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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favors the prepared mind”
—Louis Pasteur

누구나 무지개 끝에 숨겨진 금단지를 발견하길

원한다. 기업의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부문) 성과를 잣대로 투자 대상의

우량 기업을 찾고자 하는 지속가능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약 30조 달러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투자 전문가들은 UNPRI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한 바 있으며1 더

높은 수준의 ESG 성과와 수익을 보이는

기업들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상장기업들 중 대부분은

ESG 성과 공시가 사실상 의무사항이라고

여기고 있다.2 점점 더 많은 CFO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3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금단지”와 같은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기업

들은 그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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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문들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투자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재무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ESG 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ESG 기준이 접목된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투자된 운용자산의 총 규모는 약 10조

7천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 규모의 7% 정도에 불과하다.4 기업들의 ESG 접근 및 성과발표

방식 간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엇갈리는 학계 반응도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문제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정보의 유형이다. 투자자들의 거래행태를 분석해본 

결과 ESG 문제는 기업의 경영, 문화, 재정상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ESG 리스크는 재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며, 외부의 작은

충격조차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오늘날의 변동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점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ESG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ESG 리스크 관리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ESG 경영의 장기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MARKET VALUE OF ESG INFORMATION 

중요한 것부터 먼저 파악해보자: 투자자들이 ESG 정보를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있을까? 

연구자들은 ESG 문제가 신흥시장과 선진국 시장, 각기 다른 시기, 그리고 규제적 압력 또는

자발적 의도 등의 다양한 상황 하에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경로에 대한 

연구를 지난 40년간 수행하여 왔다. (P.101 별도 설명 참조)

ESG 성과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ESG 정보와 투자자들의 관심 및

의사결정 사이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사건들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범죄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포함해 노동법, 환경법 위반에서 제품 리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ESG 관련 사건들이 연구되었다.5 인권 문제에 휘말린 기업들의 경우 관련 보도로

인해 시장가치가 평균적으로 892백만 달러 가량 하락했으며, 보이콧이나 각종 시위도 주가에

타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노동쟁의나 제품 품질과 같은 소비자문제 관련 시위로 인해

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주가가 1% 하락한 경우도 있다. 7

투자자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기 마련인데, 그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환경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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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1989: 주가가 0.42% 하락하였음; 1990 - 1999: -0.66%, 2000 - 2009: -1.12%).8

이 연구는, 비록 최근 들어 긍정적인 환경 관련 소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를 평균 0.84% 상승

시켰다는 사실 또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존재하는 체계적 편향에 영향을 받아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부정적인

소식을 접할 경우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는 우리의 의사결정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소식 하나는 긍정적인 소식 다섯 개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9 언론의 보도가 증가할수록 주가가 그만큼 더 하락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는 평판이 나쁜 기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런 기업들은 설령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사항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10

반면 ESG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통해 ESG 후광효과라 불리는 일종의 보호막이 생기기도

한다. 11 ESG 후광효과를 가진 기업들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에도 주가 하락세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환경파괴와 노동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던 산업에 속해 있었다.12 ESG

성과 공개는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ESG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ESG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는 기업일수록

자본비용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13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ESG는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ESG 문제는 기업의 운영이나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 운영 리스크

•사고/유출/기기 고장

•환경적: 오염 (예: 탄소 배출, 수질 오염, 과징금 및 벌금)

•사회적: 파업, 임금문제, 보건 및 안전

공급망 리스크

•사회적: 아동노동 문제

•원료/천연자원 사용(팜유, 노숙림, 물 등)

•기후재난

제품 리스크

•원료: 유해화학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제품성능 문제, 리콜, 보이콧

•거버넌스 문제

•이사회 구성과 독립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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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ESG 성과가 제3자에게 인정받게 되면 ESG 후광효과라는 보호막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에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선정된 기업은 ESG 성과를 외부적으로 인정받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선정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14 어쩌면 당연하게도, DJSI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주가 하락을 경험하며, 공시 일주일 전 부정적인 뉴스 보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반면, 좋은 재무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일 경우에는 DJSI 선정 여부가 시장

가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기대치가 낮은 기업일 경우, DJSI에의 선정은

시장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제외된 경우 시장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실증적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ESG 성과를 중시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도 특정 기업이 문제를 

일으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압박을 받는 상황일 때는 ESG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2. 부정적인 ESG 사건의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해당 기업에게 있어 어떤 의미로 작용할 지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부정적 

반응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 ESG 성과 공개는 기업에 문제 발생 시 주주가치 하락을 부분적으로나마 

방지할 수 있다.

단기적인 사건들과는 별개로, 증거가 좀 더 명확했더라면 공격적인 ESG 경영이 장기적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다. ESG지수들이 BenchMark(BM)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KLD

400 Social, DJSI 등과 같은 유명 지수들을 포함한 ESG 지수들의 더 높은 수익률은 기업들의

실질적 ESG 성과가 아닌15 다른 요인들로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6 한 지수가

지속적으로 다른 지수들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품어볼 만 하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투자자들이 그 지수로 몰려들어 높은 수익률을

상쇄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주목할만한 논문 두 건에서는 재무적 측면에서

ESG 경영에 잠재된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지난 연구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잘못된 연구방식이나 정확성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이다.17

신뢰할만한 연구방식으로 진행된 논문 여러 편을 살펴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면 ESG

성과가 재무성과(회계적 수치 및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구별해내기 어려운 ESG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증분분석법을 활용한다.18 ESG 성과 향상의 효과를 시장가치의

장기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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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HOCKS

실증적 증거는 따라서 ESG 경영의 가치 혹은 그 가치의 부재는 위기 발생 이후에 가장 명확해

진다는 결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ESG 사건은 단기적 쇼크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복된다면 기업의 실적을 조금씩 하락시키거나 대규모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한 기업에서 발생한 ESG 사건은 동종업계 기업들의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폭발이나 유출과 같은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 1984년 Bhopal 화학공장 가스 유출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는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에 관한 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독성 화학물질을 환경보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사고로 인해 화학산업 내 제품책임주의(Responsible Care)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며,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투자자, 시민단체 및 학계의 정밀 조사도 강화되었다. 

2010년 4월 5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소재 Massey Energy의 Upper Big Branch 탄광

폭발 사고로 인부 29명이 사망했다. 당시 Massey Energy는 미국 전체에서는 네 번째, 동부에서는

첫 번째로 큰 탄광 사업자였다. 동 사고로 인해 사건 다음날인 4월 6일에는 주가가 11% 하락

하였고, 4월 말 주가는 사고 당일 대비 33%나 폭락해 있었다.(Figure 1 참조) 사망한 인부들의

유가족을 위한 보상 비용과 보험료 공제비용 약 80 -150백만 달러,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62백만 달러어치의 설비와 광업권 등으로 인해 Massey Energy의 재무성과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부실한 안전관리 기록이 밝혀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압력도 커졌고, 결국 2010년

Massey Energy의 CEO였던 Don Blankenship은 사임하였다. 2011년 1월 28일 안전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Alpha Natural Resources의 주주들이 Massey Energy를 7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주가는 10% 상승하였다. Massey Energy 폭발 사고는 탄광업계에서

수익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탄광업은 그 이후로 저렴한 천연가스와 규제 강화로 인해 하락세를 타게 되었다.20

제품 리콜도 기업의 수명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며, 종종 브랜드 가치와 평판 훼손, 그리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동반한다. 그 예로, 2006년 5월 Bausch & Lomb은 사용자들의

진균각막염증 발병을 이유로 콘택트렌즈 보존액 ‘ReNu with Moisture Loc’에 대해 전 세계적인

리콜 조치를 취했다. 시장은 이미 4월부터 동 사태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가는 28% 하락하였다. 몇 주 안되어 Bausch & Lomb의 미국 콘택트렌즈 보존액 시장

점유율은 42%에서 29%로 줄었으며 경쟁사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해 가면서 주가매출액

비율(PSR) 또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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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ssey Energy 탄광 폭발 사고: 주가와 주가매출액비율에 미친 영향 21

Figure 2. Bausch & Lomb 제품 리콜: 주가와 주가매출액비율에 미친 영향

Figure 3. S&P 500 지수와 Bausch & Lomb 주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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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년 전통의 유명한 Rochester 소재의 회사로 2006년에는 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한

Bauch & Lomb은 2007년 3월 콘택트렌즈 보존액 ‘ReNu MultiPlus’에 대해 또 한번의 리콜을

감행하였다. 주가는 오랜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밑돌았다(Figure 2,3 참조). 두 차례의 제품

리콜, 치열한 시장경쟁, 소송비용의 증가 그리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각종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Bauch & Lomb은 2007년 5월 Warburg Pincus에 인수되었다. 차입매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2007년 3월 16일에서 5월 16일 사이에 Bauch & Lomb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였다(36%).22 이와 같이, Bauch & Lomb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발생한

제품 리콜은 즉각적인 주가 하락을 불러왔고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건사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기대응력이 뛰어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경영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ESG 사건을 포함하여 동시에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ESG 사건 발생

후 주가 급락(25% 이상), 지속적인 실적 악화, 허술한 사고대처능력과 평판 훼손,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 경영진 교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규제활동의 증가와 잦은 기업 인수합병

등이 그것이다. 기업이 원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건·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23

• 사건 발생 초기 시가총액이 10% 이상 하락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발생 후 

2-3개월간 상당한 재정적 손실 발생

• 다수의 사상자 발생

• 경영진의 허술한 대처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 악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사건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손실보다 사건 발생 후 경영진의 대처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 상실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aniel

Diermeier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가 항상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24 그는 (사건의 방지와 해결을

강조하는) 위기관리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전환하는

경영진이 기업의 위기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의 근간이 되고

주주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는 단지 운영리스크나 재무리스크가 아닌 기업의 전략,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실행, 그리고 경영환경 변화에의 적응 여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 25 JP Morgan의 상무이사인 Andre Abadie는 "기업들이 운영리스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큰 변화에

따라 전략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26 ESG 사건은 전략의

제고와 리스크 평가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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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문제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가치사슬 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시위, 안전문제나 생태계 훼손 등 많은 ESG 리스크가 기업의 공급망에 산재해 있으며

이들은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7 사회단체들은 주로 유사 기업들이나 유명 브랜드들을

겨냥하곤 한다. 그들은 공급자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이는 평판리스크—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함(Guilt by

Association)— 이지 직접적인 운영이나 재무리스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단순히

외부에 전가할 수도 없는 일이다.28

우리가 ESG 리스크가 점차 재무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주가 급락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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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금융리스크, 규제의 불확실성, 이상기후(예: 태국의 홍수), 사업중단 보험료의 증가,29

흉작, 물가 변동, 그리고 사회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은 예전에는 절대 

발생할 리 없다고 믿었던 최악의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날의 린(Lean) 공급망이 사건사고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망 관리자들이 중복성과 유연성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효율성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급망에서의 사건사고는 앞서 예시로 등장하였던

ESG 사건들과 유사한 장기적 재무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30

마지막 이유는 ESG 등과 같은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소셜 미디어와 비규제 기관들의 주도

하에 움직이는 사적 정치(Private Politics)가 공적 정치(Public Politics) 및 각종 규제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Figure 4 참조). 소셜 미디어는 글로벌 수준에서 뉴스

사이클을 가속화하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여전히 유명 전통적 뉴스 매체들이 새로운 소식을

먼저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몇 시간 내로 소식을 접하고 긴 토론을 벌이는 등 기업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연장해가는 대상은 각종 블로거들이다.31 이렇듯 ESG 문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탄력을 받아 기업의 평판과 회사운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Figure 4.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대표적인 리스크 발생 원인(1-5위)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지출/예산 

규제 변화 

소셜 미디어 

재무 리스크 

설문자들은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음.



108 FINDING THE VALUE IN ESG PERFORMANCE

Deloitte Review  DELO I TTEREV I EW.COM

LEVERAGING ESG INFORMATION

UBS Global Asset Management의 상무이사이자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자인 Bruno

Bertocci는 “경영진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기 이전에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32 그는 또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경영진의 대비책과 너무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영전략을 실행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전 분야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lackRock의 상무이사인 Dan Hanson은 "ESG는 반영되지 않은 리스크를 대변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보다 잘 관리하는 기업들이 더 높은 확실성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33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투자는 예방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ESG 충격이 발생했을

시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는 금광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지역사회 및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광산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할인율이 현저히 낮다.

일반적으로 금 채굴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34

이 연구는 경영진에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ESG 공개 기록은 ESG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로, ESG 충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대체로 사후 관리에 따라 달라지며 충격이 지속되는 기간은 기업에서 미래의

ESG 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장기적 변화들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 번째 사항과 기회로 이어진다. 투자자 신뢰도의 상승 및 유지를 위해 경영진은 그들이

ESG 충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는 배출량 보고서 등을 통한 각종 ESG 산출량의 공개와 ESG 리스크—각종

ESG 산출량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위험—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사업가치 대비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35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SG 산출량에 대한 기록은 미래 상황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양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손실이 큰 화학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36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은 오직 일부분에 불과하며,

다른 측면에서 이는 규제 리스크와 탄소가격제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은 그들이 보험료 상승, 사업중단, 재산피해

등 높은 배출량으로 인한 잠재적 결과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지개 끝에 숨겨진 금단지라는 비유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계획 과정에서 ESG 리스크를 고려하고 그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으며 ESG 성과가 시장의 인정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ESG 경영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점유하기 위해 회사 경영진은 

투자자들에게 ESG 리스크를 항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ESG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회복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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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이는 신제품 혁신, 비즈니스 모델 변경,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타 여러 가지 방안 등을 포함

한 사업의 전략적 제고를 수반할 수도 있다. 본문은 위기의 발생과 그 여파에 대해 서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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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고 탄탄하며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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