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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RI 이슈 및
사회책임투자(SRI)/책임투자(RI) 소개

Lorenzo Saa (UN PRI 이사)
- Chief Signatory Relations Officer at PRI
- (Former) Head of reporting and Assessment at PRI
- (Former) Project manager at UniCredit
- (Former) Financial analyst at MicroRate
- (Former) Independent consultant for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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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PRI는 국제 투자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책임 투자를 위한 6가지 원칙을 실천합니다. PRI의
목표는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문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투자 및 소유권 결정에 통합하는 서명 주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PRI는 서명 주체, 금융 시장,
이들이 속한 경제 및 궁극적으로는 환경 및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책임 투자 6대 원칙은 ESG 이슈를 투자 관행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일람표를
제공하는 자발적이고 포부가 큰 투자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투자자에 의해 투자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함으로써 서명 주체는 보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발
하는 데 기여합니다.

* PRI와 ESG투자에 대한 원문자료는 각 QR코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PRI 안내책자
UN PRI(책임투자원칙기구)와 책임투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 책임투자의 정의, 책임투자원칙의 도입, 책임투자의 모멘텀 증가, 6가지 적용 원칙, PRI와
투자자의 협업 방법, PRI 서명기관 등록 방법, 책임투자에 대한 PRI의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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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투자를 위한 ESG통합(ESG Integration) 가이드 (한국어 버전)
상장주식투자 분석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인을 통합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
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ESG통합 방법입니다. ESG를 고려하는 펀드에 대한 자본
유입이나, ESG의 장점을 뒷받침하는 학계 연구의 인식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더 많은 투자
자들로 하여금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ESG통합 분석의 정의와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투자 결정 및 과정에서 ESG통합 노하우를 적용시키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와 투자운
용자(investment manager) 등의 투자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ESG 통합 지침 및 사례 연구: 주식 및 채권』
투자 분석 및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적용시키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더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ESG 통합과 관련하여 좀 더 실질적인 ESG 적용
법과 ESG 데이터를 분석에 통합시키는 정확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 통합 지침 및 사례 연구: 주식 및 채권』은 전 세계 최고의 ESG 투자자들의 ESG 통합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제공하고, 투자 분석 시 ESG 통합 방법 등 ESG 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투자자들의 사례 연구를 담았습니다.
또한, 본 발간물은 ESG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ESG 통합 기술을 다른 투자자들의 기술과
비교해 보고, 자신의 회사에 적절한 노하우인지 분석해 볼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ESG 통합 체계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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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패널토론 1ㅣ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좌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前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 前 한국거래소 지수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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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前 BNK금융지주 사장
- 前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 前 교보악사자산운용 CEO

※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 책임투자 실행체계
- (근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조직) 수탁자책임실(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에서 담당
▪ 책임투자 관련 동향
- ESG 평가모형 개발 및 ESG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주식 직접운용시
ESG 정보를 고려하도록 프로세스 마련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중점관리사안
소송제기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향후 계획
- (책임투자) 연구결과를 토대로 책임투자 원칙 및 지침 등 제·개정
- (주주권 행사)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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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하이자산운용 CEO)
-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
-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前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 前 한국거래소 주가지수운영회 위원
- 前 경찰공제회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 책임투자가 왜 필요한가?
-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개념이 확산되는 이유
- 책임투자 개념의 변화 과정
▪ 책임투자는 투자방식의 글로벌 트렌드로 진행중
- 책임투자관련 성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
-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아시아 시장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내 책임투자 확대 전망
▪ 책임투자원칙(PRI 6원칙)과 실행
- 투자의사 결정과정에 ESG 요인 적극 반영
- 기업에게 ESG 이슈 정보공개 요구: ESG 평가시스템의 한계와 개선방향
▪ 스튜어드십 코드는 책임투자 전략의 한 부분
- 적극적인 소유권정책(Active Ownership Policy) 수립 및 실행
* Engagement + Voting(Stewardship Code)
- 책임투자(ESG)는 투자전략(Investment Strategy)
-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권 행사정책(Capital Market Policy)
▪ 책임투자 확산으로 달라지는 미래
- 기관투자자 : 책임투자 인식 확대 전망
- 개인투자자 : 밀레니엄 세대의 77%가 투자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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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ko Altman (HSBC 글로벌 뱅킹 & 마켓 그룹 지속가능
투자부문 아태지역 대표)
- Head of Sustainable Investments at HSBC’s Global Banking &
Markets Group
- (Former) Head of Thought Leadership for BNY Mellon
- (Former) Chief of Staff to the APAC CEO of Goldman Sachs Asset
- (Former) correspondent for CNN, CNBC, and “News Station”
on TV Asahi

※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 대주제 : 자산운용사 및 중앙은행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적용 현황
▪ 현황 : 1,700의 글로벌 투자자와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모멘텀 : 국제협약 및 규제공시 등 시장 변화 요인은?
▪ ESG 접근법 : 배제기준심사 및 참여 등 투자자들이 적용하는 투자 형태
▪ 녹색채권 : 녹색채권 및 SDG 채권 등 시장 변화 트렌드
▪ 도전과제 :

투자자가 생각하는 ESG 투자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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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ine NG (MSCI ESG 리서치팀 이사)
- Executive Director at MSCI ESG Research team
- (Former) Analytic Consultant at MSCI Risk Analytics
Consulting team
- (Former) VP of Global Product Management at BNY Mellon

※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 MSCI의 ESG 순위에 관한 연구 결과
- ESG는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기업의 ESG 요인의 장기적 변화가 유용한 재무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 ESG 요인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 ESG 전략을 액티브 운용 포트폴리오에 적용 시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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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패널토론 2ㅣ

한국의 책임투자 도입현황과 과제

(좌장)

김종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자문위원
- 지속가능경영연구소장
- SSR 학회 회장
- 인하대 지속가능경영대학원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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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CEO)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및 연구소 소장

※ 한국의 책임투자 도입현황과 과제
▪ 도입현황
- (무늬만 SRI 보편화) 책임투자 철학 부재, 낮은 인식 및 이해 수준, 단기 수익률 중시
투자문화 등으로 형식적 ESG분석, 홍보수단으로서의 SRI
- (상장기업의 ESG정보공개 미실시) 신뢰성 낮은 ESG정보 수준은 ESG리서치 및 분석의
발전 제약 ⇒ ESG정보공개 도입은 10여년째 제 자리 걸음
- (SRI생태계 부재) Asset Owner-Asset Manager-Service Provider간 상호 Win-win의
공조체계가 아닌 갑을관계에 의한 불공정 거래 팽배
▪ 향후 과제
- (국민연금 위시한 공적 연기금의 인식 전환) 공적 연기금 기금운용역들의 유니버셜 오너
십 인식 정립 이후, 장기투자 극대화의 투자전략으로서 ESG 통합(Integration) 및 스튜
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연구와 관심 제고
- (생태계 육성) SRI 투자성공 및 발전은 수준 높은 ESG분석, 전략, 방법론 개발 및 스튜
어드십 관련 분석 및 서비스(e.g. 의결권 자문, 인게이지 서비스 등)를 전제로 함. 이는
Sell-side Analyst 와 Buy-side Investor간 유기적 협력과 유사한 것임
- (ES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ESG 통합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공모펀드 가입자들의 장기 투자 유도 및 건전한 투
자문화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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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연 (국회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 前 UN 사회정책연구소 (UNRISD) 방문연구원
- 前 성균관대학교 BK21 국정관리사업단 선임연구원
- 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前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여성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연구원

※ 한국의 책임투자 도입현황과 과제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서서히 증가해오고 있음
▪ 「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된 사회적 책임투자 관련 입법화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제18대국회에는 1건, 제19대국회에는 3건, 그리고 제20대국회에는 현재까지 총 4
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 책임투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까지 고려한
개념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틀로서 그 성과를 판단해야 함에도, 현 시점에서 그 수준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
성도 제기되고는 있으나, 기금운용수익률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성과논리에 밀려 제자리걸
음에 머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법」에 마련되어 있는 조항은 사회적 책임투자의 한 부분인 ESG 투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법제화 필요성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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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 센터장)
- 감사위원회 포럼 자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의 책임투자 도입현황과 과제
▪ 스튜어드십 코드(SC)는 기관투자자가 대화 등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
함으로써 기업과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 국민연금의 SC 참여 이후 처음인 2019 주총 시즌, 주주제안 증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개와 그에 따른 활발한 토론, 기업집단 차원의 전자투표 시행 확대 및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남
▪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해 무리한 배당 요구 등은 거부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
안은 수용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합리적 대응 역량 확인
▪ SC가 생산적인 주주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대량보유공시(5%룰), 주주제안,
ESG 공시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SC는 초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건설적인 주주활동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명경영과 신뢰도 제고, 한국 자
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상장사에 대한 ESG 평가, 의결권 자문 서비스 제공, 기타
의결권정보광장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SC 및 책임투자의 정착
과 확산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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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 국민연금 인권경영위원회 자문위원 및 사회책임경영 자문위원
- 국회 CSR·SRI 정책연구포럼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 평가위원

※ 한국의 책임투자 도입현황과 과제
▪ 기업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 CSR, SRI는 국제적으로 주요한 가치 및
경영투자 전략이 되고 있으며, 법제화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G20 국가 중, 전 세계
GDP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16개 국가들은 ESG 공시 및 활성화 법률안 및 가이드라
인을 활용, 지속가능경영이 주류화 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시가
총액 기준, 글로벌 250여개의 기업 중 93%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2000년 40여개 기업으로 시작한 UN Global Compact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이며 약 만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UNEP FI와 함께
PRI 창설을 주도함. UNGC Korea는 국내 사회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지난 10년간 입법
지원, 인식 제고 및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국민연금의 PRI 참여, 한국증권거
래소의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SSE)’ 참여 등을 지원함.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는 추세이며, SDGs 채
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1,730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Green Bond) 시장, 워터본드
(Water Bond) 및 소셜본드(Social Bond)와 같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채권 증가,
연기금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에 SDG-lens 적용, ESG 전략 통합 증가 추세임.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대응, SDGs 관련 공시 등도 주요 이슈로 대두됨.
▪ 국내 CSR/SRI 확산을 위해서는 CSR 우수 기업,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ESG 정보공개 확대(의무화), 기업 규모별 및 산업별 CSR 지원, CSR/SRI 전문인력 양성,
일반 국민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이슈 인식 제고 등이 요구됨.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해외연기금처럼 ESG 공개요구를 강화하는 인게이지먼트를
확대하고, 인권,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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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본부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
- 前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
- 前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장

※ 한국의 책임투자 도입현황과 과제
▪ 주금공 소셜본드 발행 현황
-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 ‘18.10월 발행시 투자기관 중 25%가 SRI 투자자로 발행
예정금액 5억유로의 80%인 4억유로 주문
- (원화 소셜 MBS) ‘19.3월부터 국내 발행 모든 MBS를 소셜채권으로 발행
▪ 국내외 사회적책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현황
- (해외) 세제혜택·의무투자비중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외부기관 인증비용 지원 등의 장려책 운영
- (국내) 제도적 측면의 인센티브가 없어, ESG 채권 발행·투자 유인 부족
-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공공성 확보 노력도’ 대상에 사회책임
투자펀드 추가
▪ 제도개선 과제 추진
- (유관기관 역할 확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 하에 세미나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분위기 확산 필요
- (발행기관 인센티브) 해외 수준의 인증비용 지원 등을 통해 ESG 채권의 안정적 공급
유도
- (투자기관 인센티브) 모범규준 제정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유인책 발굴 및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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