4. 지역 사회 리스크: 편익의 공유를 위한 규약이나 보상의 부재,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자

유로운 무료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의 미확인, 공해 관련 사업

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환경에 해를 끼친 사례

5. 보호지역 리스크: 환경,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로부터 30km 이하 떨어진 장소에

서 사업(UNESCO 세계문화유산, RAMSAR 습지,59) IUCN 1~4 단계 보호지역, 핵심 생명다

57) 1964년 설립된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생태 환경 보존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조직된 정부와 민간의 1,400여 회원 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구임(Wikipedia)

58)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작성하는 동물, 식물, 균류 등 지구의 생물 종의 보존 상태에 관한 가장 포괄적 정

보를 담고 있으며, 생명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적 지표로 사용됨

59)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가입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제주 물영아리’,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울산 무

제치늪’, ‘무안갯벌’,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오대산 습지’,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 등 19개소(’15.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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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지역)

6. 평판 리스크: 알리안츠 이해관계자(투자자, 고객, 사업파트너, 규제당국, 직원 등)의 평

판에 나쁜 영향

7. 이주 리스크: 이주 관련 물리적 피해 발생, 원주민을 포함한 주민, 토지/수자원/재산권

의 이동, 적절하게 논의되지 못한 주민의 이주

8. 노동력 리스크: 단체교섭이나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권 무시, 보안요원의 부적절한 행위

나 물리적 위해 발생, 아동 노동, 인신매매나 강제노역 발생, (건강이나 안전 기준, 임금 등

의 측면에서) 기준 이하의 노동조건, 하청기업에 대한 기준 이하의 노동조건

9. 석탄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험인수와 투자 배제: 2018년 5월과 8월, 알리안츠는 석탄 

관련 인프라 배제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

5) 민감 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은 민감 국가 목록을 담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인식하고 이들 거래를 인

권 관련 ESG 적용 절차에서 다루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해당 국가에서 체계적 인권유린이 

일어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하이델베르그 국제분쟁연구소와 같은 분쟁지역부터 국제투

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 국가단위 평가에 기초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알리안츠 민감사업 가이드라인 

중 인권 영역이 적용된다. 

물론 법적·경제적 제재가 이들 국가에 내려진 경우에는 이미 인권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

는 상태이므로 준법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거래 관리를 하게 된다. 그룹의 ESG 사무국은 

민감 국가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6) ESG 채점 접근(ESG Scoring Approach)

알리안츠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목표는 고객들에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

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됨(위키백과)



Ⅲ.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53

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ESG 리스크와 기회를 자산운용 초기 과정에서

부터 고려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

을 주기 때문이다. 

ESG 채점 접근을 통하여 알리안츠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상장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추

가적 재무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ESG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 ESG 연계 정보의 통합으로 알

리안츠의 우선적인 자산운용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이 접근법은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회사(Allianz Global Investors)와 PIMCO의 자산운

용 매니저와의 접한 협업을 통하여 그룹 ESG 사무국과 알리안츠 투자관리회사(Allianz 

Investment Management SE)에서 개발하였다. 알리안츠는 MSCI의 ESG 평가와 점수 자료

에 기초하여 37개의 핵심 ESG 이슈에 따라 ESG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여 자산운용에 체

계적으로 통합하였다. 특히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세계 야생동물

기금(World Widelife Fund)과 Germanwatch60) 등 비정부기구에서 ESG 채점 사업의 초기

개발에 관여하였고, 이들의 ESG 주제에 대한 전문적 경험은 접근법의 전반적인 체계 형성

에 중요한 요소였다. 

ESG 채점 접근법은 알리안츠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EFRI)에 따라서 운용되며 초기의 

실행은 독일 알리안츠 생명보험과 독일 알리안츠 건강보험에서 실험을 거쳤으며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모든 알리안츠의 글로벌 자산운용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채점 과정은 

ESG 데이터 통합, ESG 기준점 설정, ESG 채점 과정 실행, 체계적 개입 그리고 ESG에 특화

된 자산운용 매니저의 성과평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ESG 데이터 통합은 MSCI의 ESG 통계자료를 알리안츠의 투자관리정보 시스템에 통합하

는 것으로 이로부터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와 PIMCO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

분석 팀은 물론 모든 자산운용 관리 직원까지 MACI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보다 심층적인 정성 및 정량적 ESG 연구 및 데이터는 MSCI 매니저 툴을 통하여 접근이 가

능하다.

채점 과정의 ESG 기준점(threshold) 설정은 낮은 ESG 성과를 갖는 회사를 인식하기 위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낮은 ESG 성과를 보이는 회사는 높은 ESG 및 평판 리스크와 연관

60) 빈부문제 등 지속가능개발과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해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의 비정부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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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모든 MSCI ESG 평가 모집단에 속한 증권 발행 기업들은 지역(유럽, 북미, 아태, 신

흥국)별로 그룹지어 지지만 국채 발행 국가에 대한 지역 구분은 없다. 기준점은 각 발행 

그룹별로 ESG 성과 하위 10%로 정해진다. 즉, 해당 발행 그룹별로 기준점은 하위 10%이

다. 알리안츠는 각 그룹의 기준점 이하 모든 발행회사를 유의해서 보며, ESG 기준점은 

ESG 데이터에 기반하여 매년 재평가 된다. 또한 기준점은 투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통합

되며 자산운용 매니저들에게 통보된다.

3대 주축 10개 주제 37개 ESG 핵심 이슈

환경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영향 파이낸싱

제조물 탄소 발자국 기후변화 취약성

자연자원
물 부족 원재료 조달

생물 다양성과 토지사용

공해 및 폐기물
유해 배기가스 및 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

포장재와 폐기물

환경적 기회
친환경 기술의 기회 신재생 에너지의 기회

친환경 건물의 기회

사회

인적자원
노무 관리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안전 공급망 노동조건

제조물 책임
제조물 안전 및 품질 사생활 보호와 자료 보안

화학물질 안전 책임투자

이해관계자 반대 논란적 조달방식

사회적 기회
홍보 접근 건강관리 접근

재정 접근 영양 및 보건 기회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소유와 지배

보수 회계

기업행동

기업윤리 부패와 불안정성

독점적 행동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세금 투명성

자료: MSCI ESG Research; Allianz(2018)에서 재인용함

<표 Ⅲ-4> ESG 채점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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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점 과정의 실행은 기존 포트폴리오 투자 분석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때 이루어지

며, 자산운용 매니저는 해당 투자의 ESG 점수와 그에 대한 기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렇게 하는 의미는 기준점 이하 발행자에 대한 투자는 피하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투자의 

재투자와 신규투자에 모두 적용된다. 자산운용 매니저가 기준점 이하 자산을 유지하려면, 

원칙준수 예외설명 규정이 발효된다. 자산운용 매니저는 ESG 사무국이 지원하는 알리안

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와 함께하는 분기별 ESG 검토회의에서 기준점 이하 투자에 대

하여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정당성의 예로는 규제요건, 시장 가용성, 그리고 내부 연구

분석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알리안츠에서 기준점 이하 발행 증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에는 체계적이고 목적 지

향적이며 한시적인 경영참여 과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런 체계적 참여는 알리안츠 자산운

용 관리회사, 그룹 ESG 사무국과/또는 해당 자산운용 매니저에 의하여 사안별로 이루어

진다. 체계적 참여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어지는 “주주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SG 채점 접근을 포함한 ESG 통합은 정기적인 자산운용 매니저 및 ESG에 특화된 자산운

용 매너저에 대한 평가요소 중 하나다. 채점 요건의 이행은 측정된 성과평과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도 연결된다.

7) 주주행동(Active Ownership) 

가) 참여적 접근

알리안츠에게 적극적 소유권은 ESG 통합접근의 중요한 부분이다. 알리안츠는 해당 회사

의 ESG 리스크와 관련 이슈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체계적으로 관

여한다.

주된 참여 접근은 ESG 채점 접근과 연계되어 있다. ESG 채점 기준을 밑도는 모든 발행회

사는 잠재적인 참여 접근 대상이다. 경영참여는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 SE)와 

ESG 사무국이 주도한다.

알리안츠가 투자한 회사의 ESG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경영참여의 명확한 목적이 시작

부터 정의되어야 한다. 경영참여 목적은 지속가능성 주제와 관련된 강력한 지배구조와 경

영감시를 제고하고, ESG 관련 정책, 절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가적 공시를 장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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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목표를 정하고 성과평가를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제기준 모범규준 및 체계

의 채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나 혐의 사항에 해명하는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특정 경

영참여에 국한된 추가적인 목적을 채택할 수 있다.

이들 목적에 따라 알리안츠는 해당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ESG 리스크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경험하는 회사의 방안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며, 투자한 

회사의 비재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로 행동한다.

지난 수년간 알리안츠의 ESG 참여 접근을 통하여 확인된 중요(material)한 경영참여 주제

는 기후변화 문제(탄소배출 등), 자연자원(물 부족 문제, 원료조달 등), 공해 및 폐기물(환

경관리 시스템 미설치, 유독 배기가스와 폐기물 배출 등), 인적자본(아동노동, 하청업체 노

동조건, 건강 및 안전 문제 등)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알리안츠는 이들 경영참여 주제들에서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및 평판리스크를 인식하고 

경영참여 필요성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진 모

든 지분이 있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 이외 다른 ESG 고려대상 문제의 경우, 알리안츠

는 사안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투자한 회사의 성과를 매년 면 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ESG 채점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한 초기 연구와 부여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알리안

츠는 경영참여가 필요한 소수의 회사를 선정하고, 중복된 경영참여를 피하기 위해 이들 

소수의 회사 목록은 알리안츠 글로벌 투자와 PIMCO의 경영참여팀의 검토를 거친다. 이미 

자산관리 매니저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지는 회사들은 경영참여 목록에서 제외된다.

경영참여 대상 우선순위 배정 및 회사의 선정이 끝나면 경영참여팀은 목록에 있는 회사들

에 대하여 MSCI ESG 연구, 다른 각종 ESG 자료와 정보 공급자 그리고 각 회사의 기업공

시와 발간물을 이용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한다. 심층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지원 문서들과 

함께 요약되고 문서화되어 장래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영참여팀은 기업실적 홍보부

서(Investor Relations), 지속가능성 및 다른 관련 부서에 이메일로 인지된 ESG 리스크와 

경영참여 목적에 관련된 초기 질의를 발송한다. 질의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에 기초하여 

알리안츠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사안을 분명하게 정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 통화 및 회의를 통한 경영참여 활동을 계속한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경영참여팀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다음 단계

경영참여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응답내용이 ESG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거나 장래 ESG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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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추가적 문제나 논란을 피하거나 해결할 의지나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회사에 

대한 경영참여는 종료된다. 알리안츠는 경영참여 결과의 성공 정도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거나 장래 경영참여 목록에서 제외한다. 끝으로 알리안츠는 경영

참여 접근, 실행 및 결과에 대하여 책임투자원칙 투명성 보고서와 그룹 지속가능 보고서

에 담아서 보고한다.

나) 다른 경영참여 활동

ESG 채점 참여(ESG Scoring Engagement)에 더하여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배제 경영참여, 

협동 경영참여, 내부 자산관리 매니저 경영참여 절차를 만들었다.

석탄기반 배제 경영참여는 석탄기반 사업모형을 배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알리안츠는 

투자한 회사에 석탄 관련 전략을 명확하게 하고 기후중립적 사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석탄기반 배제 경영참여는 단순화된 경영참여 절차를 따른다. 협동 경영참여는 다

른 자산 소유자, 자산관리 매니저, PRI와 협동하여 경영참여의 기회를 찾아서 사안별로 참

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 자산관리 매니저의 경영참여는 PIMCO와 알리안츠 글로

벌 투자회사(Allianz GI) 소속 자산관리 매니저가 제3자 고객뿐 아니라 알리안츠를 위한 

경영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들 자산운용 매니저들은 경영참여 활동을 웹페이지를 통해 보

고한다.

다) 주주권 행사

알리안츠 글로벌 투자회사(Allianz GI)가 알리안츠 그룹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지분투자를 

한 경우 투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llianz GI는 ESG 고려가 포함된 글로벌 기업지배구

조 치침에 따라 투표권을 실행하고 투표결정에 대한 기록을 대중에 공개한다. 지분투자를 

한 다른 자산운용 매니저들도 알리안츠를 대리하여 투표권한을 행사하도록 장려된다.

8) 리스크 관련 의견교환

기업성 보험사업 부문에서 고객사와 리스크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특정 리스크를 완

화하고 리스크 관리의 전문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고객사와 알리안츠 모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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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접근이다. 보험 관련 ESG 리스크와 관련해서 심각한 리스크가 인지되는 경우에 알

리안츠는 보험 고객과 리스크 관련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교환의 목적은 인

지된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처리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2014년 AGCS ESG 사업 

서비스 부서가 설립된 이후, 이런 의견교환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걸쳐 이루어

졌다.

9) 배제 정책

알리안츠는 금지 무기와 석탄에 대하여 그룹 단위 배제 정책을 운영한다.

가) 금지무기 배제정책

금지 또는 논란이 되는 무기 관련 배제 정책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과 집적의 금지에 관

한 협약 제2조, 집속탄에 관한 협약 제2조, 생물 및  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집적 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그리고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집적과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제2조 등

에 따른다. 금지 무기의 개발, 생산, 유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권 발행회사에 대한 투자

는 금지된다. 알리안츠는 외부 ESG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내용이 논란이 되는 무기와 관련

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배제 목록을 분기별로 재평가한다. 특정 리스크가 정기적 검토 

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 배제 목록은 임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알리안츠는 무기 관련 배제 정책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실행하려 노력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금지된 회사가 주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인

덱스에 포함되는 경우와 다른 자산운용사 등에서 관리하는 투자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경

우 등에서는 배제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나) 석탄 배제 정책

① 정책의 배경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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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하고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산업화 이후 진행된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묶기 위하여 필요

하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다음 10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중 석탄은 발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석탄 기반 발전

을 엄격하게 축소하여 중지시키고 신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정책이 글로벌 

발전의 전환을 통해 저배출 수준에 도달하는 데 요구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하기 위하여 알리안츠는 유엔환경계획 금융분과(UNEP FI)의 포트폴리오 탈탄소 동맹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와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② 정책의 실행

2015년부터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사업모형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였다. 주식 지분은 

철수하였고, 2015년 이전 채권투자는 철수 중이며 2015년 이후 신규투자는 없다. 또한 알

리안츠는 단일장소/독립계약 발전소 및 광산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지 않으며, 2040년까

지 모든 손해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석탄 기반 리스크를 점차 줄여 없애나갈 계획이다.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사업을 직접 소유 또는 주식참여를 통하여 지배(간접지배, 최소 20% 

지분)하는 회사를 배제한다. 석탄기반 사업이란 석탄 발전의 경우, 석탄 발전을 30% 이상 

사용하는 회사, 섭씨 2도 상한과 배치되는 0.5 gigawatts의 석탄 용량을 추가하는 사업계

획, 섭씨 2도 상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50% 이상의 사업철수가 필요한 사업 

등을 말한다. 또한 석탄 채굴의 경우, 석탄 채굴로부터 30%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를 

의미한다. 

석탄 발전 사용 비중이나 석탄 채굴 매출 비중의 기준 수치는 점차 강화될 계획이며 알리

안츠는 기준 수치를 2015년 30%에서 2040년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2022년 12월 31일

에 알리안츠는 기준 수치를 25%로 낮출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 수치의 조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한에 5%를 넘지 않는 조정이 예상된다. 

석탄 관련 투자 배제 정책의 예외는 기준 수치를 넘는 회사라도 향후 섭씨 2도 이하 기온

상승 제한에 부합하도록 석탄 관련 비중의 축소 전략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가능하다. 알리안츠는 석탄 발전소, 석탄 광산 및 철도 등 석탄산업 관련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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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배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알리안츠는 갈탄/석탄 발전소(CFPP) 및 갈탄/석탄 광산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단일장소/

독립계약 보험을 더 이상 인수하지 않으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 단일장소/독립계약은 단

일 발전소 또는 광산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실이나 피해를 보장하는 것과 고객에게 보

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제 정책은 신규(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석탄 관련 보험인수 배제 정책에 대한 예외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만 사안별 평가에 따라

서 적용된다. 이 평가의 기준으로 발전 효율성, 신재생 및 다른 저탄소 대체 발전소에 대

한 고려와 이들 대체 발전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 지역에서 발전용량의 부족에 따른 

정전 발생과 해당 국가의 (UN 분류에 따른)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기준과 경험

에 근거하여 알리안츠는 아주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한다.

알리안츠의 석탄 감축 계획상의 감축 경로는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ETP)의 

자료에 기초하며,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사업모형으로부터 알리안츠의 자기투자와 손해보

험 포트폴리오를 2040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알리안츠의 투자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석탄 비중 기준은 ETP의 2°C 시나리오(2DS) 경로보다 더욱 엄격하다.

다) ESG를 고려한 참여에 따른 특정 유가증권 발행자의 배제

경영참여 접근의 결과, 중요한 ESG 리스크에 노출된 회사는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

와 그룹 ESG 사무국의 경영참여팀의 의견에 따라 그룹 ESG 이사회 의장이 그룹 리스크 글

로벌 제한(Group Risk Global Restrictions; GRGR)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배제대상 

증권은 논란의 대상인 무기나 석탄 배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모니터링 된다.

라) 배제의 실행

그룹 ESG 사무국은 그룹 리스크 부서와 함께 그룹 리스크 글로벌 제한 목록(GRGR List)을 

통하여 자산운용 시스템의 투자 배제를 실행한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알리

안츠 자산운용 데이터 시스템에 통합된다. 내부 및 외부 자산 관리자는 GRGR 목록에 변

화가 생기면 즉시 통보 받는다. 보험인수에서 배제는 AS RRIM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통

합된 배제 리스트는 정기적인 검토를 거치며 필요 시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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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제의 모니터링

그룹 ESG 사무국과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는 자산 관리자의 배제 정책의 준수를 모

니터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위반사항이 생기는 경우, 그에 책임 있는 자산운

용 부서는 사안을 즉시 바로잡기 위하여 자산 관리자와 협의한다.

10) 자산 관리자 선택 권한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

알리안츠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Allianz ESG Functional Rule for Investment; EFRI)은 

내부 및 외부 자산 관리자에 의한 ESG 통합의 핵심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 규칙은 외부 

자산 관리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알리안츠를 대신하여 자기자산을 운용하는 내

부 및 외부 자산 관리자가 ESG 요소를 자산운용 과정의 핵심부분으로서 통합하도록 요구

한다. 그리고 모든 신규 및 업데이트된 자산 관리자의 권한을 다룬다.

가) 자산 관리자 요건

알리안츠의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은 자산 관리자의 특정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 자산 관리자의 ESG 정책 공시와 알리안츠 자기자산에 대한 정책의 적용

· ESG 배제정책의 실행(논란 대상 무기와 석탄)

· 민감사업 영역에 속하는 모든 거래의 민감사업 가이드라인 준수(비상장 자산)와 ESG 통

합체계 고려(상장자산)

· ESG 관련 문제, 우려사항 및 위반에 대하여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로 즉시 

공시하고 보고

· 요청이 있으면,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에 외부 보고를 위한 ESG 관련 정보를 

제공

· 연례 자산관리 검토 과정에서 ESG 관련 주제를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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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기한 안에 정책을 개발

하여야 하며,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는 이들 요건 관련 법규준수를 모니터하며 

그룹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

나) ESG 정책의 최소기준

자산 관리자의 ESG 정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문서로서 정의된다. 

· 자산 관리자가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ESG 세부 원칙을 기술

· ESG 통합의 적용 방안 서술(자산운용 연구, 배제, 모니터링, 보고, 통합 절차의 적절한 

실행을 담보할 통제장치 등)

· 가용하고 사용된 자원에 대한 설명

· 연례 ESG 세부 목표

· 책임 있는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식 회사 문서

그리고 UN이 후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한 자산 관리자라면 적절한 ESG 통합접

근을 가졌을 것으로 간주한다.

다) 연례 검토

ESG 관련 주제 논의는 정기적인 연례 자산 관리자에 대한 검토의 본질적 부분이다. 2014

년부터 일반 검토회의에 추가적으로 자산 관리자와 함께 ESG 특정 연례 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자산 관리자의 ESG 정책, 적용 및 관련 절차를 평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