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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01

CEO Message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홍종성입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화석연료로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투자 포

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는 투자전략을 발표하면서 ESG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로 재정의되게 된 계기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단순한 사회공헌 영역이 아닌 

주요한 투자 기준이자, 비즈니스 리스크이면서 또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부터 이어진 세계 주요국가의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이 야기한 셧다운과 산업활동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환경과 지구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글로벌 식품·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가 2009

년부터 2019년까지 총 주주수익률 290%를 기록하며 지속가능성 혁신이 사업적 가치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

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과 금융사들 사이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장과 ESG 전략 추진에 앞장서며 새로

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탈탄소화를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

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캠페인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을 검

토 중인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에도 속도를 내는 등 구체적으로 새로운 경영 행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점점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와 기업의 인식 변화에 발

맞춰 4가지 주제로 분류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개하는 'Deloitte Insights: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을 발간합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접근방안과 ESG경영 요소를 고

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는 물론 기후변화 문제가 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

기 위한 에너지 산업 및 국내·외 기업의 대응 트렌드, '지속가능금융'의 정의와 관련 트렌드의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봅니다. 기업의 비재무 가치, 사회의 발전 정도를 비재무적으로 측정한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분

석결과 등도 본 특집호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Deloitte Insights: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 경영전

략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ESG경영의 중요성을 대두시킨 COVID-19의 역설

2020년 11월 26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홍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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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전례 없는 규모의 위기로써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확대시

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받는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래의 사업 성장을 위한 방법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

환을 추진해야 한다.

딜로이트는 지속가능성 영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

기 시작한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험에

서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한 세 가지 기본적인 활동들

을 확인했다. 첫째, 이들은 지속가능성에서 새로운 성

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미래

를 전망한다. 둘째, 이들은 사업 내에서 더 큰 지속가능

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부 운영방식을 재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미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

기 위해 기업 외부의 생태계를 활용할 기회를 탐색한

다. 본 고에서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일부 기업

의 교훈을 살펴보며 이러한 각각의 행동이 수반하는 결

과들을 탐구한다.

돌아올 수 없는 곳을 향하여

지난 10년간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유니레버(Unilever)의 경험은 재정적인 역풍에도 불

구하고 이 같은 혁신 추구가 보다 의미 있는 사업적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폴 폴먼(Paul Polman)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

니레버 CEO로 취임했을 때, 유니레버는 150년 역사

상 가장 심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폴먼은 첫 해

에 회사의 수익을 두 배로 늘리면서도 환경적 발자취를 

줄이고 사회적 영향력은 높이는 향후 10년간의 계획인 

'지속가능한 삶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을 기획했다. 그의 계획은 그저 평범한 '지속가

능성' 계획이 아니라, 유니레버 내에 지속가능한 브랜

드를 키우고, 혁신을 추진하며,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었다.1 폴먼의 10년 재

임 기간(2009~2019년) 동안 유니레버는 전사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유니레버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

겠다는 그의 약속은 주주들에게 290%에 달하는 수익

을 안겨주면서 상당한 이익 창출로 이어졌다.2 

폴먼은 기업들을 향한 요구가 바뀌고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경영진들이 미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의제를 다루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3 유엔(UN)이 제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중 지속가능성 의제에 따르

면, 기업은 재정 기여에서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SDG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1).4

17개의 UN SDG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결적

이라는 특징이 있다. 기후변화 위기는 물 공급, 식량 

생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5 안토니우 구테흐스

1  Unilever, "A new beginning ...," accessed May 17, 2020.

2  Unilever, "Unilever CEO announcement: Paul Polman to retire; Alan Jope appointed as successor," press release, 
 November 29, 2018.

3  Global Opportunity Explorer, "CEOs must be activists: Paul Polman," February 5, 2019.

4  Adapted from Stockholm Resilience Centre, "Contributions to Agenda 2030," accessed April 18, 2020;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pril 23, 2020. The content of this publicat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United Nations and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the United Nations or its officials or Member States.

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ighlighted at high-level  
 political forum," July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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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N의 SDG는 상호 의존적인 특징이 있으며, 기업은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스톡홀름 레질리언스 센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2020년 4월 18일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정망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인권·정의·
평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육상 생태계 
보전

해양생태계 
보전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평등 보장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지구촌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업
경제

사회

환경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19년 말 기

후변화에 대한 '복구 불가능한 지점'이 우리에게 '가시

화 되고 있으며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6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변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되

기도 한다. 기후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이자 

기회로 보는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의 장을 열고, 예상 

밖의 협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지속가능성 전략이 필수불가결한 시대

에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변화 움직

임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 요구가 거

세지면서 기업의 변화 움직임들이 매우 중요해졌다. 지

역사회, 소비자, 직원, 규제기관, 기업에 이어 최근 금융 

기관까지 참여한 종합적인 행동들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모멘텀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

6  Sofia Sanchez Manzanaro, "COP25 in Madrid: UN Secretary-General Guterres says planet is 'close to a point of no return,'"  
 Euronews, March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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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공공기관 자료 종합

2017

2018

2015

2013

2020

2019

2008

2008–2010

2020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규제 당국에 의해 

금융 및 투자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COVID-19 대유행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금융기관

기업과 임직원

정부 및 초국가적 기구

소비자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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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시민 사회

2013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라나 플라자 의류 공장
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1,13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 세계가 의류 공급망의 열악한 노동환경
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
2020

영국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2015년), 프랑스
의 기업 인권모니터링의무법(2017년), 호주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2019년), 네덜란드의 아
동 노동 실사법(2020년) 등 새로운 법률안들은 
기업이 전체 공급망 내에 존재한 사회적, 환경적 
해악을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2014 태국 어업계에서 일어난 빚 독촉, 인신매매, 이
주노동자 학대에 대한 폭로가 글로벌 슈퍼마켓 
소매업자들이 현대판 노예제에 연루되어 있음
을 시사하였다.

2015 각국은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을 채택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추
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15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의 17개 SDG 처리를 위
해 긴급한 집단 행동을 촉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했다.

2017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주류 금
융의 활용을 목적으로,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의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발족
되었다.

2018 그레타 툰버그(Greta Thunberg)가 2018년 
8월 스웨덴 리크다그(의회) 밖에서 '기후를 위
한 학교 파업'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세계에 청소년 기후 운동을 촉발시켰다.

2019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ESG) 고려사항을 리스크 관리 정책에 통합시
키는 접근법을 활용해 지속가능 금융 실행 계획
을 추진한다.

2017 시가총액이 3조 5,000억달러를 넘는 100여 개 
기업과 25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
기관들이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CFD)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2019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및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전환
하기로 약속했다.

2019 골드만삭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고 포
용적 성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투
자, 자금조달, 자문 활동 전반에 걸쳐 7,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공식화했다.

2020 국제 책임 투자자 네트워크인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이 500번째 자산 소유자 서명이라는 이정
표를 세웠다. 현재 총 운용자산에서 90조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RI 서명자들은 지속가능
한 금융의 주류화에 전념하고 있다.

2020 블랙록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CEO
들에게 금융의 근본적인 재편을 알리는 서한을 
발표했다.

2018 파타고니아 CEO인 이브 츄이나르드(Yves 
Chouinard)는 2018년 11월 법인세 인하를 
통해 돌려 받은 1,000만 달러를 대기, 토지, 물
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책을 찾기 위
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 비즈니스 원탁회의는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기
업의 목적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약 200
명의 CEO들은 주주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
선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삭제하는 데 동
의했다.

2020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베이조스 어스 펀드(Bezos Earth Fund)를 설
립하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100억 달러 규
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2020 주요 국제 브랜드의 리더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폭력과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치 사
회 운동인 Black Lives Matter를 지지하며 인
종적 부당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초국가적 기구

기업과 임직원들

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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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흐름이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향해 재조정

되고 있다. 투자자, 채권자 및 보험사들이 지속가능성

과 관련된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 또한 발생시킨다는 것

을 점차 인식함에 따라, 자금 흐름의 방향이 재조정 되며 

기업 성향 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

다. 특히 투자자들은 지속가능한 펀드로 자본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미

국의 지속가능한 펀드는 분기당 40억 달러 이상을 유치

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자본의 흐름이 분기당 20억 달

러 조차도 넘어선 적이 없었다.7 이는 투자자들에게 기후 

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 2019년 

유엔(UN) 연례 기후회의에서는 총 630여 명의 투자자

가 37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통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

기하고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했다.8 총 운용 자산이 7

조 4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기관투자가 블랙록

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기후

변화로 기업들이 '근본적인 금융 재편의 칼날'위에 놓이

게 됐다고 밝히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왔다.9

많은 규제들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실천방안이 채

택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비즈니스 실천방안이 

틀을 갖추도록 돕는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

점 이 규제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방

안들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프랑스 정부는 다국적 프랑스 기업들이 기업 자체의 활

동, 하청업체나 공급업체의 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

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고, 이를 방지하

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10 또한, 세계은

행그룹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들은 각국 정부에 지속가

능한 성장을 촉진할 COVID-19 경기부양책 채택을 지

속적으로 촉구해 왔다.11

노동자 행동주의의 확산은 고용주들을 지속가능성

으로 전환케 한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전략과 명성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의견을 표

현하는 집단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

업이 여전히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투자하면서 기후변

화 대응 활동에 기부하고 있다며 고용주들의 위선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행된 

노동자들의 청원과 파업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

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

는 기업은 인재 부족 현상이나 직원 참여도 제고에 어려

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2019 밀레니

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자신

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환경·사회적 이슈를 과감하게 해

결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더 깊은 충성심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12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소비와 구매 패턴의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자

가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런 추세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

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2019 

밀레니얼 조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42%가 기업의 제

품이나 서비스가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해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소비

자 행동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대체재의 시장 기회를 창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8년 경에는 미국에서 중고 패

션 시장이 6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패스트 패션(SPA) 시장 규모는 440억 달러에 그

7  Jon Hale, "10 sustainable investing stories of 2019," Morning Star, December 12, 2019.

8 UN News, "COP25: Global investors urge countries to meet climate action goals," December 9, 2019.

9 Larry Fink,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 BlackRock, accessed May 17, 2020. 

10 Noton Rose Fulbright, "A new duty of care for the most significant companies in France," March 2017. 

11 Stéphane Hallegatte and Stephen Hammer, "Thinking ahead: For a sustainable recovery from COVID-19 (Coronavirus),"  
 World Bank Blogs, March 30, 2020.

12 Deloitte, "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19: Optimism, trust reach troubling low levels," 2019.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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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전망이다.14 마찬가지로 육류 대체품인 식물육도 향후 

10년 동안, 1,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해 세계

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이러한 압박은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지속가능성을 경

영 우선 순위에서 더 중시하도록 만든다.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전략의 핵심 사

안으로 다루게 되었다. 실제로 2019년 비즈니스 원탁

회의가 발표한 기업목적성명서에 따르면 주주 외에도 

고객, 직원, 공급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16

유명 기업의 경영진 다수가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두

고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개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2020년 2월 베이조스 어스 펀드(Bezos Earth Fund)

를 설립하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17 파타고니아 CEO인 이본 슈우이나

드(Yvon Chouinard)는 2018년 11월 법인세 인하를 

통해 받은 1,000만 달러를 대기·토지·수자원 보호와 기

후변화 위기의 해결책 모색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8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 경영진들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

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위기 해결을 위해 

투자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블랙록(Blackrock), 변화를 촉구하는 데 앞장서다 

블랙록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CEO들에게 보낸 연차 서신에서 모든 정부, 기

업, 주주들에게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블랙록은 또한 화석연료를 통해 25% 이

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9

그는 해당 서신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후 위기가 투자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자본의 상당한 재분배'를 예측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

냈다.20 그는 지속가능성과 기후 위기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사업 리스크 관점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러한 기업들

은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곧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단기 수익성을 넘어서고, 장기적 관

점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21 핑크는 지속가능하고 기후 문제

를 고려한 종합적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리스크-조정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블랙

록의 확고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향후 블랙록의 발전에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핑크는 주주들에게 보낸 2020년 3월 서신에서 블랙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

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세계화의 취약성과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강조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가 기존 포트폴리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가 COVID-19 위기에서 회복됨에 따라 지

속가능한 투자로의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22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혁

신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파악했다.

· 미래 전망 비즈니스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성 추구

  압박이 어떤 위협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 내부 점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 내부 운영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외부 탐색 외부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혁신 13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14 Lucy Handley, "Fast-fashion retailers like Zara and H&M have a new threat: The $24 billion used clothes market," CNBC,  
 March 19, 2019.

15  Thomas Franck, "Alternative meat to become $140 billion industry in a decade, Barclays predicts," CNBC, May 23, 2019.

16  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August 19, 2019.

17  Karen Weise, "Jeff Bezos commits $10 bill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New York Times, February 17, 2020.

18  Rose Marcario, "Our urgent gift to the planet," LinkedIn, November 28, 2018.

19  Fink,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

20  Ibid.

21  Mark R. Kramer, "Larry Fink isn't going to read your sustainability report,"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20, 2020. 

22  Leslie P. Norton, "CEO Larry Fink sounds cautiously optimistic note in letter to BlackRock shareholders," Barron's, March 30, 2020.

23 European CEO, "Unilever CEO Paul Polman is redefining sustainable business," April 15, 2016.

24 Matthew Taylor, Jonathan Watts, and John Bartlett, "Climate crisis: 6 million people join latest wave of global protests,"  
 Guardian, September 27, 2019.

25 Climate Action 100+, "Global investors driving business transition," accessed May 18, 2020.

26 Goldman Sachs, "Sustainable finance at Goldman Sachs," accessed May 18, 2020.

27 Taylor Kuykendall, Ashleigh Cotting, and Declan Harty, "Investment giant BlackRock marks a major milestone in coal   
 divestment movement," S&P Global, January 22, 2020.

28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 decade of renewable energy investment, led by solar, tops USD 2.5 trillion,"  
 press release, September 5, 2019.

미래 사업을 전망하라

다가올 미래에도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래 상황

을 전망해야 한다. 경영진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

가하면서 어떻게 자사와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들은 분기별 실적에 대한 압박에 사로잡힌 단

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와 동시에 어떤 식으

로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계

속 고민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사고를 장려하는 것은 

때때로 급진적인 형태를 동반하기도 한다. 유니레버의 

CEO인 폴먼이 가장 먼저 한 행동 중 하나는 분기별 보

고서와 수익의 공시를 중지하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비

즈니스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

했다. 비록 그 결정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주식은 8%

나 폭락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유니레버가 보여준 상

당한 성과를 통해 이와 같은 장기적 집중이 기업 경영

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23

이러한 위험과 기회를 미리 파악한 사례들은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석탄, 석유, 가스 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에는 180개국 이상, 약 6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시위에 참여하였

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

하며 거리로 나섰다.24 그 해 말에는 AUM의 40조 달

러 이상을 대표하는 450명 이상의 투자자가 "배출량 

감소, 지배구조 개선, 기후관련 금융공시 강화"를 위해

서 온실가스 배출이 비교적 많은 기업들을 압박하는데 

전념하는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25

투자자들의 압박은 화석연료 산업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수익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일례로 2019년 12월 골

드만삭스는 세계에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전략을 추

진하기 위해 7,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26 

블랙록은 2020년 1월 신재생 발전 및 에너지 저장과 유통

에 초점을 맞출 글로벌 신재생 발전 3차 펀드에 10억 달러

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27 태양광, 풍력, 기타 녹색 에

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향후 10년 동안 두 배가 될 것이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 에너지 투자가 2조 6천억 달러 규

모에 이를 전망이다.28 기존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동안에 많은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입지를 다

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여 새로

운 사업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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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

여 기업 스스로를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덴

마크 회사인 오스테드(Ørsted)는 증가하는 재생 에

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에서 재생 가능한 발

전원 기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오스

테드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집약적인 에너지 회사 중 하

나였지만 오늘날 오스테드는 풍력, 태양열, 스토리지 

솔루션과 같은 고성장 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23년까지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하

고, 2025년까지 100%에 가까운 에너지를 녹색에너

지 공급원에서 만들어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9

에너지 산업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더 빨

리 앞을 내다볼 수록 미래의 혼란을 새로운 기회로 바

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새로운 기회들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폐기물 최소화에 

힘쓰는 순환 사업, 토지 복구를 위한 재생사업, 빈곤 완

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줌 아웃/줌인'이라

는 접근법을 권장한다. 이 접근방식에서 전략기획자는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을 취하기 위해, 

전략 계획의 전형적인 단기적 관점을 넘는 일명 '줌 아

웃'의 자세를 취한다.30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을 확

인한 후, 미래의 목표지점 도달에 도움이 되고 향후 6

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취해야 할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로 다시 '줌인' 한다. 

시나리오 계획법은 앞으로 대비해야 할 미래 가능성

을 조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개발된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

의 SKY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경제

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보여주었다.31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부를 점검하라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진들

은 미래 계획을 가속화 하기 위해 현재 착수 가능한 이

니셔티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사업 내부를 점검해볼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이 수반한 리스크와 

기회의 크기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기존 비즈니스 모델, 

전략, 제품 및 서비스에 결합하려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넘어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 전략,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를 주도하게 되

는 혁신적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을 취하는 기업은 

타사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

인 변화를 만들어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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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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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분석

파괴적 혁신과 위험이라는 시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이 
회사의 순익을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스크
집중형 기업

성장과 기회의 시각으로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순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회 
집중형 기업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술이나 저조한 실적을 
노출할 수 있는 공시를 기피한다.

불투명한 
기업

과감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채택하고,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개선 분야를 공개적으로 논의
한다.

투명성 
추구 기업

주주들을 위한 재무적 수익 창출에 전념
하며, 전략과 의사결정 추진을 위한 
이윤추구에 몰두한다.

이익
지향형 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전략과 의사결정을 이끄는 데 목적을 
둔다.

목적 
지향형 기업 

자원 사용에 대해 선형적인 "원자재 사
용-생산-소비-폐기"접근법을 취하며, 
원자재는 상품으로 변형돼 수명 주기가 
끝난 뒤 버려진다.

선형
기업

폐기물 방지를 목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순환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자 노력하며 
유한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점진적
으로 원자재 소비와 성장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환형
기업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를 끼치지 
않는' 접근방식을 택한다.

보존형
기업 

현재 상태를 넘어 복원과 재구성을 
목표로 삼고 '손해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라'는 전략을 취한다.

재생형
기업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정보 교환, 
지원 구축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승인(buy-in)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형 
기업

지속가능한 결과에 대한 상호 관심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혁신 및 이해
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목표로 한다.

협업형
기업

기업은 전통적인 경계 내에서 운영되고 
고객, 공급자 또는 지역사회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은 호혜적이기
보다는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사
집중형 기업

기업의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더 넓은 생태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한다.

생태계 
집중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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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과 기회의 관점으로 지속가능성을 인식

함에 따라 관련 과제 해결에 창의성과 혁신 적용이 가능

해졌고,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략, 제품, 서

비스를 위한 기회 또한 열리게 되었다.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혁신 과정을 통해 기

업은 미래 사업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도 한다.

·  기회 집중형 기업: 폭스바겐, 전기차 시장에서 기회를

 잡다. 폭스바겐은 2028년까지 70개 모델의 완전 전

 기차(EV)를 판매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

 까지 EV 생산량이 자사 제품의 약 40%를 차지하는 

 2,2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2 전기

 자동차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업체 중 하

 나인 폭스바겐은 늘어난 EV 수요를 새로운 시장 확

 대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  투명성 추구기업: 올람 인터내셔널(Olam Internati-

 onal)은 지속가능하며 추적 가능한 소싱(sourcing)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농업체인 올람 인터내셔널은 구독 플랫폼 앳소스

 (AtSource)를 활용하여,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먹

 거리 공급망에 대해 점차 늘어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이 플랫폼은 구독자들에게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을 나

 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원재료의 환

 경적, 사회적 발자국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한다.33

·  목적 지향형 기업: 파타고니아(Patagonia)는 목적 

 지향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파타

 고니아는 캘리포니아 주 최초로 '명백한 사회·환경적

 미션을 가지고 임직원, 지역사회와 환경적 이익을 고

 려하는 수탁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책임'을 가진 기업

 으로 비콥 인증(B corps)을 받았다.34 파타고니아의 

 뒤를 잇는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양산되었고, 2018

 년까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목

 적 지향형 기업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함에 따라, 

 해당 브랜드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정

 점으로 끌어 올리는 핵심 요인으로써 이 기업이 택한

 목적 지향적 전략이 지목되기도 했다.35

·  생태계 집중형 기업: 엘렌 맥아더 재단(The 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패션 순환 프로젝트 

 (Make Fashion Circular)는 선도적인 의류 브랜

 드들 간의 협업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 산업의 이니

 셔티브는 폐기물 및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섬유 산업 

 차원의 협업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버버리(Burbe-

 rry), 갭(GAP) 주식회사, H&M 그룹, HSBC, PVH,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등 업계 선두

 주자들과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한 데 모으는 역할

 을 했다. 예를 들어, 이 이니셔티브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중에서 The Jean Redesign 프로젝트는 브랜드,

 제조업체, 직물 공장과 협력하여 재생 가능한 청바지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  협업형 기업: 마스(Mars Incorporated)는 협업형 

 비즈니스 모델 관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방법을 파악한다. 소비재 회사인 마스는 소규모 기업

 가와 협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협업형 접근법을 시

 범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사회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

 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2013년 출범한 마

 스의 'Maua' EoM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경로로는 

 자사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어려운 빈곤한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1,000여 명의 소상공인을 고용해 사

 업을 운영하고 있다.37 이는 경영 혁신을 위한 기업의

 '상호주의적 경제(Economics of Mutuality, EoM)'

 사업 모델의 첫 번째 실제 적용 사례로, 기업과 그 이

 해관계자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때 절충 없이 확장 가능한 방법으로 더 큰 경제적, 사

 회적 가치가 동시에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생형 기업: 다논 생태계 펀드(Danone Ecosys-

 tem Fund)는 재생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한다. 식품제조기업 다논(Danone)이 

 미래 중점적 재생형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1억 유로 규모의 다논 생태계 펀드는 현지의 다논 

 자회사와 비영리 파트너가 함께 계획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38 이 프로젝트는 다논의 가치사슬에서 중

 점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4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핵심 원자재의 조달 및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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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olkswagen, "Volkswagen plans 22 million electric vehicles in ten years," March 12, 2019.

33 AtSource, "What is AtSource?," accessed May 18, 2020.

34 LinkedIn, "LinkedIn portraits of purpose companies: Patagonia," accessed May 18, 2020.

35 C. J. Mittica, "Patagonia shifts corporate sales strategy," Advertising Specialty Institute, April 3, 2019.

36 Ellen MacArthur Foundation, "The jeans redesign," accessed May 18, 2020.

37 Economics of Mutuality, "Kenyan president expresses support for Project Maua," May 2018.

38 Danone, "Danone ecosystem fund," accessed May 18, 2020.

39 IKEA, "IKEA will test furniture leasing in 30 markets during 2020," press release, March 4, 2019.

40 Katherine White, David J. Hardisty, and Rishad Habib, "The elusive green consumer,"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August 2019.

41 John Hagel III, "Leveraged growth: Expanding sales without sacrificing 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2002.

42 Nestlé, "What is Nestlé doing to tackle plastic packaging waste?," accessed May 18, 2020.

43 Nestlé, "Nestlé inaugurates packaging research institute, first-of-its-kind in the food industry," press release, September  
 12, 2019.

 신제품 유통채널을 만들기 위한 유통, 필수 지식의 

 교육과 영양 및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

 한 돌봄 서비스, 순환 경제 실시를 위한 재활용 등이 

 포함된다.

·  순환형 기업: 이케아(IKEA)가 젊은 고객층과의 연

 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렌탈 모델을 출시한다. 제품

 의 서비스화 트렌드 확산을 대표하는 예로써, 가구 

 소매업체 이케아는 2019년부터 가구 대여 계획을 

 발표하여 고객들이 이케아 제품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구입, 관리,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에서 

 학생들은 이케아의 침대, 책상, 탁자, 의자를 월 30

 유로(약 33.68달러)이하로 대여할 수 있다. 이케아

 의 고위 경영진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성공은 비즈

 니스 모델을 재편하거나 개선하여 보다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느

 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39 순환 경제를

 향한 이케아의 행보는 많은 젊은 소비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의복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물품 대여를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40

기업 생태계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 상

황을 탐색하라.

미래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알아보기 위해 미

래를 전망하는 기업은, 그 미래를 향해 추진력을 발휘할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를 먼저 점검한다. 그런 다

음, 기업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상황

을 탐색하고, 넓은 기업 생태계를 활용함으로써 경쟁 우

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략은 기업이 항상 지식, 

역량, 기술 등의 능력이나 사내 혁신에 필요한 영향력 등

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필요 역량을 자사가 포함된 생태계 내의 타 

기업이 보유 중일 경우, 그 기업을 생태계 파트너로서 참

여시키고 활용함으로써 자사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 상황을 탐색할 수 있

다. 먼저, 지속가능성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른 기

업의 능력을 활용하고, 그 다음 다른 기업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자사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기업은 원하는 지속가능성 전환의 규모나 속

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역량 또는 기술이 부족

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역량을 구축, 또는 구매하

기보다는 기업 생태계 내에서 타 기업의 역량을 활용

할 수 있다.41 예를 들어, 소비재 기업 네슬레(Nestle)

는 2025년까지 포장의 100%를 재활용하거나 재사

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42 독자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9년 포장과학연

구소를 개설해 협력사,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과 함께 

친환경 포장재·시스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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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 생태계 내의 파트너

들의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는 동시에 재활용 포장 개

발에 필요한 금융비용을 분담하고 혁신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진들은 기업 생태계에서 비슷

한 필요성을 느끼는 타 사업들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

다. 영향력을 활용하려면 여러 기업들과의 공동의 협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이 주변 기업의 전략

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향후 자신

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

한다는 이점이 있다.44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의 영향력을 활용한 한 예로 

2018년 마스(Mars Incorporated), 다논(Danone), 

네슬레(Nestle), 유니레버(Unilever) 등 4대 대표 식

품 기업이 모여 환경, 영양, 소비자 투명성, 사람과 사회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식품 관련 규제 형성을 목표로 하

는 지속가능한 식품 정책 연합회(Sustainable Food 

Policy Alliance; SFPA)를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45

SFPA 이니셔티브는 식품 산업계가 순환 경제로 전

환하는 것,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재사용과 재활용 가능하거나 또는 퇴비로 활용 가

44 Deloitte, "Shaping strategies," 2014.

45 Sustainable Food Policy Alliance, "Environment," accessed May 18, 2020.

능한 포장을 설계하는 것, 재료와 제품의 사용가능 기

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

로 농민, 목장주,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생태계 접근방식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제품이 유통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중심으

로 정책 환경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결집하여 시장내 리

스크를 감소시켜, 기업과 산업 수준 모두에서 지속가능

성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요구하는 시장 상황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사업 모델을 획기적으로 변

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하고, 

내부를 점검하고, 외부환경을 탐색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박이 현재 사업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

을지와 미래 사업을 위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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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사회 정의에 경종을 울리는 최근 사건의 

영향으로 세상이 변화하기 이전부터 이미 재계는 사회에

서의 기업 역할에 대한 변곡점에 서 있었다. 2017년 시작

된 환경 및 사회 문제 관련 주주 제안을 지지하는 여론의 

고조1와, 2019년 8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에서의 성명,2 투자자의 지속적인 압력 등, 

기업 목적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

다. 주주자본주의가 중심인 시대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를 포함하는 시대로의 영구적인 전환이 일어날지는 지

켜봐야 하겠지만, 상기한 내용 및 그 외의 변화가 기업 집

단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에 접근하는 방

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의 

목적과 ESG 목표를 정의하고 통합하려면 기업이 여러 이

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평가해야 하며, 

기업이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거나 부차적인 이해관계

자로 간주할 수 있는 그룹(예: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 및 기타 계열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팬데믹 초반,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ESG 원칙과 기업 

목적을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어떻게 수용하고 지속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3 하지만 팬데믹과 

사회 정의 운동은 ESG가 전략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을 강조하며 환경 및 사회적 압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확대시켰다. 이사회에게 전략 및 리스크의 감시는 신

인의무(fiduciary duties) 수행의 중요 요소이다. 따

라서, 이사회 구성원이 기업 목적과 ESG 원칙이 어떻

게 고려되고 있으며, 기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노력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

가지로, 기업 목적 및 ESG 전략에 충실한 기업이 위기

에 대한 회복력과 준비성이 높으며 시장으로부터 보상

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용어 정의

ESG와 기업 목적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관련 분

야를 논할 때 사용하는 어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용

어는 부정확하거나 혼동될 수 있으며, 기업의 행동과 조치

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리포트의 

목적에 따라 주요 용어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7/12/shareholder-proposal-developments-during-the-2017-proxy-season.

2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business-roundtable-redefines-the-purpose-of-a-corporation-to-promote-an- 
 economy-that-serves-all-americans.

3  https://www.wsj.com/articles/sustainability-was-corporate-americas-buzzword-this-crisis-changes-that-11588352181.

4  https://fortune.com/2020/06/11/diversity-inclusion-investing-esg-esgd.

5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business-roundtable-redefines-the-purpose-of-a-corporation-to-promote-an- 
 economy-that-serves-all-americans.

ESG

'환경'과 '거버넌스'의 의미는 명확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사회'는 인적자본의 관리 및 노동
자 이슈부터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의미한다. 사실 ESG는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직원(employees)'을 의미하는 'E'와 '다양성(diversity)'을 의미하는 'D'를 추
가하자는 의견도 있다.4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은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존립, 
수익성 및 성장의 달성에 필요한 요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은 ESG와 동의어
가 아니며, 오히려 ESG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ESG의 세 가지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
기 때문이다.

기업 목적

(corporate purpose)

'기업의 사회적 목적'으로도 지칭할 수 있는 기업 목적은 기업의 명시된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며, 장
기적인 가치와 연계되며, 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는 사회에서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목적을 정의하고 실
행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제대로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목적은 기업의 ESG 측정 및 공시 전략
과 불가분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지난 몇 년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익은 곧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주주자본주의' 접근 방식 하에서 대부분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주에게 이익이 될지 여부와 그 정도
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2019년 8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5과 기타 논의에서는 기업이 주주 및 
투자자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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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COVID-19는 기업이 빠르게 중심축을 정하고 기존

에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여겨지던 중대한 리스크

에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ESG, 기업 전략 및 리스크 간의 관계가 명확했다. 세계

경제포럼(WEF)이 2020년 1월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조사6 중 잠재적 경제 영향 순위에서 '감염병'은 10위에 

해당했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10대 리스크 순위에도 

들지 못하였다. 팬데믹은 하룻밤 사이에 어디서  어떻

게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

인 기업과 인력의 운영에 큰 혼란을 유발했고, 이에 따

라 팬데믹의 여파는 더욱 확대되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재

측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업 전략, 환경 및 사회 사이

의 상호관계를 더욱 부각시킨다.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유발한 팬데믹의 예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는 팬데믹

에 잘 대응한 기업을 비롯한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이 장

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방안을 재고하도록 만들

었다. 이러한 재평가의 특성과 결과는 각 회사가 직면

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을 재구성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 직원 안전, 건강과 삶

의 질(well-being), 물리적 일터의 존재, 공급망 붕괴 

등을 포함하는 ESG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SG 요소는 재무 건전성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ESG 부문에서 상위 20%

로 선정된 주식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장세 

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 5%p 이상의 고성과를 거

두었다.7 2020년 1분기에 지속가능 인덱스 펀드 26개 

중 24개는 비교가능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앞질렀

다.8 또한, MSCI ACWI ESG 리더스 지수는 2007년 9

월 신설된 이래 전체 시장 수익률인 4.48%보다 높은 

5.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9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

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BlackRock)은 최근 2015년

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32개 지속가능 기업 지수의 실

적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 벤치마크와 비교 분석하

였다. 블랙록의 분석 결과, '2015~16년 및 2018년의 

시장 침체기에 지속가능 기업 지수는 지속가능하지 않

은 기업 지수의 실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트렌드는 팬데믹과 사회 정의 운동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재무적 회복력만이 유일한 장점은 아니다. 브랜드 차

별화, 최고급 인력의 유치 및 유지, 더 나은 혁신, 운영 

효율성 및 자본 유치 및 시장 가치 제고 등의 기회가 풍

부하다.11 이미 ESG 전략, 측정법 및 고품질 공시 등을 

비즈니스 모델에 구축한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

하고 위기 이후 장기적 가치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재개되고 다시 정상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시

작하면, 기업들은 위기 대응 단계를 넘어 회복과 재도

약을 시작하기 위해 직원, 벤더 및 고객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12 즉, 팬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업을 구하고 신뢰를 구축 및 유지하는 활동

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13 기업 경영진은 ESG 이니셔티

브, 특히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니

셔티브가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있다.14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견해

COVID-19 위기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기업 목적에 

배치되어 보이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현재 위기를 ESG 성과의 나침반으로 삼아 기

업 목적을 재정비하고 재고할 것으로 보인다.15 팬데믹 

상황에서, 대중은 기업이 개인용 보호구, COVID-19 환

자 치료 장비의 제조와 인공호흡기, 손 소독제, 마스크 

및 기타 팬데믹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개조하는 활동을 통해 자사 직원만이 아닌 국가를 지원

하는 데에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있

다.16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ESG에

서 논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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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시직, 벤더 및 계약직 등 전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연장에서부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구호 기금을 마련

하는 것까지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기

업 사례가 넘쳐난다.17 기업들은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도 이러한 원칙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표하

고 있다.18 

미국에서는 기업 목적과 ESG에 대한 관심이 규제당국

이나 입법 기관보다는 투자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촉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OVID-19 및 기타 이유로 발전

해가고 있는 투자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팬데믹 사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안정성,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적응력이라는 척도에 따라 

평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많은 이들은 직원의 건강, 복지 

및 선제적인 인적자본 관리가 비즈니스 연속성의 핵심이

라고 언급했다. 특히, 심각한 경제적 혼란기에 기업들이 

목적에 따라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ESG 목표에 대한 진

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스테이트 스트릿 글로벌 투자자문(SSGA) 회장 겸 

CEO인 사이러스 타라포발라는 2020년 3월 이사들에

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이 전염병에 대응 시 회사의 장

기적인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타라포발라에 따르면, 스테이트 스트릿은 

'ESG 이슈가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전반

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로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19 최근의 블랙록 리포트에서는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다진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

며,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는 기업이 덜 지속

가능한 경쟁 기업보다 긍정적인 시장 환경으로부터 이

익을 얻으면서도 위기 극복에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COVID-19 외에도, 최근의 사회 정의 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역할을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최근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시민

의 불안감과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논의로 ESG 중 

'S'와 'G'에 대한 대화가 고조되었다. 직원, 고객,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기

업의 약속에 따라 경영진은 인종차별을 비롯하여 직장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차별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조

치를 통해 기업의 목적과 ESG 목표를 어떻게 실제로 표

현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

한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 직원 및 고객과의 성찰적인 대

화 및 다양성 중심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금전적 기부 등

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21 그러나 기업이 체계적 불

6  https://www.weforum.org/reports/the-global-risks-report-2020.

7  https://www.livewiremarkets.com/wires/what-are-companies-doing-to-tackle-the-crisis.

8  "Sustainable Funds Weather the First Quarter Better Than Conventional Funds," Morningstar, April 2020.

9  "Mercer: COVID-19 elevates the value of responsible investing," Responsible Investor, April 2020.

10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about-us/sustainability-resilience-research.

11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strategy/us-cons-ops-social-purpose-and-value- 
 creation.pdf.

12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economy/covid-19/heart-of-resilient-leadership-responding-to-covid-19.html.

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20/06/08/stakeholder-capitalism-and-the-pandemic-recovery.

14  https://fortune.com/2020/06/01/will-the-pandemic-accelerate-stakeholder-capitalism.

15   https://corpgov.law.harvard.edu/2020/05/31/corporate-governance-update-eesg-and-the-covid-19-crisis.

16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5-04/covid-19-puts-others-at-the-table-with-shareholders.

17 https://www.forbes.com/sites/blakemorgan/2020/03/17/50-ways-companies-are-giving-back-during-the-corona- 
 pandemic/#157c98114723.

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20/05/31/corporate-governance-update-eesg-and-the-covid-19-crisis.

19 https://www.ssga.com/us/en/individual/etfs/insights/stewardship-engagement-guidance-to-companies-in-response-
 to-covid-19.

20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about-us/sustainability-resilience-research.

21  https://www.wsj.com/articles/ceos-and-big-businesses-speak-out-on-racism-police-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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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에 책임을 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있으며, 채용 관행, 임금 공정

성 및 경영진 다양성 등의 데이터를 이러한 이슈에 대

한 추가적인 개입을 위한 지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22

이사회의 역할

최근 미국 딜로이트 이사회 의장인 재닛 파우티는 이

사회를 '사회적 목적에 맞게 기업을 유지하는 수단'으

로 묘사했다.23 이사들은 기업의 단기적 의사결정과 장

기적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각의 결정에 따른 위험을 파악한 

상태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COVID-19로 비즈니스 리스크 및 전략의 중심이자 투

자자 및 일반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ESG 원칙의 역

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사회는 기업이 위기로부터 더

욱 빠르게 벗어나고 강하게 부상하기 위해 명확하고 이

해관계자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경영진

에게 조언할 수 있다.

자사의 ESG 전략과 내러티브(narrative)를 통제하

지 않는 기업은 다른 기업의 ESG 스토리에 의해 통제

될 위험이 있다.24 양질의 투명한 ESG 공시는 투자자가 

장기 수익을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도록 정보

를 제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목적

을 명시하는 것과 ESG 원칙이 전략과 리스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ESG가 이사회의 최대 아젠다가 되면서, 이사회가 

ESG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할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해

졌다. 딜로이트 이사회 효과 센터(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S&P 500에 속한 310개의 기업 

프록시에 대해 최근 수행한 검토에 따르면, 310개 기업 

중 57%가 임명 또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일차적인 감독 

책임이 있다고 답하였고, 9%만이 전체 이사회라고 응

답했으며, 나머지 34%는 다른 여러 위원회를 선택하

였다. 주요 소유 주체에 관계 없이 감사 위원회는 ESG 

지표와 관련된 보장을 감독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ESG 공시와 관계된 부분에 관여해야 한다.

22 https://fortune.com/2020/06/11/diversity-inclusion-investing-esg-esgd.

23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ca/Documents/finance/COVID-19-and-the-board-chair-point-of- 
 view.pdf.

24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on-the-boards- 
 agenda-front-line-of-esg-disclos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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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질문

1.

2.

3.

4.

5.

6.

7.

8.

9.

10.

기업 목적과 ESG 목표를 전략 및 리스크와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

경영진은 ESG가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정보와 가정을  

제공하였는가?

기업 목적과 ESG 목표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ESG 성과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수집한 데이터는 내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사회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어떻게 정보를 파악 및 관여하고 있는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ESG 문제를 감독하기에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의 COVID-19 팬데믹 및 사회 정의 이슈가 만연한 상황에서 기업 목적과 ESG가 어떻게 

충실히 유지되고 있는가?

이사회의 다양성은 어떠한가? 이사회는 새로운 후보를 탐색할 때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사회와 경영진은 경영진 승계 문제와 기업의 다양한 후보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가?

팬데믹 대응과 회복으로 기업 목적과 ESG 목표가 대두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는 일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목적과 ESG 목표의 지속적인 갱신과 재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ESG 목표 및 성과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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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변화

ESG 경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이준희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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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과거 국내 기업들이 가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

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또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고민은 주로 사업장의 안전, 환경 컴플라

이언스(compliance)관리, 사회공헌 사업 기획 및 수

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발간 등에 관련된 것이

었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다양한 사례(Project case) 

등 글로벌 자문 노하우를 한국기업들에 소개하는 것만

으로 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

다. 이는 기업이 그만큼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에 관련

된 요소를 직접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나 기회의 관점으

로 바라보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투자나 재무적인 가치 

차원에 대한 인식이나 전환점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

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기업들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

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을 도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

에 맞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전환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물론 여전히 인식과 이해를 위한 접

근방식은 기업마다 다르다. 

ESG 경영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철저하게 투자

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영활

동 관련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파악할 때 환경·사회·거

버넌스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모니터링 이슈인데, 다

시 말해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가치창출의 관점이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SG 경영에는 투자에 대한 리스

크, 계약 관계에서의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

리와 비즈니스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근

원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ESG 경영은 재무적 가치에 

대한 '건강한 약속 이행'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잣대

이고, 기업가치에 연계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도 하다.

현재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문

은 투자자 IR, 글로벌 영업·마케팅부서에서 'ESG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정비를 우선 해야한다'라는 인식

이며, 이에 대해 일차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

황이다. 또한, 관련된 실질적인 활동은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경영을 하는 법무실, 환경이나 안전 담

당 부서 및 인사(HR)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통합 및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

직 차원의 명확함이 선결되어야 한다. 결국 ESG경영

은 기업의 프로세스 차원의 리스크 관리(모니터링)를 

포함한 신시장 기회 확보 및 공시·커뮤니케이션 범위

를 포괄하는 것이다.

ESG 경영은 '회계, 재무적 숫자는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기준과 조직이 있는데, 비재무적인 환경·사회·거

버넌스(지배구조 또는 의사결정구조)에 해당하는 숫

자가 아닌 경영활동 및 관련 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어

떻게 모아서 관리하고 공시하며 커뮤니케이션에 활용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는 보통 글로

벌 리포팅 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서 출발한다(그림1).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

떤 전략과 경영목표를 지니고 성과를 내어 고객과 투자

자, 임직원 및 사회로부터 신뢰가치를 형성해 나갈 것

인가?'라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찾는 단계로 나아간다. 

ESG 경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과 관

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전사 차원

의 전략적 ESG활용과 대응에 대한 기획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연관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

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 있는 전략적 추진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심과 '왜 ESG를 실행해야 하는가(Why 

ESG?)'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혼란의 

시기를 겪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및 비재

무(ESG) 경영 요소를 그들의 비즈니스 특성과 조직 상

황에 맞춰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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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Key Indicators

일반

조직 프로필 조직명, 제품·서비스, 위치, 규모, 근로자 정보, 공급망, 외부 이니셔티브, 가입 협회 

전략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주요 영향·위험·기회 

윤리 및 투명성 조직의 행동규범, 자문 및 신고 메커니즘 

거버넌스 최고 거버넌스 구조, 기능, 역할, 평가, 보수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목록·식별·이슈 대응, 단체협약 적용 비율 

보고 관행 보고 주체, 보고 내용 결정 방법, 중대 토픽, 보고 상세 정보, GRI Standard 부합 
방법, GRI Index, 외부 검증 

경제

경제성과 직접적 경제 가치,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시장지위 주요 사업장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간접 경제 영향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간접 경제효과 

조달 관행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부패방지/공정경쟁관행 부패방지/공정경쟁관행 관련 법적 조치 

조세 조세 접근법 및 국가별 조세 보고 

환경

원재료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에너지 조직 내외부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집약도 

용수 및 폐수 용수 사용 및 배출량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배출 Scope 1,2,3의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총 폐기물 중량 

환경법규 준수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공급망 환경 평가  공급망 내 부정적 환경영향 및 조치 

사회

고용 신규 채용 및 임직원 이직률, 육아휴직  

노사 관계 경영상 변동 최소 통지 기간 

직업상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및 임직원 보건  

훈련 및 교육 근로자 훈련, 임직원 기술 향상 프로그램 

다양성 & 동등 기회 임직원의 다양성, 남녀 보수 비율 

차별금지 차별 사건 수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 리스크 파악 

아동노동 아동노동발생 위험 파악 

강제노동 강제노동의 발생 위험 파악 

안전 관행 인권 정책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 

원주민 권리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 및 조치 

인권 평가 인권영향평가 사업 장 식별 및 임직원 교육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 

공급망 사회 평가 공급망의 사회 부정적 영향 및 조치 

공공 정책 정치 기부금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제품·서비스의 안전 및 보건 영향 평가 

마케팅 및 라벨링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규정 위반 사건 

고객 사생활 보호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불만사항 수 

사회경제 법규 준수 사회 및 경제적 법규 위반 건수 

그림 1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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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불러온 ESG 경영 가속화

COVID-19 위기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관점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공급망과 기

후 환경 리스크, 인권 및 안전·환경에 연계된 리스크가 

중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의 

투자와 수익, 매출과 함께 고객과 투자자로부터 요구

되는 ESG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체계 등에 대한 투

명한 공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SG 재조명 시대에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콘텐츠 및 물

류·유통 기반의 스마트 비즈니스, 의료 부문에서의 특

허 및 핵심 기술경쟁력 기반의 중장기 잠재성장력이 좋

은 회사, 비즈니스 공급망 관리 리스크가 높지 않으며 

수익성이 좋은 기업, 친환경 기반의 비즈니스 포트폴리

오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런 기업들도 ESG 경영의 내재화가 기업가치를 유지함

에 있어서 핵심 동력(driver)이라 판단하고 있고, 이미 

비즈니스 특성에 맞춰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은 어떤 의미일

까? 언택트(untact) 비즈니스 시대의 기업의 지속가

능경영은 '윤리'와 '책임' 그리고 '가치'를 넘어서 이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행하는 ESG 경영의 

전략적 실천을 의미한다. 통합의 주요 요소는 신사업 

기회(Opportunity), 리스크 관리(Risk), 파트너십 

전략(Business Partnership)이 핵심이다. 아래 그

림 2에서와 같이 통합 경영(Integrated ESG)의 영역

은 올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관점이고, 이러한 변

화는 당분간 훨씬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2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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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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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ol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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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사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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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시장 및 고객 중심의 이해관계자 관

점에서 사회에서의 기업의 존재가치를 찾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 가치를 제

고하며,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시장 경쟁력에 대한 비

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세

상에 살게 되었다. ESG가 이러한 변화를 대변하는 핵

심 키워드가 되었고,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변화로 인

한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의 ESG 평가는 기업경영의 

재무적 숫자를 포함한 재무적 관점의 가치 창출 효과

(Financial story)기반의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유행처럼 시작되었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등 단순

히 지속가능경영 평가 등급을 받는 것은 과거의 의미

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자와 고객에게 

맞게 '전략적 투자'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비재무

(ESG) 요소를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이 시

급해지고 있다.

딜로이트 ESG 경영 진단 프레임(ESG Compass)

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산업 기준으로만 보아도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이슈의 영향도

와 관련성도 다르고, 그에 대한 중대성은 각 기업의 대

내외 경영환경 및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지와 평가

에 따라 다르다. 예전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

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의 비재무(ESG)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경영진단—리

스크 관리—성과관리의 평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

인다.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실체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영환경 리스크를 센싱

(Sensing)하고 재무적인 성장도 동시에 창출

해야 한다. 어렵지만 이를 해내는 기업만 살아

남는 시대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및 리더 그룹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의 중요 

그림 3

딜로이트 ESG 경영진단 프레임 (ESG Compass)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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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산업별 전략적 ESG 경영 이슈 (일반적)

산업 구분 ESG 구분 핵심 이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E S G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  

E S G 연구 개발 강화 및 제품(컨텐츠) 개발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E S G 공정한 경쟁 및 책임있는 제품 관리   

첨단기술 산업 

E S G 공급망 환경·인권 평가 및 모니터링

E S G 에너지 효율 제품 개발 및 확대

E S G 제품 폐기량 감축 및 재활용 방안 확대

소비자 부문

소비재 산업 

E S G 책임 있는 원료 조달

E S G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E S G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제품  개발 

유통 산업  

E S G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E S G 공급망 인권 이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E S G 제품 생산부터 판매, 폐기 단계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관리

자동차 산업 

E S G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E S G 임직원 안전 및 건강 관리 강화  

E S G 공급망 환경·인권 평가 및 모니터링 

교통, 호텔, 레저 및 
서비스 산업 

E S G 고객 만족도 제고 및 평판 관리

E S G 기업 경영 전문성 강화

E S G 환경 영향 최소화 노력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에너지, 화학 산업 

E S G 자원 효율성 증대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

E S G 공급망 관리 및 리스크 평가

E S G 임직원 안전 및 건강 관리 강화

산업재 및 건설업 

E S G 친환경 자재 구매 (친환경 인증 목자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 

E S G LCA 기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빌딩 건축, 사회·환경 리스크 관리

E S G 임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

금융 부문 은행, 보험, 부동산업 

E S G 지배구조 선진화 (CEO 선임 투명성,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E S G 투명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개인 정보 관리

E S G 금융 상품개발 및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 및 관리의 확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부문 

제약·바이오, 
병원·의료 서비스 산업 

E S G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관리 

E S G 제품을 통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건강 & 웰니스 증진 등) 

E S G 연구 개발 강화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이슈 전망에 따르면,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인

권(Human Right), 환경·사회 영향(Impact) 등 3가

지 주제가 주목을 받았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올 하

반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E)·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기본적

으로 탄소배출량 관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탄소 중립

이나 제로라는 선언적 목표 아래 구체적인 감축량의 비

율이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 과제를 정비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솔루

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

으로 고려 중이고, 국내사업장의 관리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로의 관리 영역을 확대하여 글

로벌 기업으로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

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신시장 진출 영업

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환경 및 기후 경영을 활용하여 

ESG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사회(S) 영역의 경우 최근 COVID-19 사태 이후 근

주: 국내외 비재무평가 (DJSI, MSCI, CGS 등) 종합분석을 통한 산업별 우선순위 이슈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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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되었고, 인사(HR)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인재 확보가 비

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떠

올랐다. 후자의 경우,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

성 제고 및 프로세스 혁신을 이뤄낸다고 하여도 핵심기

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의사결

정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전략' 즉, 인사 정책과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적자원 및 경영 리스크가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인적자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리스크로 귀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특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제조 및 생산, 유통 기반의 기업들은 임직원

들의 안정된 고용과 건강한 노동환경에 우선순위를 두

고 ESG 경영을 해야 한다. 투자자 및 고객의 입장에서

는 동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윤리적 가치가 있는 성

장하는 기업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기업들은 끊

임없이 경영환경 리스크를 센싱(Sensing)하고 재무

적인 성장도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어렵지만 해내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인 것이다. ESG 경영은 비즈니

스의 재무적인 숫자에 대한 판단만큼 매우 냉정하고 엄

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버넌스(G)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영 자문을 수행

할 때 상당히 변화가 쉬우면서도 자발적인 변화가 어려

운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를 주주 포트폴리오, 

지분율 등으로 아주 협소한 차원에서의 '지배구조'라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서 투명한 공시나 개선에 대해 거

부감이 있는 것이 오해의 핵심이다. 거버넌스의 투명성, 

의사결정 구조의 운영, 독립성과 내부통제, 감사의 선

진화, 이사회의 구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서 명확한 체계를 정립하고, CEO와 최고의사결정구조

와의 건강한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간 유기적

인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는 것이 거버넌스 영역의 핵심 

사안이다. 거버넌스는 독립성과 투명성 원칙을 기반으

로 최고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거나 최소화하는 과정이고, 조직 내 또는 대외 이해관

계자들과의 소통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경영관리

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

업 내부통제 영역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감사 선진

화의 과제와 함께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이사회 

평가나 이사회 멤버들의 교육과정에 ESG의 영역은 앞

으로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거버넌스는 투자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믿

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인프라 환경과도 같은 것이다. 따

라서 견고하고 튼튼한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보여줘

야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모니터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ESG 평가에 대한 논의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 ESG 경영 요소 및 공시

를 위한 경영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하

고,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만들어 전사 차

원에서 관련 주요 부서의 성과 관리 시 함께 관

리하여야 한다. 

올해는 기업들로부터 ESG 경영 트렌드와 이슈에서

의 평가 대응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가장 많았다. 그림4 

와 같이 평가란 여러 종류의 테스트 프레임 같은 것이다. 

특강이나 인사이트 미팅 시 자주 사용한 비유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ESG경영은 영어능력평가 시험의 종류와 

공인된 영어점수이다. 둘째, '공개된 데이터 없인, 객관

적 평가를 할 수 없다(No data, No score)' 법칙이다. 

우선, 영어 실력을 늘려 공인 영어점수를 받고자 하

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자. 취업하려는 경우, 

유학을 가려는 경우, 아니면 스스로 영어 실력을 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각자 사정에 따라 목적은 

달라진다. 기업의 'ESG 평가'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ESG 평가에 대한 대응과 그에 대한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기업 자체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한다. 필요 없는 테스트를 받기 이전에 

테스트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며, 어떤 테스트

를 보든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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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틀리는 문제를 구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번은 국내 어느 기업의 IR팀과 지속가능경영 담당

자가 찾아와서 사장님이 ESG 평가 대응을 하라고 했

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ESG 경영이 막연하다는 이야

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율도 높

지 않고, 기관투자자들도 없고, 글로벌 고객마케팅이

나 신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계획도 딱히 없는데 왜 

투자자 관점의 ESG 경영을 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어

보았던 기억이 있다. 평가를 받기에 앞서 기업은 ESG 

평가 결과 및 대응의 노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향

후 어떤 경영요소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반

드시 고민해야 한다.

두번째로, ESG 평가에 있어서 '공개된 데이터 없인,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다.(No data, No score)' 법

칙은 기본이다. 비재무(ESG)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등급이나 점수를 획득

할 수 없다. 평가의 필요성과 대응에 대한 결정을 내렸

다면 빠른 시일 내 ESG 경영 요소 및 공시를 위한 경영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하고, 단기 과제와 중장

기 과제를 만들어 전사차원에서 관련 주요 부서의 성

과 관리 시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는 '개선한 부

분(Progress) 기반의 결과(Result)'를 기준으로 하

기 때문이다.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준수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세 이행 전략과 과제를 체계

적으로 설명해야  (comply or explain) 하는 것이다. 

그림 5

ESG 평가 종류 및 체계

출처: 딜로이트 분석

평가명 평가 방법 평가 척도 평가 항목

에코바디스(EcoVadis)
공급업체 CSR 평가

·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실시

100-0
Scorecard

· 공급업체에 대하여 5가지 주제-일반(3문항), 환경(14문항), 
  노동관행 및 인권 정책(9문항),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7문항),
  지속 가능한 조달(6문항)-총 39개 CSR 질문으로 구성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S&P

· 피평가자가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실시

0-100

· 공통 평가항목 및 산업별 항목으로 구분
  -공통 항목 : 기업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공급망 
   관리, 환경성과, 인적자본개발, 사회환경 정보 공개

-(금융)ESG Framework  구축, ESG 상품/서비스 이름 및 
   금액 공시 등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 수자원, 산림자원

· 피평가자가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실시

A to D-, F

· 환경 관련 세가지 영역에 대해 질의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량, 지배구조, 전략, 감축목표 등
  -삼림 : 산림훼손 원자재, 원자재 의존도, 관련 정책, 의사결정 
   구조 등
  -물 : 수자원 사업상 중요도, 수자원 관련 정책, 의사 결정 구조, 
   취수량 등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

· 공개 정보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피평가자는 정보 검증 과정에 
  참여 가능

AAA to CCC
(leader, 

Average, 
Laggard)

· ESG 관련 37개 이슈로 구분하여 평가
 -환경 이슈 :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친환경 기술 관련 기회 등
 -사회 이슈 : 인적자원개발 등
 -거버넌스 이슈 : 이사회, 급여, 소유권 통제 등

❖ 이슈 별 세부 평가항목이 있으나 피평가 기관 별도 요청 필요

서스테널리틱스
(Sustainalytics)
ESG 리스크 평가

· 공개 정보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피평가자 요청 시 보고서 발간 
  전 리뷰 및 정보 업데이트 가능

0-100
(neglogible, low,
medium, high, 

severe)

· 지배구조, 주요 ESG 이슈(산업별 상이), 특수 사건을 평가
❖ 각 산업별 최소 70개 항목을 평가하나, 세부 평가항목 외부 비공개

블룸버그(Bloomberg)
ESG 공개 평가

· 공개 정보 기반으로 평가 실시 0-100

· 에너지 & 배출, 폐기물, 여성임원, 이사회 독립성, 임직원 
  사고, 산업 특정 데이터 등을 포함한 ESG 정보 공시의 
  투명성에 대해 평가

❖ Bloomberg Terminal 이용자만 평가 결과 및 내용 접근 가능

ISS
Quality Score

· 공개 정보 및 기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피평가자 정보 검증 과정 참여

1 to 10
(low to 

high risk)

· 이사회 구조, 보수, 주주권리, 감사 및 리스크 관리 4가지 
  영역에 대해 약 230개의 평가항목을 평가

❖ 상세 항목 공개되어 있음

플
랫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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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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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를 보는 균형 있는 눈 

올해 딜로이트는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M&A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있

는 기업들에 비재무(ESG) 경영에 대한 단계별 점검과 

경영전략을 연계한 ESG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의 

체계적 이행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인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재무적인 수익'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

어야 기업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에 재무와 비재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 회계규범이나 리스크 규제처럼 하나의 틀로 자리 잡

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경영 

환경과 정책, 사회적 요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ESG의 프레임이나 기준을 정하기는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 숨쉬는 기업-법인

(人)-법사람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언제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균형있는 ESG 경영이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경

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과 전략적인 통합관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유행처

럼 번져갈까, 또다른 ESG워싱(Washing)이 되어 버

리진 않을까.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균형'있는 

눈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처음 ESG 단추를 끼워

보고 있는 기업이나 재점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모

든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들에게 아래의 5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끊임없이 'Why ESG'를 놓치지 말

아야 한다. 

이준희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ESS Service

junhuilee@deloitte.com

Contact

그림 6

Why ESG

ESG 경영이 필요한가? 
01

ESG 경영이 국내외 시장에

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05

ESG 요소의 내재화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04

ESG 요소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내재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03

ESG 경영 요소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며, 비즈니스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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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유럽지역의 최고재무책임자(CFO) 1,200여명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 대응

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조치가 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관적

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기후변화행동이 주류가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9월 말, 유엔기후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진행된 

시위에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0만 명 가량의 사람

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

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후 시위였

을 것이다.1 수업 중단 형태의 시위는 전 세계에서 1년 

내내 일어났다.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이라는 기후 변화 행동 단체는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결과를 증명하고자 하여 경각

심을 더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구축하고 행

동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정부

의 조치는 1988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설립되

면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세계 기후 조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지구 정상회의(Rio Earth Summit)

에서 이루어졌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은 탄소배출을 제한하여 기후

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로써, 

현재까지 187개국의 비준을 받았다.2 최근 2년간, 이

상 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이 늘어남3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에 대한 시급성이 커졌

다. 그 결과, 다양한 관계자들이 기후 변화의 의미를 평

가하게 되었다.

중앙은행 및 기타 감독 당국은 기후 변화를 금융 안정

의 위협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2017

년에는 녹색금융네트워크(NGFS)가 설립되었다. 두 

기관 모두 기후 관련 인식과 위험관리 및 투명성 개선

에 관심이 있다.

딜로이트는 CFO 1,168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들의 응답을 

통해 아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행동을 촉구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 기업들의 기후 대응은 주로 단기적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 기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 포괄적 기후전략 개발 및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조정 매커니즘을 보유한 회사는 드물다.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는 대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1 Climate crisis: 6 million people join latest wave of global protests, The Guardian, 27 September 2019.

2 Paris Agreement – Status of ratificat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5 October 2016. 

3 For a summary of generally accepted facts from climate science, please refer to: Series of hot years and more extreme  
 weather, Munich Re, 8 August 2019.



De-carbonization, Climate Change & Business 40

Deloitte Insights

투자자들 역시 기후변화를 행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 

2018년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이 조사한 바

에 따르면, 5대 주요 시장에서 지속가능(sustainable) 

또는 녹색(green) 투자에 유치된 자금이 30조 달러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2년만에 34% 증가

한 금액이다.4 

현재 운용 자산이 35조 원 이상인 약 400개의 투자

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배출을 억

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후 관련 금융 공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기후대응 100+ (Climate 

Action 100+) 이니셔티브에 서명하였다.5 

또한, 최근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운용 자산이 2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 투자자들이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을 발

족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 포트폴리오를 달성

할 것을 약속했다.6 

각 국가와 도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욱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

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기후 친화적 사업 활동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

한 성장 자금 조달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for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시작했다. 전 세

계 60개 이상의 국가와 100개 도시는 탄소 배출 제로

(zero) 목표를 채택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 스

웨덴과 노르웨이처럼 이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였다.7

1.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우선, 

기후 변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명백한 물리적 위험(예: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운

영상 영향 또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부족) 외에도 기

업들은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 변화, 시장 및 규제

의 변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따른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위

험은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8 기업의 또 다른 기후 관

련 위험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잠재적 책임이다. 최

근 몇 년간 화석연료 회사와 전력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기후 변화의 해로운 영향에 대

한 책임을 이들 기업이 지게 되었다.9 

반면에 기후 변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첫째, 기업들은 자원 생산성 향상(예: 에너지 효

율성 증가)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후 

변화는 혁신을 촉진하여 탄소 집약도가 낮거나 다른 이

에 의한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기업들은 재

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격 변동

성이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일 수 있다. 이

러한 조치들은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에 밑거름이 된다.

4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8 March 2019. 

5 About us, Climate Action 100+, accessed 14 November 2019. 

6 UN-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ccessed 14 November 2019.

7 These countries have committed to a net-zero emissions goal - could it solve the climate crisis? World Economic Forum,  
 5 July 2019. 

8 Stranded assets and scenarios, Smith School of Enterprise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January 2014. 

9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19 snapshot, LSE, July 2019. 

10  Oil majors gear up for wave of climate change liability lawsuits, Financial Times, 9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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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이 느끼는 기후 변화 대응 압박감

딜로이트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해 유럽지역 CFO를 대상으로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와 대응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10 설문

조사 결과, 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고객사와 소

비자가 상당한 압력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직원과 규

제 당국, 시민사회, 투자자들도 이들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 정도는 상당히 다양하다. 응

답자의 약 30%는 누구로부터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19%는 규제 기관과 시민 사회 

등 대개 하나에서 둘 정도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압력을 

받는다고 답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대

기업은 여러 대상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

으며, CFO의 약 61%는 셋 이상의 이해관계자들로부

터 행동을 촉구하라는 압력을 느끼고 있고, 70%는 고

객으로부터의 압박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대조적으

로, 중소기업(즉, 연 매출이 최대 1억 유로)에게는 규

제 기관이 주요 압력 요인이다.

산업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느끼는 압박감도 

다르다. 각 이해관계자 집단 중 관광, 자동차, 소비재, 

에너지 및 전력 산업에서 행동을 촉구하라는 압력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한 경영진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산업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관

광, 소비재 및 자동차 산업에서는 고객사로부터 압박감

을 크게 받지만 에너지 및 전력 부문은 주로 투자자와 

상당한 정도 중간 정도 약간 전혀 없음

고객사/소비자

이사회 위원/경영진

직원

규제 기관/정부

시민 사회(예: 시민활동가, 미디어)

주주/투자자

경쟁사

은행/채권자

질문: 귀사는 아래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기후 변화 대응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림 1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업이 느끼는 기후 변화 대응 압박감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19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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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의 압력을 받는다(그림 2).

한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분야(TMT)는 기후 

변화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TMT 산업은 상대

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자사 직원들을 제외

하곤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행동을 촉구하라는 압력

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TMT가 기후 변화 대처를 위

한 지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세계지속가

능성이니셔티브(GeSi)와 딜로이트의 공동 연구는 정

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디지털 역량이 광범위한 지

속가능성 과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예를 들어 디지

털 기술은 경제 성장을 자원 소비와 분리하고, 환경 영

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기후 변화 개발

을 분석 및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질문: 귀사는 다음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촉구 압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상당 및 중간 정도를 합한 퍼센트)

그림 2

산업별·고객투자자·규제 당국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촉구 압력을 받고 있다는 CFO 비율

투자자/주주 규제당국/정부

에너지, 전력, 광공업

여행업

운송/물류

생명과학

건설

금융

소비재

유통

자동차

경영자문 및 전문 서비스

산업재 및 관련 서비스

여행업

운송/물류

자동차

에너지, 전력, 광공업

소비재

경영자문 및 전문 서비스

산업재 및 관련 서비스

건설

금융

유통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생명과학

고객사/소비자

여행업

소비재

유통

건설

운송/물류

경영자문 및 전문 서비스

금융

에너지, 전력, 광공업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경영자문 및 전문 서비스

자동차

생명과학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19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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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uropean CFO survey – Into the woods, Deloitte, accessed 14 November 2019. 

12  Digital with Purpose. Delivering a SMARTer2030, GeSI and Deloitte, accessed 7 December 2019.

3. 기업 경영진의 대응 방안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기업

의 기후변화 해결에 필요한 네 가지 핵심 관리 방법인 

거버넌스와 전략, 위험관리, 측정 기준 및 목표를 정의

한다(그림 3).12 이 영역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

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기후 위험 노출 정도와 

이에 관한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CFD의 권장사항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영향력이 큰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다뤄야 하는 

은행과 보험회사, 자산운용사가 포함된다. 실물 경제

에서 TCFD가 주목하는 분야는 에너지 및 운송, 농업 

및 임업이다. 이 산업의 기업들은 특히나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가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TCFD 권장 사항

거버넌스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조직의 거버넌

스를 공시

A.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설명

전략

조직의 비즈니스와 전략 및 

재무 계획에서 기후 관련 리

스크 및 기회 요인에 따른 실

질적, 잠재적 영향을 공시

A.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 파악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설명

리스크 관리

조직이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어떻게 파악, 

평가 및 관리하는지 공시

A. 기후 관련 리스크를 파악 

 및 평가하는 조직의 프로

 세스를 설명

측정 및 목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관한 평가 및 관리

에 사용되는 측정방법 및 목

표 공시

A. 조직의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 평가에 사용하는 

 측정 기준 공개 

B.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 

 요인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B.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및 재무 계획에 관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의 영향을 설명

B.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

 하는 조직의 프로세스에 

 관하여 설명

B.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Scope 1), 내부 간접

 배출량(Scope 2),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류, 

 협력사 등 외부의 온실

 가스 배출량(Scope 3)과 

 관련 리스크를 공시

C.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및 재무 계획에서 기온이 

 2도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잠재적 영향을 설명

C. 기후 관련 리스크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

 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설명 

C. 조직이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 목표 대비 

 성과 관리에 사용하는 

 목표치 설명

공시 권고사항

출처: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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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 관련 경영활동과 온실가스 배

출량을 공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

지 800개 이상의 기업이 TCFD에 서명하여 관리 및 공

시 강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된 성과 보고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이루

어 진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

트(CDP)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한 기업은 약 7,000개

로 2011년보다 두 배나 많았다.13 

그러나 경영 및 공시 강화, 리스크 평가와 목표 설정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실

질적인 조치이다.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재

생에너지 및 원자재로의 전환, 부족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댐 건설, 극한 기후에 대한 단열재 설치 

등의 생산 현장 보호가 포함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

한 시장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는 가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여기에는 탄소집약도가 낮은 제품의 개발과 기후변화

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포함된다. 

4.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한 
기후 행동의 시작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 시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

하는 것이 좋다.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또는 국가적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미래의 탄소배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배출 목

표를 세우고 알려야 하는 한편, 기업들도 과학적 기반

으로 감축 목표를 도출하고 IPCC 기후 시나리오에 설

정된 목표에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14 따라서, 파리협

약이 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전환 속

도에 대해 기업이 '공평한 분담(fair share)'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 CFO 설문조사에 따르면, 10% 미만의 

기업들이 파리협약에 따라 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하고 

있다. 기업 중 27%는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자체적으

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업 중 한 곳은 목표 

조차 세우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할 때 

배출목표를 설정한 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긴 하지만 여

전히 50% 미만에 머무른다. 

탄소배출 목표는 산업 별로도 달라진다. CFO 조사

에 따르면 에너지, 유틸리티, 및 광업 부문에서 가장 많

이 배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13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June 2017.

14  The A list 2018,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accessed 20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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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 자체적인 배출 목표 설정

질문: 귀사는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했는가?

그림 4

산업별 배출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19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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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사는 기후변화를 관리, 완화하거나 이에 적응하고자 다

음의 조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가?

그림 6

기후변화를 관리, 완화하거나 이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

그림 5

압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 숫자 별 기후
변화에 대한 관리, 완화 또는 적응 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

기업이 행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의 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19년 가을

5.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의 행동

이해관계자의 압력은 기업의 행동을 유도한다.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큰 압박을 받지 않는 기업들의 1/3

은 기후변화를 관리, 완화하거나 이에 적응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 이상

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로 하락했다(그림 5).

재무 임원 응답에 따르면 기업들의 기후 대응은 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조치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치로 대부분의 기업이 에

너지 효율을 높이고 보다 친환경적 장비를 사용한다(그

림 6). 이러한 조치들은 보통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비용 절감에 이바지한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간단히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즉각적인 비용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후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

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보다 회복력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예: 건물 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기후 친화적인 기계, 기술 및 장비 사용

운영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

친환경적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업스트림 공급망 및/또는 물류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관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기업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포함

이상 기후 현상을 견디도록 시설 교체

해당사항 없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 및 
기계 이전

이상 기후 리스크에 대한 보험 가입

탄소 배출량 상쇄 (예: 탄소 배출권 구입)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19년 가을

관리 완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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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공급

망 내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28%만이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협업

의 어려움과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거나 거버넌스 및 관리 구조에 포함시

키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투자자의 압력을 느끼는 

기업일수록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후변화 위

험을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 관련 변화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

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다

른 지역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통해 노출되는 기후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6. 온난화에 대한 준비

다음 조치는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위험을 이해하고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한다.

· 필요한 탄소배출량 감축 규모와 핵심 달성 수단을 평가

 한다.

· 탄소배출 감소와 변화에 따른 적응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다.

· 거버넌스 구조에 기후 변화 위험과 기회를 통합하고 

 전략적 측정이 가능한 접근법을 확보한다.

기후 변화는 소비자, 직원 및 주주가 기업을 평가하

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우에 따

라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해야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도를 측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기후 변화를 전략적 계

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의 지

속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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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15년부터 유럽 CFO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1,500명의 유럽 전역 최고재

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내 비즈니스 정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 외에도, 각 설문조사 결과는 주제와 관련한 이슈에 중점을 둔다. 2019년 가을호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19년 9월에 데이터를 수집했다. 18개국 17개 주요 산업에서 약 1,200명

의 CFO가 이번 보고서에 관한 설문에 응답했다(그림 참고). 표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매출이 최소 

연 10억 유로 규모인 기업이 약 20%를 차지한다. 연 매출이 1억~9억 9,900만 유로인 기업은 표

본의 44%를 차지하며, CFO의 37%는 연 매출 1억 유로 미만인 소기업 소속이다.

그림 7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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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19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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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요구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

고 있다. 2019년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기후 시위

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1 이 시위는 약 185개국

에서 발생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긴급한 지

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는 솔로몬 제도의 해수면 상승, 남아프

리카의 유독성 폐기물, 인도의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

기물, 인도의 대기오염, 호주의 석탄 채굴 확대 등이 포

함된다.2 2020년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셧다운

(shutdown)은 전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환경 파괴와 

공해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

켰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의 산업 중심지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3,4

소비자의 태도 변화와 행동주의 산업 활동 감소가 환경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기후 이슈에 대한 기업과 산업

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점차 많은 기업이 지구를 위해

서만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 생존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해 저탄소 미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2020 딜로이트 자원 연구(2020 

Deloitte Resource Study)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 3/4

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고객이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

너지로부터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의 비중(77%)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에너지 이외에도, 지

속가능한 건축자재부터 녹색 광물까지 다른 탄소 중립 제

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 가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은 수익 창출 외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6 최근 직원 행동주의의 고조

는 직원들이 총기 규제, 기후변화, COVID-19 등 여러 이

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정책 및 목표

정책입안자는 결국 대중이 주도하는 방향을 따르게 

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

데, 현재 다수의 정부가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

하고 환경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로 만드는 경제의 추구는 유럽 그

린딜의 핵심이며, 파리기후협정의 세계 기후 조치에 대

한 EU의 약속과 부합한다.7

또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일환으로 2030년을 

탄소배출량의 정점으로 설정하는 감축 목표를 야심차

1 Sandra Laville and Jonathan Watts, "Across the globe, millions join the biggest climate protest ever," The Guardian, September
 20, 201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sep/21/across-theglobe-millions-join-biggest-climate- 
 protest-ever, accessed August 25, 2020.

2 Ibid.

3 Lauren Sommer, "Why China's air has been clearer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NPR, March 4, 2020, https://www. 
 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3/04/811019032/why-chinas-air-has-beencleaner-during-the-coronavirus- 
 outbreak, accessed August 25, 2020.

4 Sushmita Pathak, "With coronavirus lockdown, India's cities see clear blue skies as air pollution drops, April 10, 2020, NPR,  
 https://www.npr.org/sections/coronavirus-live-updates/2020/04/10/831592401/with-coronavirus-lockdown-indias- 
 cities-see-clear-blue-skies-as-airpollution-dr, accessed August 26, 2020.

5 Marlene Motyka, et al., Deloitte Resources 2020 Study, Deloitte Insights, 2020, https://documents.deloitte.com/insights/ 
 DeloitteResourses2020Study.

6 Lauren Coleman, "Why is employee activism on the rise?" Forbes, May 30, 2019, https://www.forbes.com/sites/  
 laurencoulman/2019/05/30/why-is-employee-activism-on-the rise/#50c8591b74b1, accessed August 25, 2020.

7 European Commission, "Climate Action: 2050 long-term strategy," https://ec.europa.eu/clima/policies/strategies/2050_ 
 en, accessed June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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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표했다.8 중국의 단기 목표는 탄소 배출 강도를 낮

추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 당 에너지 사

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9 중국은 2017

년과 2018년에 GDP 당 탄소배출량을 각각 5.1%와 

4% 감소시킨 후 현재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

다.10 최근엔 중국의 탈탄소화 진행 상황에 예상 밖의 

진전이 있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 웹사이트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COVID-19에 따른 셧다운으로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25%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11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외에도, 일부 정부는 탄소

에 가격을 책정하여 목표를 더욱 빠르게 달성해가고 있

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program)

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12 이 제도는 엇갈

린 결과를 낳았다. 몇몇 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라 인식

되는 반면, 어떤 제도는 에너지 사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고 비용이 많

이 드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는 재

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에너지 효율 의무, 배출 규

제, 탄소상쇄 가격제(carbon-offset pricing) 같은 보

다 정교한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

투자자가 행사하는 압력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탈탄소화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약 7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

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그 예이다.13 블

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2020년에 '기후 리스크

가 투자 리스크'라고 선언하고, 블랙록이 '지속가능성

을 투자 접근방식의 중심에 둘 것이다'란 내용의 서한

을 고객과 CEO에게 발송했다.14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예상보다 빨리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상

당한 자본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다'고 예상했다.15

블랙록 지속가능성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익의 25% 이상이 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중단 

·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및 지속

 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

 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

 을 서약

· 액티브 투자 전략에 ES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보다 지속가능한 투자 자금 제공16

블랙록의 펀드 규모와 영향력으로 이러한 전략이 주

로 주목을 받았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가입한 기후 대응 100+(Climate 

Action 100+)은 450건 이상의 투자자 서명을 받고 

수십 개 국가에서 4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운용사를 대표하는 이니셔티브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가장 큰 투자자 주도형 참여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성장했다.17 여전히 단기 수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투자자의 

노력은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 특히 E&R 산업에 장

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 비용 하락

기술 비용의 급격한 하락은 E&R 기업의 탈탄소화 전

략 실행에 도움이 된다.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도입의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energy storage) 기술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팩의 평균 시장 가

격은 2010년 1,100$/kWh에서 86% 낮아져 2019

년엔 156$/kWh를 기록했다.18 BNEF의 예측에 따르

면 배터리 팩 가격은 2023년에 약 100$/kWh까지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전기화

(electrification)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19

또한, 사물 인터넷(IoT)과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AI 기반 에너지 관리(AI-enabled 

energy-management), 거래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가치사슬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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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기회

상기의 동인이 강화되고 융합됨에 따라 E&R 산업 

내 많은 선두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재생에너지 활

용 및 기후 관련 리스크 해소에 관한 목표를 공개적으

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딜로이트의 에너지 전환 설문

조사에 따르면 E&R 기업 최고경영진 중 89%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거나 이미 

개발 중이라고 응답했으며20, 그 중 30%는 이미 전략 

개발을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일부 

E&R 기업은 정부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의 기업은 10~30년 중장기 시나리오 계획을 통한 기

업의 변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주로 전력 및 유

틸리티(재생에너지 포함) 부문이 주도했다. 세계경제

포럼(WEF)이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 

세계 주요 전력 회사 및 유틸리티의 탄소배출량이 크

게 감소했다.21 데이터 애널리틱스 전문회사인 포인트

380(Point380)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는 비영리단체 CDP에 보고되는 기업 데이터 기반

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22, 탄소배출량의 감축은 다

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

단할 수 있다.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scheme)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와 같이 발전사

 들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도록 하는 녹색 정책

 (green policy).

· 석탄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가교연료(bridge fuel)로

 사용되고 있는 저비용 청정 연소 천연가스의 풍부한 양

·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기술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

 하는 지원 인센티브

· RE100 이니셔티브와 같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로 조달하겠다는 대규모 상업 및 산업 고객의 약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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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일부 전력 및 발전회사

들은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요청 없이도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다국적 에너지 기업

인 에넬(Enel)은 많은 기업들이 설정한 2050 목표보다 

훨씬 앞선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다.24 에넬

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 포트폴리오

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5

광물 및 금속산업은 일찍이 기업 운영의 사회 허가

(Social License to Operate, SLO)를 유지하기 위

한 일환으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줄이라는 대중

의 요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업은 이미 운영

을 전기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제련과 석회화 같은 에

너지 집약적인 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

션을 개발하고자 산업 협회 및 기타 그룹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BHP는 탄소 저배출 기

술 및 자연 기후 솔루션에 5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하고 

간접 배출(scope 3, 물류 및 협력사 등 기업 외부 배

출)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26 이후, BHP는 약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 기

회를 발견하고 현재 자금 배분을 시작하고 있다. 초기 

투자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한 운영 부분에서의 배출

량 감축과 제강 부분의 탄소 간접 배출(Scope 3)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특히 광범위한 사용으

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에 중점을 둘 것

이다.27 마찬가지로 리오틴토(Rio Tinto)는 향후 5년

간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

다.28 그 외에도 석탄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탄소배출

량 감축 목표에 대한 자산 별 검토에 합의하고 감축 목

표 달성이 어려운 부문에서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 변화 위원회(ETC)에 가입하였다.29 한편, 시멕

스(CEMEX)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

량을 35%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발표했다.30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탄화수소의 생산 및 가공인 정

유·석유화학 부문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변화가 더딘 

편이다. 그렇지만 몇몇 기업들은 현재 운영 방식을 비롯

하여 사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저탄소 경제로

의 전환을 이용하고 있다. 쉘(Shell)과 랩솔(Repsol), 

에퀴노르(Equinor), 토탈(Total), 브리티시 페트롤리

엄(BP)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초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

고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 집약도 목표

를 설정했다.31 이들의 계획에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 바

이오 연료와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

여 배터리 팩 및 그리드 밸런싱(gird balancing) 기술 

같이 보조적인 저탄소 사업으로의 확장이 포함된다.32

추가로, 메이저 석유기업(Oil Major)의 공헌 규모가 

E&R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안

에 BP의 저탄소 투자 금액이 연간 50억 달러로 10배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3 이 투자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 다양한 저

탄소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34 마찬가지로, 토탈

(Total)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글로벌 시장 참

가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

한 자금을 할당했다.35 현재 동사는 자본적 지출(CAPEX) 

중 10% 이상을 저탄소 전기에 활용하고 있으며, 2030년 

혹은 그 이전에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이다.36

이와 유사하게 몇몇 다국적 화학 기업들은 지속가능

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 예

를 들어, 듀폰(DuPont)은 순환경제 원칙을 사업 모

델에 통합하고, 제품 및 프로세스 전체를 그린 케미스

트리(green chemistry) 원칙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활용하여 설계하며,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의 

60%를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7

사업을 재편하려는 욕구는 세계적 거대 기업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스 및 화학사업과

저탄소 벤처기업을 통합한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Occi-

dental)은 최근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활

용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다른 경제적 응용 방안을 개

발하여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과감한 목표

를 발표했다.38



2030 탈탄소화 과제 55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24 RE100 web site, https://www.there100.org/, accessed September 11,2020.

25 Ibid.

26 Ibid.

27 BHP company web site, "Climate Change," https://www.bhp.com/media-and-insights/news-releases/2019/07/bhp-to- 
 invest-us400mto-address-climate-change/ , accessed June 29, 2020.

28 Mariaan Webb, "BHP links bonuses to climate plan, sets medium term targets", Mining Weekly, https://www.miningweekly.
 com/article/bhp-links-bonuses-to-climate-plan-sets-medium-termtargets-2020-09-10 accessed September 11, 2020.

29 Rio Tinto company web site, "Climate Change," https://www.riotinto.com/sustainability/climate-change, accessed June  
 29, 2020.

30 Climate Action 100+, 2019 Progress Report, 2019,https://climateaction100.wordpress.com/progress-report/. Accessed  
 August 20, 2020

31 "CEMEXContinuesAddressingClimateChangeandFosteringInnovation," Yahoo! Finance, March 26, 2020, https://finance. 
 yahoo.com/news/cemex-continues-addressing-climate-change-230000122.html,accessed August 26, 2020.

32 Climate Action 100+, "2019 Progress Report," 2019, https://climateaction100.wordpress.com/progress-report/. Accessed  
 August 20, 2020

33 James Murray, "How the six major oil companies have invested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NS Energy, January 16,  
 2020, https://www.nsenergybusiness.com/features/oil-companiesrenewable-energy/, accessed August 26, 2020.

34 bp press release, "From international oil company to integrated energy company: bp sets out strategy for decade of   
 delivery toward net zero ambition," August 4, 2020,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insights/press-
 releases/from-international-oil-companyto-integrated-energy-company-bp-sets-out-trategy-for-decade-of delivery-
 towards-net-zero-ambition.html, accessed September 14,2020.

35 Ibid.

36 Total press release, "Total adopts a new climate ambition to get to net zero by 2050," May 5, 2020, https://www.total.com/ 
 media/news/ total-adopts-new-climate-ambition-get-net-zero-2050, accessed September 14, 2020.

37 Ibid.

38 DuPont Press Release, "DuPont Announces 2030 Sustainability Goals," October 30, 2019, https://www.dupont.com/news/
 dupont-announces-2030-sustainability-goals.html, accessed August 26, 2020.

39 Occidental company report,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Positioning for a low-carbon economy," 2019,  
 https://www.oxy.com/SocialResponsibility/overview/SiteAssets/Pages/Social-Responsibility-at-Oxy/Assets/Occidental-
 Climate-Report-2019.pdf. Accessed August 20, 2020

에너지의 미래로 나아가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아직 

노력해야 할 부문이 많다. 2019년에 호주 모니터 딜로

이트(Monitor Deloitte Australia)는 전 세계 112

개 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중 69%

가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의 기업이었다. 조사는 

2017년에서 2019년 중반까지 공시된 자료 및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

간 동안 112개 기업은 총 45억 3,000만톤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했으며, 이 중 96%는 석유 및 가스, 화학, 

광업 및 금속, 전력 및 발전 등의 E&R 산업에서 배출되

었다. 이러한 수치는 보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과제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탈탄소화는 고된 일을 수반한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은 에너지 및 원자재를 공급, 사용 및 소비하고 다

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운영 방식에 혁신

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자와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

환은 E&R 기업 간 상호작용 방식과 산업 간 융복합 방

안과 관련하여 산업 전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 장의 분석에서는 본 리포트의 목적에 따라 온실

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이 제시

한 탄소배출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 기업 자체 배출 중 

Scope 1은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는 에너지원에서 발

생하는 직접 배출을 의미하며, Scope 2는 구매한 에너

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나타낸다. Scope 3

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서의 배출을 포함하여 기

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Scope 

2에는 포함되지 않은)을 의미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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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산업은 공급 원료와 에너지원으로 모두 사용되는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탄화수소 배출량은 쉽게 줄

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화학 부문이 '탄소 저감이 어려운' 부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화학 산업은 많은 가

치사슬에서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 산업에서 탈탄소화가 진전을 이룰 경우 그 효익은 화학 산업뿐 아

니라 수많은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화학 산업

화학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앞서 언급한 동인 외에도 규제와 과학적 압력에 의

해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미했던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최근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COVID-19 팬데믹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후 변화가 

보건 위기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시킬 것이라고 믿

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다.40 대중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와 소비한 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함에 따라, 화학 부문도 이에 대한 정밀 조사

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회적 압력은 회사 안팎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

인다. 주주 가치는 기업의 브랜드와 명성에 따라 달라

지고, 무책임한 기업은 투자자와 고객을 잃게 될 것이

며, 직원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더 의

식하게 되었다. 규제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이런 변화

하는 의식이 발현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회

용 비 생물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 규제도 점차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화학 부문의 접근방식이 상당

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접근방식의 적용 범위는 화학 

산업의 탄소배출을 넘어 부산물까지 드릴다운(drill 

down)되며, 기업에 소비자들이 배출한 폐기물에 대

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세계에

서 가장 큰 플라스틱 제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전

De-carbonization, Climate Change & Busines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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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말까지 주요 도시에서 비생분해성

(non-biodegradable)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

고, 2022년 말까지는 이 금지 조치가 모든 시, 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41

전세계적으로 화학 부문은 재활용 및 자원 회수

(resource recovery)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탈탄소

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화학 부문은 EU 그린딜의 일부이자 COP21 기후 

해결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2050년까지 탄

소 중립을 약속했다.42 가치사슬 내 다른 사업자들과 제

휴하면서 대규모 폐기물 연료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은 

최근에 네덜란드 Fuenix Ecogy 그룹과 제휴를 맺고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열분해 오일을 공급하

였고, 누리온(Nouryon)은 에어리퀴드, 로테르담항, 

쉘과의 협업에 합류해 첨단 바이오메탄올 생산을 위한 

폐기물 화학화 공장을 개발하기도 했다.43  

화학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운영 시 자체 발생(Scope 1,2)하는 탄소 배출 문제

는 이론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 기업들은 염소나 포스겐과 같은 유독 가스를 생산 

시 모든 배출물 및 부산물을 포집하도록 폐 루프 시스

템(Closed-loop-system)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이 아니라 비용이 문제가 된다. 반면, 간

접배출(Scope 3) 또는 고객과 제3자 공급업체의 탄

소 배출은 더욱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화학 기업들은 탈탄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화학 물질과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화학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왔으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분석,

 고급 시각화 및 에너지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 식물성/동물성 지방, 설탕,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전분, 옥수수 또는 조류와 같은 지속가능한 폐기물

 (sustainable waste) 또는 바이오 기반 원료(bio-

 based feedstocks)의 사용. 이러한 종류의 지속가능한

 공급원료들은 알코올, 유기산, 폴리에스터와 같은 

 생물 기반 화학 물질 생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식품,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에너지 애플리케이션과 경쟁

 을 벌이고 있고, 토양 침식, 물 부족, 토지 사용, 생물 

 다양성 감소 및 농약 사용에 따른 물리적 제한으로 

 해당 공급원료 사용도 제한적이다.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는 자원 및 물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1톤의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5톤의 

 리그노셀룰로오스나 8톤의 설탕과 긴 운송 거리가 

 투입된다는 점이 그 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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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Insider, April 5, 2020, https://www.businessinsider.com/climate-change-making-healthcrises-like-coronavirus
 -frequent-worse-2020-4?op=1, accessed August 26, 2020.

42 "Single-use plastic: China to ban bags and other items," BBC, January 21,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 
 china-51171491, accessed August 26, 2020.

43 European Commission, "Climate Action: 2050 long-term strategy," https://ec.europa.eu/clima/policies/strategies/2050_ 
 en, accessed June 22,2020.

44 Irene Boghdadi, "Circularity in the Chemicals Industry: Drivers, Challenges and Solutions, Cleantech Group, February 11,  
 2020, https://www.cleantech.com/circularity-in-the-chemicals-industry-driverschallenges-and-solutions/, accessed  
 August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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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머, 고무, 배터리, 포장 재료, 용제, 열 전달 유체,

 윤활유 등과 같은 초기재료(virgin materials)로부

 터의 생산 방지. 이것은 재사용,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재활용이나 다른 응용 분야의 대체 사용을 통해 자재 

 루프를 폐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 일회용, 생

 분해성이 아닌 플라스틱 및 기타 초기재료들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량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물류과정, 재료 분리 및 회수

 전반에 걸쳐 순환작업이 실현 가능해지면 초기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최적의 기후 중립적 솔루션이 된다.

 그러나 순환작업이 동일한 응용 분야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효율성과 

 효과적인 측면만 본다면 재활용된 풍력발전기 날개를

 건설 자재의 추가 재료로 사용하거나 휴대 장비에서

 추출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고정된 전력 제공원으로 

 사용하는 등 완전 다른 제품을 생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순환작업이 갖고 있는 잠재

 력에도 불구하고, 상기에 언급한 재료들은 화학 부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그쳐, 거의 모든

 재료가 재순환 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45

화학 산업에서 설정한 탄소 배출의 장기 목표 중 

40%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또는 폐기물 기반 원료

(feedstocks)를 사용하고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 순환 과정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면 이론적으로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46 

그러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중 나머지 6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려사항 

나머지 60%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풍부하고 값싼 재생산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후

중립(climate neutral)을 위해서는, 태양광(PV 또는 

집중형), 풍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화, 열 펌

프, 에너지 저장, 수력(조력 또는 파도), 지열 또는 녹색 

수소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의해 화석 탄화수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운송 시스템 및 화학공정의 전기화가 

필요하다. 이 공정은 또한 화석 탄화수소 기반 공급원료

로 폐기물, 바이오매스 또는 순환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것 이상으로 기후 중립적 공급원료(climate-neutral 

feedstocks)를 대체해야만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녹색 수소의 필요성이다. 물

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은 천연가스나 석유에 비해 6~8

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47 현재 유럽 화학 산업

이 녹색 수소로 운영된다면 오늘날 유럽 전체가 소비하

고 있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48 기후중립 수소는 탈

탄소화의 핵심인데, 이는 화학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제품화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9개의 핵

심 화학 구성 요소(클로로인, 암모니아/요소, 메탄올, 

에틸렌/프로필렌, 벤젠/톨루엔/자일렌)의 생산을 가

능하게 하기 때문이다.49

녹색 수소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면, 재생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아

마도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이 될 수

도 있고, 탄소 포집 및 사용(CCU) 등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탄소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최종소비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되고 친환경 대체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존의 많은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할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 또한 남아있다. 소비

자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생분해성 해

조류 기반 포장지, 옥수수로 만든 필름을 사용하는 플

리스틱 없는 기저귀, 합성 거미줄과 민들레 고무로 만

든 타이어, 일회용 튜브가 필요 없는 치약 알갱이 등 다

양한 제품을 통해 전 세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모두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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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Wolfgang Falter, "The future of (fossil) hydrocarbons," Deloitte, 2019, https://chemicalconvention.org/wp-content/  
 uploads/2019/11/Deloitte-Conference-presentation.pdf Accessed, August 15, 2020.

46 Ibid.

47 Ibid.

48 Ibid.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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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 및 가스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COVID-19는 글로벌 수요를 감소시켰고 OPEC과 다른 주요 생산자들 

간의 유가 전쟁은 초과 공급으로 이어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단기 우선순위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현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현재의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인해 탈

탄소화 전략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및 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 및 가스 산업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배

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도처에서 느끼고 있으

며, 투자자들의 요구가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3월 6일 UBS는 더 이상 북극 지방 해양 시

추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50 

웰스파고(Wells Fargo & Company)와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등 다수의 미국 은행들도 이미 유

사한 정책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51 투자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제한하려는 기조에 맞는 석

유 및 가스 기업의 장기적 투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Scope 

1, 2)하는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완

화(mitigation) 전략은 다음의 사항을 통해 가치사슬

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 전력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과정의 전동화 및  

 재생에너지의 통합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집약도 저감

· 수소, e-fuel/합성 연료,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탄소배출량이 적거나 전혀 없는 연료 적용

· 연료 소비 절감을 위한 로지스틱스 개선.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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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자는 운송 시간 

 및 물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트럭, 선박 및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운송을 조정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통의 기준 

 수립 및 선도적인 관행 확립

· 루틴 플레어링(routine flaring) 감소 

· 메탄 포집 도입

· IoT 센서,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도구

 를 활용해 생산과 저장 관리를 최적화하여, 시나리오

 설계와 운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추적하며, 설비를 사전예방적으로 유지 

·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 생산 – 탄화수소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예: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제품을 생산(예: 바이오 연료 또는 합성가스)

· 재사용 확대 및 적층 제조를 통한 폐기물 저감 및 공

 급망 유연성 확대 

현실적인 고려 사항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를 만족시키고 실현 가능한 시

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필요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 다양한 에너지 형식으로 다각화 전략을 취하고 기술

 을 최대한 활용할 것. 일부 기업은 풍력,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가동 확대에 따른 전력망 균형유지

 를 위한 스마트 기술 또는 녹색 수소 생산과 같은 에

 너지 효율적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화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설치나 전기차(EV) 

 충전소 등 보조 부문의 기업을 인수하여, 탄소 저배

 출 제품에서 무공해 제품 포트폴리오로 확장을 시도

 하고 있다. 전략과는 무관하게 주목할만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업스

 트림 자산보다는 다운스트림 고객들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기업은 재생에너지

 로 생산된 전기와 함께 바이오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매 전력 공급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 간접 배출(Scope 3)을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 또 

 다른 방안은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통제해야 하는 폐

 기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원료로 만드

 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건축 자재, 화학 물

 질, 연료의 공급 원료로 사용하는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화탄소의 가치는 

 개선된 유회수 공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어떤 이

 산화탄소 사용 사례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 하기

 도 하다. 예를 들어 C2CNT라는 캐나다 기업이 '용

 융 전해(molten electrolysis)'를 이용해 이산화

 탄소를 강철보다 강하고 전도성이 높은 탄소나노튜

 브로 직접 변형시킨 사례가 있다.52

 탄소 포집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 중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엔지니어들은 최근 공기에서 이산화탄소

 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53 기존의 탄소 

 포집 기술과는 달리, 이 시스템은 발전소의 높은 배출

 량에서부터 야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에 이르

 기까지 모든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54

 아직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50 Ibid.

51 "UBS Bank won't fund new offshore Arctic oil, gas projects," PBS News Hour, March 9, 2020, https://www.pbs.org/  
 newshour/economy/ubs-bank-wont-fund-new-offshore-arctic-oil-gas-projects, accessed August 26, 2020.

52 PBS Newshour, "UBS Bank won't fund new offshore Arctic oil, gas projects" www.pbs.org/newshour/economy/ubs-bank- 
 wont-fundnew-offshore-arctic-oil-gas-projects accessed, August 20, 2020.

53 David Roberts, "These uses of CO2 could cut emissions — and make trillions of dollars," Vox, November 27, 2019, https:// 
 www.vox.com/energy-and-environment/2019/11/13/20839531/climate-changeindustry-co2-carbon-capture-  
 utilization-storage-ccu, accessed August 26, 2020.

54 David Chandler, "MIT engineers develop new way to remove carbon dioxide from air," MIT News, October 24, 2019, https://
 news.mit.edu/2019/mit-engineers-develop-new-way-remove-carbon-dioxideair-1025, accessed August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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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신기술은 시장의 호응을 얻는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탄소 포집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상품

 성 또한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

꾸면서, 동시에 기존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사업

에 대해 탈탄소화 방안을 동시에 고려 중이며, 해당 과

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태계 내 파트너들과 적극적으

로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BP는 최근 '자원 생산에 주력하는 국제 

석유 회사에서 고객을 위한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는 통

합 에너지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함께,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로 전환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55  

이러한 전환의 일환으로 BP는 2030년까지 약 50기

가와트에 달하는 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도입하고, 

10~15개 도시 및 3개 핵심 산업과 협력하여 탈 탄소

화 노력에 참여하며, 고객 상호 작용을 하루 2천만 건

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56

한편, 렙솔(Repsol)은 파리 협정이 설정한 기후 목

표에 따라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약속한 첫번째 

에너지 기업이다.57 2025년, 2030년과 2040년에 대

한 단계적인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했으며 운영과정 및 

제품에서 배출되는 탄소저감 전략을 수립했다.58 이 전

략에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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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bid.

56 bp press release, "From international oil company to integrated energy company: bp sets out strategy for decade of delivery  
 toward net zero ambition," August 4, 2020,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insights/press-releases/
 from-international-oil-companyto-integrated-energy-company-bp-sets-out-strategy-for-decade-ofdelivery-towards
 -net-zero-ambition.html, accessed September 14, 2020.

57 Ibid.

58 Repsol web site, https://www.repsol.com/en/sustainability/climatechange/net-zero-emissions-2050/index.cshtml,  
 accessed September 14, 2020.

59 Ibid.

60 Repsol press release, "Kia Motors Iberia and Repsol join forces to launch WiBLE, a new car-sharing operator," January 31,  
 2018, https://www.repsol.com/en/press-room/press-releases/2018/kia-motors-iberia-repsollaunch-wible.cshtml,  
 accessed September 14, 2020.

61 Shell web site, "What is Shell's net carbon footprint ambition?", https://www.shell.com/energy-and-innovation/the- 
 energy-future/what-isshells-net-carbon-footprint-ambition.html, accessed September 14, 2020.

62 Ibid.

63 Ibid.

64 "Decarbonising Shipping: All hands on deck," Deloitte and Shell, 2020, https://www.shell.com/promos/energy-and-  
 innovation/download-the-report/_jcr_content.stream/1594141914406/b4878c899602611f78d36655ebff06307e49d 
 0f8/decarbonisingshipping-report.pdf. Accessed August 20, 2020

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포함되어있다.59 예를 들어, 

렙솔은 기아자동차와 제휴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공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위블(WiBLE)을 

만들었다. 

쉘(Shell)은 다양성과 생태계 참여가 포함된 순탄소

발자국에 대한 목표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2022년 말

까지 이를 3%~4%까지 줄이는 단기 목표를 발표했으

며 3년 또는 5년 단위의 목표를 매년 설정하겠다고 발

표했다.60 이 기업은 또한 임원급과 약 16,500명의 직

원 급여를 탄소 감축 목표와 일부 연동하기도 했다.61 

또한 쉘은 다른 사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여 가

치사슬 내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62 이러한 목적 하에서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

는 방법에 대한 업계 관점을 요약한 보고서를 Deloitte

와 공동으로 제작 및 발표하기도 했다.63 '탈탄소화와 

운송: 협력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22개국과 해당 산업

의 거의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해운사 고위 임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12가지 잠재적 솔루션과 권고안을 

제시했다.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일부 기

업에게는 재무 모델의 차이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최

근의 유가 하락으로 격차가 줄었지만 업스트림 비즈니

스는 이제껏 재생 에너지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해왔다. 

반면 재생 가능한 발전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개발은 통상적으로 해양이나 다른 어려운 지역에서 시

추를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낮다.

기존의 석유 및 가스 투자자들은 같은 기업이 다른 비

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리스크와 재무적 요인들이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석유 및 가스 기업은 개발하려는 비즈니스뿐만 아

니라 기존 비즈니스의 리스크 특성과 수익률에도 부합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정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석유 및 가스 기

업들은 자본을 더 엄격하게 배분하고 있다. 익숙한 지

역에만 투자하는 일부 기업이 있는 반면, 수요가 낮은 

환경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로만 자본 지출

을 제한하는 기업도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CCUS, 연

료화 된 폐기물, 공급 전환된 폐기물, 전력 및 정보의 양

방향흐름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순환경제

를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자본배분

이 더욱 면밀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

의 탐사 개발 프로젝트는 한동안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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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기업들은 타 부문 대비 빠른 속도로 탈탄소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산업 정책이 이러한 변

화를 일부 촉진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석탄을 대체한 천연 가스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

하는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저렴한 자원 중 하나이며, 

배터리 저장 비용이 급감했다.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발전, 송전 및 배전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개인 간 에너지 거래(peer-to-peer energy 

trading)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 모델 도입의 기초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력 부문 또한 전기차 사용, 특정 산업군

에서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가 '친환경'적인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촉구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에너지 효율, 에너지 공급 및 저

장, 스마트 에너지 관리, 에너지 시스템 유연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인증, 스마트 시티, 넷제로 및 LEED(미국 친환경

인증제도) 인증 빌딩65, 전기차 등). 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홍보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

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산업 

전력, 유틸리티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동인은 타 부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기 생산이 세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31%라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재생 에너지

가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먼저 변화의 압력을 받았다. 그

로 인해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들은 10년 전부터 탈탄

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석탄 발전을 통한 전기 생

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의 수많은 발

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포트포리오를 확장하고, 목표

를 재정비하며,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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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력 피크수요 관리와 간헐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

문에 천연가스는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발전사들이 기초 발전

량 및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

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력 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에는 자체적인 문제점에 직면

한 천연가스 유틸리티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천연가스

는 여전히 가정 난방의 주 원료이자, 상업, 산업 부문의 

에너지 원천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러한 기조는 향후 얼마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에너지 전환의 모멘텀을 맞이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불분명한 상황

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전기만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것을 독려하거나 요구하는 초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몇몇 도시에서는 주요 신규 건축물에 대해 가스

배관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정비 법안 제정 및 건축물

의 완전 보수에 착수했다.66 한편, 영국에서는 정부 주

도로 저명한 엔지니어들이 합작한 연구 끝에 국가 가

스 공급 체계의 천연가스를 수소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대체 방안 마련이 가시화되었다.67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소규모, 

지역 발전소 및 대규모 투자자 소유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 재생 에너지 개발 및 고객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반드시 개발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다면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이 통제할 수 있
는 탄소 배출 종류

운영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Scope 1과 2) 탄소배

출은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에서 통제가 가능하며, 상

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 및 

관리는 고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을 고객에게 직

접 맡기고(예: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가정에서의 에

너지 사용을 모두 전기로 전환하게 하여(예: 전기차, 

온열 온수기, 열펌프, 배터리 등) 그들로 하여금 '프로

슈머(prosumers)'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는 연료 생산자, 장비 생산자, 로지스틱스 및 서

비스 제공을 하는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을 줄이거나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현실적인 고려사항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에서 진행 중인 탈탄소화는 역

사적 선례가 없어서 향후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

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변화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겠

지만, 리테일 역량, 그리드 전송 및 유통, 생산이라는 

가치사슬의 3개 주요 부문에서 향상된 분석 및 시나리

오 모델링을 통해 변화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수

익 창출원을 만들어낼 기회로 보는 일부 시각도 존재

한다.

기업들은 가정, 상업, 산업 고객들을 면밀히 이해하

면서 고객 생애 주기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매력적인 

65 Ibid.

66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67 Elizabeth Weise, "No more fire in the kitchen: Cities are banning natural gas in homes to save the planet," USA Today,   
 November 10,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9/11/10/climate-changesolutions-more-cities-
 banning-natural-gas-homes/4008346002/,accessed August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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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리테일 역량을 향상시켜

야 한다. 기업들은 산업 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

은 기업들과 현재 시장 내 경쟁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혁신 프로그램

을 확장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68 다양한 상

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혁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고객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수용하고, 의사소통의 새로운 장을 주재하기 위해 제3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해보아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관계 관리 등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차별화 

방안이 될 것이며, 디지털화 확대는 영업비용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 자원 관리(DRM) 기술 외에도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이 탈탄소화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 현재

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리드 스케일 저장 장치의 기

본 옵션이지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몇 시

간 동안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플로우 

배터리, 압축 공기 시스템, 액체 공기 시스템, 플라이

휠(flywheel), 축열 시스템(예: 용융염), 적층 블록

(stacked block), 수소 등 장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

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 기업은 화력발전소의 변형이나 해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과 적합한 장소를 선

택하여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비용 효율

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은 국가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다.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과

제가 주어져 있다.

· 새로운 경쟁업체와의 경쟁.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중앙

 집중식 화석 연료 발전소 건설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변화하는 규제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적용(예: 클

 라우드, AI,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등)은 소매 산업

 으로 새로운 참여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로써

 홈서비스의 주요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기술 및 통신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도

 용이해졌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 진입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업체들은 자본이 풍부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 투자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규제 환경 예측 및 영향 관리. 에너지 전환 시기에는 

 시스템 관리가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및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그리드 부하
(load on the grid)와 소비자 부담 경감 

온라인에 진입하는 분산화된 자원이 많아질수록 

전기 그리드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한 더 많은 기

술적 해법이 필요하다. 첨단 디지털 서비스를 통

해 지역 에너지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Enel 

X 자회사 eMotorWerks와 LO3 Energy가 협

업하여 전기차(EV) 충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소유자의 비용을 환원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AI 기반 그리드 밸런싱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EmotorWerks

의 JiceNet EV 충전 플랫폼을 LO3의 에너지 시

장 중 하나에 연결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가 마

이크로그리드 및 전기차 소유자 간에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LO3의 ExergyTM 플랫폼은 가

격 정보 제공과 사용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

는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며, eMotorWorks의 

JuiceNet 플랫폼은 전기차와 가정에서 발생하

는 지역 내 전기 수요를 지역의 저렴한 그린에너

지 공급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다. 이 프로젝트와 Enel X에서 진행 중인 기타 프

로젝트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수요 대응을 통

해 지역 그리드 밸런싱(grid balancing)을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 전기차를 활용할 시기와 방법, 

전기차를 언제, 어떤 자원으로 충전할 것인지 등,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

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Source: Enel X company website, "A smart platform to 
enable EV charging with clean, local energy," December 
10, 2018, https://www.enelx.com/en/news-and-media/
news/2018/12project-efficient-charging-micro-grid-
electric-vehicles, accessed August 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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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은 아직까지 실행이 필요한 투자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력 발전사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수는 있지만, 기존  5,000

 시간 이상 발전소를 가동했던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확대로 연간 1,000시간 정도만 가동할 경우 경제성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전력 그리드 기업은 분산형 

 발전소와의 더 높아진 연결성을 처리하기 위해 업그

 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업체가 그리드에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 방법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시장을 형성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력 및 유틸리티 회사들 입장에서는 추진

 할 프로젝트의 종류와 자금 조달 방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들은 규제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자가 고객

 가치, 만족,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게 하고 가동시간

 및 신뢰성 측면에서의 성과 개선과도 연계되도록 하

 고자 할 수 있다. 정전 시에 작동하는 예비(back-up)

 마이크로그리드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유틸리티 

 그레이드(utility-grade)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등이

 그 예이다. 기업들은 공평성의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많은 가정용 태양광 프로그램이 본질적

 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데, 모두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되지 않고, 그리드를 

 유지하기 위한 공평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드 

 편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그

 리드는 부유한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소외될 위험이 있다. 

· 디지털 툴 활용 및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전환. 디지털

 화와 개선된 인력 관리는 비용 절감에 크게 일조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서비스 및 빌링 시스템이 이러한

 전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직원 경험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인 일정을 수립하며, 인재 관리와 유지를

 원활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일부 규제 기관은 이러한 필요

 성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투자를 자본 비용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가 디지털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 새로운 성장 전략 결정. 에너지 수요가 저조한 선진국

 의 일부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들에게는 국제화가 성장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또한 COVID-

 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자금 투입에 따라 예상

 치 못한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 대응 

 방안이 다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과 인프라 프로

 젝트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68 Paul Brown, "Hydrogen can replace natural gas by 2050," Climate News Network, June17,2019, 
 https://climatenewsnetwork.net/hydrogen-canreplace-natural-gas-by-2050/, accessed August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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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산업은 주로 전력화(electrification)와 재생에너지에 의존해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광물 

산업이 탈탄소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용이해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수행은 보기보다 쉽지 않다.  

광물 및 금속 산업

광물 및 금속 산업의 탈탄소화 동인 

투자자들은 광물 산업에 속한 다국적 대기업이 운영

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

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

국적 대기업들은 이러한 압력에 더 손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BHP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새

로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

결하여 이 지역에서 태양열로 석탄 채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BHP는 호주 내 간접 탄소 배

출을 5년간 20% 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69 또한, 

BHP는 칠레에 있는 에스콘디다(Escondida)와 스펜

스(Spence) 구리광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

여 수입 LNG를 대체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계약을 

체결하였고70, 담수처리공장(desalination plants)

에 투자하여 2030년까지 칠레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

기로 약속했다.71

여러 국가 및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많은 광산업체들은 가장 시급한 공통 사항을 바탕으로 

탈탄소화 전략을 설계한 후 이러한 전략을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물 및 금속 산업 기업들은 탄소 가격

제(carbon pricing)와 규제 강화를 예상하지만, 현재

로써 이러한 사항이 주요 동인은 아니다. 탈탄소화 계

획을 표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

듯이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자와 시장의 스탠스는 정부

보다 진취적인 상황이다. 

De-carbonization, Climate Change & Busines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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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영향력은 다른 부분보다 광물 산업에서 일

반적으로 더 강하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탄소중립 리튬(carbon-neutral lithium)과 니켈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녹색 강철과 

알루미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의 수요는 

가장 큰 동인이 될 수 있다. 고객이 녹색제품(green 

products)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광물 기업은 사업 유

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광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종류

운영시 자체 발생하는(Scope 1과 2) 탄소배출은 

대부분 광물 기업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 한 가지 예

외는 석탄 채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써, 메탄 누

출 통제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

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예외로는 건설 재

료, 특히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로, 하소 과정

(calcination process)의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

성된다.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Scope 3)의 통

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광산을 건설

하기 위해 구리, 강철 및 막대한 양의 콘크리트를 제공

하는 업스트림 공급업자와 선박 및 교량, 자동차에서

부터 건물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본 자재와 금속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고

객이 포함된다. 광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

출량은 자체 발생 배출량보다 몇 배나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쉽게 활용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광물 기업은 광업과 다른 산업의 간접 배출(Scope 3) 

관리에 보다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로 탄소 중립적인 물질을 사용하여 탄소 중립적 

광물을 사용하는 순환 경제의 구축을 가리킨다.

현실적인 고려사항

광물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협력관계와 생태

계 전반을 고려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를 어렵게 생각한다. 고객들에게 배출을 감소

시키는 방법으로 원자재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

를 유발한다. 오히려 동일한 목표를 지닌 고객과 공급 

업체 간 제휴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휴 시에는 광

물 기업 간의 협력뿐 아니라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과

도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 

부과하기보다는 산업 생태계의 일부로서 작동해야 하

며,파트너십과 진행 중인 테스트, 개발 중인 해결책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광물을 누가 거

래하며, 채굴한 광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절차 또한 필요해질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추적 방법은 이미 원자재의 

윤리적인 조달 여부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여러 산업을 영위하는 포드(Ford)는 리튬 이온 배

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공급이 인권 유린과 연계되

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공동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72 

시범 사업을 위해 포드는 IBM과 한국 배터리 제조사

인 LG화학,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인 화유 코발트

69  Felipe Requejo, et. al, "Widening the lens: Big-picture thinking on disruptive innovation in the retail power sector,"   
 Deloitte Insights, 2019,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energy-and-resources/articles/widening-the- 
 lens-disruptive-innovation-retail-power-sector.html, accessed August 26, 2020.

70 Cecilia Jamasmie, BHP to mine Australian coal using greener energy, edumine, https://www.mining.com/bhp-to-keep- 
 mining-coal-inaustralia-but-in-greener-way/ accessed September 11, 2020.

71 BHP company website, "BHP targets 100 percent renewable energy at Escondida and Spence operations and elimination  
 of water usage from aquifers in Chile," October 21, 2019, https://www.bhp.com/media-and-insights/news-releases/
 2019/10/bhp-targets-100-percent-renewable-energy-at-escondida-and-spence-operations-andelimination-of- 
 water-usage-from-aquifers-in-chile/, accessed August 26, 2020.

72 Ibid.



Deloitte Insights

De-carbonization, Climate Change & Business 70

새로운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의 추구

최근 많은 정부와 규제 기관이 저탄소 순환경제에 대

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탄소를 배출하거나 생산

하는 기업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

다. COVID-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진행을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공

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환기시키는 역할

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탈탄소화 의제를 진전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이산화탄소를 화학물질

과 플라스틱 공급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폐

기물을 활용한 수소 발전소(waste-to-hydrogen 

plants)도 건설 중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의 비용 곡선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폐기물이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미래에는 새롭고 깨끗하며, 보다 순환적인 경제

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Huayou Cobalt)와 협업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금

속 공급을 추적하기 위한 최초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테

스트했다.73

광물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입장이 산업 협

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들이 브

랜드화를 목적으로 감축에 전념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

는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피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표준화된 보고 

방식을 갖추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광물 기업에게 사회적 영향의 고려는 현실적인 문제

이기도 하다. 광업은 대체로 기술 수준이 낮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으로 인식된다. 이는 특히 젊은 

직원의 채용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다국

적 대기업들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가능

성 문제에 앞장서고 싶어한다. 탄소배출권 선도기업으

로 거듭나면 경유 트럭과 중장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광산 폐쇄 후 지역사회로 환

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력원을 조성하는 등 실질

적인 사회적 이익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73  Cecilia Jamasmie, "Ford to lead blockchain pilot that traces colbalt mined in Congo," Mining[DOT]Com, January 16, 2019,  
 https://www.mining.com/ford-lead-blockchain-pilot-trace-cobalt-mined-congo/, accessed August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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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저탄소 정책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기업활동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3차 기본계획 목표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로 설

정하고 2030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

립했다. 3차 계획기간은 2021~2025년으로 이 기간 

연평균 배출량을 6억 970만톤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연간 6억 9,100만톤이었던 2기 배출허용총량과 비교

해 약 12%가 줄어든 수치이다.1

또한, 한국은 2020년 국제사회에 '2050 장기 저탄

소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

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이

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

내로 제한하고자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하게 한 것이다. 발표된 초안은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이라는 국

가 비전을 기반으로 하며, 탄소중립에는 미치지 않으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2

해외 국가의 경우엔 탄소중립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73개국이 2030~2050

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유럽

에서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EU 집행위

가 4개 분야(에너지, 산업·순환경제, 건축, 수송)와 친

환경 농식품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정책 분야로 제시하

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

스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통

합 전략을 발표하였다.3

미국도 최근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환경, 에너지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산업

을 육성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제로)' 로 만

들곘다는 약속과 함께 탄소조정세를 통해 강화된 환경

보호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중국도 지난 9월 22일 진행된 UN 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

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도입해 국가 차원의 기부금 규모를 확대를 약

속했다.5

이렇듯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강조

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탄소저감을 위한 규제와 환경보

호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해지고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에 있어 기후리스크를 전면

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1 환경부,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2019.12.30.

2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포럼」 검토안", 2020.02.05.

3 외교부,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 2019.10.11.

4 매일경제, ""10년간 5조弗 투자"…바이든發 그린뉴딜에 美재계 `군침'", 2020.10.09.

5 경향신문, 중국은 '탄소 제로' 실현할 수 있나…탈석탄화 과제,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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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국내외 기업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변화에 긴밀

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탄소다배출 업종인 화학, 에너지 산업에서도 탄

소중립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 전략을 다변화하

고 있다. 

유엔 글로벌 콤펙트(UN Global Compact)는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와 함께, 지난 12월 'Business Ambition 

for 1.5℃' 캠페인을 추진하여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

를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지금까지 시가 

총액이 3.6 조 달러 이상인 323 개 회사 가 공개 서한에 

응답하고 'Business Ambition for 1.5℃' 에 서명하였

다. 이러한 기업의 약속에 대해 2021년 11월 제26차 기

후변화 당사국 총회(COP)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6 이

처럼 국가에서 기업차원으로의 1.5℃ 억제를 위한 탄소

중립에 대한 자발적 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기후위기

를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고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면

서,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은 더욱 빠르게 확

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

의 주식이나 채권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고, 래리 핑크 CEO는 투자기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기후 변화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공식적으로 요

구했다.7 더욱이 투자자와 대출 기관 및 보험 기업이 참

여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한 축인 

투자자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기업들

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IT기업들의 경우엔 데이터센터에서 전 세계 탄소배

출량의 3.6%를 발생8시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탄소중립 대응책을 마련하

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처리 기술 개발에 10

억 달러(약 1조 2,300억 원) 규모의 '기후혁신기금'

을 조성하고 2050년까지 회사가 설립 이후 배출한 탄

소 전체를 제거하는 계획을 올해 1월 발표했다.9 마이

크로소프트는 이미 2012년부터 회사 차원의 '사내 탄

소세(internal carbon tax)'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세계 100개국 사업부서의 배출량(metric ton 기준)

에 15 달러(약 1만 7천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여 조성

된 기금을 탄소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에 활용해왔다. 신

규 도입된 기금은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 평등, 자금부족 

시장(underfunded markets), 가치 공유 (shared 

alignment) 등 4가지 분야의 투자될 예정이다. 이 외

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업활동의 전분야에서 저탄소 운영으

로 전환을 진행중이다.10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저감 75% 및 제거 25% 방

식을 통한 영업 활동과 공급망, 제품 영역의 탄소 중립 

목표를 지난 7월 발표했다. 애플은 이미 2008년부터 

전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2011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재생

에너지 확보를 통해 탄소발자국의 73%를 감축하였다. 

2018년에 전 세계 애플 판매 매장, 사무실, 데이터 센터

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전환하였으

며, '2030년 로드맵'에 따라 향후 애플은 저탄소 제품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공급사의 재생에너지 사

용, 공정 및 재료 혁신, 탄소 제거 프로젝트 등 5개 영역

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1

최근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회사까지도 탄

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2019년 하루 264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생산하는 대

형 기업이지만, 탄소중립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

는 화두임을 인식하고 지난 2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

언했다.12 BP의 버나드 루니 CEO는 "우리는 완전히 변

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자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 외 쉘(Shell), 토탈(Total)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

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 전환

을 검토하고 있다.13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사업분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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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BTi webpage : sciencebasedtargets.org/business-ambition-for-1-5c

7 매일경제, "블랙록의 경고…"기후리스크 외면한 기업엔 투자 안해"", 2020.01.15.

8 동아사이언스, "MS "탄소네거티브로 간다" 혁신기업들 기후변화 대응전략 잇따라 발표", 2020.01.17

9 상동

10 이코노미스트, "'탄소배출 줄이기' 나선 글로벌 기업 – IT·소비재 넘어 석유회사까지 탄소중립 선언", 2020.05.25

11 한겨레, "애플, 2030년까지 탄소배출 '0' 아이폰 만든다", 2020.07.22.

12 이코노미스트, "'탄소배출 줄이기' 나선 글로벌 기업 – IT·소비재 넘어 석유회사까지 탄소중립 선언", 2020.05.25

13 비즈니스포스트,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유럽 오일메이저, 석유시대 저무는 전조인가", 2020.10.04.

14 한겨레, "LG전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하겠다"", 2019.05.20.

15 LG화학 홈페이지, "LG화학, '2050 탄소중립 성장' 선언", 2020.07.06. 

16 뉴시스, "국민연금, ESG 평가모형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 2020.09.09.

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1).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아직 이 같은 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는다. 국내 기업 중 탄소 중립을 선언

한 곳은 LG전자와 LG화학뿐이다. 2019년 LG전자

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대비 50%로 줄이고, 외부 탄소 감축 활동을 

강화해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

혔고,14 LG화학은 올해 2050 탄소중립 성장(Carbon 

Neutral Growth)'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전략을 발표하여, 국내 화학산업에

서는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LGC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자원 선

순환 활동, 생태계 보호, 책임 있는 공급망 개발·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전세

계 사업장에 100%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만들겠다는 

'RE100'을 추진하고 있다.15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은 탄

소 감축 활동에 대한 활동과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하

지만 해외 기업과 같이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

를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연금이 2019년 마련한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ESG 평가 결과

에 따른 투자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16하고 금융권에

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

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탄

소중립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주요 글로벌 기업 탄소중립 선언 현황

기업명 사업 분야 감축 목표 주요 탄소저감 계획

마이크로소프트 IT '50년까지 Net-zero 달성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기금' 조성 

구글 IT '30년까지 Net-zero 달성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70억 달러 투자  

애플 전자기기 '30년까지 Net-zero 달성 100% 재생에너지 도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석유화학 '50년까지 Net-zero 달성 
재식림 사업과 CCS 기술 기반의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투자계획 

쉘(Shell) 석유화학 '50년까지 Net-zero 달성 '19 ~ '21년까지 3년간 총 $30억 투자계획  

토탈(Total) 석유화학 '50년까지 Net-zero 달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탄소저감 

출처: 기업공시자료를 활용한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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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도전

기업의 저탄소 사회에 대한 시각과 대응 방식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이 기존 성

장 방식인 산업화 방식에 대해 변화를 논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제도와 

규제, 기업의 변화를 살펴보며 기업의 성장이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유틸리티는 영향을 받았지만, 기업의 탈탄소화 

목표는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다 청정한 에너지 사용 및 저탄소 제품 요구 등이 늘

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

략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기업의 특성

과 함께 국가정책과 제도, 에너지 전환, 제품개발등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

면에서 탈탄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해결과제

가 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추진을 통한 장점과 함께 

공급사슬로의 확대가 부족한 한계를 해결해야만 탈탄

소 전환에 대한 도전들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제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도전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공급망 관리

를 실현해야만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 생산

공장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추

진해야 한다.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에

너지 효율화 향상, 저탄소 공정 혁신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및 개

발이 주요한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력의 경우는 한전을 통한 판매가 가능

한 경직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에 대해 한계가 있으며, 낮은 재생

에너지 비중과 높은 단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쉽

지 않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

구하고자 RE100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

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직접생산을 통한 전환방식만 고

려되었다면, 지분투자, PPA계약, REC구매, 녹색프리

미엄 요금제도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고,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한 탄소 감축이. 반영된다면 국

내에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의 경우에는 LG화학과 SK 계열

사의 RE100 선언을 선언하였고, SK의 경우 8개 계열

사를 포함하여  국내 최초로 RE100 가입 신청을 하였

다. 공급사슬에서 BMW 애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환

을 요구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도적 지원이 고려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균등화발전원가(LCOE)에 대한 

딜로이트 분석자료19를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의 경우 그리드 패리티(화력발전과 재생에

너지 발전 원가가 동일해지는 시점)가 달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2). 반면 국내의 경우 2030년 이후 

RE100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국

제적 이니셔티브로서, 2014년 설립되어 2020년 

10월 현재 140개 국가 및 263개 기업이 가입되

어 있다.17 가입된 기업들의 연간 신재생에너지 전

력 소비량은 281TWh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30

개 회사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33% 이상

의 기업들은 전체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유통 분야 각 20.2%, ICT 14.8%, 제조 

14.1%, 건설 9.1%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기업의 RE100 달성 평균 목표 연도는 2028

년도이며, 기업의 지역 분포는 유럽 45.2%, 북미 

27.0%, 아시아 2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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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20에 따라 

타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신에너지 개발은 수소에너지 사용 등 기

존에 사용되지 않던 에너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도요

타(Toyota)는 사업장 내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

소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수

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대규모 수소 공

급 시스템 및 수소 발전소 구축, CO2가 발생하지 않

는 수소연료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포

17 RE100 홈페이지

18 RE100, "RE100 Annual report 2019", 2020.09.06

19 딜로이트, " Global renewable energy trends: Solar and wind move from mainstream to preferred", 2018.09.13

20 서울경제, ""韓 '그리드 패리티' 2030년까지 어렵다" … 뒤늦은 고백", 2017.12.28.

21 Toyota, Sustainability Data Book 2019

22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非 자동차 부문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수출 개시", 2020.09.16.

함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생산공장에서 발

생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 달성을 추진하

는 'Environmental Challenge' 를 추진하고 있다.21

국내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수소 산업에 대한 지속적

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9월 

GRZ 테크놀로지스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 계

약을 체결했으며, GRZ은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

상전력 공급용 및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 제작을 진행

할 예정이다.22

이처럼 수소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신에너지에 대

한 연구를 기반으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전망 조사

출처: 딜로이트 분석

태양광, 풍력 균등화발전원가(LCOE), USD/MWh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상 시점 재생에너지 정책 및 목표

wind: 61 중장기국가개발정책(Vision 2023),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 42%로 확대

PV: 101-176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3020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 20%로 확대

PV: 53-82 / Wind: 36-52

PV: 46-65

PV: 38-43 / Wind: 63

PV: 392 / Wind: 145

PV: 56-215

그리드 패리티

그리드 패리티

그리드 패리티

그리드 패리티

Renewable 발전설비 용량 450GW 목표

'90년 대비 40% 수준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 25%로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 38%로 확대

Brazil

Turkey

South Korea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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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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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ord Media Center, "Ford sustainability Report 2020", 2020.06.24

24 Environment + Energy Leader, "Walmart Now Providing Increased Access to Renewable Energy for its US Suppliers",   
 2020.09.15

저탄소 공급망으로의 전환 과제

제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해 보면, 자체 발생

(Scope 1, 2)의 비중이 20~30% 수준에 불과하며 간

접 배출량(Scope 3) 비중이 70~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H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니, Scope 1과 2가 

29%이며 Scope 3가 71%로 기타 배출량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따라서 사업장 중심의 탄소 배출량 관리에서 공급망 

내 협력사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관리로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공급망 내 협력사들의 저감 노력

이 동반되어야 기업의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다.

포드(Ford)의 경우엔 공정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

를 통한 Scope 1, 2에 대한 감축 노력 외에도 관리 대상

을 공급망으로 확대하여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

에 대한 탄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

급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PACE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공급망의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하고 있

으며,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등 공급망 탄소저감을 위

한 솔루션 제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

급망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약 68만 TCO2_eq(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PACE 프로그램을 

통해 Tier 1 외 2, 3차 협력사까지 관리하고, 전체 공급

사의 64%에 해당하는 253개 공급사에 대한 CDP 기후

변화 설문을 진행 (응답률 83%) 하고 있다.23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Gigaton 

PPA'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월마트에 제품을 납

품하는 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

해주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들을 연계시켜 전력구매계

약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0개국 2,300개 이상의 

납품업체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공급망 내 1기가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기준 약 2억 3,000만 

톤의 탄소배출량을 공급망에서 저감하였으며, 이는 전

체 목표의 23%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4

국내의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기업의 탄

소 배출 관리 범위가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 있어, 공급

망 탄소관리에는 반대로 취약한 점이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탄소관리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한 시점이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3

탄소배출량 배출 비율 (사례)
Scope 1 Scope 2 Scope 3

2015

74%

18%

8%

2016

72%

8%

19%

2017

72%

9%

19%

2018

67%

10%

23%

2019

72%

74%

20%

연경흠 이사

Contact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ESS Service

kyeon@deloitte.com



한국기업들의 탈탄소 전환의 도전과 과제 79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Deloitte Korea Review

80

Green New deal & 
Finance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의미



2020 No.15

Contents 81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금융 82
Dr. Michela Coppola and Joep Rinkel

한국형 녹색금융과 ESG금융의 재정의 94
이옥수 이사



Green New deal &  Finance 82

Deloitte InsightsDeloitte Insights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금융

지속가능금융을 시작하는 유럽의 CFO들

Dr. Michela Coppola and Joep Rinkel

Green New deal &  Finance 82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금융 83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한 때 재무 이슈 중에서는 부수적인 사안으로 여겨졌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문제가 이제는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로 비

춰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금융 시장에도 변화가 진행 중이며, 기업들이 자금을 배

분하고 투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 CFO(재무책임

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ESG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효과적으

로 유치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재무 부서가 해야 할 역할

이 있으며,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속가능성과 재무 부서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이유 

기업과 재무 부서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오랜 시간 관

여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비용과 규제 부담은 상당히 명백한 반면, 이것의 장점

은 최근까지도 가시적으로 확인하거나 정량화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 및 정

책 입안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

라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ESG에 집중하는 것

이 기업의 재무 및 운영 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증거가 늘

어나고 있다.1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들은 기업 경영진이 점점 더 ESG 성과에 많은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있다. 2019년 말까지 80조 달러가 넘는 

Key Takeaways

·  투자자와 대출기관은 기업에게 우수한 재무 실적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CFO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사용하고 지속가능한 임팩트 창출 가능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  재무 담당 임원은 Triple Depreciation Line framework 등 새로운 방식의 회계 프레임워크와,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측면의 성과에 대한 새로운 측정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성과 모델을 재검토 할 수 있다. 

·  재무 부서는 위험분석에서부터 거버넌스, 내부 통제, 예방 및 완화 조치, 제3자 보증에 이르기까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목적 적합성, 규제 준수 및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CFO는 새로운 툴과 솔루션, 내부 대시보드, 개인 및 집단의 성과 기준, 그룹 및 기업 로드맵을 사용하여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1 See among others: Gordon Clark, Andreas Feiner, and Michael Viehs, "From the Stockholder to the Stakeholder: How  
 Sustainability Can Drive Financial Performance", March 2015; Robert Eccles, Ioannis Ioannou, and George Serafeim "The  
 Impac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on Organizational Processes and Performance," 2014; Morgan Stanley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investing", 2015;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ESG Part II: A Deeper Dive," 2017, accessed June 24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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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운용하는 2,5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유엔 책

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함으로써 투자 과정에 지속가

능성 요인을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10년 동안 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전용 대출 상품이 신규 출시되었다. 

2019년에는 지속가능채권 등 지속가능부채가 4,500

억 달러 이상 발행되었는데, 이는 2018년보다 약 80% 

증가한 연중 최대 규모였으며, 누적 발행 규모는 1조 달

러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2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자본과 부채 모두

에서 지속가능금융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주식시장 투

자자들은 ESG투자를 고수하면서 불확실한 시기를 견

뎌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2020

년 1/4분기 동안 450억 달러 이상이 ESG 펀드로 유입

된 반면, 전체 펀드에서는 3,800억 달러 이상이 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3 게다가 ESG 펀드는 지금까지 비

ESG 펀드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4, 이는 지

속가능성을 다루는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그림 1

지속가능금융- 주요 용어 정의

지속가능금융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관련사항을 투자 및 대출 의사결정에 통합시키는 모든 형태의 금융 서비스

부채 

지속가능부채:

지속가능부채  시장

에는 친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채권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편익에 따라 프로젝

트에 자금을 조달하

는 대출, 그리고 차

입자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반응하는 채

무증권이 포함됨.

출처: 딜로이트 분석

주식

ESG 펀드 또는 책임투자펀드: 투자 결정 과정에 ESG 요인이 

통합된 주식 및/또는 채권 포트폴리오

기후 발자국 & 

탈탄소화: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

공헌도를 '포트폴리오

온도(portfolio tem-

perature)', 탄소발자국

또는 파리협정 준수 

수준을 평가하여 

모니터링. 

여기에는 일부 산업

활동(예: 석탄)을 배제

하거나 포트폴리오 

탄소발자국을 최적화

하는 등의 여러 전략이

존재함.

ESG 통합: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실행 

단계에 ESG이슈 통합

- 선별: 기업을 투자 대상

 에서 배제(negative  

 screening) 또는 포함 

 (positive screening) 

 시키기 위해 특정 조건 

 으로 선별하는 것 

- 주제 및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특정 환경 또는 재생 

 에너지 등 사회적 성과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 

- ESG 통합: ESG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보안 위험/

 수익 표준 분석에 체계적 

 으로 통합

적극적 주주권 행사 :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이 ESG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

기 위해 투표 및 참여

를 통해 적극적인 주

주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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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회복탄력적(resilient)임을 시사한다. 채권 시장에

서 팬데믹은 ESG투자 목록 중 '사회' 요소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투자수익을 사회

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사용하는 사회 채권의 발행액이 

2019년 전체 규모보다 2배 가까이 많은 3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많은 정부들은 지속가능성

을 COVID-19 경제 회복 정책의 주 요소로 삼고 있다.6 

기업들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 및 투자자 대상 정보 공

개 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약 1,000명의 CFO

를 인터뷰 하였다(그림6).

ESG와 자본 비용

ESG는 자본 비용 측면의 문제이지만, 비상장 

기업들에게는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다

ESG 성과가 기업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FO의 87%는 ESG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성

과가 현재의 자본 비용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그림 2). 그러나 50% 미만의 CFO

만이 ESG 성과가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이거

나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며, 상장기업과 가족 소유 

기업 또는 소수 주주 지배 기업 간 응답에 상당한 차이

낮음보통높음 영향없음

주식 시장에서 상장 또는 
거래되는 기업

샘플 기업 평균

사모펀드 또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기업

정부 또는 국가 소유의 기업

소수주주 지배 기업
(가족 소유 기업 제외)

가족 소유의 기업

귀사의 ESG 성과 전반이 현재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2

ESG 이슈 관련 기업 성과가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주: 응답자들에게 6단계의 라이커트식 척도(전혀 아님/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가 주어짐. 보고서 전체적으로 '매우 높음'과 '높음'에
 해당하는 응답은 '높음'으로 분류함. '매우 낮음'과 '낮음' 또한 '낮음'으로 통합·분류됨.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보다 클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20년

2 BloombergNEF, "Sustainable Debt Sees Record Issuance At $465Bn in 2019, Up 78% From 2018", January 2020, accessed  
 June 24th, 2020.

3 Morningstar, "Global Sustainable Fund Flows Report", May 2020, accessed June 25th, 2020.

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Global Sustainable Finance", May  
 2020, accessed June 25th, 2020.

5 BloombergNEF, "Covid-19 Indicators: Sustainability", June 2020. Available on Bloomberg Terminal, accessed on June 24th, 2020.

6 See for example the proposed recovery plan for the European Un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 
 detail/en/ip_20_940, accessed June 25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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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혁신 펀드 –EU 그린 딜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재정적 기회

2019년 유럽연합(EU)은 유럽을 2050년까지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

상으로 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되며 국가 및 EU 투자 기구의 광범위한 계획 중 일부에 해당한다. 

혁신기금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고도의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금 지원 기준에 맞추려

면 기획, 사업모델, 재무·법적 구조 등에서 프로젝트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여야 한다. 기금은 혁신과 연계된 

추가 자본 및 운용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며, 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달성한 목표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진다. 지원금의 최대 40%는 전체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이라도 미리 정의된 중요 단계에 맞추어 지원된다. 

CFO는 탄소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혁신 기금과 같이 이용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해야 한다. 기금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의 재무 부서는 ESG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ESG가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

CFO들이 3년 후를 전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

사 대상 중 70%에 달하는 CFO가 자사의 ESG성과가 

3년 후 자본 비용에 미칠 영향이 중간 수준이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CFO의 1/3은 ESG의 영향력이 조만

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현재 ESG의 영향력

이 높다고 평가한 CFO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그

림3).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미 ESG가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ESG가 오늘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응답한 20%의 CFO들도 ESG 기준이 3년 후에

는 회사의 자본 비용에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의 CFO

들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곧 그들의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음중간높음 없음

ESG 이슈와 관련된 귀사의 전반적인 성과가 현재의 자본 비용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후에는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림 3

ESG 성과가 현재 및 3년 후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지금 영향 3년 후 영향

출처: 딜로이트 유럽CFO 조사, 2020년 봄

가 있었다. 상장기업 CFO 중 약 60%가 ESG 성과가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거나 중간 정도라고 답한 

반면, 가족 소유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연 매출 수준이 비슷

한 기업을 비교할 때도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로서는 

비상장기업의 금융 시장 의존도가 낮은 경향이 있기 때

문에 ESG 성과와 비상장기업 자본 비용 간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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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제3자가 산정하는 ESG 등급이 투자자

와 대출 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CFO의 63%는 연관성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SG 등급 산출에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평가 기업들은 새로운 추세

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준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

스크포스(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사항은 현재 ESG 등

급에 통합되어 있다. 평가 기업들은 또한 중요한 위험

과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대안적인 데이터 사용을 늘리

고 있다.7 따라서 기업 내 재무 부서는 경쟁에서 앞서

고 ESG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 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차

이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분야

의 CFO는 ESG 요인이 3년 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

본비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그림4). 투자자와 주주들은 일찍이 이 분

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

는 여러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왔다.8 한동안 청정 에너

지원으로의 전환에 이목이 크게 집중된 적도 있었다. 

ESG 문제와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이 분

야의 기업들에게 경영상 높은 우선순위로 남아있을 것

으로 보인다.9

ESG 이슈와 관련된 귀사의 전반적인 성과가 현재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후에는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순(net) 인식*)

그림 4

산업 별 ESG 성과가 기업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주: 순(net) 인식은 ESG 성과가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과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을 차감하여 도출된다.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조사, 2020년 봄

7 Deloitte 2020, "Advanc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vesting", accessed June 25th, 2020.

8 See als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edition of the Deloitte's European CFO Survey dedicated to climate change, https:// 
 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de/Documents/risk/DI_Feeling-the-heat-sustainability.pdf, accessed June  
 24th, 2020.

9 Deloitte "Navigating the energy transition from disruption to growth", May 2020, accessed June 25th, 2020.

현재는 평균을 상회하지만, 

3년 후에는 평균 보다 낮을 것 

현재 평균을 하회하고, 

3년 후에도 평균 보다 낮을 것 

현재 평균을 상회하고, 

3년 후에도 평균 보다 높을 것

현재 평균을 하회하지만, 

3년 후에는 평균 보다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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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여행 관련 기업은 다른 산
업보다 ESG 성과가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한
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기대 영향
은  낮은데, 탄소세와 같은 새로
운 규제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다. 

운송, 물류 및 자동차 기업들은 ESG 
성과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는 해당 산업 내 CFO들이 상황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에너지, 유틸리티 및 광업 분야의 
기업들은 현재와 미래의 자본 비용
에 ESG의 성과가 크게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정 에너
지원으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진행
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
영 우선순위로 남을 것이다.

3년 후의 기대 영향

관광 및 여행
에너지, 유틸리티, 광업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 

소비재

금융 서비스 
유통 첨단산업, 

미디어 및 
통신 부문

생명 과학

운송 & 물류

자동차

산업재 및 산업서비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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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

시장 구조 변화의 많은 부분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상당 기간 전력 및 유틸리티 기

업 비즈니스 모델이 반영해야 할 과제였다.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노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지속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생각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019년에는 주요 유틸리티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달성과 연계된 2개의 이표채

를 발행했다. 시장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청약자가 몰리면서 지속가능성 실적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감당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해당 채권에 대한 높은 수요는 발행인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왔다. 장기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나타내는 계량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궁극

적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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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고려사항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기업 전략에서 ESG를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속가능성은 전략적 이슈이다. ESG 고려사

항이 기업 전략의 일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응답

한 CFO의 비율은 평균 72%에 달했으며, ESG 성과

가 이미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CFO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8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투자 설명에 지속가능성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수준 개선과 투자자 및 대출기관

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56%)만이 장기적인 비즈니

스 성과 개선 사례를 ESG 지표로 보여주며 ESG 고려

사항을 회사 전략에 통합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수행

하고 있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CFO의 비율은 44%에 그쳤

다(그림5).

투자자 대상의 전략적 설명을 위한 기업의 커뮤니케

이션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지 못한 기업은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기업에게 재무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향후 미치게 될 ESG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무엇인

지 잘 파악하고, 비즈니스의 장기 성과와 관련성이 높

은 부분을 계량화하며,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핵심성

과지표(KPI)를 설정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기업

들이 투자자와의 관계 형성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

을 통합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시사한다. 

그림 5

ESG 고려사항이 기업 전략의 정의와 투자자 및 대출 기관과의 논의에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CFO 의견

출처: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20년 봄

기업 전략의 정의에 
ESG 고려사항을 포함

기업 전략에 ESG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장기적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로 ESG 지표를 활용함 

기업 전략에 ESG 고려사항 포함, 
장기적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로

 ESG 지표를 활용,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시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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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양질의 

데이터 생산으로 이어진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재무 부서 임원은 ESG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투자자와의 의사소통에 큰 장

애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CFO

의 1/3 미만이 기업이 제공 가능한 ESG 데이터와 자본

시장이 기대하는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데 동의

한다. 그러나 투자 설명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속가

능성 이슈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CFO 집단에서는 이 비

율이 4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시 지속가능성을 활

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CFO 대부분이 데이터 격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조차 없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표준 ESG 지표의 

부재가 투자자 및 대출기관과의 생산적인 교류에 제약

이 된다고 생각하는 CFO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이

는 이미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CFO들이 표준화된 지표의 부족을 제약 조건으

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에 대

한 정보 공개 시 지속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기업의 

CFO들은 이 문제 대한 입장 자체가 없다. 이는 곧 기업

이 ESG 지표를 투자 유치에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데이

터의 한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SG 중 사회 및 거버넌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참여한 CFO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공시를 개선할 경우 자사의 자본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 질 것이라는 내용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2015년 파리 협정 체결과 EU 그린딜에

서의 실질적인 목표 설정 이후 기후변화가 받은 관심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환경적 우려가 지속

가능성 논의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 환경과 지속가능

성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분석 

결과, 민간 부문 발행사의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관련 고려사항

은 환경 문제보다 신용등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빈도가 더 높았다.11 그러므로 공시를 개선하는 과

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어떤 부분에 투입할지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 이슈의 중요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중요하다. 

10 Based on the answers given to the survey, we label as "advanced" companies that include ESG considerations into their  
 strategy decisions, use ESG indicators to make the long-term case for their business an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disclosures that matter most to their investors.

11 Moody's, 2020, "ESG risks material in 33% of Moody's 2019 private-sector issuer rating actions", April 2020, accessed  
 June 25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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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재무 담당 임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기업과 금융시장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가능성

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여 기업의 재무 성과에 ESG 고

려사항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무 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재

무 부서 임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것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만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조직 내부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실행

안과 계획을 이행할 의지와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 부서가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

서의 참여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와 관

련 부서를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재무 부서가 지속

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2. 데이터 역량 평가 및 전환

보다 신뢰도 높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재무 부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되는 비금융 정보의 목적 적합성, 규제 준수 및 정확성

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업 전략을 

주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시도 외부 공시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 재무 부서는 지속가

능성과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룰 수 있는 모델링 역량

을 갖춰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비재무정보

재무 정보는 점차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며,12 비재무정보의 경우도 마찬

가지일 전망이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자본 조달 비용

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정보 수집과 전달을 통

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12 Deloitte, 2016 "Crunch time: Finance in a digital world", accessed June 24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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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15년부터 유럽 지역의 CF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유럽 전역의 최고재무책임자들에게 1년에 두 차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기업 정서에 대한 개요 제공 외에도, 개별 설문조사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봄에 발간된 설문조사는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실행되었다. 설문조사 데이터는 2020년 3월에 수집되었으며, 18개국, 17개 

주요 산업의 총 992명 CFO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6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10억 유로 이상

1억 유로 9.9억 유로 사이

1억 유로 미만

산업재 & 산업 서비스

금융 서비스

건설

기타

여행

자동차

생명과학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

운송&물류

첨단기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유틸리티, 광업

소비재

유통

131

114

99

106

27

41

49

49

57

73

74

78

94

출처: 딜로이트 유럽CFO 조사, 2020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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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그린과 ESG는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

과는 차별화되는 주제이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그린이고 ESG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그린뉴딜과 ESG(환

경·사회·거버넌스)가 화두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 이후 본격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

며, 금융권을 포함한 기업은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촉발된 ESG라는 단어는 이제는 국내 기업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정부에서

도 정책 기조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하여 ESG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관심과 함께 그린과 ESG가 예전부터 

존재하던 주제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

오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가 

세 가지 책임 (Triple Bottom Line; 경제·환경·사회

적 책임) 개념과 더불어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특히 녹

색이라는 단어에 국내 기업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과 ESG가 이와 정말 

차별화되는 주제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며, 결국 

같은 얘기를 용어만 바꿔서 다시 하는 게 아니냐는 자

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의 환경과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

라기보다는 변두리 이슈에 가까웠다. 환경피해 물질을 

관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공헌 활

동을 하는 선에서 해당 개념들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

에, 이러한 주제는 환경안전팀, 사회공헌팀 등 특정 부

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의 일환이지 CEO 어젠다는 아니

었다. 하지만 최근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

사들을 보면 CEO가 그린 및 ESG전략을 얘기하고 있

으며, 이사회에서 ESG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럼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결론적으로 그린뉴딜 및 ESG에는 전통적인 개념과 

차별화되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압박 강도이고 두 번째는 돈의 움직임이다. 현

재 그린뉴딜과 ESG는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사

회가 제기하는 주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

자인 주주, 고객, 정부가 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

게 요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도 연관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가 이

제는 탈(脫)석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전 세계 에

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ESG는 글로벌 큰손인 공적자금이 투자의사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기

업에 관련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토대

를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변화의 맞추어 그

린이나 ESG와 대척점에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는 점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고, 반대로 그린, ESG 연계 

사업과 기업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그린뉴딜과 ESG가 외부의 강력한 압박 및 돈의 

흐름과 연계되면서, 무엇이 그린이고 ESG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변두리 

이슈였던 환경이나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세부적인 

분류체계(Taxonomy)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

지만 구체적으로 기업에게 전략 수립 및 커뮤니케이션

을 요구하고 이를 투자의사결정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상적인 개념을 실체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므

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

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이 그린이고 무엇이 ESG인가?

그린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범주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이 존재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를 

계기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환경 관련 사업분야를 기

후변화를 포함하여 6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1).1

1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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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

분야를 온실가스 감축 4개와 기후변화 적응 4개, 총 8

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2

이처럼 기후변화에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와 기후변

화 적응분야가 존재하고, 녹색은 기후변화에 다른 환

경 이슈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이라는 공감대는 국제사회

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기후변

화 분야, 녹색 분야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

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림 1

지구환경기금의 6대 사업분야

출처: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홈페이지

Biodiversity Chemicals and waste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watersForests Land degradation

출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2020.08.21 기준

그림 2

녹색기후기금의 8대 사업분야

Energy generation and 
access

Health, food and water 
security

Forests and 
land use

Infrastru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Transport

Livelihoods of people 
and communities

Buildings, cities, industries 
and appliances

Ecosystems and 
ecosystem services



한국형 녹색금융과 ESG금융의 재정의 97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2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2020.08.21 기준

3 Regulating green bon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finitional divergenc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Hao  
 Zhang,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iute, 2020.01.

4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EU Technical Expert Group, 2020.03.09.

5 Report on EU GREEN BOND STANDARD, EU Technical Expert Group, 2019.06.18.

일례로 중국은 2015년 녹색채권에 포함 가능한 분

야를 제시한 자국 내 녹색채권원칙을 수립하며, 고효

율 석탄발전(Clean Coal)을 녹색사업에 포함시켰

다.3 중국에서는 기존 석탄발전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고효율 석탄발전소라면 녹색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

에서는 이를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비난

하며, 화석연료는 어떤 경우에도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엔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만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낮은 발전원이 될 수 있

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은퇴 후 진행

하고 있는 자선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작년 9월 공개된 '인사이드 빌 게이츠'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기존 기술 대비 안전성을 높인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해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모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대

체해야 한다. 모든 전력이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되고, 자동차와 배, 비행기 등 모든 운송수단이 전기로 

운행 가능해진다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발전이 국가 우

선순위인 개발도상국엔 그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다. 당

장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국가의 입장과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것이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협상이 어려운 이유이다.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따른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에 발

맞추되 각 기업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린의 범주를 명확히 하

려는 노력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

서 발행되고 있는 녹색채권은 대부분 국제자본시장

협회(ICMA)가 수립한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사업 대상 분야를 

토대로 발행되고 있다. 녹색채권원칙 외에 기후채권이

니셔티브(CBI)에서 수립한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s Standard)도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기

준의 내용은 녹색채권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이와 별도로 EU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류체계

(EU Taxonomy)를 마련4하여 그린딜 정책과 연계하

여 이 분류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며, 녹색채권에 특화된 

기준인 녹색채권기준(EU Green Bond Standard) 

설정도 진행하고 있다.5 특히 EU의 경우 이러한 분류

체계 및 기준이 추후 국경탄소세(Carbon Border 

Tax) 등 그린이 아닌(Non-Green) 사업에 대한 무

역장벽 이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ESG에 범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SG의 E(환경)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으나, S(사

회)와 G(거버넌스)는 E(환경)보다도 범주를 정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나마 환경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

량 감소, 환경유해물질 배출량 감소 등 정량적으로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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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거버넌스를 논할 때 무엇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고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

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서 언급한 ICMA에서는 녹색채권 원칙과 더불어 

사회적채권 원칙도 제시하고 있는데, 미개발지역 거주

민과 저소득층, 벤처중소기업 등 사회취약집단을 대상

으로 한 지원 사업이라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완결

적인 분야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여러 사회

적채권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특

정 사업이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원칙에 준거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

요한 상황이다. 또한, ICMA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들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채권의 경

우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지속

가능채권이라는 개념만 존재하지 ESG채권이라는 별

도의 개념은 사실상 없다. 국내에서 편의상 지속가능

채권을 ESG채권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언급하고 있으

나, 채권 발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거버넌스 관

련 분야는 준거기준이 없어 지속가능채권 또는 ESG채

권 대상 분야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사회적책임보고서를 발행할 때 준거하였던 글로벌 리

포팅 이니셔티브(GRI) 기준에서는 환경 및 사회와 더

불어 거버넌스 관련 공시해야 하는 내용들 역시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

심사가 반영된 상당히 많은 정보 제시를 요구하고 있

어서, 투자자로 대표되는 최근의 ESG 트렌드 대응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투자자는 해당 회사가 

ESG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투자자 수요

에 반응하기 위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무디스 ESG 솔루션 그룹(Moody's 

ESG Solutions Group) 등 글로벌 금융정보기관에

서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ESG경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

한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

업들이 관련 투자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모두 

대응하며 각 기업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ESG 

기준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EU 홈페이지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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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기회의 양면성

그린과 ESG는 모두 리스크 관리와 사업 기회

의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체

계 수립 및 사업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체적인 분류체계 및 기준 수립은 그린과 ESG를 위

한 기반일 뿐이지 해답이 될 순 없다. EU 그린딜의 경

우에도 결국 EU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및 기

회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후, 부합하는 사업 및 기회에 

지원 및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도 동일하게 

그린과 ESG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및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점차적으로 자금 흐

름이 끊겨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그린과 ESG의 시대에 기업들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해 초 서한 하나로 국

내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

록(Black Rock)이 언급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

스크포스(TCFD)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CFD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

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가 자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요

구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미국 블룸버그사의 마

이클 블룸버그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TCFD에서는 

2017년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

한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하였는데, 동 

권고안에서는 기업에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블랙록이 언급한 것이다.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

면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직면한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체계와 전략에 반영

한 후,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수치화하여 외부에 공

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TCFD 권고안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내용이지만, 이

러한 접근은 그린과 ESG에도 확장하여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와 그린, ESG의 시대에 각 

기업은 자신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영활동

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리스크와 기

회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과 

ESG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한 후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와 사업전략에 이를 녹여내는 투 트랙 접근법

(Two-track approach)이 필요하며, 단순히 개념적

인 수준이 아니라 재무적 영향을 산정할 수 있는 상세

한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 트랙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그린 

및 ESG와 관련된 돈의 흐름이 리스크와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리

스크 관리는 투자자의 패시브 방식 접근법과 연계되어 

출처: MSCI 홈페이지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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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기회는 투자자의 액티브 방식 접근법과 연계되

어 있으며, 두 가지 접근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패시브 방식 접근법이란 그린 및 

ESG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

겠다는 접근이며, 다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지 꼭 그린 사업이나 ESG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패시브 방식 접근법의 핵

심은 ESG 등급(rating)이며 금융기관들은 ESG 전문

기관들이 제시한 기업의 등급을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을 운용 중인 펀드에서 제외하거나 대출 시 가산금

리를 부여하는 식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활동 내에 

그린·ESG를 중요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리스

크 관리의 영역이다.

액티브 방식 접근법이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 및 

ESG와 관련된 사업 및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투

자하겠다는 접근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투자에는 다

른 투자 대비 우호적인 투자 조건이 제시된다. 최근까

지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ESG

채권을 비롯한 그린론(Green Loan), 임팩트 펀드

(Impact Fund)는 모두 액티브 방식 접근법의 일환

이며, 실제로 ESG채권의 경우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채권 대비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낮은 금리 하에서 투

자)하는 해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액티브 방

식 접근법의 핵심은 성과 관리이며, 선진국 공적기금의 

주도하에 환경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는 기업에는 우선적이고 우호적

으로 투자하겠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

라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존 사업 중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사업을 확장할지, 어떠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것

인지, 어떠한 금융수단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펀딩(funding)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사업추

진 및 펀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TCFD가 제시한 기후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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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리스크 관리체계와 그린 사업전략

최근 사회 전반의 상황을 보면 향후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바이러스와 기후변화가 자연스레 떠

오르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탈(脫)석탄 등 화석연료

의 종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으며, 그

린과 ESG라는 단어 없이는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 어

려운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발맞추어 기업도 

변화해야 할 순간이며,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과거의 추상적인 개념에 더 이

상 얽매여서는 안 된다. 발 빠르게 국내외 트렌드를 반

영하여 자신에게 맞는 그린·ESG 범주를 설정한 후, 내

부 진단을 통한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과 부합하는 그린 사업전략 수립 및 이와 연계된 

펀딩 전략 수립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계속하여 강화될 그

린·ESG 움직임 하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옥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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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속에서 기업들은 공공의 보건과 복지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기가 끝나고 넥스트 노멀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기업들은 다시금 기업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의 비즈니스 가치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리더들이 소셜 임팩트의 가치를 인식하

기 시작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2019 글로벌 인적 자

본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CEO들이 처음으로 연간 실

적의 최우선 성공 요인으로 소셜 임팩트를 꼽았다.1 래

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CEO들에게 보낸 서

한에서, "강한 목적의식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헌신은 

기업이 고객과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궁

극적으로, 목적은 장기적인 수익성의 원동력이다"라고 

언급했다.2

그럼에도, 많은 기업 리더들은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

스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

셜 임팩트를 위한 활동들은 보통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

하는 공익, 즉 "사회적 가치"로만 그 가치가 매겨진다. 

이러한 관점으로 소셜 임팩트를 바라본다면 리더들은 

소셜 임팩트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다른 사업적 니즈

와 효과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의 전

반적인 경제적 가치에 비해 사회적 가치의 상대적인 중

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도, 측정 테크닉과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기업

들이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스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정

도로 발전해왔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가

치 창출의 6가지 핵심 영역(브랜드 차별화, 인재 유치 

및 유지, 혁신, 운영 효율성, 리스크 완화, 자본 접근성 

및 시장 가치3 평가)을 바탕으로 측정치를 구성하고, 기

존의 비즈니스 가치 측정 지표를 기업의 다른 고려사항

과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궁극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고, 비용을 배분할 수 있으며, 소셜 임팩트 활동에 따

라오는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6가지 추진 요

소 각각의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구체적

인 판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 소

셜 임팩트 평가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평가표는 

기업의 리더들이 언제, 어떻게 사회적 목적을 핵심 비

즈니스 활동 또는 특정 캠페인, 이니셔티브, 브랜드에 

적용할지 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

소셜 임팩트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6가지 영역

'소셜 임팩트'라는 용어는 자선 사업 및 봉사 계획, 사

회적·환경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타 

주요 사업 활동을 가리켜 폭넓게 사용된다. 

2016년, 모니터 딜로이트(Monitor Deloitte)는 

기업의 소셜 임팩트 노력이 사업 가치로 이어지는 6가

지 주요 영역을 파악했다:

·  브랜드 차별화. 사회적 목적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가격 프리미

  엄을 부과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 매출 증대로 이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재 유치 및 유지. 기업과 직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면 직원 참여도가 증가하고, 낮은 이직률에

1 Erica Volini et al., Introduction: Leading the social enterprise—Reinvent with a human focus: 2019 Global Human Capital  
 Trends, Deloitte Insights, April 11, 2019. 

2 Larry Fink,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 BlackRock, accessed May 5, 2020. 

3 Kurt Dassel and Xi Wang, Social purpose and value creation: The business returns of social impact, Monitor Deloit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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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비롯되는 비용 절감과 높은 생산성을 통해 수익

  성이 증가한다.

·  혁신. 상품의 건전성이나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신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통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  운영 효율성. 포장재, 물 사용, 원자재 사용과 폐기물 

  배출 등에서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  리스크 완화.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재정 및 운영상 성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소셜 임팩트를 위한 노력은

  상당한 리스크 완화 효과를 낼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며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자본 접근성과 시장 가치 평가. 기업의 소셜 임팩트를 

  위한 노력은 기업의 시장 가치와 자본비용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 4

기업은 자사가 속한 산업, 사업 우선 순위, 사업의 범

위에 따라, 6개 영역을 모두 보여주거나 한두 가지의 우

선시되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소셜 임팩

트 평가표를 만들기 위해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비즈니

스 가치를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소셜 

임팩트 전문가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평가표를 이용하

여 현재 소셜 임팩트 활동들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셜 임팩트 투자의 예상 순

이익을 계산하여 기업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셜 임팩트 평가표 작성 원칙

기업의 소셜 임팩트 평가표를 만드는 과정은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기업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평가표는 각각

의 소셜 임팩트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거나, 특정 사업 부

문이나 부서의 광범위한 소셜 임팩트 사업의 효과를 평

가하거나, 기업 전반에 걸친 소셜 임팩트 활동의 비즈니

스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포괄적인 평가표를 만들거나 

특정한 사업적 이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정보를 만들어내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적합한 자원을 

사용하는 알맞은 접근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원칙은 다음

과 같다:

·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스 가치를 포함하여 의사결정

  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정의하라.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투자할지 결정

  하고자 하는가? 공급망의 사회적, 환경적 관행을 

  조사하고자 하는가? 또는 기업이 소셜 임팩트 사업

  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과 목적을 명시하면 

  평가표의 범위를 정하고 평가표가 고려해야 할 목

  적이나 목표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비즈니스 가치의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 평가하라.  

  어떤 사업 상의 문제들은 정해진 사업 분야나 업무에

  특정되는 반면에, 어떤 문제들은 더 포괄적인 영역에

  적용되며 6가지 소셜 임팩트 가치 중 하나 이상의 

  영역과 관련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기업에 적용

  되는 평가표의 경우에는 6가지 영역 전부가 관련될 

  수도 있다. 평가표에서 고려될 특정 소셜 임팩트 활

  동의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 측정할 비용 및 이익과 

  측정 방식이 결정된다. 

·  일단 소셜 임팩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활동 및 결

  과의 내부적 평가 방법을 결정하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측정 체계 및 접근법에 부합

  하는 평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리스크를 파악하는 내부 측정 시스템과 접근법이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그에 걸맞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고 특정 기법들이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비

  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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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bid.

5 The RepTrak Company, Raising the stakes on corporate responsibility, October 25, 2018. 

6 Nielsen, "Consumer goods' brands that demonstrate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outperform those that don't," press  
 release, October 12, 2015. 

7 Computer Generated Solutions, "CGS survey reveals sustainability is driving demand and customer loyalty," January 10, 2019. 

8 The RepTrak Company, Raising the stakes on corporate responsibility.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스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

  한 지표를 선택하라. 지표를 활용하면 이니셔티브의

  비용 및 효익이나 발생하는 효과를 수치화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종업계와의 벤치마킹이 용이하도록 표준 소셜 임

  팩트 접근법에 부합하는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방

  법론과 관련 자원은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다. 

·  돈으로 환산하라. 순편익(net benefit)을 화폐 가

  치로 환산하면 비즈니스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된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상대적인 편

  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원과 투

  자에 대한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업적 문제에 대해서는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

  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노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한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 소셜 임팩트 평가표로 

각 영역을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차별화

사회적 가치와 기업 목적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표현하면서 소비자의 정체성을 강화

시키도록 견인하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 충성도, 지출 

가능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셜 임팩트가 브랜드 평판에 미치는 중요성은 상당

하다. 렙트랙 컴퍼니(RepTrak Company)는 좋은 '시

민의식'과 좋은 '거버넌스' 등의 특징이 기업 평판의 

약 30%를 차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요

소 대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5 닐슨

(Nielsen)은 3명 중 2명의 고객이 지속가능한 브랜드

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6 최

근 유통 관련 리서치는 고객 브랜드 충성도의 원인 중 

품질 다음으로 가장 큰 이유가 지속가능하고 도덕적인 

기업 관행이라는 것을 보여준다.7

소셜 임팩트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려면,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세분화하여 소셜 임팩

트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 요인의 중요도

를 이해할 수 있다. 브랜드 평판을 측정하고 지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기업들은 평판을 측정할 수 있

는 다양한 제3자 기업과 협력하여 전반적인 평판 대비 

소셜 임팩트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렙트렉 컴퍼니는 평판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표준 분석 시 시민의식과 거버넌스를 포

함한다.8 만약 기업이 달러로 환산한 브랜드 가치 평가 

방법을 개발했거나 제 3자의 가치 평가 방법이 존재한

다면,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평판의 비중을 달러 가치

로 계산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제3자의 순위로 소셜 임팩트의 평판 가

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의 

소셜 임팩트 요소를 세분화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 데

이터 수집 도구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야 할 수도 있

· 총 브랜드 가치 대비 사회적 가치의 비율(%)

· 시간에 따른 사회적 정서의 변화

· 제 3자의 순위

브랜드 차별화 측정 지표 예시



Social Impact Measurement & Modeling  108

Deloitte Insights

소셜 임팩트에 대한 노력이나 지속 가능한 제품의 속성

이 구매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소비자가 구

매를 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와 제품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평가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경영진은 세분화된 소비자 선호 데이터로 수익을 창

출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프리미

엄, 새로운 시장 부문을 통한 추가적인 판매 수익,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고객평생가치(lifetime 

value)를 파악할 수 있다.

다. 기업들은 소비자 선호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의

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리서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소비자 선호도와 관련된 다른 부분은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인터뷰, 사회 정서 분석,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리더들은 설문 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시장 부

문을 검토하고, 기존 고객층을 더 잘 공략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며, 회사의 소셜 임팩트 사업을 집중 조명

하는 마케팅 캠페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소셜 임팩트

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영

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은 특정 

브랜드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자원

렙트랙 컴퍼니는 매년 7,000개 기업의 브랜드 평판을 추적한다. 렙트랙의 척도 중 '기업의 시민의식' 요소는 어느 한 기

업이 선한 대의명분을 지원하는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환경에 관해 책임 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고객

의 인식을 추적하는 한편, '거버넌스' 요소는 기업의 개방성과 투명성, 윤리적 행동, 그리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

식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추적한다. 렙트랙 컴퍼니는 이러한 구성요소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를 

옹호하고 수용하고 변호하려는 소비자의 의지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9

인재 유치 및 유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재는 회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수익성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한 명의 직원

을 교체하면 채용, 오리엔테이션, 수습 비용이 발생하

여 직원 한 명 연봉의 1.5~2배 가까운 비용이 들 수 있

다.10 반면, 임직원 참여도가 높아지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높은 직원 참여도를 나타내는 기업은 직원

의 참여도가 낮은 기업보다 고객 만족도가 2배 높았고, 

25%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다.11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소셜 임팩트 가치를 지

지하는 임직원과 높은 직원 참여율, 낮은 이직률 및 기

타 비즈니스 건전성 수준 개선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직원들은 자원 봉사와 모금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다.12 밀레니얼 세대의 약 

40%가 다른 기업보다 자사의 소셜 임팩트가 더 낫다

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13 갤럽

(Gallup)은 회사의 미션이나 목적에 동의하는 직원이 

10% 증가하면 안전사고가 13%, 이직률이 8% 감소

하고, 수익성이 4%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4 따

라서 소셜 임팩트에 대한 노력은 인재 채용, 유지 및 직

원 참여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인이다. 

인재에 관련된 장점은 기업의 광범위한 목적뿐 아니

라 자원봉사와 모금 이니셔티브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구체적인 의사

결정 내용에 따라 직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 임직원 참여도의 증가

· 만족도(%)

· 임직원의 여론

· 인재 유치, 채용 및 이직

인재 유치 및 유지 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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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자원 봉사나 참여의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원들의 참가 데이터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경영진은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와 소셜 임팩트 노력의 간접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소셜 

임팩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과 더 큰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직원의 인식과 공감 여부를 파악

해야 한다. 

맞춤형 설문조사, 빈번한 사내 분위기 조사, 또는 사

내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수집된 직원들의 채팅 기록과 

코멘트를 기반으로 한 기타 여론 모니터링을 통해, 공

감대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목적

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평가할 수 있다. 

15 직원 참여도 조사는 소셜 임팩트 활동에 참여하는 직

원과 기업의 목적에 공감하는 직원이 더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경영진은 직원의 병가, 이직률, 성과, 수익성을 개인

과 팀의 소셜 임팩트 참여율 및 공감 관련 데이터와 연관

시킬 수도 있다. 투자수익률은 이러한 종류의 직원 성과 

데이터와 비용 평가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연 감원과 같은 지표 사용 시에는 타임래그(time lag)

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셜 임팩트 활동 참여

의 영향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혁신

제품 혁신은 장기적인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기존 판매 채널에서의 제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광의의 혁신 

개념 중에서 사회적 혁신은 전체적인 사회 및 환경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나 기타 해결책의 개발을 포

함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은 소비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개선하거나 생산이나 사용 과정에서 사회적 또는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포함한다. 

2014년 이후 미국의 지속가능한 제품의 매출은 

20% 가까이 성장해 연평균 성장률이 일반 소비재 제

품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대부분의 소

비재 상품군에서 지속 가능한 상품이 가장 빠르게 성

장하였다.17

9 Ibid.

10 Shane McFeely and Ben Wigert, "This fixable problem costs US businesses $1 trillion," Gallup, March 13, 2019. 

11 Volini et al., Leading the social enterprise. 

12 Benevity, "Benevity study links employee-centric corporate goodness programs to big gains in retention," May 31, 2018. 

13 Adele Peters, "Most millennials would take a pay cut to work at a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mpany," Fast Company,  
 February 14, 2019. 

14 Nate Dvorak, "Three ways mission-driven workplaces perform better," Gallup, May 4, 2017. 

15 Julie Lodge-Jarrett, "Ford's employee sentiment strategy: Ask/listen/observe," The Institute for Corporate Productivity,  
 April 1, 2020. 

16 Nielsen, Was 2018 the year of the influential sustainable consumer?, December 17, 2018. 

17 Tensie Whelan and Randi Kronthal-Sacco, "Research: Actually, consumers do buy sustainable products,"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19, 2019. 

· 사회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혁신(건강하거나   

친환경적인 대안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매출 비중 증가

혁신 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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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혁신 지표를 조정하

여 사회적 혁신 또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갖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율을 명확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환경, 사회, 건강 등의 요인과 관련된 제품 혁신과 관련

된 판매 비중(또는 판매 증가분)을 확인하여 사회적 혁

신이나 지속가능한 혁신의 가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은 기업의 지속가능

한 신제품의 전반적인 성장률, 전반적인 제품 혁신 대

비 지속 가능한 제품 혁신의 비율, 지속가능성에 초점

을 맞춘 새로운 고객층의 증가율을 측정하여 성장 추세

와 도입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18

신제품과 서비스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을 연구비, 개

발비, 기타 직접비로 나누어 계산하는 혁신 투자수익률

도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지속가능성 관

련 고객이나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초점을 맞춰 사

회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의 계산에 활용될 수 있

다. 기업이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제품 성장의 

동력으로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해 산업 벤치마크, 내부 기준 또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른 부분과 계산된 숫자를 비교할 수 있다.

운영 효율성

소셜 임팩트 관점에서의 운영 효율성이란 기업이 환

경적, 사회적 영향을 줄이면서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영 효

율성은 비용에 대한 영향으로 즉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

에 비즈니스 가치로 환산하기 가장 쉬우며, 보통 직접적

인 비즈니스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 

연구에서는 저탄소에 대한 투자만으로도 기업이 평균 

27~80%의 내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19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 효율성은 일반적

으로 자원 사용, 폐기물 관리,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

를 더 중시한다. 경영진과 소셜 임팩트 전문가는 명확

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줄

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여러 투

자 옵션을 비교하기 위해 운영 효율성 투자에 따른 투

자수익률을 계산해볼 수 있다. 운영 효율성에서 발생하

는 이익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하는 부문은 어디

인지 파악하는 것도 경영진이 노력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셜 임팩트에 따른 운영 효율성의 비즈니스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접근법은 운영 변화의 순 편익(net 

benefits)을 기준치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 절감된 총 운영비용을 계산에 포함하고 소셜 임팩트 

관련 효율성 이니셔티브의 총 비용을 차감하며, 자본적 

지출 및 기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와 원재료 및 포장재, 물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 회수된 재료의 재사용으로 가능해진 

비용 절감,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규제 수수료 및 비용의 

감소 등이 주요 관심 영역이다. 재활용 및 재사용되는 

원재료로부터 비롯되는 추가 수익과 추가 생산에 따른 

새로운 수익 등 기타 잠재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20

가능한 여러 효율성 이니셔티브의 순이익과 투자수

익률을 계산하면 투자와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충

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회

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 지속가능 경영 표준 가이드

라인(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에서 만든 기준은 관련된 운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명확한 방법과 지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

면 다른 기업의 소셜 임팩트 활동 및 산업 벤치마크와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에너지, 원자재, 물 절약

· 폐기물 감소

운영 효율성 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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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자원

SASB는 재무 및 운영 성과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조치에 대한 파악, 관리 및 보고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

은 기업이 데이터를 정상화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와 활동 지표들을 모으기 위한 기술적인 프로토콜과 함께 

산업별로 기업에게 재무상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지표들을 제시한다. 21

리스크 완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의 완화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영업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적 및 사

회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영 중단, 

시장 불균형, 부정적인 규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적 사건으로 고객, 소비자 및 직원들 사이에서 평

판이 훼손될 수 있다. 2019년 세계 최대 기업 중 215

개 기업이 기후 관련 영향만으로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으며, 5년 내에 기후 리스크

에 따른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22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회계 처

리를 하지 않는 기업은 리스크 완화 노력을 평가절하하

고 이러한 리스크 해결에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리스크를 피하거나 줄이

거나 나눔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경영진은 환경적 및 사회적 리스크 완화의 비

용과 수익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리스크 관리 결

정을 내릴 수 있고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경

영진은 모든 효익을 더욱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셜 임팩트 노력의 리스크 완화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리더는 환경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리스크를 기업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23 

기업이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와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요성 평가 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ASB의 중요성 지도

(Materiality Map)는 산업 별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5개 이상의 지속가

능성 이슈를 파악하고,24 광범위한 사업, 이슈 별 이해

관계자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에 특정한 중요

성 자원을 추가로 제공한다.25

경영진은 각각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잠재적인 개입 

방안을 찾아내고 주요 지표를 개발하며, 기준 데이터와 

잠재 리스크를 계산한 후 리스크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아야 한다. 리스크의 종류에 따라 확률론적 분석, 사

업의 연속성 예측 및 평가, 전문가 의견 반영, 운영에 관

한 ESG 전용 툴 사용 등의 방법으로 리스크의 정량적 

·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이익

리스크 완화 지표 예시

18 Doblin, "Metrics: Measuring and managing innovation effectiveness," accessed March 6, 2020. 

19 We Mean Business, The climate has changed, September 2014.

20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 "CSB ROSI™ methodology,"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accessed May 6, 2020. 

2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 overview," accessed March 6, 2020. 

22 CDP, "World's biggest companies face $1 trillion in climate change risks," June 4, 2019. 

23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Apply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related risks, October 22, 2018.

24 The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Materiality Map," accessed March 6, 2020. 

25 WBCSD, Apply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related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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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임팩트의 리스크 측정을 위한 자원

후원기업위원회(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와 세계지속

가능발전기업위원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기업 리스크 관리: 환

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리스크에 기업 리스크 관리를 적용 (Enterprise risk management: Apply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related risks) 이라는 지침을 발표해 기업이 ESG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인 기업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침은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

워크의 일부로서 리스크를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측정 옵션과 소셜 임팩트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다른 정량적 접

근법, 이러한 리스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접근법을 포함한다.29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6

주요 리스크 지표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측

정치에는 비용 절감 또는 매출 손실, 가치평가 상향 및 

기회 비용 절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27 경영진은 다양

한 가치 평가 기법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를 파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잠재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기존 가격을 사용하는 시장 기반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기반 접근법

으로 불만 고객에 대한 보상 비용이나 결함 제품 수리 

비용의 절감에 따른 가치를 추정할 수도 있다. 선호도 

접근법은 기업이 기존의 시장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선호도를 직접 물어봄으로써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소비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

로 가치 이전 기법은 유사한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28

자본 접근성 및 시장 가치 평가

시장 가치 평가는 수익, 비용, 리스크로 이루어진 함

수이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의 나머지 5개 영역은 가

치평가에 반영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사는 

2018년에 소셜 임팩트 기록이 우수한 기업들이 3개

년 수익률이 더 높고, '양질'의 주식으로 자리 잡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

은 급격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낮았고, 이런 기업들

은 파산할 가능성이 적었다.30 최근의 연구는 시장 성

과에서 중요성(materiality)과 운영 효율성이 중요함

을 강조한다. 소셜 임팩트를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사

회적, 환경적 문제를 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시장의 다

른 기업보다 성과가 우수하며 연간 3-6%의 초과이익

률을 달성한다.31

지속가능한 투자는 ESG 기준의 일부를 근거로 하는 

투자를 광범위하게 의미하며, 자본시장에서 점점 더 중

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속가

능 투자 자산은 2018년에 30조 7천억 달러로, 2년 만

에 34% 증가했다.32 미국의 경우 전문적으로 운용되

는 전체 투자자산 중 26%가 2018년에 지속가능한 투

자 전략을 반영했다.33

본 리포트에서는 자본 접근성과 시장 가치 평가에 대

한 소셜 임팩트의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소셜 임팩트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입증된 시장 편익 모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보고(reporting)

는 재정적 책임과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가능하게 하

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덜 지속 가능한 기업들의 높은 자본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

· 사회적 투자수익률

자본 접근성 및 시장 가치 평가 
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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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bid; Ulrich Atz et al., "The return on sustainability investment (ROSI): Monetizing financial benefits of sustainability actions  
 in companies," Review of Business: Interdisciplinary Journal on Risk and Society 39, no. 2 (2019): pp. 1–31. 

27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 "CSB ROSI™ methodology." 

28 Social & Human Capital Coalition, Social & human capital protocol, accessed May 6, 2020. 

29 WBCSD, Apply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related risks.

30 CP Gurnani, "Sustainability and profitability can co-exist. Here's how," World Economic Forum, January 7, 2020. 

31 Michael E. Porter, George Serafeim, and Mark Kramer, "Where ESG fails," Institutional Investor, October 16, 2019. 

32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accessed May 6, 2020. 

33 Ibid. 

34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nternational <IR> framework," accessed May 6, 2020; Natural Capital Coalition,  
 "Natural Capital Protocol," accessed May 6, 2020; Social & Human Capital Protocol Coalition, Social & human capital protocol. 

35 Impact Management Project, "About," accessed April 18, 2020. 

36 Social Value International, "About us," accessed April 18, 2020.

소셜 임팩트의 가치에 대한 보고는 그 자체로 종합 보

고와 투명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기업의 보고는 

지속가능성 지수(index)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

셜 임팩트 시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 임팩트 활

동의 통합된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모두 포함해

야 한다.34 가치를 산정하는 수단인 사회적 투자수익률

(SROI)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 이

를 대표할 금전적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

히 경영진이 교육이나 환경 프로그램과 같이 결과 유형

이 상이한 프로그램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사회적 투

자수익률 계산 과정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며, 이

해관계자가 사회적, 환경적 결과에 부여하는 의미와 중

요성의 재정적 영향을 계산한다. 또한, 사회적 투자수

익률을 활용하면 미래 예측과 순 현재 가치 계산 및 민

감도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가정이 변경될 때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본 접근성 및 시장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자원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는 소셜 임팩트를 측정, 관리 및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 자금 제공자, 기업, 비영리 단체, 표준 기구 및 회계 기구의 관점을 종합하여 기업의 보

고, 임팩트 투자 및 자선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든다. 35

소셜 밸류 인터내셔널(Social Value International)은 의사결정에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가치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투자수익률과 사회적 가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개발했다. 36

소셜 임팩트를 위한 소셜 임팩트

소셜 임팩트는 각 영역에서 비즈니스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면 소셜 임팩트의 사업적 중요성에 대한 심각한 오

산과 저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진은 소셜 임팩트

의 사업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적 가치를 비즈니스 언어로 해석하고 소셜 임팩트 사업

의 가치를 입증해 이를 전략 및 자원 배분 결정에 적절

히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스 가치를 보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셜 임팩트 

사업 확대와 사회적 목적의 핵심 전략 통합에 대한 더 

많은 유인을 발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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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지수 방법론 및 
2020년 결과 분석

딜로이트와 사회발전조사기구
(Social Progress Imperative)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는 

사회발전 정도를 종합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측정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부 및 시민사회의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이다. 딜로이

트는 사회발전조사기구의 파트너로서 사회발전지수 발

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초기에는 하버드 경영대학

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와 이코노미

스트(Economist) 편집자 겸 뉴욕 지부장인 매튜 비숍

(Mathew Bishop)이 본 지표의 산출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각각 사회발전조사기구 자문위원 및 이사

로 활동 중이다.

사회발전지수는 51개 사회 및 환경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149개 국가의 상황을 

측정하였다. 

국가의 사회 발전 측정치로 국내총생산(GDP)만 활용할 경우 인류와 사회, 환경 개선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다. 사회발전지수는 GDP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세 가지 부문과 12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소개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영양 및 의료 지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

물과 위생시설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가?

주거환경
기본적 시설을 사용하며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개인 안전
안전하다고 여기는가?

기초 지식 접근성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정보·통신 접근성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이디어 및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건강과 복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질
사회는 미래 세대들이 
사용가능 하도록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개인의 권리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포용성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

고등교육 접근성
세상의 수준 높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가?

그림 1

인간의 기본 욕구 웰빙 기회



Deloitte Insights

Social Impact Measurement & Modeling  116

사회발전지수가 미치는 영향

사회발전조사기구의 슬로건인 '지표(INDEX)에서 

행동(ACTION)으로, 그리고 영향(IMPACT)으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발전조사는 단순한 숫자와 측

정치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시사점과 그 결과로 달라

지는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사회발전지수는 다음의 사항들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리더가 의미 있는 해결책의 개발을 위해 실무자, 파

  트너 및 특정 주제 전문가 전체와 협업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서로 

  더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통의 표현 방식을 

  개발한다.

·  리더가 이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더의 자원 조달, 협업 및

  투자 결정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한다.

딜로이트와 사회발전조사기구의 협업

기업과 사회발전은 연관되어 있으며, 딜로이트는 사

회의 발전이 기업 경쟁력과 안정성의 기초라고 생각한

다. 건강하고 교육 받은 시민, 충분한 인프라, 효과적인 

법 체계, 평화와 포용 없이는 경제가 번영할 수 없다. 이

러한 요인들은 투자와 기업 활동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

한 활동이 가능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의무가 있으며, 기업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

는 힘이 있다.

딜로이트 네트워크는 고객 서비스 업무, 전략적 후

원 및 기업 책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항

상 개입하려 하고 있다. 딜로이트 임직원들은 사회 문

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자신의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

를 활용하고, 본인의 네트워크를 가동할 기회를 얻을 수 

그림 2

2020 전 세계 사회발전지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점
수

84.63

74.72
77.09

62.15

75.18
70.33

60.88

36.87

60.09
63.24

39.25

66.42

영
양

및

의
료
지
원

물
과

위
생
시
설

주
거
환
경

개
인 
안
전

기
초 
지
식

접
근
성

정
보
·
통
신

접
근
성

건
강
과

복
지

환
경
의 

질

개
인
의 

권
리

개
인
의

자
유
와 

선
택

포
용
성

고
등
교
육

접
근
성

사회발전지수
세계 평균: 

64.24



사회발전지수 방법론 및 2020년 결과 분석 117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

있다. 많은 경영진들도 이러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포용적 성장 설문조사(inclusive growth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진은 포용적 성장 노

력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이에 열중하고 있다. 

경영진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더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

를 회복하고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변화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기업들에

게 사회 문제는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이 단독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

도 안되며, 기업 경영진은 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사회

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 정부 및 시민사

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음의 이유로 사회발전지수가 이러한 협력 관계 구축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딜로이트는 여러 방법으로 사회

발전지수를 활용하여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리더 간 논의에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벤치마크 제공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투자 의사

  결정 가이드 제공 

·  기업이 사회적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셜

  임팩트 측정 지원

·  정부가 사회발전지수 활용으로 외국인직접투자

  (FDI)를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기업의 시장 진입 및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지원

2020 사회발전지수 결과 분석

딜로이트와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

perative)는 물질적 부와 무관하게 삶의 질과 사회 복

지에 대한 전 세계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사회발전지수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개인의 건

강과 사회기반시설, 시민의 자유 등 지속가능한 사회

의 기초가 되는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국내총생산

(GDP)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사회발전지수는 사회 

및 환경적 결과 지표를 사용하여 인간의 기본 욕구와 복

지의 토대 구축, 기회라는 세 가지 부문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 방식으로 활용된다.

·  9월 10일, 사회발전조사기구는 딜로이트를 비롯한

  전략적 파트너의 지원을 바탕으로 2020 사회발전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사회발전지수는 16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

  되었으며, 50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의 지난 

  10년 간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세계적으로 사회발전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2011

  년 이후 전 세계 평균 사회발전 점수는 60.63점에서

  64.24점으로 상승했으며, 정보•통신 접근성과 

  고등교육 접근성, 주거환경, 물과 위생시설 부문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개인의 

  권리와 포용성 점수는 하락했다. 개인 안전 부문에

  서는 개선이 지체되었으며 건강과 복지, 개인의 자

  유와 선택 부문에서만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환경

  의 질 부문에서는 사실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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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선 속도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사회발전조사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개선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세계는

  2082년까지 SDG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더 심각

  한 점은, COVID-19 팬데믹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때문에 세계의 사회 발전 수준이 10년 가량 퇴보하

  였고, SDG 달성은 목표 시점보다 62년이나 늦어진

  209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주요 결과

·  전 세계 사회발전지수는 영양 및 의료 지원(84.63)과

  주거환경(77.09), 물과 위생시설(74.72), 기초 지식

  접근성(75.1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 세계 사회발전지수는 환경의 질(36.87)과

  포용성(39.25)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두 항목 모두 다른 평가 요소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  세계의 사회발전지수는 정보·통신 접근성(+21.61)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고등교육 접

  근성(+7.45)과 주거환경(+6.10), 물과 위생시설

  (+5.57) 지표도 개선되었다.

·  노르웨이는 사회발전지수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남수단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

  른 진전을 이룬 국가는 감비아와 시에라리온, 튀니지,

  에티오피아, 네팔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었다.

·  G7 국가 중 미국만 사회발전이 퇴보했으며 브라질,

  헝가리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사회발전이 퇴보한 

  3개국 중 하나이다.

·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국가를 따라잡고 있다. 2011년

  이후 국가별 사회발전지수의 편차는 12.3% 감소했

  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국가별 편차보다

  사회발전지수의 국가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GDP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국가가 자국의 

  GDP에 비해 사회발전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 대비 훨씬 나은 사회

  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발전을 더 많은 국가에서 가속화하려면 

  전 세계가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사회발전지수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시사점 바탕으로 

기업은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물질적 부와 사회 발전 간

의 간극을 해소할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

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과 영향력 

있는 투자자 집단이 리스크 파악과 사회적 투자로의 자

본 공급을 위해 사회발전지수 활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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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CSII
Center for Social Impact & Innovation
딜로이트 사회적가치전략센터

기업의 재무와 비재무적인 가치의 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영 전반의 성장과 지속 가능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

고 있습니다. 정부와 투자기관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치경영에 대한 평

가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사회적가치전략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연계한 비즈니스 전략 및 체계 

를 수립하고, 맞춤형 측정·평가·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이슈 리스크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신시장 전략과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경영과 신뢰경영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별 기업 관계

자를 초청해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세미나·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How We Deliver Our Services

Bridging
사회적 가치 홈페이지 및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Intelligence Reporting 
CSR·사회적가치 트렌드 리포트 발간

Networking
세미나, 컨퍼런스 등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Modelling
글로벌 사회적 가치 모델 발굴 및 확산

C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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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성을 기반

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

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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