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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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