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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전창협
(주)헤럴드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헤럴드경제 대표 전창협입니다.
헤럴드금융포럼 2021에 오신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전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귀한 분들을 예전처럼 마음껏 모시지 못합니다.
올해 헤럴드금융포럼의 주제는 ‘금융, 세상을 바꾸다’ 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을, 다시 한번 더 바른 방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금융은 차가운 숫자로 대변되는 듯 하지만,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로 가득해지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변화
시킬 힘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화두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
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최대 효용’을 내는 임팩트 금융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기조연설을 통해 K-ESG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십니다.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세
계 3대 연기금이자, 국민 경제와 함께 가는 국민연금이 ‘착하고 바른 투자’의 새 이정표를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가야할 방향이 제시되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국민연금이 제시한 길을 법망으로 촘촘히 닦아, 도중에 걸려 넘어지
거나 발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이 기조연설 후 토론으로 의견을 나눕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님이 기조연설 후 토론에 참여해 주십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제 회복에 불을 당길 가장 중요한 부처의 수장으로, 위험관리와 혁
신이라는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경제가 한계단 한계단 차분하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위
원장님이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오전 두번째 세션에서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님이 디지털혁신을 통한 임팩트금융으로 주제발표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
는 데이터와 기술로, 고객 경험을 변화 시킨 토스를 이끄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함께 해 금융업의 미래를 논할 계획
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틀을 깨고 생각을 넓히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 길에 중심에 선 여러분 곁에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 같은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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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헤럴드경제의 네 번째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헤럴드금융포럼은 그 동안 금융의 변화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시의 적절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준비해주신 헤럴드경제 전창협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님, 송재호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국민연금 김용진 이사장님과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행사가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금융분야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이세돌 대 알파고 대결이 있었던 몇 년 전만 하여도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디지털기술의 상용화는 아직 우
리에게 먼 미래의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체감하고 있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재택근무, 원격교육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제는 드론을 통한 무인배송과 완전
자율주행의 일상화를 기대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기후·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주전(6.11~13)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되었듯이 기후·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상 가까이는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친환경 소비부터 넓게는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환경 변화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도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감안하는 금융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가능한 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융은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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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노력 – 디지털혁신, 지속가능금융
내외귀빈 여러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분산되어 있는 여러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
회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됩니다.
한편 금융 데이터는 디지털화와 계량화가 쉬운 양질의 데이터로서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핵심 중
하나인 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
간 인가, 영업행위 등 규제적용이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 2019년 4월부터 현재('21.6.16자)까지 총 1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
정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131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D-테스트베드」와 함께 혁신
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녹색분야에 더욱 폭 넓게 투자할 것입니
다. 지난 5월에는 7개 금융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그린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산은, 수은, 기은, 거래소, 신보, 기보, 무
보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2배 확
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고, 친환경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맺음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가 기존 금융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금융'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지식,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를 선도하는 '
새로운 금융'으로 나아갑시다.
저 역시 금융위원장으로서 대변환의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헤럴드경제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포럼이 미래의 빅픽처를 구상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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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축사

전창협

은성수

김병욱

김희곤

(주)헤럴드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조연설 및 토론

좌장

토론

김용진

김대식

송재호

윤창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양대학교
경영학 교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병윤

이선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신경제연구소
ESG본부장

세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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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세션 2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토론

권대영

김용진

이승건

조영서

신원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카카오페이
총괄 부사장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토론

유승창

성주호

양해환

장권영

조휘성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경희대학교
경영학 교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디렉터
파트너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

세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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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행

사

명

헤럴드금융포럼 2021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08:00~15:00

장

소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LL층)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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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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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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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주제발표, 토론

프로그램표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7:55~8:00
8:00~8:0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8:05~8:15
8:15~8:20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8:20~8:25
8:25~8:50

세션 1

9:00~9:50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조연설

토론

K-ESG의 새로운 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대식(좌장)

한양대학교 경영학 교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본부장

9:50~10:00

질의응답
휴식 및 커피브레이크 (10:00~10:20)

10:20~10:50

세션 2

10:50~11:40

주제발표

토론

금융의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임팩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김용진(좌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조영서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총괄 부사장

11:40~11:50

질의응답
중식 (11:50-13:30)

13:30~14:00

세션 3

14:00~14:50

주제발표

토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투자의 중요성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성주호(좌장)

경희대학교 경영학 교수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디렉터 파트너

조휘성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

14:50~15:00

질의응답

15:00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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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의 새로운 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K-ESG의 새로운 길

헤럴드금융포럼 2021 ESG 기조연설

ESG플러스 with NPS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용 진

국민들의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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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 어떻게 보아야 할까?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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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의 새로운 길

접근방식이
바뀌었다

‘돈’이
말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E·S·G

16

금융, 세상을 바꾸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과 ESG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ESG플러스 with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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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의 새로운 길

세상이 바뀝니다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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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New way of
Prosperity & Sustainability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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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집중할 때
요약문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투자 규모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
기업 투자자와 자산보유자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ESG로 달라지면서 ESG는 단순한 경영철학의 수준을 초월해 주주인 투자업
계로부터 기업 생존을 위한 일종의 조건처럼 작용.
다만, ESG 투자에 대한 평가 요소나 방법론은 국내외 모두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기관 간의 평가 방법 및 결과의 상이성도
큰 상황임.
또한 국내의 경우, S(사회)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ESG 투자의 분야별 편차가 큰 상황임.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ESG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소신껏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구됨.
ESG 평가 기준 가이드는 정립하되, 기업의 독자성 반영이 중요.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ESG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이 바람직함.
지배구조(G), 환경(E)에 대한 투자도 더욱 장려될 필요.
ESG 정보공개의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성적 판단이 중요한 ESG 평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중요.

1. ESG 투자 광풍
세계 ESG 광풍
•주식, 채권, 여신,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ESG 투자 자산군이 존재함.
•평가기관별로 편차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투자 규모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

‐ 2019년 IMF에 따르면, J.P. Morgan은 ESG 관련 세계 자산규모를 3조 달러(약 3,400조원)으로 추산.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는 31조 달러(약 3경 5,100억원) 수준까지도 추산.

‐ Morningstar는 2020년 하반기, ESG 원칙을 준수하는 펀드 운용자산 규모가 1조 달러(약 1,120조원).
‐ 채권 시장도 Refinitiv가 분석한 글로벌 녹색채권 누적 발행액이 약 1조 2억달러(약 1,120조원)로 추산.
국내 ESG 광풍
•국내 ESG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 2020년 상반기에 약 4,497억원으로 추정.
•2020년 12월 기준, 국내 ESG 채권 상장종목은 549개, 상장 잔액은 82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정부와 공공기관, 공적 연기금 등 공공 주체의 ESG 투자 관심도 증가.

‐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 가까이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
‐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녹색인증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기후기술 보유기업 등을 투자 대상 기준으로 선정.
‐ KDB 산업은행, 탄소스프레드 금융지원 규모 5조원 투입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신유망 저탄소 산업 육
성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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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의의와 한계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 ESG
•시장으로부터의 ESG 요구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ESG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거대 연기금 등이 있었음.
‐ 블랙록의 주요 고객은 전 세계 연기금으로 구성. 연기금과 같은 자산보유자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단기 수익률에 집중하고,
금융회사를 수수방관한 점에 자성의 노력을 기울임.

‐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와 같은 지배구조의 혁신적 제도가 등장하면서 ESG가 새로운 대안적
투자로 부상.

‐ 자산보유자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블랙록도 ESG 투자자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 이와 같은 경로로 ESG가 확산.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은 ESG는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지난 300여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 패러다임에 대한
대대적 성찰을 야기.

‐ 생산, 투자 및 소비 등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의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됨.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정보공개 추진.

‐ 또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ESG 헤드였던 브라이언 디즈를 지명. ESG는 단순한
경영철학의 수준을 초월해 주주인 투자업계로부터 기업 생존을 위한 일종의 조건처럼 작용.
국내 ESG 투자의 분야별 편차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자료에 따른 국내 ESG 채권은 녹색채권(E), 사회적채권(S), 지속가능채권(G)로 구분.
•전체 ESG 채권 상장 잔액 82조 6천억원(2020년 12월) 중 89%에 달하는 74조 1천억원 가량이 사회적 채권.

‐ 2018~2020년, 전 세계 기준으로 녹색채권이 65.9%, 사회적채권이 18.6%인 점과 비교해 편차의 폭이 큼.
ESG 평가 범위의 다양성

‐ 초기 ESG 투자는 양적 규모의 성장으로 주목받았으나, ESG 정보의 취득 및 분석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고비용에 장시간 소요.
‐ 자체적인 평가 역량을 지닌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ESG 평가는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대형 기관들을 활용하는 실정.
‐ Bloomberg, Thomson Reuters, RobecoSAM 등 글로벌 대형 평가사 등과 Moody’s, S&P, Fitch 등 전통적인 신용평가
사 등을 위주로 ESG 점수가 제공 중임.

‐ 하지만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대범주 상의 분류는 명확하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항목 범위로의 평가
지표는 불명확하다는 문제점.

‐ OECD는 현재 대표적으로 ESG 평가를 제공하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블룸버그(Bloomberg), MSCI 등이 평
가에 포함하는 분야와 지표가 매우 상이하다고 분석함. 공통의 분야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여도 점수 산출 방식이 달
라 최종 점수는 크게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지적.

‐ 평가기관마다 ESG 평가대상 회사에 대해 서로 각기 다른 측면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이를 합해 E, S, G 중 하나의 요소를
정의하는 핵심 지표를 산출함.

헤럴드 금융포럼 2021

23

세션1 l 토론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해외 주요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요소 구성>
요소

톰슨 로이터

블룸버그

MSCI

자원 활용
배출량
혁신

기후 변화
천연 자원
오염 폐기물
환경 기회

탄소 배출
기후 변화 효과
오염
폐기물 방출
재생에너지
자원 소모

노동력
인권
커뮤니티
제품 책임성

인적 자본
제품 신뢰도
이해관계자 반대
사회적 기회

공급망
사회 차별
정치적 기부
사회적 다양성
인권
커뮤니티 관계

지배구조(G)

경영
주주
사회적 책임 전략

기업 거버넌스
기업 행태

집중투표제
임원 보상
주주 권리
경영권 방어
시차이사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핵심 하위지표수

186

34

120 이상

환경(E)

사회(S)

*OECD(2020)

•특히 사회(S)의 경우 그 범위와 기준을 가장 특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보고 있음. 기준을 명확화하기에는 가장 난해한 반면
그 영향은 환경(E)보다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 무디스(Moody’s)에서 평가한 8조 달러(약 9천조원) 상당의 채권이 사회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는 환경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보다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ESG의 평가 기준 혼란성
•국내의 경우 대체로 의결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ESG 평가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으로 이들 기관은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관투자자들에게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

•국내 또한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는 요소나 방법론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기관 간의 평가 방법 및 결과의 상이성도
큰 것으로 제기됨.

‐ 한 기관은 ESG 평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개하더라도 홈페이지 내 공시된
‐

평가 요소와 평가 샘플 보고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평가 결과지표도 한 곳은 S, A+, A, B+, B, C, D등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다른 곳은 AA, A, BB, B, C, D, E까지로 구분하는
등 객관적인 비교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3.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ESG 운용체계 정립 필요성
단기 수익 중심의 국내 투자 문화 개선
•국내의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역의 ESG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비중이 독보적인 상황.

‐ 국민연금, 자산 운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834조원. 국내 주식에 한정되어 있던 ESG 투자 방향도 채권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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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긍정적 기대.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의 수익률을 지표로 투자성과를 평가하는 시장 문화가 아직 강하다는 지적. 단기적인 수준의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그 사실만 가지고 연금의 노후 자금 고갈 우려 등 부정적 여론이 금방 확산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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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대체로 공통된 견해는 ESG 투자는 단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개념이 아니란 점임.

‐ ESG를 고려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소신껏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구됨.
지배구조(G), 환경(E)에 대한 투자도 더욱 장려될 필요.
•지배구조의 한계 개선해야.

‐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인 공개기업들이 오너 일가의 적은 지분만으로 회사 자산을 운용해 일반 주주들의 의사가 제대
‐

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
가장 우선은 정도경영하고 투명경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대응

‐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후위기를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하고, 새로운 환경규제를 도입해 제조업, 주택건설,
농업 개선 촉진 사례 참조.

ESG 평가 기준 정립하되, 기업의 독자성 반영이 중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ESG 투자 평가지표 개발

‐ 국민연금, ESG 주요 지표로 청정 생산, 제품 안전, 지배구조 등 3대 영역에서 52개 지표로 평가. 국민연금 ESG 기준 제정
이 국내 기업의 ESG 활성화 유도 입장.

‐ 산업부도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ESG 평가지표를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짐.
•ESG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업의 독자성 반영 기능 중요

‐ ESG 평가 기준은 기관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평가기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관점에 따
‐

라 얼마든지 상이한 평가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의 전제는 필요.
마치 증권 분석가들이 각자의 상이한 분석 방법에 따라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른 목표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같음. 반
복적으로 잘못된 가치평가를 하는 이들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하는 이들은
살아남는 것처럼 시장의 기본원리는 존중해야.

•다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ESG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ESG 평가산업의 시장 메커니즘과 생
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ESG 정보공개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정보공시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ESG 정보
를 공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책임투자의 확대 등으로 ESG 정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정보공시
를 미루는 것은 회의적.

‐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상장회사가 ESG 정보공개 시기를 당초 2030년보다 앞당겨,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신뢰할만한 정보
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함.
평가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정성적 판단이 중요한 ESG 평가의 특성을 고려. 평가기관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평가기관들의 평가 대상기업에 대
한 자문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국내의 경우 ESG 평가기관과 의결권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이 일치.
•금융당국에선 공시제도 개선과 함께 의결권 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발표. 평가와 의결권 자문 동일 수행기관들에 대
한 통합적인 관리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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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메가트렌드 ESG, 그 정치 도구화에 대한 우려와 제언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 ESG
ESG는 세계 기업의 New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 역할을 시작하였음.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상장사, 2030년부터
코스피 全상장사에 공시의무 부여
•세계 ESG 투자자산은 2020년 상반기 40조5,000억$에서 2030년에는 130조$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지난해 세계에서
새롭게 선보인 ETF의 15%가 ESG펀드였음
경제학적 관점에서 ESG경영이란 과거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사회문제 등의 외부효과와 주주-이사회 간 대리인 문
제를 기업 스스로 내재화한 경영전략을 말함
•기업의 목적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추가하고, 새롭게 설정한 3P (Profits, People, Planet)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적절한 배분을 찾는 일련의 과정
•기업이‘물건을 잘 만들어 많이 팔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 살아남는’ 시대가 가고 ‘투명한 의사결정 아래 공동체의 지속 성장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기업이 잠재력과 경쟁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음
우리 기업들이 ESG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국민연금의 ‘K-ESG라는 새로운 길’에 대한 우려
1988년 가입자 443만 명, 적립금 5,282억 원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30여 년이 지난 2020년 말 기준 2,21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규모가 83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금으로 성장했음. 국민 여러분의 한 땀 한 땀 의지와 노력으로 키워온 결실임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미래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됨. 2018년 보건복
지부가 5년 주기의 연금재정 재계산(4차 재정재계산)에서 밝힌 소진 시기(2057년)보다 2년 당겨진 것

‐ 3년간 출산율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돼 재정 상태가 악화했다는데,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0.84명), 올해 예상 출산
율(0.7명대)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함.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라는 이름의 전략을 통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운용 현황
- 적용 대상 : 국내주식(운용규모 약 101.4조 원, 2020년 말 기준)
- 국내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20년 말 기준): 약 93.37조 원
- 국내주식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20년 말 기준): 약 8.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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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상을 바꾸다

국민연금은 올해 책임투자 자산군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분야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국내외 주식·채권의 위탁운용 부문
까지 확대하여 ESG 반영자산을 전체의 50%(약50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힘
•또한 책임투자에 따른 리서치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매년 2회의 ESG평가를 실시하며,
‐ ESG 관련 사건·사고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수행함
‐ 이러한 중대성 평가 결과와 보유 지분율 및 보유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구조상 바로 이 대화라는 명분이 곧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 심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구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유혹도 함께 커지기 쉬
운데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총책임자는 정부의 입김을 피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임
•이러한 구조는 대형노조 중심의 ‘노’동이사제 도입, 특정 목적의 ‘사’모펀드의 경영 간섭과 정치적 의도에 젖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가 결합된 ‘노사연 복합체’로 작동될 수 있으며

‐ 이는 기업은 물론,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하여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원칙 없이 임의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정부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이라며,‘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주주권익 신장’,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음

‐ 마치 국민연금과 각종 기금관리자가 기업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7년 KB금융 주총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에 발맞추어 노동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음
‐ 노동이사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주관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객관적 원칙 없이 한 쪽의 편을 드는
것 자체의 문제가 발생, 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ESG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고 주요 사업과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고, 오히려 기업가치 향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의 30%가 넘음. 교묘하게 기업들을 제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본적 힘을
가진 것

‐ 은행만 보아도 실제 4대 시중은행* 모두에 1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상당한 의결권을 행사함. “금융회사의 G(거버넌스)는
금융회사 내부가 아니라 관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 KB국민은행 9.93%, 신한은행 9.487%, 우리은행 9.88%, 하나은행 9.88%

•국민의 비자발적인 투자로 조성된 국민연금으로 민간 기업의 주식을 대량 구입하여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도덕한 일
‘K-ESG의 새로운 길’이 우리가 이끄는 국제규범이 되느냐, 우리를 주저앉힐 무역장벽이 되느냐는 국민연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연금 위탁자인 국민께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기업경영에 간섭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음을 명심하고,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라는 유일무이한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운 다음 ESG에 대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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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건전하고 일관되며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
ESG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부합적 생태계 조성
•기업이 단순하게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를 두는 것만으로 ESG 경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사회, CEO 등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효용증대를 목표로 사회적
가치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 유지 및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와 주주 외의 고객, 근로자,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효과 공유 필요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정부는 ESG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규제를 통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ESG경영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이미 선진국에서는 민간이 ESG를 주도하는 반면 우리는 당국이 되려 ESG의 주체가 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규제강화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으로, ESG활동이 규제가 아닌 투자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체화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함
‐ 일단 규제 저항이 발생하면 상당수 기업은 규제의 임계수준까지만 ESG가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를 준수하지
못 하는 기업은 생존이 어려워 공급망 비용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사전 준비에 여력을 쏟을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ESG가 새로운 규제가 될까 두렵다”는 중견·중소기업들의
고충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임
실효성 있는 ESG 평가 체계 마련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관건은 ESG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 세계적으로 ESG 평가기관만 600개 이상이고 평가방식과 평가요소도 상당히 다양함. 한 기업을 놓고 평가기관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슈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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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Rating Agencies - Largest Companies by Revenue(Overall Score) >
출처 : 안드레스 기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1 KEDF “ESG 우수기업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 자료 中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음.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연간 600$(Morningstar)에서 많게는
2백만$ (Morgan Stanley, 7,500$~)에 이르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한국형ESG(K-ESG) 지표*’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과연 정부가 표준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산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한국전략경영학회에 의뢰해 개발

‐ ESG 이슈가 기업의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평가기관들이 다각도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평가 결과의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
‐ 또한 평가지표의 난립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은 사실이나, 평가지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적 투자 위험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투자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지적 등이 있음

•다만 ESG에 대한 평가가 향후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신용등급에 준하는 객관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 기업들의 ESG 관련 공시가 규정화된 준칙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국제 유관기관 간 공조가 진행
‐

되고 있음.
국회에서도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여야를 막론한 ESG포럼이 활발히 활동하는 등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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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SG가 화두가 된 연원
-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양극화현상, 지구 온난화, 환경파괴에 의한 최근의 코로나19 등
-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 (PRI) 발족

ESG 논의의 궁극적 목적
- 기업의 목적함수 변화 : Max 이윤 → Max (이윤 + 사회적 가치)
* 즉 기업이 이윤극대화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도 자원을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것
- 기업이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음
(목적함수의 변화는 아니다)

기업은 왜 ESG경영을 해야 하는가?
① 근로자, 소비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행태변화
→ 약간의 손해가 있어도 ESG잘 하는 기업제품 선호 → 평판리스크
② 관련 규제 강화
* 국제적인 규범 (UN PRI, 파리 기후협약, FSB의 TCFD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등)
* 국내 정책 (E: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S: 주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G: 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등)
③ 중장기적 이익 확대
* 브랜드가치 제고, ESG금융에 따른 낮은 조달비용,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

ESG경영 유도를 위한 금융의 역할 (기업들에게 유인 제공)
- ESG 시장 거래 활성화 : 규제 이상의 ESG활동 유도
- ESG 성과 연계 금융 : 대출금리 우대, 채권발행금리 우대 등
-->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에 대한 보상 (세제혜택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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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ESG투자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동기 확대
- 수익과 사회책임투자간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ESG평가의 어려움
- ESG평가 시 개별 카테고리 내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지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특히 S는 평가범위, 평가기준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
* E + S + G? → 사과 + 귤의 문제
- 평가기준과 지표 표준화를 하더라도 → 평가정보가 불완전, 불충분, 정성적이고, 평가대상 기관의 공시정보에 의존
* ESG워싱도 발생 (무늬만 ESG → 소비자보호 저해, 자본배분 효율성 저해)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불리 → 대기업에 비해 관련 정보 생산력이 약함
- 이에 따라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에 차이가 매우 커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국내 ESG평가의 경우 : 평가요소·방법론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기관 간 차이가 큼 → 평가결과 차이가 크고 비교 어려움.
☞ 결국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ESG관련 평가기준, 평가지표 구축이 필요
→ 국제적 공조,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 등이 필요

향후 과제
- ESG평가 관련 제도 개선
•기업들의 ESG관련 공시정보 범위 확대 및 공시 기준 확립
•ESG 평가기관의 평가방식 투명성 향상 (추가정보, 추가변수 내용, 등급부여 방식 등 공개)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평가지표, 평가방식의 표준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ESG라는 시류에 편승해서 너도나도 표준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경계
* 표준을 잘못 만들면 자본이 엉뚱한 곳에 과다 배분될 수 있음
*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이러한 논의와 같이 가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및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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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본부장

복원력 강한 경제를 위한 ESG
COVID 19, 복원력에 따른 패권 변화 예상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인 팬더믹으로 선언되기까지불과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음. 과거에도 금융위기가 실물로 이전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COVID 19에 의한 파급력은 이전에 겪지못한 양상으로 글로
벌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극심한 양극화와 쏠림 현상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COVID 19에서의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따라 COVID 19
이후의 글로벌 시장 구도와 패권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복원력 강한 경제를 위한 ESG의 적용
위기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음. 복원력있는 경제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
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제로 기업, 정부,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함.
환경, 경제, 지배구조의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하는 ESG Framework은 복원
력 강한 조직, 기업을 유지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Tool로 활용될 수 있음.
다만, ESG Framework은 모든 산업에 걸쳐 동등하게 적용하는 개념이 아닌, 산업의 특성 및 기업의 사업 현황 등에 따라 중요
한 지표 및 적용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화하는 제도와 트렌드에 따라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와 발전을 요함.

복원력 강한 경제를 위한 정부, 국회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
EU는 오랜기간에 걸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ESG에 기반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및 관련 정책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며
발전시켜 왔음.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 파리기후 협약 재가입을 시작으로 환경, 노동의 다양한 ESG 관련 이슈를 정책에 반
영하고 있음.
최근 EU와 미국의 시각 및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일치함에 따라 ESG 와 관련된 글로벌 정책 제정 및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음.
양국은 특히 환경, 사회 영역과 관련해 자국의 정책·입법을 탄소국경세, 공급망 실사 제도 등을 통해 무역에 반영하고자 계획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외 타국가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임. 특히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됨.
글로벌 제도 변화에 따른 복원력 강한 기업,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의 적절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됨. 한편, 모든 것을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ESG 적용 또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기반 정책 마련 및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함.
지속가능투자의 경우 기본 특성상 장기투자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으로, 일반 기관투자자들 대비 운용기간이 길며 공적인 성격
이 강한 국민연금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국민연금은 글로벌 제도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세대간 균형의 관점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ESG
integration과 ESG 기반 주주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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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핀테크가 촉발한 고객 관점의 혁신,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중
Covid19 이후 가속도 붙은 온라인 penetration
•토스가 2015년 간편송금을 선보인지 6년, 2020년 업계 전체 연간 간편송금액은 130조, 12억건에 달함.
전년 대비 52%증가한 수치
•온라인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4년간 성장폭을 2020년 한 해에 뛰어넘음
•covid-19 이후, 이같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송금, 대출은 물론 보험, 증권거래, 커머스 등 전 분야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음

한국 가계의 금융화 수준 세계 최상위권, 디지털 전환 파급력 커
•한국은 인당 카드발급 수및 사용비중, 보험료 지출, 가계 대출 등 금융의 주요 분야에 걸쳐 세계 최상위 수준 (토스가 추정하
는 전체 리테일 금융시장의 연간 매출 규모 = 84조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시장 규모에
비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뒤쳐져왔음
Global Fintech 100 기업 리스트중 미국 15개, UK 11개, 중국 10개, 호주 7개, 한국 2개 (KPMG, 2019)
•다만, 2018년부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도입, 오픈뱅킹 도입과 데이터 3법
개정 등 정책적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고, 토스같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인터넷 전문은행, 인슈어테크 등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 변화 주도

고객 관점의 근본적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그동안 금융사들은, 주로 자사의 관리 고객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면, 핀테크 플랫폼의 성장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의 전장이 달라지고 있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
•금융위 주도로 열리는 대환대출 플랫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은행의 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실시 등
올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서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
•토스는 빠르면 9월 영업을 개시하는 토스뱅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선보이고 금융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이러한 경쟁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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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서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

1. 고객 경험 혁신 시대의 개막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모든 금융거래가 디지털화, 데이터화 되어있는 한국사회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앱에 모아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융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고객 동의하에 고객의 금융 정보를 모든 금융기
관으로부터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고객 개개인의 경제, 금융 활동을 100% 가까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 데이터는 물론 이종 산업의 데이터까지 결합해 고객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은행, 카드, 금융
투자, 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개인 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기존 금융 앱이 조회, 이체, 상품 가입 같은 단순 금융 업무를 처리하던 거래형 플랫폼(Transactional Platform)이었
다면 고객 경험 설계를 통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플랫폼(Engagement Platform)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
용하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닌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종합 디지털 금
융비서(Aggregate Digital Financial Assistant)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마이데이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마이데이터 시행은 하나의 모바일 금융 앱에서 모든 금융 생활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필연적으로 메가 금융 플랫폼
(Mega Financial Platform)의 등장을 촉발할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PFM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BFM(Business Financial
Management)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개인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GPFM(Grand Persnal Financial
Management)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KB, 신한 등 기존 금융권은 물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메가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바야흐로 ‘플랫폼 전쟁’이 시작되었
습니다.
마이데이터로 촉발된 메가 금융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각 업권 내에서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수행
하던 금융기관의 모습에서 거대 금융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 제조사로 분리되는 제판분리 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에 따
라 금융산업은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모든 금융 자문을 해주는 개인 금융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
는 메가 금융플랫폼 기업과 금융 상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금융제조 전문기업,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백엔드(Back-end) 시스
템을 구축해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기업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3. 금융기관의 대응방안과 새로운 과제
금융기관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의 다양성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플
랫폼은 금융의 모든 것을 파는 금융의 아마존으로서 직접 금융상품을 생산하기보다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을 중개하는 플랫폼
이므로 폭넓은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타 산업과의 제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금융기관
들이 보유한 데이터도 정비해야하고 데이터 역량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아
껴서는 안됩니다.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빠
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입
도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권 ICT조직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보수적 관점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떨어진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의 선택을 받을 길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탈피하고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집착과 단기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역량,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자체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규모 애자일(Agile) 팀으로 이루어진 조직구조, 오픈소
스와 클라우드에 기반한 신속한 앱 개발 역량, 새로운 기술의 시의적절한 도입 모든 면에서 기존 방식을 버리고 디지털 네이티
브 기업 방식으로 과감하게 변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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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B국민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KB국민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부터 파괴적인 모델 구축까지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플랫폼 조직으로 전면 개편한 것입
니다. 디지털/IT/데이터 등 기능별로 분리된 조직을 고객 관점의 목적에 기반하여 사업(Biz)조직과 기술(Tech)조직이 함께 일
하는 12개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하고 혁신 속도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기술을 플랫폼 조직으로 결집하였습니다. 또한 고
객경험 개선을 위한 기획, 요건 작성 및 개발을 총괄하는 PO(Product Owner) 직위를 신설해 Biz-Tech 관점의 쌍방향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행 내 애자일/데브옵스(Agile/DevOps)
문화 정착을 위해 디지털 인재를 채용중이며, 기존 구성원들의 역량 구축을 위한 전사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대표 종합금융플랫폼인 ‘KB스타뱅킹’은 2021년말까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채널, 계열사를 연계하고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와 고객관리를 강화한 ‘New스타뱅킹’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Z세대를 핵심 타깃고객으로 설정한 ‘Liiv’앱
은 Z세대에 맞는 언어와 콘텐츠로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간편뱅킹으로 Reboot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계열사의 비즈니
스 민첩성을 향상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여 고객 경험을 혁
신하고, KB만의 특화된 핵심기술을 내재화하여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도 혁신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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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카카오페이 총괄 부사장

디지털 혁신 금융의 미래상 및 정책적 기대사항
핀테크 발전과 사회적 편익

‐ 4 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로 인한 언택트 사회로의 전이는 금융 영역의 변화도 촉발
‐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 시장의 메기역할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많은 편익을 전달해왔으나, 이제 대상 영역이 일반
금융영역으로 확대

Part I.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미래상
현재의 변화상: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이 진출한 영역 중심으로 편익 증가

‐ 지불결제: 이커머스와 동반성장하는 온라인 결제에 더해, 오프라인 결제나 개인간 거래에서의 결제 등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 등장

‐ 은행: 카카오뱅크의 등장과 함께, 은행 거래도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수 있음 체험
‐ 투자: 카카오페이의 알투자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투자를 접하게 됨
미래의 변화상: 보험, 대출 등 전통적 금융 영역에서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

‐ 보험: 판매방식의 변화를 넘어 상품·서비스의 변화까지 촉발.
•설계사에 의존하던 판매 방식이, 일반 이커머스와 유사한 판매방식으로 진화
•이에 따라, 과도하게 복잡해진 상품 구조가 단순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리스크를 커버하는 새로운 상품 설계
•단순히 보험 상품만 판매되는 것이 아닌,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들이 확대

‐ 대출: 비대면을 통한 담보 대환 대출까지 서비스 편의성 확대.
‐ 전자정부 시스템과 향상된 CSS, 비대면 자산평가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경우,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여신업무 분야까지
비대면화 가능

Part II. 혁신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IT 활용 제약 및 오용

‐ 망분리 등 디지털 금융혁신의 촉진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화 필요
‐ 단, AI 기능수행이 잘못되는 등 기술적 오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 수립 필요
데이터 활용 및 금융정보 보안

‐ 데이터 전송/유통이 활발해지고 핀테크 진입장벽 하향으로 신규업체들의 진입이 활성화되면서 금융 정보 보안에 대한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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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제도/정책적 기대사항
규제 환경: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완성 필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편으로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면,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으로 디지털 혁신 기반 완성 필요

‐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법 체계 내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제도 기준으로는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소비자보호 강화: 비대면 금융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필요

‐ 비대면을 통한 기계적/형식적인 상품정보 제공, 대면채널 경쟁과열에 따른 과수요 촉발 등 금융소비지 피해 발생 가능성
은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증가 가능

‐ 카카오페이 선보상 정책 사례: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 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자체적인 사고조사 후, 선보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사후관리 진행

디지털 인력 양성: 4 차산업 확장 및 전 산업에 걸친 digital transformation 에 따른 인력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응안 마련 필요

‐ 인력 채용 이슈는 비단 금융업권 뿐만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문제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정책에서의 변화와 함께, 민간기업과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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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미국 대표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멤버들과 기업의 목적 선언

자료: New York Times, KB증권
(첫 줄 왼쪽부터 액센추어-줄리 스위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브라이언 모이니핸, 애플-팀 쿡, 오스틴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 –로버트 스미스,
뒷 줄 왼쪽부터 아마존-제프 베이조스, 제너럴모터스-메리 배라, 블랙록-래리핑크)
3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

주주 자본주의를 끝낼 시간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다.
이는 진실이 아니다.
기업은 근로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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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경영자)

소비자

환경 (E)
주주

사회 (S)

협력
사

기업
(경영자)

협력사

직원

직원
소비
자

주주

기업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옴
자료: KB증권
5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코로나19가 촉발한 자본주의 리셋의 시간*
미국정부

6차에 걸친 재정 부양책

정부 / 국민의 막대한 코로나 19 재정이

(트럼프 정부 시행 1~5차 부양책 합산 3.7조 달러,

투입된 상황에서 기업의 주주만을 위한

바이든 정부 시행 6차 부양책 1.9조 달러)

이윤 추구가 부당하다는 여론 형성

한국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등을 위해

- 코로나 휴장 중 연봉 상향한 강원랜드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4.5%,

- 항공업 공멸 이슈에도 한국 공항공사는

정부 부채비율도 GDP대비 40%를 넘어설 전망

(%)

높은 성과급 지급

유럽지역 GDP대비 코로나19 부양책 규모

8.3

8.3
5.1

4.3

프랑스

스페인

3.7

3.4

이해관계자를 모두 챙기는 ESG 측면
좋은 성과의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자료: KDI, 대외경제연구원, KB증권 정리
주: Financial Times의 기획 시리즈 제목 (Capitalism Time for a Rese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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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SG 고성과 기업의 성과

ESG 고성과 기업의 실적

자료: BCG (2017), “Total Societal Impact: A new lens for strategy”
주: 2017년 MSCI 평가에 기반한 분석 기준, 해당 섹터의 중간 기업과의 수치 비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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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투자의 중요성

ESG 고성과 기업의 성과

ESG요소가 각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

(-)

매출액

•
•
•

B2B와 B2C 고객에게
지속가능 제품을 제공하여
가격전가 가능

•

•

ESG 이슈에서 좋지 않은 성과로
나쁜 상품이라는 이미지
→ 가격탄력성에 민감

비용

•
•

에너지 소비 절감
인력 턴오버가 낮아지면서 인건비 감소

•
•

불필요한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인력 턴오버가 높아지면서 인건비 증가

규제 및 법무 관련

•
•

정부 규제를 덜 받으면서 전략적 자유도
정부 보조금 수취

•
•

판매 및 광고 측면 제약
벌금 및 패널티 발생

생산성

•
•

임직원의 동기 부여
사회적 신뢰 증가에 따른 인재 획득

•
•

Social Stigma로 인재확보에 어려움
동기부여의 어려움으로 임직원 이탈

•

지속 가능한 설비자산으로 감가상각
사용연수 확대

•

ESG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쁜 자산의 조기
상각 처리 가능성 존재

투자 자산 최적화
자료: Mckinsey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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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투자 환경

MSCI ESG Indexes vs MSCI ACWI Index 간 상대수익률

20.1

20.2

20.3

(전세계 시장 벤치마크)

(ESG 등급 CCC 배제)

(ESG점수에 따른 비중 조절)

(섹터별 ESG 점수 상위 50%)

(죄악주 제외 ESG 점수 상위 70%)

(섹터별 ESG 점수 상위 25%)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21.1

자료: MSCI ESG Research
주: 2020년 1월 ~ 2021년 1월

11

ESG 관련 투자 환경

최근 5년간 국내 ESG 고성과 그룹의 투자성과*
ESG Leader 지수

ESG Leader 지수

6.45
5.98

최근 3년간 국내 ESG 고성과 그룹의 투자성과*

벤치마크

벤치마크

4.4

6.06
4.97
4.33

3.2

4.31
2.79

2.56

3.34

2.44

2.81
1.46

0.56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0.68

중국

일본

한국

자료: MSCI ESG Research, KB증권 정리
주1: 측정기간 연평균 수익률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Risk)로 나눈 값
주2: ESG Leader 지수는 각 국가의 ESG 측면 고성과 상위 500% 집단에 대한 Aggregate Index, Benchmark는 각 국가의 MSCI Index
주3: 2016~2020년 간 KOSPI의 연평균 상승률 9.6%, 삼성전자의 연평균 상승률 21.1%, 2018~2020년간 KOSPI의 연평균 상승률 4.2%, 삼성전자의 연평균 상승률 8.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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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투자 환경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글로벌 ESG 채권 발행 동향

(조 달러)

(십억 달러)

140

800

120

700
600

100

500

80

400
60
300

40

200

20

100

0

0
2012

2014

2016

2018

2020

2030F

자료: GSIA
주: 채권 및 재간접 투자 포함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료: Bloomberg

13

ESG 관련 투자 환경

글로벌 ESG ETF의 자금 순유입 동향
전략 (백만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네거티브 스크리닝

1,007

477

1,488

3,233

5,802

21,387

61,660

ESG

959

226

1,002

2,135

5,307

18,924

56,384

사회적책임

671

289

1,484

2,473

5,314

19,060

54,848

저탄소 및 화석연료 감축

228

364

202

1,149

1,523

3,148

17,967

청정에너지/기술

지배구조

-35

181

38

230

134

877

12,012

2,713

2,663

2,601

2,785

1,531

2,835

1,873

252

53

252

-199

410

1

111

167

266

42

-63

39

296

223

2

3

18

896

-148

-569

-123

-63

양성평등
SDG/Impact
기타환경

-34

-240

다양성 및 표용
인적자원관리
자료: Morningsta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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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투자 환경

국내 ESG 펀드 시장 규모
(억원)

국내 주식형 ESG펀드 시장 규모 추이

국내 대상

액티브 펀드 자산규모 (우)
인덱스 펀드 자산규모 (우)
액티브 펀드 수 (좌)
인덱스 펀드 수 (좌)

(개)

해외 대상

30

8000

8000

6,730

6000

5,181

5000

4,072

6000

4000

3000

3000

2000

2000

1000

1000

인덱스

10,000

20

8,000
15
6,000
10

2,143

5

액티브

채권

4,000
2,000

36

0
액티브

12,000

5000

4000

0

14,000

25

7000

7000

(억원)

0

인덱스

0
16.1

17.1

18.1

19.1

20.1

21.1

자료: FnSpectrum
주: 2021년 5월말 현재

15

ESG 관련 투자 환경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추이

국내 ESG 채권 발행 기관별 현황 (2020년 기준)
(조 원)
6

(조 원)

20

5
16
4
12
3
8

2

4

1

0

0
2018

2019

2020

2021년 5월말

은행

공기업

여전사

일반회사

현재
사회채권

지속가능채권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녹색채권

자료: 한국거래소
주: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 발행 물량 제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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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투자 환경

ESG 회사채가 발행금리 낮게 결정
일반 회사채

(bp)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만기 확대 양상
일반 회사채+공사채

(년)

ESG

ESG 회사채+공사채

10

0

9

-2

8

-4

7

-6

6

-8

5

-10

4

-12

3

-14

2

-16

1

-18
3년

5년

7년

0

10년

A-

A0

A+

AA-

AA0

AA+

AAA

• 발행자 입장에서는 ESG 채권이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낮게 결정되어 유리
•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사채(MBS) 등 AA등급 이상 93%→A급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른 다양화는 긍정적
• 등급이 높을 수록 만기가 긴 편인 가운데, 발전자회사 등의 ESG 이슈에 따른 장기물 발행은 장기투자기관의 관심
자료: 한국거래소, 신평3사, KB증권
주: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 발행 물량 제외
17

ESG 관련 투자 환경

Underwriting에서 ESG요소의 중요성

절대적

13.8

매우 중요

31.9

중요

34

대체로 중요

10.6

중요하지 않음

10

자료: Allianz Global Corporation
주: 주요 보험사 대상 설문조사 2020년 11월 실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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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건설 업체인 BMD 그룹은 호주 카마이클
(Carmichael) 광산의 철도 건설을 담당

9.6
0

52

ESG경영이 미흡한 기업의 보험 리스크 회피 동향

20

30

40

해당 철도는 석탄 채굴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33곳의
보험사에게 보증보험 가입 거절
자료: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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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투자 환경

생명 보험사의 ESG 등급
AAA

Ping An Insurance
Great-West Lifeco
삼성생명

손해 보험사의 ESG 등급
Swiss Life Holding
Fubon Financial Holdings

AAA

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C

17.1

18.1

19.1

20.1

21.1

17.1

MS&AD Insurance
Directline Insurance
삼성화재

18.1

19.1

Admiral Group
동부화재

20.1

21.1

자료: MSCI Websit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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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주요 Agenda - ① 기후 변화

Climate Change로 인한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예상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 년 기준 아시아 지역 기온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
Mckinsey 에 따르면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 리스크에 노출
폭염과 습도 증가로 야외에서 노동이 어려워질 것
아시아 지역 생산 설비자산 1.2 조 달러 규모가 홍수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
자료: KNMI Climate Explorer, Mckinsey, UN
21

ESG 관련 주요 Agenda - ① 기후 변화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NDC*)

파리 협약의 주요 사항
•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 노력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 ℃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
• 협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

자료: 외교부, KB증권
주: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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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

ESG 관련 주요 Agenda - ① 기후 변화

파리협약 당사국 회의 (COP 26)의 주요 아젠다

탄소배출권 가격 비교

파리협정 6조의 세부 이행 규칙으로 감축 실적을 사용
하기 위한 국가 감축 목표 산정 방식의 단일화, 감축
실적의 일부 공제 등 논의 전망
COP25 (2019) 에서 합의 되지 못한 부분들이 다시
아젠다가 될 전망

- 현재 파리 기후 협약 6조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에 미합의
- EU회원국들은 온난화 섭씨 2도씨 이하 (또는1.5도)
유지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반면, 브라질, 호주 등은 적정 탄소 가격을 선정하는 데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결함 지적
자료: Climate Ac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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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ESG 공시의무화 현황

국내 ESG 공시 의무화 현황

자료: 언론자료,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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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주요 Agenda - ②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화

글로벌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표준 5개 기관의 협업, IFRS의 비재무정보 공시 초안 발표

1

ESG 투자에 대한 급격한 관심

2

ESG 공시와 관련한 정부 및 투자기관의 요구 확대

3

ESG의 비재무지표는 여전히 시장에 혼돈

IFRS재단은 2022년 중반 비재무정보 공시 초안 발표 계획
자료: SASB, KB증권
25

ESG 관련 주요 Agenda - ③ ESG정보기관의 대형화

주요 ESG 정보기관의 영향력 강화
South Pole
IW Financial

GMI rating

RiskMetrics. Carbon Delta

KLD R&A,
Innovest
자료: 각 사, KB증권 정리
주: 2009년 이후 주요 M&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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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cco SAM,
Measurabl
Trucost,
Ethix SRI

Sustainalytics

GES Int’l
Solaron,
ESG Analytics

Ethix SRI,
Aussie
Oekom Research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

ESG 관련 주요 Agenda - ④ Green Washing

Green Washing

세분화되고 있는 Green Washing
Blue Washing

- Green Washing과 유사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홍보하나 실제로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Purple Washing

- 기업이 페미니즘 (성평등)에 호소하면서 홍보하나,
정작 외국인 혐오 등 인력 다양성을 저해하는 형태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기업 운영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Pink Washing

‘위장 환경주의’를 일컬음

-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질병관련 자선단체 및
재단에 지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자료: Wikipedia, KB증권

행세. 유방암 관련 자선단체의 핑크 리본에서 기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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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 Green Washing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안
일반펀드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들이 알고 보면 그린워싱으로 만연하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SG펀드 20개 중 6곳은 미국 최대 정유사인

58.7

62.2

엑손에 투자했고, 2곳은 아람코, 1곳은 중국 석탄 채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만들어내다 보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대표 주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 운용업계 관계자

51.5 51.7
22.6 23

- 이코노미스트

“ESG 평가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상품을

ESG펀드

18.8

14.9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편입비율

편입비율

편입비율

포트폴리오
평균
ESG점수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주: ESG 점수는 모닝스타의 방법론 적용

1 펀드 투자시 투자종목 선정과정에서 ESG 평가 방법론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
2 운용사 내 별도의 ESG 리서치 인력 보유 현황 확인
3 ESG관련 벤치 마크 지수를 사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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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보험산업 중심으로
코로나 19 이후 ESG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주주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가 부각되고 있음
•기업의 맹목적인 주주가치 극대화가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위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반성에 기인함
•이제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가치극대화를 넘어 고객, 직원, 중간공급자 및 지역공동체 등 기업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ESG 경영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 유의미한 수준의
자원 및 역량을 배분하는 경영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
•글로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적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 받고 있음

근대 보험산업이 항해 중 폭풍우와 격랑 등 재해로 발생한 선주, 화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은 ESG 경영의 기초가 다져져 있다고 볼 수 있음
•보험이란 동질적 위험에 처한 다수의 고객이 자연재해 등 위험에 대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보험산업은 환경,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ESG 경영이 중시되는 경영 환경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감독원은 ’21.4월 감독업무설명회를 통해 안정(Stability), 공정(Fairness), 포용(Inclusion), 혁신(Innovation)을 위한
보험감독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 보험회사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ESG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경감요인을 점검하여 적정 위험계수를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있어 ESG
관련항목 신설 검토 등 보험회사의 ESG 경영 및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isk Analysis and Application System) : 보험회사의 각종 위험노출정도,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감독수단과 연계하는 제도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있어서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의무화, 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 등 특수직업군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
•또한, 단기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문화 확립을 유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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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디렉터 파트너

ESG 경영 에코시스템
투자 의사
결정 & 경영
참여

일반기업

재무적 투자기관

• 상품 & 서비스 제공 및
오퍼레이션 구현 시,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게
됨

• ESG 데이터를 통한 영향도
가치 평가

규제변화, 언론 및
사회의 움직임 등

• 투자 프로세스 內 결정적
의사결정으로 활용

사회/규
규제적 움직임

ESG 평가기관

• 모든 데이터 수집
• 자체 고유 노하우
분석 기법 활용 (예.
AI/ML 활용 모델)

상품, 서비스 창출
오퍼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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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리포팅
(Reporting)

정부 규제 기관
NGO 단체
미디어
법률기관, 로펌
학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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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데이터 가공
및
인사이트 제공

외부 데이터
센싱 및
스크래핑
수집

국가를 포함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 (Total Societal Impact)

Backup

ESG1 AuM은 2030년까지 글로벌 전체 AuM의 약 80% 비중에 육박할 전망
Asset under Management 전망치 ($T)
200

150

연평균 성장률 9%
성장률 16%

성장률 12%

100
63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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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11

118

142

153
125

110

ALL AuM
ESG AuM1

95

77

74
55

50
18

131

23

2016

31

2018

41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1. ESG assets 은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됨: 다음의 7개 전략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을 포함 (negative screening, norms screening, thematic investing, impact investing, positive/best-inclass overlay, ESG integration, active ownership)
Sourc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Deutsche Bank; Bloomberg; Newswire; BCG 프로젝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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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투자기관을 위한 Sustainable Investing 전략방향 & 운영모델
전체 Asset
공통1
5

6

3

Thematic funds
2

Best-in-class

2

Best-in-class

Excluding issuers with negative ESG impact (e.g.,
tobacco, O&G) or controversies (e.g., UNGC violation)

Selecting companies or tilting entire portfolios towards
higher ESG performance

Engagement

ESG integration

Impact investing

Exclusions

Thematic funds

3

Using sustainability themes (e.g., climate) as basis for
allocation towards industry sectors or companies

2

Copyright © 2020 by Boston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

4

1

3

Copyright © 2020 by Boston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

개별 Asset class 별 맞춤형 접근법

Impact investing

4

Investing in entities that have intention to generate ESG
impact alongside a financial return

1

Exclusions

ESG integration

5

Systematically and explicitly integrating ESG factors into
traditional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Engagement

6

Using dialogue, voting, and other shareholder actions to
urge issuer to improve ESG practices
1. "ESG integration"은 재무적 투자기관에 해당; "Engagement"은 주식/채권 Issuer에 해당
2. Source: GSIA, UNPRI; BCG 분석

Backup

ESG Integration 을 위한 BCG Framework (요약)
1

#1 ESG 비전/전
전략

2

3

ESG data &
predictive
analytics

#2 ESG 역량 내재화

7
8
9
10

Source: BCG 프로젝트 경험

Rapid diagnosis

Capability gap assessment

Ambition setting

Roadmap & quick wins

ESG
integration
into invest.
processes

4

5

Industrialized
voting &
engagement

6

ESG go-tomarket

Reporting
proofs of
integration

Upskilling & Change Management
Governance & Operating Model
Risks & Technology Operationalization
External communication & 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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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성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

지구와 인류 공동체는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성에 입각한 기업 경영 이념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인류 사회는 자본의 효율성 및 이에 기반한 획기적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우리의 삶과 사회, 나아가 자연 환경에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 공동체의 삶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병폐, 신자유주의의 한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진단과 처방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관의 적극적인 모습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점은 자본주의 태동 이래 이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부에서 문제를 치유하는 자기 정화 기능이 매우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ESG 경영 및 ESG 투자 또한 자기 정화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0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에 불과합니다. 과거 사회적 책임투자는 재무적 투자 목적보다는 도덕성
또는 의무감에 많이 의존했다면, 최근 ESG 투자는 재무적 측면만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투자 대상이며,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ESG 경영 및 ESG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패턴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K자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입니다. ESG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V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결국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이 미래의 불확실한 역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길게는 40~50년
이후에 맞이하게 될 역경 극복을 도와주는 업의 특성상,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생명보험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ESG 투자는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험 부채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무적 요소가 투자 자산의 가치를 주로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비재무적 요소가 자산운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ESG에 반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심지어 부채로 전락하는
좌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교보생명이 표방한 ‘탈석탄 금융 선언’은 매우 상징적인 출발점이며, 최근에는
화석연료와 관련한 자산 비중을 꾸준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ESG 관점에서 긍정적이거나 ESG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0년부터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ESG 채권 및
주식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심사시에도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Negative Screening 관점에서 ESG를 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판단시에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투자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이 재무적 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 신용위험 측정,
규제적 리스크 산출 등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등급과 더불어 ESG 평가 등급이 유사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 준하는 ESG 평가기관과 평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규제에도 ESG 평가 등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다양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ESG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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