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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경영’과
‘환경 경영’

김김민민석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무한한 경제

성장이나 돈을 논하고 있다니 염치도 없나요?

“이제는 위기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무한한 경제 성장이나 돈을

논하고 있다니 염치도 없나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

“미래 세대의 모든 눈이 당신을 향해있고 우릴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출처 : 영화 그레타 툰베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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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6분 동안 침묵시킨 소녀
(The girl who silenced the world for 6mins)

당신들은 파괴된 오존층과 멸종된 동물들을 되돌리고,
사막화 되어가는 아마존의 파괴된 열대우림을 되돌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방법들을 알고 있지 않다면, 부디 제발
파괴하지 마십시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지구환경회의)에 12살의 나이로,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연설을 한 Severn Cullis-Suzuki (세번 스즈키)

출처 : 그레타 툰베리 인스타그램(위)
’92. Rio Earth Summit(아래)

“

”

증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출처 : 파이낸셜 뉴스(’20.10.15.) 출처 : 조선일보(’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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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Exxon) 이사회의 변화

The fund successfully rallied support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hareholder 
advisory firms upset with Irving, Texas-based Exxon for its weak financial 
performance in recent years. Among those were BlackRock Inc, Exxon's second-
largest shareholder, who agreed to vote for three members of Engine No. 1's slate.

BlackRock said the three bring "fresh perspectives and relevant transformative 
energy experience" that would help Exxon evaluate "the risk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energy transition," according to a note posted on its website.

출처 : 로이터(’21.5.27.)

투자 기관 및 정부, 거래소 중심의 변화

출처 : 블랙록 2020 3분기 스튜어트십 투자 보고서(’20.10.)

세세계계 최최대대 자자산산운운용용사사인인 블블랙랙록록은은 지지난난해해 22월월 기기업업들들에에게게

-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 기준과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지지난난해해 33분분기기까까지지 SSAASSBB((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회회계계기기준준위위원원회회))  기기준준에에
따따른른 보보고고서서가가 440000%%  가가량량 증증가가함함

TTCCFFDD는는 11440000개개 이이상상의의 기기업업이이 해해당당 기기준준으으로로 공공시시함함

-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12조6000억 달러(’20년 9월 기준)

영국 금융당국과 뉴질랜드 정부 등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정책담당자와 증권거래소가 TCFD 보고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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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nvironmental
l Social
l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EESSGG : 기업의 비비재재무무적적 요요소소인인 환환경경((EEnnvviirroonnmmeennttaall))··사사회회((SSoocciiaall))··거거버버넌넌스스((GGoovveerrnnaannccee))를 뜻하는 말

EESSGG  경경영영 :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는 투자, 경영의 방법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ssues 
in investment analysis,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Investing for Long-Term Value Report 2005 – Who cares wins conference) 

ESG 경영의 중요성 커짐

ESG 경영의 주요 내용 (환경)

출처 : MSCI

MSCI ESG Ratings 평가항목
(식음료 산업 기준)

E(환경)

항목

Operational Eco-Efficiency

Low Carbon Strategy

Environmental Reporting

Climate Strategy

Product Stewardship

Environmental Policy & Management 
Systems

S&P Global CSA 평가항목
(자동차 산업 기준)

환경(E)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대응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항목

출처 : S&P Global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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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생각), Talk(말), Walk(행동)의 일치

출처 : 더나은미래(’20.9.8.)

피해야 할 행동 그린 워싱(green washing), 7가지 죄악

① 상충효과감추기

- 제품의 일부 특성에만 집중하여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감추는 것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감추고
제품의 친환경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

②증거 불충분

-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혹은 인증이 불충분한 경우로, 정확한 출처나 성분 비율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성을 주장

③애매모호함

- 모호한 용어 또는 광범위한 용어의 사용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④관련성 없는 주장

- 관련성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왜곡하는 것으로, 용기의 재활용을 ‘Gre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경우

⑤거짓말

- 인증마크를 도용하는 경우

⑥유해상품 정당화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시켜 본질을 속이는 것 (유기농 담배 등)

⑦부적절한 인증 라벨

- 공인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위장하는 경우

출처 : 캐나다 마케팅 조사업체 Terra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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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진짜 우리를 만든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나누고, 탐욕스럽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까? 

저의 아빠는 항상 말합니다.

너너의의 말말이이 아아니니라라 너너의의 행행동동이이 진진짜짜 너너를를 만만든든단단다다……

.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그 말과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 세번 스즈키 (’92. 리우회의)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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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노력

손손승승우우

유한킴벌리 상무

몽골 - 사막화방지를 위해 조성된 유한킴벌리숲

구성원, 파트너, 지역사회, 고객과 함께해 온

지속가능경영〮ESG 노력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윤리∙준법경영+안전∙환경경영+상생경영+이해관계자 조화

지식경영/평생학습 가족친화경영 스마트워크
우리는생활〮건강〮지구환경을위해

행동합니다

출처 : 유한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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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환경경영실천노력과정

1984_환경1.0
규제준수/사후관리

• 환경방침 선언

• 숲 환경 캠페인

• 김천공장 ISO14001 인증

국내 최초 기업 환경공익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시작

1996_환경2.0
환경경영 선언

• 인증 다각화

• 협력회사 환경관리 확산

• 지속가능한 제품 정의

•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환경경영 à 지속가능경영

2019_환경3.0
지속가능성/환경경영 2030

• 제품/서비스 친환경성 강화

•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후변화 대응

• 전사적 환경경영 마인드

• 전 과정 친환경 노력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력 강조

지속가능 소재 적용 제품의 매출 95% 달성

탄소 중립

자원 사용 감소, 자원순환성 증대

출처 : 유한킴벌리

제조생산
탄소중립노력

(논의 중)

•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initiative 동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한 개선기회 발굴

• 제조생산 탄소중립 정책수립과 정보공개
110000

3333

2222

00

110000

110000

1100

110000

Env. Compliance

가용순환자원인증(%)

용수원단위(㎥/MT)

재생에너지 적용(전력)

2030 2019

출처 : 유한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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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sourced, 
organic cotton, 
RC 

Paper, nature 
sourced or RC 
Package

Nature sourced 
SAP, Adhesive

Nature sourced 
diaper more than 
90% of material

MMoorree  tthhaann  9900%%  ooff  

bbiioo--ddeeggrraaddaabbllee  
ddiiaappeerr

유유아아ㆍㆍ아아동동용용품품의의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추추진진사사례례

RRooaaddmmaapp  ttoo  22003300

출처 : Collaboration with TERRACYCLE is under discussion

라라네네이이처처의의 진진화화

EEccoo--ffrriieennddllyy  tteexxttiillee
((EERRTTSS))

110000%%  OOrrggaanniicc
((OOCCSS))

BBiioo--ddeeggrraaddaabbllee
((SSeeeeddlliinngg))

NNaattuurraall && bbiioo--
bbaasseedd  mmaatteerriiaall
((OOKK BBiioobbaasseedd))

친친환환경경지지향향 생생리리대대 ::  라라네네이이처처

ü 110000%%  NNaattuurraall  
AAbbssoorrbbeennttü BBiioo--ddeeggrraaddaabbllee  BBaaffffllee

• 자자연연을을 기기반반으으로로 한한 원원자자재재 혁혁신신 • 인인증증 획획득득

22001188

NNaattuurree
SSoouurrcceedd
PPrroodduucctt

22002200

++  BBiioo--
DDeeggrraaddaabbllee

PPrroodduucctt

22002211

++  3300%% bbiioo--mmaassss
PPaacckkaaggee

22002222~~

++  aallll  ssuussttaaiinnaabbllee  mmaatteerriiaallss

++  110000%%  bbiioo--mmaassss  BBaagg

여여성성용용품품의의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추추진진사사례례

ü 110000%%  OOrrggaanniicc  CCoottttoonn  CCoovveerr

출처 : 유한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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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네네이이처처 시시그그니니처처

생생분분해해성성 생생리리대대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생분해, 퇴비화 진행

스스카카트트

에에코코 종종이이 물물티티슈슈

플라스틱 Free
100% 천연펄프 원단 사용

하하기기스스

네네이이처처메메이이드드

사탕수수 자연유래 소재 / 
온실가스 저감 기여

크크리리넥넥스스

메메가가롤롤

포장재 사용량 절감
화장지양 대비 지관 1/2

산림보전 기여

전전 제제품품 ((FFSSCC  등등
지지속속가가능능 산산림림 인인증증펄펄프프))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을을위위한한혁혁신신제제품품

출처 : 유한킴벌리

우우리리강강산산 푸푸르르게게 푸푸르르게게 캠캠페페인인

①① 국국・공공유유림림 55,,440000만만 그그루루 나나무무심심기기,,  숲숲 가가꾸꾸기기

②② 도도시시숲숲 // 학학교교숲숲((770000여여개개 시시범범학학교교)) 캠캠페페인인

③③ 북북한한숲숲 황황폐폐지지 복복구구사사업업 참참여여

④④ 몽몽골골 -- 유유한한킴킴벌벌리리 숲숲 조조성성((11천천만만평평,,  사사막막화화 방방지지))

⑤⑤ 시시민민참참여여((신신혼혼부부부부)) 나나무무심심기기

⑥⑥ 도도시시숲숲 조조성성 ::  학학교교숲숲,,  공공원원숲숲

⑦⑦ 탄탄소소중중립립의의 숲숲 조조성성

11998844년년부부터터 3377년년간간 지지속속되되고고 있있는는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지지구구환환경경보보호호 활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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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구환환경경의의작작은은 변변화화,,  우우리리강강산산푸푸르르게게푸푸르르게게캠캠페페인인

20201985

2006 2008
북북한한숲숲 복복구구참참여여-- 밤밤나나무무단단지지 조조성성

2003 2019

누누적적 1111,,333311,,660000그그루루

[[몽몽골골 유유한한킴킴벌벌리리 숲숲 조조성성((약약 11,,000000만만평평,,  여여의의도도 면면적적의의 1111배배))

충충북북 제제천천 11차차 식식재재지지

국국유유림림 나나무무심심기기,, 숲숲 가가꾸꾸기기

북북한한숲숲 복복구구 참참여여

몽몽골골 유유한한킴킴벌벌리리숲숲 조조성성

출처 : 유한킴벌리

출처 : 유한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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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국국 773377개개 숲숲속속 학학교교 조조성성((’’9999..  ~~  )) 서서울울숲숲 //  설설렘렘정정원원 운운영영((’’0044..  ~~  ))

지지구구환환경경의의작작은은 변변화화,,  우우리리강강산산푸푸르르게게푸푸르르게게캠캠페페인인

출처 : 유한킴벌리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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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비즈니스

김김광광현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팀장

FFoouunnddeerr  &&  OOwwnneerr  – CClliimmbbeerr,,  YYvvoonn  CChhoouuiinnaarrdd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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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타고니아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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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타고니아

PPaattaaggoonn ii aa   TTooddaayy

• YYvvoonn  CChhoouuiinnaarrdd  개개인인 소소유유 회회사사

• 전전 세세계계 직직원원 22,,220000  명명
((미미국국 본본사사,,  지지사사::  일일본본,,  호호주주,,  유유럽럽,,  남남미미,,  한한국국 등등))

• PPaattaaggoonniiaa WWoorrkkss
-- PPaattaaggoonniiaa,,  IInncc..,,  TTiinn  SShheedd  VVeennttuurreess,,  PPrroovviissiioonnss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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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타고니아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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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타고니아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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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타고니아

WWee’’rree iinn bbuussiinneessss
ttoo  ssaavvee  oouurr  hhoommee  ppllaanneett..

우우리리는는 우우리리의의 터터전전,,
지지구구를를 되되살살리리기기 위위해해 사사업업을을 합합니니다다..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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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attaaggoonniiaa’’ss  22002255  CCaarrbboonn  NNeeuuttrraalliittyy

파파타타고고니니아아 22002255  탄탄소소 중중립립 계계획획

출처 : 파타고니아

SSwwiittcchhiinngg  ttoo  RReenneewwaabbllee  EEnneerrggyy

재재생생 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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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ddddrreessssiinngg  OOuurr  SSuuppppllyy  CChhaaiinn

생생산산 공공급급망망 저저탄탄소소 모모델델 전전환환

출처 : 파타고니아

EExxppaanndd  RReeggeenneerraattiivvee  OOrrggaanniicc  AAggrriiccuullttuurree  

재재생생 유유기기농농업업 확확대대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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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nvveesstt  iinn  ootthheerr  ccaarrbboonn--ccaappttuurree  pprroojjeeccttss,,  
lliikkee  rreeffoorreessttaattiioonn

자자연연 내내 탄탄소소 흡흡수수 프프로로젝젝트트 투투자자

출처 : 파타고니아

GGrrooww  oouurr  WWoorrnn  WWeeaarr®®  pprrooggrraamm  

WWoorrnn  WWeeaarr  프프로로그그램램 확확대대

출처 : 파타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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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ouubbllee  ddoowwnn  oonn  ggrraassssrroooottss  cclliimmaattee  aaccttiioonn  aanndd  oouurr  
ssuuppppoorrtt  ooff  nnoonnpprrooffiittss

기기후후 위위기기 대대응응 환환경경 단단체체 지지원원 대대폭폭 확확대대

출처 : 파타고니아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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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업·행정의
역할 및 향후 과제

지지현현영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함께 나눌 이야기

1. 왜 ESG인가? = ESG란 무엇인가?

2. ESG 확산에 관한 우려점

3. 지자체와 ESG 경영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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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출처 :  법무법인(유)지평 (’21.1.28.)

ESG :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

• 주주 자본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높이는 것(주주 이익 극대화)” (밀턴 프리드먼, ’70.9.13.)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 번영”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성명, ’19.8.) 

출처 : 동아일보(’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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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

출처 : 고동현(LAB2050), 진정한 경제는 시장, 그리고 GDP 밖에 있다. 출처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 ESG투자와 기업경쟁력

ESG : 기업들은 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 기업이 생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좌우됨 ➝ 모든 이해당사자를

배려해 운영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기업이 고객과 직원, 공급

업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음

• (정부 개입 증가에 따른 위기감) 엔론 사태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

및 통제가 강화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 노력

ex. 남양유업 사태

ex. 엔론사태 ➝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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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사 건전성의 상관관계

• 국제결제은행(BIS) : 그린스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위기

ESG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사 건전성의 상관관계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7년 6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하는 TCFD 권고안 발표

출처 :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e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17.) 

출처 : NAVER 2020 TCFD(’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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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사 건전성의 상관관계

• TCFD는 기후변화를 재무영역에 통합시키는 활동을 주류화시킨 가장 강력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 2021년 2월 기준 총 1,755개 글로벌 기관이 TCFD 지지 선언을 했으며, 이 중 금융부문은
859개 기업에 달함 (’21. TCFD 홈페이지)

- 금융부문 : 자산운용사 448개, 은행 127개, 연기금 94개, 보험사 66개 참여

ESG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사 건전성의 상관관계

• 딥체인지 : 사업포트폴리오 전환 (사업 자체 재생에너지나 그린수소로 전환)

- 한한국국형형 녹녹색색분분류류체체계계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됨

- 66대대 환환경경목목표표

탄소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 / 오염방지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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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점 1 : 그린워싱, ESG워싱

• ((성성과과보보다다 보보고고에에 집집중중))  다수의 ESG 평가는 기업의 자체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ESG 관련 성과를 도출한 기업보다 ESG를 잘 보고한 기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함

• ((무무늬늬만만 EESSGG  펀펀드드 급급증증))  ESG 상품의 정보공개 부족에 따른 신뢰성·투명성에 대한 의문

Ø 무무늬늬만만 EESSGG인인 그그린린워워싱싱((GGrreeeennwwaasshhiinngg))  기기업업이이나나 상상품품이이 많많아아 투투자자자자들들로로써써는는

판판별별이이 어어려려움움

우려점 1 해소 방안 : 규제 강화

출처 : 무역협회(’21.)

• ESG보고서 공시
의무화(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21.상반기)

• 녹색금융
모범규준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우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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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점 1 해소 방안 : 투자자 소송, 소비자 감시 증대

§ 데카뱅크의 ‘데카-지속가능성 임팩트펀드’는 ’21년 2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소비자보호센터로부터고소를 당함

§ 소비자보호센터는“수치에 관한 증거도 없고, 펀드의

지속가능성 임팩트는추정치에근거한 것이라는점을

작은 활자로만적어놓고있어, 투자자들에게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오도한다.” 고 주장함

Ø 데카뱅크는임팩트 계산기를 삭제함

• BHP그룹, ’15년 브라질 남동부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로 해당 업체의 주가가 폭락하여
하루만에 시가총액 21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소송 제기함

• BHP그룹은 지속가능보고서 등 회사의 공시
자료에서 “환경, 건강, 안전 관련 규제 준수에
힘쓰고 있고, 리스크 완화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고 있다.＂고 기재

• 미국법원은 회사가 공시 자료에 댐의 안정성 감시
관련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잘못된 기재를
한 경우 비재무정보를 자율 공시할 때 증권 거래
관련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SEC Rule 10b-5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집단소송 허용)

우려점 2 :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종속관계 심화

• 기기업업의의 공공급급망망 관관리리 강강화화 : 완제품 뿐만 아니라 원재료부터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

8개 SK 계열사가 RE100에 가입하며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서약 ➝ 협력업체도 RE100 달성해야

대기업, 중소협력사 ESG평가체계 구축 (’21.5.12.)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특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가 ESG라는

명칭으로 이름만 바꿔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인식이

파다함(’21.6.6.)

출처 : Etnews(’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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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점 2 해소방안 : 지원시스템 마련 및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 설비 도입과 전략

수립 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책정과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조세지원을 확대(상생협력에 따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정부 사업

참여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해야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 연구단장, ’21.6.8.)

중소·벤처기업이 ESG 경영을 할 경우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1.4.25.)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속거래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

(’18.12. 산업연구원,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

ESG : 지자체도 ESG 경영 도입? 

지방정부도, ESG 평가 만들자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모든 조직들이 ESG경영을 도입

해야 하며, 개인들도 ESG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형남국가ESG연구원 원장, ’21.6.2.)

한한국국이이 국국제제신신용용평평가가사사 무무디디스스의의 환환경경··사사회회··지지배배

구구조조((EESSGG))  국국가가별별 평평가가에에서서 최최고고등등급급을을 받받았았다다..  

((’’2211..11..1199..))

지속가능한 전주, ESG 경영 도입한다(’21.5.18.) 

지자체들, 지역금고 선정에 ESG반영(’21.3.2.) <안 미달고 파리시장의 15분 도시개념도>

출처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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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지속할 메가트렌드인가?

민민성성환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인류세
(人類世, Anthropocene)

지지구구의의 역역사사((지지질질시시대대))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USGS)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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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 파울 크뤼첸 박사(네덜란드)에 의해 제시된 개념

- “어떤 학술회의에서였다. 누군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기후가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홀로세(Holocene)에 관해 이야기했다. 갑자기 이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다. 우리는 인류세(Anthropocene)에 살고 있다.”

- 크뤼첸이 최초로 설정한 인류세의 시작점은 18세기 후반. 산업화와 함께 온실가스가 증가한 데

주목한 결과임

- 인류는 단순히 지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는 걸

깨닫게 해줌

- 화석기록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류세의 특징을 나타냄

인류가 지구에 가한 타격

◇ 하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 농업이 시작된 이후 초목 생물량은 절반으로 감소

- 전 세계 산림 40%, 습지 85% 사라짐. 바다의 65% 이상이 손상

- 산호초는 200년도 안 돼 절반으로 감소

◇ 둘. 생물 멸종 가속화

- 500년 사이 1,300종 멸종

- 멸종 속도는 자연상태보다 1,000배 빠른 속도

- 약 1,000만종의 진핵생물 중 100만 여종이 멸종 위기

출처 : 곽노필. 한겨레신문, ’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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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지구에 가한 타격

◇ 셋. 기후변화 촉발

-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약 1℃ 상승

- 산업화 이후 쌓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무게는 1조톤에 이르며 이는 지구 전체를 1m 덮는 양

◇ 넷. 인공물의 급격한 증가

- 시설, 제품 등 인공물 무게가 지구 생명체 전체보다 많아짐

- 1900년대 이후 인공물은 20년마다 두 배 증가

- 전 세계 도로는 지구를 60만 조각으로 쪼갬

- 매년 플라스틱 500만~1,300만톤이 바다로 흘러감

- 재화, 서비스 생산량은 70년 새 13배가 됨
출처 : 곽노필. 한겨레신문, ’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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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줄어드는 생물다양성 위기!

110000종//		11일

ESG란?

- 기업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함

- 2006년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이 발표한 6가지 UN책임투자원칙에서 유래된 주요

개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물론 기업의 재무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비재무적 요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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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ESG 경영진단 프레임

딜로이트 ESG 경영진단 프레임 : Deloitte ESG Compass

출처 : 딜로이트 분석

CSR, CSV, SRI, ESG!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CSV(Creating Shared Value) :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함

◇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 사회책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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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 ESG는 상당한 기간 동안 메가트렌드일 가능성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인식대전환 : 포스트코로나 + 심화되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위기의식 심화

- 기후위기와 2050탄소중립

- 생물다양성위기, 자원고갈위기 등 복합 위기

- BlackRock(세계최대투자자산운용사) 효과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영향

- 높아지는 시민의 환경의식

ESG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 ESG 경영공시 의무화

◇ 한국형 ESG 지표 완비

◇ 서울시의 ESG 경영전략 필요성은?

◇ 서울시의 선한 영향력 중요 – 선택과 배제

◇ 소비자(사용자)의 선한 영향력 중요 – 선택과 배제

◇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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