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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호혜를 고려한 ESG 투자동향 및 시사점

ESG investment trends and implications considering shared growth and 
mutual benefit

박윤주*, 이준호**, 최유화***

Park Yoonjoo*, Lee Junho**, Choe Yoowha***

요 약 최근 ESG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투자 결정시 이와 같은 비재무적 투자를 고려하는 추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에 초점이 맞추

어지며 바이오와 헬스 관련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석탄 관련 사업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 전면 중단되고 기

존 사업은 순차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거나 철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포

트폴리오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운용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

시하고,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체계의 대응 및 준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동반성장과 호혜를 고려한 ESG 투자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ESG,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한 투자, 윤리적 투자, 지배구조

Abstract In recent years, ESG investment is increasing worldwide, and awareness of ESG risks such as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is increasing, and non-financial investments are considered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With the recent Corvid 19 crisis, the focus is on the environment, and investments related 
to bio and health are gaining popularity, while new investments are completely suspended in coal-related 
businesses, and decisions are made in the direction of sequential termination or withdrawal of existing 
businesses This has resulted in an increasing number of managers setting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as 
top priorities in their investment portfolio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resent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changes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to make efforts to respond and prepare an investment system that 
can help build a risk management system. Therefore, I would like to briefly review the ESG investment trends 
and present implications considering shared growth and mutual benefit.

Key words :  ESG,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sustainable investment, ethical invest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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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는 사업 분석 등과

관련된 투자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적 성

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적정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ISO26000과 UN

에서 채택하여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등을

기본으로 하는 비재무적 주요 분야인 노동과 인권, 환

경과 안전, 상생, 컴플라이언스, 정보보호, 사회공헌 등

을 중심으로 하는 ESG 전략체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

시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

여 탄소소비 저감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제한된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순환경제 체제를 정착시키

는 한편,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친환경 이슈를 강화하고

있다. 지배구조, 근로자, 협력사,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

가 기업의 가치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1] 각국의 기관투자자들도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그

린본드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어 투자기관의 ESG 투자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Ⅱ. ESG 투자 현황

1. 세계 ESG 투자현황

사회적 책임투자는 장기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

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대상 선

별과정에서 재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사

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ESG 투자는 주류와 담배, 무기제조 등 특정 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

발했으나 이후 지구온난화, 기업 비리,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와 개념이 진

화되고, UN에서 책임투자원칙이 제정되면서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관련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비슷한 개념의 기업에 있어서 CSR 활동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 인간 중심의 사회가치을

우선시 하고 있다.[2]

표 1. ESG 주요 주제
Table 1. Main Subjects of 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기후변화,
탄소배출

사회만족 이사회 구성

대기 및
수질오염

데이터보호 감사위원회 구조

생물다양성 성별다양성 뇌물 및 부패

에너지 효율 지역사회 관계 임원 보상

폐기물 관리 인권 로비

물 부족 노동 기준 내부고발자 제도

전세계 ESG 투자규모는 2018년 30조 6,830억 달러

규모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유럽과 미국

이 전세계 ESG 투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

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적 펀드의 공공성이 부각

되며, 스웨덴의 제2국가연금펀드(AP2), 노르웨이 국부

펀드(GPFG)와 네덜란드 연기금(ABP)의 연기금을 중심

으로 책임투자가 보편화되었으며, 모닝스타 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유럽 전체 펀드시장에

서 1,480억 유로가 이탈하였지만, ESG펀드에는 약 300

억 유로가 유입되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최대 운용사

인 BlackRock과 Vanguard가 주도하여 ETF 시장을 중

심으로 ESG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ESG ETF에는 자금 순유입이 이루어지

고 있다.

2. 국내 ESG 투자현황

국내에서 설정된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020년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나 글로

벌 펀드와는 격차가 큰 상황이며, 이 중 95% 이상은 일

반 공모가 아니라 연기금이나 공제회를 통하여 투자되

고 있다. 지금까지 ESG 투자가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

구조와 관련된 측면에 치중되었던 반면, 코로나19 사태

를 겪으면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더욱 맞추어

지면서 바이오와 헬스 분야와 관련한 ESG 투자가 인기

를 얻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로 국내에서 ESG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책임투자의 직접운용 확대를 결정하

고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신규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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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그림 1. 2018년 전세계 ESG투자 비중(십억달러)
Figure 1. Global ESG investments in 2018 ($1billion)
.

Ⅲ. ESG 상품 동향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연합에 의하면, 글로벌 ESG

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투자자산별 글로벌 ESG투자 비중(%)
Figure 2. Global ESG investments by investment assets

(%).

1. ESG 본드(그린 본드)

ESG 본드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같은 그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채권으로 2019년 글로벌

그린본드 신규 발행규모는 2,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

승 중에 있다. 국내 ESG 채권은 2020년 5월 기준 413

개 종목이 존재하며, 발행잔액은 총 59조원으로 발행기

업도 공기업과 은행권 중심에서 점차 제2금융권과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ESG 펀드

ESG를 활용한 자산운용은 펀드나 ETF의 형태가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ESG 요소가 비재무적 지표인 만

큼 개별 종목의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표 2. 글로벌 ESG 펀드
Table 2. Global ESG Funds

지역($Bln, %)
자금유입 운용자산(AUM)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유럽 61.6 76.5 1,033 82.1

미국 9.8 12.2 179 14.2

일본 7.0 8.7 12 1.0

호주/뉴질랜드 0.8 1.0 16 1.2

아시아(일본외) 1.0 1.2 11 0.8

캐나다 0.3 0.4 8 0.6

합계 80.5 1,258

Ⅳ. 국내외 운용회사 ESG 투자 사례

미국의 블랙록은 약 7조달러(8,500조원)에 달하는 투

자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로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2020년 투자포트폴리오 최우

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구조

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로서 현대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

한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최근 코로

나 사태에서도 블랙록은 자사가 투자한 투자기업이

ESG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결

과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기

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ESG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펀드(ETF)를 지금의 두 배인 150개 이상으로 늘리

기로 했다. 영국에서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화석연료

산업에 유럽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인 약 1,200억 달

러(146조원)의 대출을 실행한 바클레이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요즘 투자자들은 과거처럼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많이

달성하고 있는지 재무제표상으로만 나타나는 정보를

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떻게 돈을 벌고 쓰며 회사를

꾸려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한다. 처음에는

사회공헌으로 여겨졌던 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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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투자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충격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

러 일으키면서 ESG가 투자의 주류로 급부상하며 폭증

하고 있다.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지난 6월 ESG 관

련 펀드 자산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

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돈은 다소 줄었는데, ESG 펀드엔 711억달러가 새로 유

입됐다. ESG를 지표로 삼은 ETF(상장지수펀드)는

2015년 60개였으나, 최근엔 400개를 넘겼다. ESG를 간

판으로 내건 펀드 규모만 그 정도란 뜻이고, ESG를 투

자의 지표로 활용하는 연기금의 자금 등을 포함하면

ESG 관련 글로벌 투자금은 40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ESG의 빠른 부상은 자료로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한

전이 ESG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네덜

란드공적연금(APG)이 지난 2월 6000만유로(약 790억

원)의 한전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를 회수한데 이어 3월

에는 블랙록도 한전의 석탄사업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전

략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여, 자금 회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신의성

실의무에 따른 신중한 투자를 최우선하는 기관투자자

는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ESG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 장기투자, ESG분석, 주주권행사의 투자원칙에

따른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

해야 할 뿐 아니라 ESG투자 성과가 투자수익률에 긍정

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기관투자자의 거래행태는 ESG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 한국 투자 공사 (KIC)도 최근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금융

투자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통해 국부 펀드로서의 위상

을 높이는 정책을 공론화하고 있다. 실제로 KIC는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책임 투

자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ESG를 충족

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벤치 마크를 통해 ESG 특화 펀

드를 투자 및 운영하고 있다. KIC는 이전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한 이후

ESG를 전체 자산군 및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투자 및 수익 향상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C는 지난해 10 월

ESG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벤치 마크를 선정하

여 3 억 달러 규모의 ESG 전략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

했다. 투자 후 성과가 인정되고 투자 대상이 선진국에

서 글로벌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녹색 채

권 및 지속 가능 채권 발행에 참여하고 위탁 자금을 받

아 이를 활용하여 Green & Social Project 펀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ESG 등급이 부정적일 경

우 내부 공시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ESG

경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ESG 모델 포트폴리오를 개

발하여 모든 투자 영역에서 사용할 수있는 ESG 지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Ⅴ. 결 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관점으로서 ESG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한 신뢰할만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금

융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

한 ESG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좀더 확대하

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투자

자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관 전문기

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효

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

제적으로 인정받는 ESG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금

융대출 및 자금 투자, 녹색채권 발행 및 유통 등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노출 비중과 규모를 산정하고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ESG 투자관련 공시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

혜를 통하여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결국에

는 사회의 성장과 도움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과 이익

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을 보여야 하는 시

대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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