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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Y WHAT HOW

왜 우리는 ESG에 주목하는가?
왜 지금 ESG는 Hot 한 C-level Agenda가 되었나?



ESG를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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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y ESG

왜 신용평가등급이 하향
되는지?

왜 자금조달비용이

높은지?
왜 투자를 받지 못하는지?

“우리 회사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



ESG 탄생 배경 : Business 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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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y ESG

◈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전환 선언

미국 200대 기업 CEO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업
의 목적을 ‘주주 가치 창출’이 아닌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로 전환하는 선언을 발표 (2019.08)

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은 BRT 플랫폼을 통해 이해
관계자별 이행 활동 및 성과를 공개

Jeff Bezos
Amazon CEO

Julie Sweet
Accenture CEO Brian Moynihan

Bank of America CEO
Tim Cook
Apple CEO

Robert F. Smith
Vista Equity 
Partners CEO

Mary Barra
General Motors CEO Larry Fink

BlackRock CEO

Communities

앞으로 3년 동안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유의 공급 업체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기존
공급 업체와 신규 공급 업체에 5억 달러를 추
가로 지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MDI1 대상으로
FDIC2와 협력하여 약 1억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
습니다.

2020.06, An email from CEO Satya Nadella

앞으로 3년 동안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유의 공급 업체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기존
공급 업체와 신규 공급 업체에 5억 달러를 추
가로 지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MDI1 대상으로
FDIC2와 협력하여 약 1억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
습니다.

2020.06, An email from CEO Satya Nadella

Business Round Table(BRT) 선언 BRT 참여 기업의 성과 공개

Employees



ESG 탄생 배경 : Shareholder Capitalism à Stakeholders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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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y ESG

◈ 패러다임의 전환 : 주주 중심 à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이 세금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보여주며,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경쟁 가능한 생태계를 조
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Davos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World Economic 
Forum

The purpose of a company 
is 
to engage all its 
stakeholders 
in shared and sustained 
value creation. 

A company serves not only its shareholders, but 
all its stakeholders 
– employees, customers, suppliers, local 
communities and society at large.

2019.12

Davos Forum 2020 – Stakeholder Capitalism



ESG 탄생 배경 : ESG 역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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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y ESG

~ 1991 1992 20001997 2005 2006

CSR 유엔기후
변화협약

교토의정서

GHG Protocool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GC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환경 기업 책임 공시/측정

UNPRI
(유엔책임투자원칙)

기업의 중장기적 존속에 영향
을 미치는 ESG 관련 이슈가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2010

ISO 26000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2011

CSV

SASB

2014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

유엔지속가능
발전목표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E 

DISCLOSURE)

2016

GRI Standards
2018

SASB Standards

2019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성명서

유럽 그린 딜
2021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2020

2017

Climate Action 100+

GRI 가이드라
인

ESG 용어 공식화
23개 금융기관이 채택하
고 UN이 발간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

사용

국회
‘국민연금법’개정
으로 ESG 투자

근거 마련

2004

UNGC Summit
인권,노동,환경 및 반부패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하고 사회적 책임 있는
정책 채택 장려

2008
녹색채권 발행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세계은행

최초 발행

TCFD
기후관련 위험 정보 공
개하고 투자자 등 녹색
금융의 투자 의사 결정
을 도와주는 기준 개발

글로벌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 등 글로벌 투
자기관의 ESG 반영 선언

RE100

CRD
(비재무정보 공시표
준 제정ㆍ협의기구)

EU NFRD
기업에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입법 완료

BlackRock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

다보스 아젠다
2021

IFRS 재단 SSB
(지속가능성 기후위원회)

COP 26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국민연금
2022년까지 ESG 투자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개 단계적

으로 확대
ESG 정보공개 의무화, 공
공기관의 ESG 경영, ESG 

투자 확대 등

제21대 국회
ESG 관련 법안

다수 발의

EU SFDR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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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RI
I.  Why ESG

유엔 책임투자원칙

유엔 책임투자원칙은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시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이
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06년에 출범한 협약이다. 6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우리는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우리는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4.우리는 금융 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우리는 금융 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우리는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외부에 보고한다.

• 지속가능한 책임 투자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ESG라는 언어로 요약하면서 용어의 본격적으로 확산

• 유엔 책임투자원칙 이외에도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ESG가 점차 중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흐름을 이끄는 가장 큰 이니셔티브인 UN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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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① 투자자들의 ESG Action Plan 및 정보공개 요구 강화(1/2)

◈ 국민연금, Black Rock 등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정보공개 요구 확산
◈ 주요 투자 의사결정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등 자본시장 내 ESG 파급력 확산

ü 업종별 SASB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ü TCFD 권장 기준에 따른 기후 리스크 공
개 (2℃ 시나리오 운영계획)

ü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낮게 평가

(이사 선임 반대 가능성 高)

…기업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폭넓게 이해관계자
를 아우를 수 있어야만 장기적 이익 달성이 가능합니다. 
(중략)

…블랙록에서 공시 개선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대화
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 리스크의 확대를 고려할
때,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와 그 기반이 되는
전략 및 사업 관행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이사 선임에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
니다.

…올해 우리는 투자회사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1) 
연말까지 산업별 SASB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
합니다. (2) TCFD 권고에 따라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정보를 공개합니다. (중략) 

ESG 정보공개 요구 확대

Black Rock CEO 연례 서한

투자 의사결정자본시장 내 ESG 파급력 확산

ü 네덜란드연기금 및 블랙록, 한국전력 투
자 중단 선언

ü 한국은행, ESG 부실 기업 대상 채권/주식
매입 제외 검토 중 ex) 탄소배출량 다량
배출 기업 투자 중단

ü 국내외 주요 연기금, MSCI 등 평가기관
ESG 등급 기준 ESG 부실기업 자산을 운
용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표>Assets under management
with an ESG mandate

ü 미국 및 유럽 내 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
는 상장지수펀드(ETF)에 850억 달러(약
94조원) 순유입

ü ‘22년 내 국민연금공단 전체 자산 중 ESG 
실천 기업 대상 책임투자 자산군 규모를
약 50%까지 확대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ESG 평가모형 항목 수 주요 이슈

E(환경) 3가지
기후변화(탄소중립)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

S(사회) 5가지

산업안전
적자원관리 및 인권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G(지배구조) 5가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배당

I.  Why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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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① 투자자들의 ESG Action Plan 및 정보공개 요구 강화(2/2)

◈ 국내외 ESG 채권 발행량 증가 및 이 중 ESG 우수기업 대상 ESG 채권형 펀드 출시
◈ 신용평가 및 기업공개 시 ESG 관련 심사 진행

채권 기업공개 (IPO)신용평가

ü ESG 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에서
최초 발행 이후, 2013년부터 유럽 시장에
서 활발히 발행

ü 2015년까지 유럽 국가 또는 준정부 기관
들 위주로 발행

ü 2016년 이후 일반기업들의 발행 증가

ü 채권발행회사 중 ESG 우수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ESG채권형 펀드 출시
→ 비상장사 대상 ESG 보고 요구 확대

<예시> 정유업 신용평가방법론 주요 평가항목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가중치)

사업
측면

정제설비규모 원유정제능력(7.5%)

제품 포트폴리오 경질유 생산비중 (15.0%)

사업다각화 사업구조 (15.%)

국내시장경쟁력 국내 주유소 점유율 (7.5%)

외부환경
대응능력

석유대체위험과 탄소중립 등
ESG이슈 대응 수준 (5.0%)

재무
측면

영업효율성 EBITDA/영업자산 (8.3%)

커버리지
순차입금/EBITDA (8.3%)

EBITDA/금융비용 (8.3%)

레버리지 차입금의존도 (8.3%)

유동성 조정유동비율 (8.3%)

재무정책과 융통성 보유자산구성 및 Quality, 담보수준 등 (8.3%)

ü ESG 위험 노출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
로 정성적 평가 항목에 ESG 관련 요인 포
함

ü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
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 받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설립과 국제 표준화 발표를 계기로 각국

의 ESG 공시 확산이 예상 …

ü ESG 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해 한국거래
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ESG 
경영 능력 심사 진행

ü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ESG 보고서
와 평가 등급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 ESG 정보를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는 ESG 정보 제공 플랫폼도 오픈할 예
정

우리나라 ESG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
게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
- 12.07. 고승범 금융위원장

<표>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 추이
및 2019년 전망치

I.  Why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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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② 국내외 ESG 규제의 확대

◈ 바이든 정부 환경 규제 확대, EU 탄소중립 목표 합의
◈ 국내외 ESG (특히,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선제적인 ESG 리스크 관리 필요

EU,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합의(19.12.12)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인 기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55%로 상향조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정책 점검 및 감축량
달성을 위한 계획 제시 예정)

EU-ETS 강화 확대
배출권 거래제 적용 범위를 선박부문에서
수〮송건설 부문까지 확대 추진 (항공부문 무
상할당 배출권 축소)

‘기후법(Climate 
Law)’ 제정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법 발의
(2020년 3월)

미국,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 도입

기후변화
대응 투자

기후변화 대응에 10년간 1조
7,000억달러 지출

파리기후
협약 복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취소하고
협약에 복귀

2050년
탄소중립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세 도입
선언

한국, 넷제로 선언 (20.10.28)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 2035년까지 발전 분야 탄소 공해 근

절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환경 관련 천만 일자리 창출
• 전기차를 위한 연료관련 제도 개선
• 연방정부는 무공해차량만 구입 가능
• 북극해 시추 금지

[조 바이든 환경·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

<그림>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제도 도입 추세

’97년 60개였던 환경관련 법률 및 정책

→’17년 약 1,400여개로 증가

넷제로

친환경 재생에
너지
투자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2050년 탄
소중립을 목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
교히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재
점검 필요

I.  Why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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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③ 공시 의무화 및 표준 제정

◈ 공시 의무화 및 K-ESG (지속가능경영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등 한국도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ESG 
제도 추종

국외 공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1.12.01)
ü 기업이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는 국내외 주요 13개 평

가기관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한국형 ESG’ 지표를 제시
ü 61개 ESG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

구분 주요항목
정보공시

(5)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
(17)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
반 등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
(22)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
헌 등

지배구조
(17)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권고공개지표]

금융위원회, ESG 보고서 공시 의무화
ü 글로벌 요구 수준에 부응하도록 국내 ESG 공시 제도 선진화 추진

ü ‘25년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공시 의무화
à ’30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국내 공시 의무화

지역 국가

유럽(8개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
스

미주(2개국) 브라질, 페루

아시아(8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아프리카(4개국)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짐바브웨

E
U

• ‘14.10 : EU 의회에서 비재무정보공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법제화
• ’17.06 : EU 집행위원회 비재무보고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발표
• ’18: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 ’20.03 : 금융부문에 지속가능 관련 공시 의무 부과 규정 (Regulation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도입

U
K

• ‘19.10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수탁자책임활동에 ESG 요소에 대한 고려 확대
권고

• ’20.03 : FCA는 프리미엄 상장기업에 대해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기후변화 공시
방안＇발표

• ’20.08 : 노동연금부 (DWP)는 영국 연금법에 TCFD 권고안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중
국

• ’16 :연차보고서 수정안 발표, 2020년까지 모든 중국 내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
화

• ’17 : 주요 오염유발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그 외 기업 자발적 공시)
• ’18 : 모든 상장사에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항목 공시 의무화

일
본

• ‘20.03 :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 ‘20.08 : ESG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JPX ESG 지식∙허브’제공

<표>ESG 공시 상장규정 도입 국가

ü 각국 정부에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I.  Why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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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③ 공시 의무화 및 표준 제정

◈WEF의 Common Metrics 발표로 기업 간의 비재무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단일화
◈재무제표의 공시 표준을 관장하는 IFRS가 비재무 (ESG) 공시 표준 제정 선언

WEF- Common Metrics 발표

The Four Pillars & Core Metrics

지배구조 원칙
Principle of 
Governance

지구
Planet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 세계경제포럼(WEF)이 글로벌 회계 Big 4와 함께 기
업의 ESG 수준 비교를 위한 공시 지표 발표

§ 총 21개의 핵심 지표와 34개의 확장 지표로 구성

§ 향후 GRI, SASB, CDSB, IIRC, CDP 등 ESG 공시 표
준 기관과 협업하여 지표 보완 예정

기업의 목적

지배구조의 질

이해관계자 참여

윤리적행위(반부패)

위기 및 기회

윤리적 행위(보고)

기후변화(배출)

기후변화(TCFD)

자연 손실

담수 이용가능성

다양성 및 포용

임금 평등

보수 수준

아동/강제노동 위험

미래를 위한 기술

건강과 복지

고용및부창출(임직원)

고용및부창출(그외)

고용및부창출(재무투자)

제품/서비스 혁신

공동체 활력

‘20.09
비재무정보 공시

지표에 대한
백서 발간

IFRS ISSB, 국제적 ESG 공시 표준 제정 예정

주요 내용

197개국이 참여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회의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설립

I  SSB는 ’22년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ESG 
공시 표준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IFRS Sustainable 
Disclosure Standard)을 공개할 예정

1

2

I.  Why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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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전략의 중요성

◈ ESG 정보공개 의무화 ’25년
◈ ESG 경영의 시작 : ’22년 바로 지금

ü 고객/협력사/임직원/사회로부터 평
가 가 중요해짐

ü 주주 중심의 단기 경영
-> 장기 경영전략 중심 이동

ü 자본시장 진입 장벽 형성

ü 기업 평가 등급 영향

ü 비 환경/사회 기업 청산 가치 하락

ü 비공개 정보 의무 공시 확대

ü 탄소세, 환경부담 등 추가 비용 발생

ü 시장 진출 제약 요소 발생

- 지속가능 성장에 관한 합의 및 선
언문 잇단 발간 (UN)

- 주주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
계자 중심 자본주의로 전환 (2020 
US, Business Round table)

- EU 중심 공시 의무 규정

- 금융위: 25년부터 2조 이상 의무
공시

- 공시 기준 통일화 진행 (IFRS)

- 재무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성장
관점으로 투자 방향 변화
(Blackrock) 

- 기업가치평가에 반영 (KCGS, 
MSCI, DJSI, CDP 등)

생각의 변화(Global Trend) 투자자 요구 규제 환경의 변화

기업 경영에 미치는 Impact ! 

I.  Why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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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at is ESG
ESG 경영 전략의 중요성

◈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발전된 개념

CSR :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
적 책임을 지는 것

(Carroll, 1979)

CSV :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
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
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
영활동

(Porter, 2011)

Economic

Legal

Ethical

Philanthropic

Business
Opportunity

Social
Needs

Sustainability: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WCED, 1987)

Economic

Environ-
ment

Social

ESG: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CSR이 기업-사회 간 관계에 집중하는 반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역량 및 그에 따른
투자에 초점
(UNGC, 2005)

E

G

S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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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CSR 어떻게 다른가?

◈ CSR이 기업의 평판과 Good Company의 관점이었다면, ESG 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연결되는
관점

ESG

• 기업 활동 전반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입

•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기업 경영, 재무 활동에 ESG 요소
연동

• 주주, 잠재적 투자자, 투자매체 등에
영향

• ESG 현황을 지수로 발표하는 기관 증가

• 기업의 재무 안정성으로 이어짐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함
•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의 부가 활동

• 봉사•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며 가치 실현

• 소비자•NGO•임직원 등에 긍정적
인 이미지 부여
→ 충성도 향상 계기로 작용

• 기업의 평판 향상에 도움

의미•목적 ▶◀

실행 방법 ▶◀

▶◀

▶◀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II.  What is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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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Universe/Coverage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주요 항목들은 재무제표에 계량화되기 어려운 기업 활동 및
영향을 포괄

EnvironmentEnvironment SocialSocial

§탄소 배출
§제품 탄소발자국

§자금조달의 환경영
향

§기후변화 취약성

Climate change

§물 부족
§생물 다양성 보존

§토지이용
§원자재 조달

Natural resources

§유독물질 배출
§포장재 폐기물

§전자기기 폐기물

Pollution & waste

§친환경 기술
§친환경 건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환경경영 체계 확립
§사업을 통한 환경문
제 해결

Environment opportunity

§노무관리
§인적자원개발
§인권
§다양성 및 포용성

§보건과 안전
§공급망 근로기준
§인적자원 개발
§표현의 자유 보장

Fair work conditions

§제품 안전 / 품질
§화학적 안전성
§금융상품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
이터 보안

§사회책임투자

Safeguarding

§Social acceptance
§Community 

engagement

§자원조달의 분쟁
§공급망 oversight

Stakeholder opposition

§통신망
§금융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 보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 및 영양섭취
§업을 활용한 소셜 임
팩트

Social opportunity

GovernanceGovernance

§이사회 다양성
§임원에 대한 보상
§사외이사 전문성 및

독립성

§지분소유 및 지배력
§회계 투명성
§주주 의결권 증진 및
소통 강화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윤리
§담합
§조세 투명성
§부패

§재무구조 불안정
§전사 리스크 관리

Corporate behavior

II.  What is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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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Regulation

◈ 국내 ESG 규제 강화로 회사 전부문에 걸친 ESG 경영의 중요성 증대

환경(Environmental)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지배구조(Governance)
Climate change and carbon emissions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Air and water pollution
대기·수질오염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건법)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Deforestation
산림파괴 (산림보호법)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법)

Waste management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Water security
물 부족 (산림보호법)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Data protection and privacy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Gender and diversity
성 평등 및 다양성

(남녀고용평등법, 자본시장법)

Employee engagement
인재 육성 (근로자작업능력 개발법)

Community relations
지역사회 관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

Human rights
인권 보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Labor standards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Board composition
이사회 구성 (상법)

Audit committee structure
산림파괴 (산림보호법)

Executive compensation
경영자 보상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Lobbying
로비 활동 (청탁금지법)

Political contribution
정치 헌금

Whistleblower schemes
내부고발제도 운영

(외부감사법)

기업의 전 Business Value Chain에 걸친 책임 경영 요구 E/S 경영을 위한 비전·전략 수
립과 감독을 위한 Governance 

확보
* ’21년 9월 부로 폐지 후, ‘22년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시행 예정

II.  What is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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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Regulation

◈ 특히, 안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관점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대

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 중대재해를 예
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목적

대상 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적용
기준

·
범위

중대
산업
재해

중대
시민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3명 이상

• 특정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시기 분야 적용 대상 (28개)

2022년
9월 25일

2023년
9월 25일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50만m²이상)
공항건설

도시개발(100만m²이상)

도로건설(12km이상)

폐기물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에너지 시설 설치 등 5
개
산업단지 개발 등 6개

주택지구 조성 등 13개

도로건설사업 1개

공항 또는 비행장 건설
사업 1개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2개

① 산업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목표 설정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도록 규정

② 거버넌스의 범위를 전문가/산업계에서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법제화

③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법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 : 이행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마련

기본
내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제도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

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공개
•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ü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기업(500인 이상)의 경우, 
안전 ·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구성 의무화

ü 안전계획 수립, 인력확보, 안전점검, 보수 ·보강업무, 안전조치, 
필요예산 확보, 의무 이행여부 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 철저 필요

준수
필요
사항

II.  What is ESG



“WHY WHAT III.HOW

그렇다면우리는어떻게 ESG 경영을하여야하는가?



Slide 22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ESG와 기업가치의 상관 관계

◈ ESG 경영 노력은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역량 향상에 공헌

III.  How to do

ESG 지수 높은 기업의 특징은? ESG 지수 높은 기업의 특징은? 

위기 관리 능력은 금융위기/Covid-19 등 외부 충격 위
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위기 관리 능력이 곧 지속가능 능력이다. 

전반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지속가능 능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
평가 되고 있다. 

'50년 라이벌' 매일유업·남양유업의 뒤바뀐 운명

“불매운동 후유증 앓는 남양 유업, 
신사업 ‘소화 잘하는’‘ 매일 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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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ESG 대응 현황

◈ 일반적인 기업들은 ESG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 선도기업들은 ESG를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ESG 활동을 선도

III.  How to do

• ESG 대응을 리스크 관리 대응 뿐
아니라 신규 사업 기회로 고려

• 적극적 ESG 활동 수행, 피투자회사
및 협력사 대상 선도적 역할 수행

•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거버넌스 관
점의 Visioning & Goal setting

•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
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ESG 요소를
연계

• ESG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적
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 ESG에 대해 소극적으로
관망

• 규제 기관의 동향과 기업
들의 대응 움직임을 지켜
보며 이해도를 높여가는
수준

• ESG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단계

• 업종 특성상 ‘규제’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중요한 기업

• ESG에 대한 대응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운영
(Ex. 환경 및 안전 관련 법규 준수)

• Compliance 관리 체계부터
Business Portfolio 전환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가치 창출 지향

규제 대응 중심

일반적인 기업

→화학, 발전 업종 등 →Apple, Intel, HP 등
Global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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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