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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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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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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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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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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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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3

7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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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유럽CFO 조사, 2020년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