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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

서문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투자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해	2030년까지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담한	목표인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된	수익,	고객	가치의	대변,	시장에서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의	제공	등과	같이	SDGs에	부합하는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이	SDGs와	관련된	자신의	경쟁	우위를	사업상의	결과로	변화시키는	방식과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과	

SDGs의	연관성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투자자의	정보	니즈에	부합하는	SDGs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의	SDGs통합보고:	

이행	가이드』(Integrating	the	SDGs	into	Corporate	Reporting:	A	Practical	Guide,	2018)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가이드가	투자자를	

찾고	SDGs	달성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모힌 Tim Mohin

GRI	회장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	사무총장

피오나 레이놀즈 Fiona Reynolds 

PRI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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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소개

본	가이드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기업의	SDGs	보고의	핵심	요소에	관한	시각과	권고를	제공한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보고에	SDGs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1	본	가이드는	기업의	보고	절차에	

SDGs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실무	책임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투자자들이	SDGs와	관련된	기업의	노력에	

참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기업	공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며,	새로운	보고	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체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본	가이드는	SDGs와	관련된	투자자의	정보	니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이	인권과	환경	관련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업	및	보고	절차에	SDGs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기업의	SDGs통합보고:	이행	가이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소개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진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점에	있다.	투명성은	사업	활동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2015년	193개국의	지도자들이	SDGs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채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	발전목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17개	SDGs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박한	지속가능성	과제들을	해결하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통의	목적과	일련의	합의된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빈곤	감소,	교육,	성평등,	수자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불평등,	모범적인	기업	거버넌스	등의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의	흐름이	필요하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90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SDGs와	관련된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표준화된	기업의	SDGs	보고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지만,	투자	대상	기업이	제공하는	SDGs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본 가이드의 맥락

장기적 목표

SDGs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기여를	전세계적으로	측정,	관리

『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

투자자와	관련	있는	SDGs에	관한	보고의	예시

기업의 SDGs 보고

AN ACTION PLATFORM

TO ACCELERATE REPORTINGON THE GLOBAL GOALS

1	 	이	문서는	기업의	SDGs에	대한	이해와	SDGs에	미치는	영향력	관리에	대한	1,000개	이상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한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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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투자자에게	SDGs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은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에	자본을	운용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SDGs를	달성하는	것은	엄청난	사업상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	상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의	수익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은	규모와	기간,	심도와	비율,	설정된	기대치와	실제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SDGs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핵심	권고사항은	다양한	투자자의	접근방식과	투자자와	관련	있는	기업의	

SDGs	보고의	필수	요소에	대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들은	『기업의	SDGs통합보고:	이행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SDGs	보고에서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측정	지표를	통해	기업의	목표와	진행상황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업은	외부의	사회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위험	요소와	영향력,	특히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SDGs	보고를	통해	사업	전략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나리오를	살펴봄으로써	SDGs관련	데이터와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기업의	생각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간결하고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최신	데이터여야	하며,	보고의	빈도와	형식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SDGs에	관한	보고는	채권,	PE(Private	Equity)	등과	같은	상장	자산과	더불어	주류	투자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투자	논거와	더불어	기업이	SDGs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설명하는	‘SDGs	영향력	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여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보고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	업계의	다양한	데이터	이용자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로써	기업은	SDGs	관련	보고를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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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 기업이 투자자에게 SDGs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연구에	따르면	책임있는	사업	활동은	지속가능한	재원을	유치하여2	이해관계자와	자연에	혜택을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자본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또한	지속가능성	성과	및	영향력에	관한	의미있는	공시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3	SDGs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고와	

보고를	위한	공통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자와	관련있는	방식으로	SDGs에	기업이	기여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SDGs	보고를	사업상의	위험과	기회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가	지원하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사항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및	그러한	영향력과	SDGs	간의	연관성을	포함하는	

균형있는	보고가	필요하다.

ESG와 SDGs의 접근방식 비교

보다	전통적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에	관한	보고와	SDGs에	관한	보고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는	기업	외부의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며	주로	SDGs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투자를	개발하고,	사업	운영과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해결함으로써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SDGs에서는	“G”(거버넌스)	요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4	그러나	SDGs	

보고와	기업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SDGs	관련	정책에서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경영진이	SDGs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넌스는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SDGs 보고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기업은	사업	전략과	프로세스,	기존	보고	절차에	SDGs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SDGs에	관한	기업	보고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은	다음을	통해	잠재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기업,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의	SDGs에	대한	기여를	보고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고의	부담을	덜어준다.

● 투자	사슬	전반에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에	자금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핵심	사업을	SDGs에	부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지적하고,	유익한	제품,	서비스,	투자를	개발하여	잠재적	사업	기회를	일깨우는	동시에	관련된	기업의	리스크5도	줄인다.	

● 예상되는	영향력6	성과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기업과	투자자가	공동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기업의	SDGs	보고가	투자자에게	주는	이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i.	 보다	나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어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에	부합하는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7

ii.	 투자자의	가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대표한다.

iii.	 시장에서	차별화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	

iv.	 포트폴리오	전체에	걸쳐	자신의	SDGs	영향력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v.	 SDGs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	시스템,	플랫폼을	탐색한다(예:	인공지능	또는	블록체인	기술).

vi.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파악	및	촉진한다(예를	들어,	SDGs와	관련된	보고는	SDGs와	관련된	긍정적	기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한	채권	발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

vii.	 SDGs를	반영한	국가	정책	및	투자	전략,	특히	국가	소유	투자	기관과	관련	있는	정책과	전략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2	 	http://www.oekom-research.com	/homepage	/english	/oekom-Impact%20Study%202017_EN.pdf	

3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Volume	5,	Issue	4,	p.210-233.

4	 기업	거버넌스와	SDGs	16번째	목표인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사례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	p.180,		https://

unglobalcompact.org	/library/5361

5	 기업은	사업의	우선순위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적	위험관리(ERM)	프로세스에	ESG	위험을	포함시킬	수	있다.	WBCSD와	트레드웨이위원회	산하의		지원조직위원회(COSO)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6	 '영향력’은	조직,	제품	또는	서비스가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효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여와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7	 수탁자	의무는	자산	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	소유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자산의	

관리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은	자산	소유자와	관리자의	

수탁자	의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ESG에	대한	고려를	분명하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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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	모두	새로운	기회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Business	&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는	“더	나은	

비즈니스,	더	나은	세계(Better	Business	Better	Worl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식품	및	농업,	도시,	에너지	및	소재,	보건	및	웰빙	분야에서	SDGs

의	달성과	관계	있는	60가지	시장	기회를	파악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회의	50%	이상이	신흥	및	신진	국가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8

투자자와 기업의 SDGs 보고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

2017년	GRI,	PRI,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SDGs	보고에	대한	금융	시장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투자자	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동	회의에서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총	1.3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30개	서명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 SDGs를	기업	대화의	일부로서	연관된	체계로	간주한다.

● 투자자와	기업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SDGs와	연계되고	명확하게	정의된	일련의	보고	공시에	이바지한다.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GRI가	주도하는	‘보고를	통한	SDGs	리더십’	행동	플랫폼	및	PRI가	지지하는	투자	프로그램에	협력한다.

그림 2

기업의 SDGs 보고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는가

8		 http://report.businesscom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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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탁자 의무 

수탁자	의무는	투자자가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그	과정에	있어	ESG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재정적	중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합의된	SDGs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박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며,	투자자의	수탁자	의무의	일부로서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ESG	요소들의	결정적	목록의	역할을	한다.

수탁자 의무: 투자자의 보편적 고려사항 

투자자는	기업이	핵심	사업	활동을	실현하는	일과	재정건전성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을	기대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투자	유치의	선결조건이다.	

투자	결정은	의도와	제약사항,	재정적	목표를	참고로	하며,	투자	전략과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있다(표	1).

ESG는	평가	모델과	투자기관의	참여를	고려한다.	최근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접근방식은	청정	기술,	녹색	부동산,	지속가능한	산림,	농업,	

교육,	의료	등과	같이	사업의	환경적,	사회적	전략에	바탕을	두는	전략인	테마별	투자이다.	또한	PRI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	투자	활동과의	연관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책임	투자에	대한	접근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	목표를	점점	크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재정과	영향력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으로	얻는	재정과	영향력을	최적화하며	포트폴리오를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자들이	장기	재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시장을	촉진해야	하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PRI의	『SDGs	투자	사례연구』에	따르면	

SDGs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에게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글로벌	자본	시장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버셜	오너들은	전체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수익은	전반적인	경제의	건전성	유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위험 기회

거시적 시각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지역에	투자하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산	소유자들은	

그	투자의	속성으로	인해	SDGs로	대표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노출된다.	SDGs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가와	부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며,	이에	거시적	재무	

위험을	만들어낸다.

SDGs를	달성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다.	장기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이것이	궁극적이고	

구조적인	주요	수익원		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미시적 시각 SDGs가	보여주는	과제들은	산업,	기업,	지역,	국가	전반에	

걸쳐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규제,	윤리,	운영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세계적으로	합의된	SDGs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박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를	투자자의	수탁자	의무의	일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SDGs 투자 사례연구, PR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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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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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가	임팩트	투자자에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9	보편적인	외부	효과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SDGs가	상장	자산,	고정	수입	또는	사모	

투자에	초점을	둔	투자자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환경	또는	기후	관련	사건에서	야기된	비용은	보험료,	세금,	원자재	가격	인상,	재난과	관련된	물리적	비용	등의	형태로	포트폴리오에	반영된다.

●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적	우려는	사회,	정치적	불안과	동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과	배당금을	감소시키는	사업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 SDGs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또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재정	수익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고	투자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신뢰성과	연관성을	갖춘	양질의	SDGs	보고가	필수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DGs의	도전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	책임있는	투자자들은	유니버셜	오너처럼	생각해야	한다.	즉,	ESG	위험과	기회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프로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사회의	폭넓은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그림	4).

9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는	재정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기업과	조직,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는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투자자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시장	수익률부터	그보다	낮은	수익률까지	다양한	범위의	수익률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림 4

투자가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

수
익

위험

위험·수익 프로필이 동일한 

3건의 투자

수
익

위험

동일한 3건의 투자, 

서로 다른 영향력

현
실 세

계
에 미

치
는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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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I. 투자자와 관련 있는 기업의 SDGs 보고 구성요소

SDGs	보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공식적인	공시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능동적,	수동적	또는	규칙	기반의	투자	

전략에서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자자들은	널리	통용되는	비교	가능한	주요	SDGs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	GRI,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기타	

파트너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실제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	문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은	단계별	지침과	유용한	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보고	

담당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사업에	관한	SDGs	예비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들은	GRI,	유엔글로벌콤팩트,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가	공동	발간한	『SDG	Compass』를	참고할	수	있다.	

● PRI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표한	가치	동인	모델(Value	Driver	Model)은	핵심	사업	매트릭스를	활용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이	전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파악	및	설명한다.	이러한	도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전략의	재정적	영향력을	평가,	전달하고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	

과정에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GRI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17년	발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보고: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이하	“분석”)	에는	기업이	

SDGs	세부목표에	대한	영향력과	기여도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보고	체계에서	획득한	정량적,	정성적	공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시를	하는	보고자들은	보고의	형식,	경로	또는	체계와	관계없이	목표와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측정	기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10	“분석”에서는	연관성	있는	기업	공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주제	영역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구는	기업의	SDGs	보고를	위한	

통일된	공시	정보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림 5

SDGs에 관한 산출, 결과, 영향력, 기여도에 대한 정보 공시 과정

출처:	기업의	SDGs	통합보고:	이행	가이드

1 단계

우선순위

목표 선정

3 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1.1
SDGs와 

세부 목표 이해 

1.3
SDGs 관련 보고 

내용 선정

1.2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설정

2.1
사업 목표 설정

2.2
적절한 공시 내용 선정

2.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2
데이터 사용자의 

정보 니즈 고려

3.1
SDGs 보고 

우수사례의 

특징 고려

3.3
보고 및 변화 실행

2 단계

측정 및 분석

10		 기업은	공시를	위한	노력에서	GRI	기준,	SASB	기준,	국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통합보고는	조직이	이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합보고>	체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자본”으로	통칭한다.	또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는	조직이	외부	환경	및	자본과	상호작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통합보고>에서	금융,	제조,	지식,	인적	자원,	사회	관계와	자연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본은	조직의	활동과	산출을	통해	증가,	감소되거나	변형된	가치가	축적된	

것이다.	<통합보고>에서는	사업	전략이	SDGs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SDGs에	대한	기여가	가치	창출,	재무	성과,	다른	자본의	창출	또는	변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함의를	보여줄	수	있다.

(<통합보고>와	SDG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http://integratedreporting.org/wp-content/uploads/2017/09/SDGs-and-the-integrated-report_full1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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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SDGs통합보고:	이행	가이드』11(이하	“이행	가이드”)는	“분석”과	함께	기업의	SDGs와	관련된	산출,	결과,	영향력,	기여도에	대한	공시에	활용할				

수	있다.12	“이행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GRI의	중대성(materiality)에	대한	정의에	따라	SDGs의	보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투자	대상	기업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보고	주기	전체에	걸친	기업	활동을	도식화할	수	있다.	표	2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여준다.	

공시	자료에는	기업의	SDGs	전략과	접근방식에	대한	결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DGs와	공시에	관한	이러한	접근방식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SDGs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목표를	도식화하는	내부	구조를	설정하고,	SDGs에	관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고안하게	될	것이다.

11		 	2018년	7월	발표.

12				OECD	DAC	구조에	따른	산출,	결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산출:	기업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	공해,	청정	에너지	제공	등		▲결과:	단기	및	중기적으로	달성하였거나	달성	가능성이	높은	SDGs에	

대한	효과	▲영향력:	SDGs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차적,	이차적인	장기	효과

표 2

SDG 보고에 관한 기업과 투자자 관점의 고수준 개요

기업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

선별/통합(p. 22) 관여(p. 22)

추가 자료 “이행	가이드”와	『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의	

권고사항	요약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A	practical	guide	for	ESG	

integration	for	equity	investing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Practical	guide	to	active		

ownership	in	listed	equity

SDGs의 이해와

우선순위 설정

● 이해관계자	파악,	참여

● 기준,	목적,	목표	설정

● 인간과	환경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험의	우선순위	파악	및	관련	SDGs	

목표와의	연계

선별/통합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	관여

목표와 

벤치마크 설정 

타기업	벤치마킹

새로운	사업	기회	파악

권한,	투자	전략,	신뢰를	통해	필요한	

SDGs정보를	파악

관여의	성공	여부	평가를	위한	분명한	

원칙	수립	및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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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계속

SDGs 보고에 관한 기업과 투자자 관점의 고수준 개요

기업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

선별/통합(p. 22) 관여(p. 22)

보고 다음의	10가지	핵심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	내용	

● 일관성	있는	메시지

● 경영	관리	시스템	설명	

● 현실	세계의	영향력과	사업	

	전략의	연계

● 맥락/내러티브	정보	제공	

● 방법론에	대한	설명

데이터	포맷: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시	

기준	활용	

SDGs에	대한	투자	대상	관리	시스템의	파악	및	적합성	평가

포트폴리오	전체에	걸친	SDGs	관련	투자	영향력	측정	

SDGs 정보 활용 ● 보고	결과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

● 변화의	실행	및	다음	보고	주기	

	정보로	활용

● 공동으로	SDGs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과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다른	투자자와	보고	결과	비교	

데이터	정규화,	해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평가	모델에	투자	대상	SDGs	공시	

정보	통합	

SDGs	발전을	위한	혁신적	투자	

솔루션	파악

보고	데이터와	내용을	활용해	

진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논의	주도	

SDGs	발전을	위한	혁신적	투자	

솔루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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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신의	공급망과	직접적인	사업	운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SDGs와	관련된	산출,	결과,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분류와	세분화는	투자자를	포함한	보고서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	기업이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	

갖는	통제	수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래	그림	6에	그러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6

조직의 가치 사슬 전체에 걸친 영향력 

출처:	기업의	SDGs	통합보고:	이행	가이드

원자제

긍정적 영향 증대

부정적 영향 감소

공급자 물류 기업 운영 유통 제품 사용 제품 수명 종료

기업이 토양 오염을 감소시켜 SDG 15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여 SDG 3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폐수를 줄여 공급망에서 SDG 6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고객의 의류 재활용 기회를 늘려 

SDG 12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모든 직원에게 생활 입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운영에서 SDG 8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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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투자자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핵심 권고사항   

기대의 충족 : 기업의 SDGs 보고에서 투자자가 기대하는 내용

투자자들은	SDGs	17개	목표	전부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17개	분야	전부에	대해	일률적인	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3	SDGs	보고에서는	SDGs와	기업의	연관성을	명시하고	해당되는	분야에	관한	사업	전략과	재무	성과에	대한	함의를	파악해야	한다.	기업의	SDGs	

관련	활동,	산출,	결과,	영향력이	기업의	주요	가치	동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다.

PRI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ESG	보고를	위한	투자자	의제(Investor	Agenda	for	Corporate	ESG	Reporting)’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기업	보고	내용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	표	3에는	가장	관련성	높은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메시지와 접근방식 1.	 메시지의	일관성	–	CEO/의장의	발언은	투자자에게	권위있는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나,	이는	SDGs에	대한	

기여를	표명하는	다른	발언과	일관성이	있어야함.

2.	 통합적	접근방식	–	SDGs와	관련된	전략과	성과는	반드시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및	사업	전략과	성과에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의	엄격성과	보고의	유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독위원회,	CEO,	CFO,	투자	담당,	

지속가능경영팀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함.

전략과 거버넌스 3.	 SDGs	트렌드와	기업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	간의	연관관계.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이러한	트렌드가	

기업의	재무	성과와	전체적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정책과	이행	계획의	기술을	통해	경영진이	핵심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

5.	 SDGs	달성을	위한	평가와	보상.

보고 내용 6.	 SDGs에	대한	위험과	기회	분석	–	가치	사슬	전∙후방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	포함.

7.	 보고	내용의	질과	균형	–	사실	및/또는	증거를	통해	SDGs에	대한	기여를	뒷받침.	주요	성과와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대비	성과를	보고하며	동료	집단과	비교한	벤치마킹을	실시함.	다양한	시점의	효과를	맥락화하고,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함.

8.	 SDGs에	대한	기여와	사업	성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함.	경쟁	우위,	시장	성장률,	고객	

유지율,	혁신의	이점	등과	같이	투자자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함.	

데이터 포맷 9.	 GRI	기준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시	체계와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분류	원칙을	이용해	시간별,	

기업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10.	 애널리스트들이	정규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가공	데이터와	연계.

13		기업의	행동과	보고를	위한	SDGs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행	가이드”의	지침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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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와 접근방식

SDG	s	보고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SDGs	철학을	소개한다.	투자자는	중대성	이슈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분명한	설명,	발생한	영향력과	관련된	데이터	

보고	맥락에	대한	설명,	지속가능성	이슈와	사업	모델,	향후	전망이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기대할	것이다.	SDGs와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핵심	활동	및	전망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이러한	정보를	투자	분석에	가장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은	주요	투자자의	데이터	니즈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전략에	따른	

맞춤형	보고를	기대한다.	그들이	투자의	영향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투자	분야와	사업	모델을	반영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자를	포함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SDGs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빈도,	형식,	경로를	판단해야	한다.14

전략과 거버넌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SDGs와	관련된	보고가	전략,	거버넌스,	성과,	전망의	맥락에서	제시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창출,	또는	보호되는	

가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파악	및	평가하고,	공개하기	위해	처음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재정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는	한편,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재정적	중대성을	넘어선	영역까지	초점을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15

또한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전반적인	기업	전략과	SDGs의	연관성,	SDGs와	관련	있는	활동,	산출,	결과,	영향력에	관한	데이터,	사업	모델	및	재무	성과와의	

연관성을	얼마나	잘	파악	및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파악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에	대한	논의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절차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인다.

투자자들은	사업	모델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후속	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성과와	실패에	대한	논의는	사업	전략의	실행	또는	재무	

성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제시되었을	때	투자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보고서 내용

투자자들은	맥락을	설명하는	정보와	함께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업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와	기업의	영향력이	이에	기여하거나	저해요인이	되는	방식

● 기업의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공시	내용에	대한	맥락을	포함한	분야별	특이점

● 기업이	경쟁	우위를	사업상의	결과로	변화시키는	방식,	SDGs에	대한	접근방식이	이에	기여하는	방식

● 기업의	운영과	가치	사슬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중요한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에게	가장	큰	사업상의	위험과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SDGs	목표와	세부목표

● SDGs와	관련	있는	산출,	결과,	영향력이	기업	전략을	주도하는	시장	요인과	연결되는	방식,	또한	이러한	추세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	대규모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게는	산출과	결과의	배경이	되는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등	“가능화	효과(enabling	effect)”의	존재와	그에	대한	투자

● 정량적	데이터	해석에	도움이	되는	계산	방법론과	사업	구조	설명

● 기업은	보고서의	일부로	중대한	인권	이슈와	관련된	KPI를	포함해	SDGs에	대한	주요	긍정적,	부정적	기여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16

14	 자세한	정보는	“이행	가이드”를	참고하라.

15			IASB는	재정적	중대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누락되거나	허위로	진술될	경우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16			SDGs가	정식으로	채택될	당시	2030	개발의제가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적	합의의	목적과	원칙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SDGs는	모두를	위한	인권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폭넓은	실행은	2030년까지	SDGs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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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장기적 정보

투자자들은	단기,	장기적인	(잠재적)	영향력	모두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투자의	관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	재무	가치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사업적	위험과	기회

(긍정적	기여)의	상대적	성숙도와	기간에	대해	알리고자	할	수	있다.

중,	장기	평가에서는	사업적	위험과	기회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으며,	상대적인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	성과에	대한	반영은	기업이	

설정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향한	진전과	관계가	있는	경우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와	시나리오	분석은	예상	수익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한	이유로	목표	또는	세부목표의	진행상황과	함께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	SII(Strategic	Investor	Initiative),	

FCLT(Focusing	Capital	on	the	Long	Term)	등의	투자자	이니셔티브들은	투자자들의	초점이	단기적인	시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계획

시나리오	계획은	특정한	가정과	제약요건	하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적	미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고려함으로써	잠재적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이는	목표	설정과	함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모든	SDGs에	대한	시나리오	계획은	적절한	데이터와	체계로부터	출발한다.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이러한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 형식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가공	데이터	제공을	반길	것이다.	효과적인	보고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최신의	것이며,	

간결하고,	일관되며,	비교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립된	국제	보고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림 7

지속가능성 보고의 4C

간결성(Concise) 일관성(Consistent) 현시성(Current) 비교 가능성(Comparable)

간결한	보고는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며	정보의	

과부하와	혼란을	최소화	한다.

일관성	있는	보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보고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유용한	지속가능성	정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과	영향력,		

잠재적	사업	기회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	가능한	보고는	정보의	사용자가	

동료	집단에	비추어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추적,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검증

데이터의	정확성과	검증은	기업이	보고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는	내부	

통제,	감사,	전사적	위험관리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	모니터링	하는	절차	등이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검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고된	정보의	정확성과	균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다.	보고자가	공개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공시	내용에	대해	외부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터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한층	강하게	

갖게	될	것이다.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언제나	도움이	되며,	가능한	경우	계산에	사용된	미가공	데이터를	통해	이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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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SDGs 투자 상품 개발

SDGs의	실현에	확실히	기여하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과	같은	몇	가지	예시	외에는	의미있는	수준의	

자본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옵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PRI,	UNEP-FI와	함께	투자	가치	사슬	전체를	대표하는	이들과	협력해	SDGs의	실현을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8	이러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회사채	등과	같은	SDGs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의미있는	SDGs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와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에는	기업의	투자	논거의	일부로서	자본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SDGs	영향력	논거를	정교하게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과	

사례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목표와	KPI를	포함해	SDGs	투자	논거와	보다	폭넓은	영향력	목표에	대해	계약	또는	다른	방식의	연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주류	SDGs	투자	상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이	약속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와	투명성	메커니즘도	포함될	것이다.

보고를 통한 SDGs 목표 공개로 혁신적인 SDGs 파이낸싱 지원

기업은	SDGs에	대한	기업의	핵심적인	기여가	인권,	환경	등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한편,	SDGs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의지적	또는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를	극대화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SDGs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17

SDGs에	대한	기업의	의도적인	기여를	파악	및	보고하는	것은	SDGs에	관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PE	등과	같은	주류	투자	도구들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형태의	파이낸싱을	가능하게	한다.

SDGs에	대한	기업	보고는	여전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이	언제나	투자자의	정보	니즈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자신의	

경험을	GRI,	PRI,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DGs에	대해	다루는	보고서를	분류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GRI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베이스(GRI	Sustainability	Disclosure	Database)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17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는	투자	의향과	제약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합의	형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mpactmanagementproject.com/wp-content/uploads/Investor_s-Perspective_-A-Shared-Convention-for-Impact-Management.pdf.

18	 	유엔글로벌콤팩트의	‘SDGs를	위한	금융혁신’	행동	플랫폼을	참고하라.	https://www.unglobalcompact.org	/take	-action	/action	/financial-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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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II. 대상의 파악 : 투자자의 SDGs 공개 요구 이해 

SDGs와	기업	및	투자	간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행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GRI,	PRI,	유엔글로벌콤팩트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폭넓은	산업	간	협력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아래에서	관리부터	측정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19

또한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IRIS	매트릭스는	투자의	사회,	환경,	재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투자자는	투자	

우선순위와	중점	영역을	바탕으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다.	또한	GIIN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임팩트	투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시행해	왔다.

SDGs	테마	투자에	대한	투자자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아래와	같이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의	원칙을	적용한	

PGGM의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19	 PRI에	주목할만한	투자자	주도의	SDGs	계획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20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www.impactmanagementproject.com	/

기업과 투자자가 SDGs 영향력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 구축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20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범에	대한	시장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000개	이상의	조직이	모인	

산업계	주도	이니셔티브이다.	전세계	주요	자산	소유자와	운용사들이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SDGs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	(무엇을)	기업의	행동과	제품이	어떠한	SDGs	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2.	(얼마나)	심도,	규모,	기간	및/또는	정도의	측면에서	SDGs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중대한가

3.	(누가)	SDGs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지구	전체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

4.	(기여)	SDGs에	대한	기업의	효과가	그것을	제외한	시장에	비해	더	좋거나	나쁜가

5.	(위험)	SDGs에	대한	효과가	예상한	대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건강(SDGs	목표	3	–	무엇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할	경우,	의료에	대한	모든	투자가	그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는	어떤	기업이	취약한	사람들(누가)의	건강에	상당한	효과(얼마나)를	미쳐,	그	기업의	활동이	

없었을	때에	비해	상황을	개선(기여)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계획한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긍정적인	영향력	수준과	실패	위험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는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SDGs	목표	8	–	무엇을)	

공급망의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농부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없는	시장의	상황과	비교해	농부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기여)과	

소득	증대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확신(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다.

기업이	SDGs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은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네	가지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	특정한	투자를	선호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	▲	사업의	영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	매력적인	영향력과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복잡성,	비유동성,	불균형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이전에	간과되었던	기회를	활용하거나,	그에	참여함으로써	외면받고	있거나	새로운	자본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	▲	특정	사업이	

특정한	종류의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균형적인	위험에	따라	조정된	수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자본을	제공하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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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전략의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5가지	차원	모두에서	SDGs와	관련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해야	한다.

영향력의	5가지	차원에	걸친	시장	융합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동일한	체계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측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SDGs에	대한	기업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성과	

차원에	대한	합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	상장	주식에	대한	적극적	관여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PRI가	발간한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www.unpri.org/download?ac	=	4151

PGGM 사례 연구

네덜란드의	연기금	운용기관인	PGGM은	투자의	영향력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PGGM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또는	‘ESG	외부효과’	고려를	통해	유해한	효과를	낳는	

투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해,	현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이들과	PGGM의	CO2	지수를	통해	탄소	효율이	

가장	낮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투자	대상에	대한	관여를	통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출처	:	PGGM

직접적 배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담배

관여 후 배제

  인권 및 사회 상황

  환경

  기업 거버넌스

도구

투자 배제

ESG 통합,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지속가능성 향상   

도구

  ESG 통합 (ESG 지수)

  관여

  투표

  소송

사회적 수익 창출

  기후 환경

  수자원

  보건

  식품

도구

솔루션 투자

PGGM의 책임있는 투자 도구

반대
원하지 않는 것

변화
개선하고자 하는 것

찬성
독려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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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읽는 이들 – 투자 커뮤니티의 이해

금융	서비스	또는	그와	긴밀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기업의	SDGs	전략과	성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러한	5개	

집단을	파악	및	구분하고	투자자의	SDGs	관련	관여	수준과	투자	전략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서로	다른	정보	니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분류의	목적은	투자	사슬의	핵심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과	보고	기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은	기업의	SDGs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투자	커뮤니티의	집단	분류이다.

● 바이사이드(buy-side)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21를	위해	일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리서치를	돕는	이들이다.

●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산운용사를	위해	일하고	주식	선정과	포트폴리오	구축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투자	배제	및	스크리닝	활동을	관리하는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규범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 셀사이드(sell-side) 애널리스트:	증권사를	위해	일하고	특정	주식	또는	부문에	대해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게	리서치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투자자에게	재무,	ESG,	SDGs	관련	성과에	관한	리서치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 정부 및 규제기관:	경제의	재정	안정성을	감독하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감독한다.	국가발전계획에서	SDGs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여가	국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금융과	책임있는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버넌스의	핵심적	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다자개발은행

(MDB)은	특히	신흥국에서	SDGs	영향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유엔의	지속가능한	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SSE)	등의	다자	이니셔티브들도	존재한다.	EU	행동계획은	자연	및	사회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럽과	세계	경제의	구체적인	니즈에	맞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거래소	

이니셔티브(SSE)와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의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거래소와	증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두	기관	모두	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문서를	발표했다.	같은	해	SSE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들이	자발적	ESG	공시	지침을	

채택하는	것을	독려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이	시작될	당시	ESG	공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던	거래소는	14개에	불과했으나,	2018

년에는	38개	거래소가	지침을	발표했으며	추가로	10개의	거래소에서	이를	약속했다.

그림 8

ESG 공시 지침의 증가

출처	:	SSE	이니셔티브

21	 자산	운용은	클라이언트의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투자	관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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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자산운용	업계는	지속가능성	및	SDGs	관련	정보의	주요	사용자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산운용사는	연기금,	기부금,	재단	기금	등과	같은	

기관	투자자를	대신하는	수탁자로부터	요구를	받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직접	판매(리테일)하는	상품을	설계한다.	기관	투자자의 요구사항에는	

투자	관리와	특정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	또는	사회적	기준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투자	상품의	개발과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22

자산운용사는	기업의	정보를	투자	결정	과정의	일부로	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구성된다.	이들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중개업자	또는	데이터	서비스	공급업체들로부터	추가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구입한다.

자산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산	소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산을	SDGs와	확실한	연관성이	있는	실질	자산에	배분하려는	트렌드도	증가하고	

있다.	자산	소유자들은	자산운용사들보다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더욱	필요로	한다.

투자자들은	SDGs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한다.

1.	사업상의	위험과	SDGs	관련	기준에	비추어	포트폴리오를	선별	–	규범	기반의	접근,	최선의	대안	파악,	특정	영향력과	범위에	대한	기대

2.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수익	계산을	통해	SDGs에	대한	사업의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

3.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활동과	전략에	관여

투자	사슬의	각	부분에	참여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전략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SDGs와	관련된	공시	정보를	사용하는	이들은	다양한	

범위의	기업	정책,	절차,	활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최초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과		투자	유지	및	증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한다.	PRI	서명	기관의	82%가	ESG	요소	통합이	자신의	매수	및	매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표	4는	현재의	책임있는	투자	활동들이	현실	세계의	영향력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22	 예를	들어,	2017년	HSBC는	SDG	채권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http://www.hsbc.com/-/media/hsbc-com/investorrelationsassets/fixedincomesecurities/greenbond-reports/pdfs/171115-hsbc-sdg-bond-framewo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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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책임있는 투자 활동의 현실 세계의 영향력에 대한 기여
 

통합의 효과 ESG	요소를	투자	정책과	결정에	통합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궁극적으로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어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자본	비용을	낮추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현금	

흐름	예측,	사업의	임의성,	잔여	가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낮은	자본비용의	결과로	지속가능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을	대체할	것이다.	머서(Mercer)1와	함부르크	대학,	도이치	에셋	&	웰스	

매니지먼트(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2의	메타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이	자본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며	재무	성과는	동등하거나	더	높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높은	자본비용에도	

불구하고	ESG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	또한	여전히	자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ESG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을	밀어낼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 주주권의 효과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관여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ESG	이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보다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채택하도록	설득하여	사업의	위험-수익	프로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학술	연구를	통해	적극적	주주권이	ESG	활동과	재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으나3,	동시에	그러한	기여가	SDGs와	관련된	현실	세계의	영향력보다는	사업	활동과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테마별 자산 배분의 효과 PRI	서명	기관4중	6분의	1은	환경∙사회적	테마의	투자(예:	포용적	금융,	재생	에너지,	청정	기술,	저렴한	주택)

에	자본을	배분하고	있다.	시장	수익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자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PRI	서명	기관들이	임팩트	투자에	투입한	약	1.3조	달러의	

자금은5	UNCTAD	추산	75-105조	달러에	달하는	SDGs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필요한	민간	부문의	투자	

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표	4의	참고자료

1.	Demystifying	Responsible	Investment	Performance:	A	review	of	key	academic	and	broker	research	on	ESG	factors	(UNEP	FI	and	Mercer,	2007)

2.	ESG-integration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	Bassen,	G.	Friede	and	M.	Lewis,	2015)

3.	ESG	&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Mapping	the	global	landscape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2015)

4.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PRI	서명	기관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PRI	보고	체계에	제출된	연례	보고자료에서	얻은	것이다

5.	https://www.unpri.org/thematic-and-impact-investing/impact-investing-market-map/3537.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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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Screening)

전략을	선별함에	있어23	투자자들은	성과,	준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일련의	기준을	선택한다(예:	특정	발전	목표	또는	그와	관련된	세부목표).	

이러한	기준은	정책,	시스템	또는	특정한	정량적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후	절대적	기준(주류	제품	등과	같이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는	

것)	또는	상대적	기준(순위를	매겨	최하위	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선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선별하는	기관들은	투자	대상	기업이	다양한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

PRI	보고	체계에	포함된	선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부정적/배제적	선별:	구체적인	SDGs	목표의	측면에서	충돌	또는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산업,	기업	또는	사업을	펀드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

b.	긍정적/선택적	선별:	다른	기업에	비해	SDGs	목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산업,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

c.	I)	규범기반	선별: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비추어	투자를	선별하는	것.	규범기반	선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책임투자/SDGs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국제	규범에	대한	투자	대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를	정의하는	것,	또는

II)	투자	후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투자	대상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	국제	규범에는	GRI	기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세계인권선언,	ILO	기준,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5	파리	협정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투자자들은	선별과정	이전에	기업이	이러한	규범을	즉각적으로	채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

통합(Integration)

SDGs와	관련있는	정보의	통합24은	투자	결정을	강화할	목적으로	투자	과정에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	이슈의	통합은	

경제	및	산업	분석에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기후	변화와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추세를	고려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식,	채권,	발행인,	투자	대상	수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25

포트폴리오	성과의	관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은	기업과	주가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SDGs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과의	연관성을	위해	SDGs	보고는	기업의	SDGs에	대한	영향력과	경쟁	우위,	고객	관계,	전략	사이의	연관성,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개념(경쟁	우위,	시장	점유율	증가,	고객	유지,	혁신의	이점)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사용자	집단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써	SDGs와	관련된	정보와	성과를	투자	애널리스트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해석하여,	SDGs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현재의	가치	평가와	미래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촉진할	수	있다.

좋은	SDGs	보고는	SDGs와	관련된	목표가	기업의	성과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장단기적	시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	수준에서	전략,	

계획,	실행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3	 이러한	전략들의	예시는	PRI	서명기관들이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예:	부정적/배제적:	SKAGENAS,	긍정적/선택적:	AP3,	규범기반:	Länsförsäkringar	AB,	또는	세가지	

전략	모두를	사용: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SEB))

24	 아래에	있는	사례	연구들은	‘ESG	통합을	위한	주식	투자의	실용적	가이드’에서	참고했으며,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예시들은	다음과	같은	PRI의	주요	문서를	참고하라.

Fundamental:	Alliance	Trust	Investments	-	ASSESSING	THE	REVENUE	IMPACT	OF	THE	SDGS,	p.19;	Quantitative:	Auriel	Capital-	SHAPINGTHE	PORTFOLIO	WITH	AN	ESG	

MATERIALITY	PROFILE,	p.40;	Smart	Beta:	Calvert	Investments.

25	 PRI	Reporting	Framework	2018에서	사용된	정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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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Engagement)

관여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투자자와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	대상(기업,	정부,	지자체	등)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관여의	목적은	지속가능성	정책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쳐야	할	필요를	파악)	정보의	공개를	개선하는	것이다.26	관여는	자산	소유자와	투자	대상	기업,	또는	(능동적,	

수동적인)	자산운용사와	투자	대상	기업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들	간의	관여	메커니즘은	서로	조금씩	다르며	서로	다른	정보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출되는	내용도	달라진다.		

투자자들은	통합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SDGs와	관련된	공시	내용을	활용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자	기업에	관여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관여의	목적은	

기업의	전략	또는	행동,	변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관여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사안과	

성과	측면의	취약점에	대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관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투자자들은	관여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러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폭넓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자들이	관여를	통해	SDGs에	

대해	더	많은	(또는	최초의)	정보	공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	시스템과	성과는	이에	대해	동일한	연관성을	갖는데,	관여는	통상적으로	SDGs와	관련있는	특정	기업	또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구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눈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관여	주도의	투자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와	보고자는	관여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다.

● 눈앞에	있는	SDGs	관련	기회와	과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공유하여	보고자와	투자자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 관여에	투입하는	자원은	반드시	계획의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 투자자는	관여의	성공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보고자와	공유해야	한다.

● 전화,	회의,	로드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당	투자	전문가와	기업의	보고자	간에	주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투자자는	원하는	장기적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적인	상쇄	효과와	장기적인	잠재적,	부정적	영향력과	이를	회피하는	비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연관성	높은	정보를	공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	투자는	기업의	목표를	지원하고,	연계된	SDGs	목표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6	 PRI	Reporting	Framework	2018에서	사용된	정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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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요와	공급측	모두에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투자자의	니즈를	해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이	SDGs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존재하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알리기	위해	SDGs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본	가이드가	기업	보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업과	투자	업계는	GRI,	PRI,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같은	조직의	지원을	통해	SDGs를	포함하는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성숙도와	우수	사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배워	나가야	한다.	

이로써	민간	부문과	투자	업계는	2030	의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자,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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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understand	and	communicate	the	impact	of	business	on	critical	sustainability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human	rights,	corruption	and	many	

others.	With	thousands	of	reporters	in	over	100	countries,	GRI	provides	the	world’s	most	trusted	and	widely	used	standards	on	sustainability	reporting,	enabling	

organizations	and	their	stakeholders	to	make	better	decisions	based	on	information	that	matters.	Currently,	over	50	countries	and	regions	reference	GRI	in	

their	policies.	GRI	is	built	upon	a	unique	multi-stakeholder	principle,	which	ensures	the	participation	and	expertise	of	diverse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its	standards.	GRI’s	mission	is	to	empower	decision-makers	everywhere,	through	its	standards	and	multi-stakeholder	network,	to	take	action	towards	a	more	

sustainable	economy	an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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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The	PRI	works	with	its	international	network	of	signatories	to	put	the	six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to	practice.	Its	goals	are	to	understand	the	

investment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and	to	support	signatories	in	integrating	these	issues	into	investment	and	ownership	

decisions.	The	six	Principles	were	developed	by	investors	and	are	supported	by	the	UN.	They	are	voluntary	and	aspirational,	offering	a	menu	of	possible	actions	

for	incorporating	ESG	issues	into	investment	practice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signatories	contribute	to	developing	a	more	sustainable	global	financial	

system.	More	information:	www.unpri.org

UN Global Compact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is	a	call	to	companies	everywhere	to	align	their	operations	and	strategies	with	ten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and	to	take	action	in	support	of	UN	goals	and	issues	embodie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UN	Global	Compact	is	a	leadership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disclosure	of	responsible	corporate	practices.	Launched	in	

2000,	it	is	the	largest	corporate	sustainability	initiative	in	the	world,	with	more	than	9,500	companies	and	3,000	non-business	signatories	based	in	over	160	

countries,	and	more	than	70	Local	Networks.	For	more	information,	follow	@globalcompact	and	visit	www.unglobalcomp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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