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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 회 사ㅣ 

 

 

정신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 
 

 

지난해 )월 P민연U이 스튜어드십 코드m 도입했지r, 재v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v적 요인 즉, 환I·사회·지배O조(,S.)m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적극적 주주N여m 

통해 장기적 F치 상승을 추O하는 사회책임투자와 N련한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왕입니다. 

S러나 P민연U은 2009년 ‘유엔책임투자원칙(502RI, 50 2r9n79pl8 F1R R8spons9bl8 

Inv8stm8nt)E에 F입하여 사회책임투자의 확대m P제사회에 약속한 바F 있으t, 세계적인 

연U기N에서는 사회책임투자 R모F 지속적으l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P민연U 책임투자 F이드라인 채택을 앞두고, 

사회책임투자 환I을 e러· P제사회의 흐n을 살펴봄과 b시에 바i직한 책임투자 

F이드라인에 반영c어야 할 내용이 어떤 G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om 마련하였습니다. 

s은 N심과 참여m 부탁드p니다.  

 

 

 

2019년 (월 8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대표 



 

 

 

 

ㅣ인 사 말ㅣ 

 

 
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보9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공8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김광수 의원님, 기업과 인권네트워크, 공적연금7화국민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6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환>운동연합 김혜린 

활동가님,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님, 연금행동 구창우 사무국장님, 서7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수님, 보9복지부 연금재정과의 최>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6사드립니다.  

 

2019년 현재 6)9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누적된 기금운용 수익은 (1(조원이 넘어 현재 기금적립금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금융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주로는 국내에서 

최근에는 해외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윤리적 >영, 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국가적 기업의 탄생과 심5한 글로벌 

>제위기로 촉발된 기업들의 비도덕적 >영 행태 등에 대한 비판으로 책임투자에 대한 

투자기준이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201)년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한 2국민연금법38정 이후, 2017년 0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1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등 일부 사례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용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책임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국민연금의 현행 사회책임투자방식의 한계와 8선점을 노동, 환> 등 인권적 관점을 

포함해서 살펴보고, 정부의 8선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8정을 포함하여,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인 투자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6사드립니다. 

 

 

2019년 )월 ,일 

 

국회의원 남인순 
(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ㅣ인 사 말ㅣ 

 

 김광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n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mb수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환경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흐름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논의하l 위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공개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o 진심으로 P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p지 않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t인순 

위원님을 비롯해 l업과인ev트워‘, 공적연금R화국민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a계자 

분들o도 P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N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입니다. 특히, 올 2월 말 국민연금은 약 666조원을 적립·운용하며 세계 (대 

연l금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r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e 승계에 

국민연금이 이용되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였고, 현재 l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r 2015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가습l 살균제 a련 l업인 옥시 등에 (조 

8,5(6억원을 투자하였고, 일본 전범l업엔 지r 2011년부터 2016년n지 6년N )조 ,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에 치우친 투자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일반 금융자산과는 달리 국민의 노후 

예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또한 담보되어야 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P안해 공공성을 추c해야 합니다. 

 



 이와 a련해 최근 l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요건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책임투자가 l업의 가치 

향상과 동시에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l업활동을 장려하고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지r 200.년 6월 국제적 책임투자 e고f범인 84 사회책임투자원칙(563 : 

5rincip?e of 6eEponEi:?e 3nGeEtment)에 공식 가입했고, S은 해 12월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e을 행사하도록 의결e행사지침에 172(1nGironment, 7oci9?, 2oGern9nce)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r해 ,월 국민연금은 연l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la투자가가 l업의 

의사결정에 적i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la투자가들의 의결e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도 c성하며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l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r 201,년 I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a한 연c’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정부와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f모 확대와 실행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c체적인 정책과 이행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채택을 앞두고, 

사회책임투자 환경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바람직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야 할 l준과 내용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많은 고견들이 국민의 생명줄과 S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대안이 되l를 희망하며,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요c를 반영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계 

수립에 지속적인 a심과 노력을 l울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U·s 수 있l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R과 행복을 l원합니다. 

 

P사합니다. 

 

201.. 05 
 

국회의원 m b 수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ㅣ인 사 말ㅣ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오늘 우리가 하는 투자는 내일 우리가 살 세J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미국 사회책임투자의 기수인 에이미 도미니는 투자자의 ’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는 투자에 

사회적, 환I적, 윤리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그러한 투자가 사회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n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에의 기여를 표방하며 

(007년 탄생한 조직입니다. 지금도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9사회책임투자’(5R1)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I했고 또 이해하기도, 이해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사회책임투자와 동전의 

양면이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5R)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매우 일천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년이 흐른 (0',년, 우리나라는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투자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미흡하지만 그 

공약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년 동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가 없다”고 전망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대상의 .50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입법 지원해 (0')년에 개정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공약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도록 활동했고, 아울러 국민연금에 9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현재 9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기P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기업I영 간섭, 연기금 사회주의 등 극렬한 a란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 미흡했지만, 올해 

주총에서 의결R 등을 포함한 주주R을 행사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도 부결시키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가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바퀴 수레에 불과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주R 행사를 위한 진정한 기반은 바로 투자대상기업의 비재무적인 정보인 .50 즉 환I, 

사회, 거버넌스라는 요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책임투자가 기본이 될 때,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을 발휘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비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상대적으로 려나 있습니다. 

(0'7년 말 사회책임투자에 용역보고서가 '년 )개월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는 사이, 우리나라와 S모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던 일본은 사회책임투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92a8a7'이라는 이름을 

단p으로 올릴만큼 S모가 성장했습니다. 그 배I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일본의 

공적연기금인 0P1F가 적극적인 사회책임투자 확산 노력이 있습니다.  

 

다행‘ 우리나라 보C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과 로드맵 등을 공개할 J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J획이 

제대로 나오느냐에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의 미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회책임투자 관련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G을 보C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이해관J자의 의G수렴 

차원에서 진지하F 받아들이고, 타당한 의G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시 반영해 주실 E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0',년 )월 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임이사 

양춘승 
 

  

 

 



해외 주요국 사회책임투자 및 
ESG 공시 동향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해외 SRI 투자 규모

출처: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유럽 국가별 사회책임 투자 규모

출처: EUROPEAN SRI STUDY 2018 

해외 SRI 증가률

출처: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전체 투자에서 SRI 비율

출처: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전세계 SRI의 지역별 비중

출처: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투자 방식별 SRI 규모

출처: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해외 사회책임 투자 성장 요인

• 시장과 민간주도로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산되고 투자로 연계되었음.

•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환경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정책 도입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입

-연기금 투자 정책 수립시 ESG 요소 반영 유도 및 반영화, 

-스튜어드쉽코드(Stewardship Code),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 연기금들의 명확한 책임투자정책 및 지침 보유,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책임투자의 목적과

성과 달성.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
ESG 관련 실행 사례

PRI 제1원칙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 ESG 고려



사례-노르웨이 연기금 (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의 투자 배제와 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부에서 연기금 운영 지침 및「투자 배제와 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설정, 윤리

위원회 (Council on Ethics) 위원 선정 등을 함.

윤리위원회는 국부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 중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배제하도록 권고 가능. 이 기준에 따르면 투자배

제는 제품기반, 행위기반, 그리고 감시로 분류. 담배,특수한 형태의 무기생산, 석탄

화력발전은 제품기반에 의해 투자를 하지 않음. 행위기반으로는 심각한 인권침해

와 환경피해, 중대한 부패, 기후변화, 근본적인 윤리적 규범,전쟁 상황에서의 개인

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이 해당된다. 심각한 환경피해와 중대한 부패 그리

고 석탄화력발전 생산은 감시 대상에 놓고 있는 이슈임.



사례-캐나다 온타리오 교원 연금 (OTPP,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의 GFL 환경 주식회사 (GFL 
Environmental Inc.) 투자결정과정

1step : OTPP의 ESG 관점과 다른 투자자의 ESG 정책이 일치하는지 확인함.

BC 파트너스가 또 다른 주요 투자자였는데 BC 파트너스와 접촉하였고, 서로

의 관점에 만족하였음.

2step : 연기금 내 투자팀이, 책임 투자 및 법률팀, 외부 고문들과 함께 폐기

물 관리 및 건설 산업에서의 ESG 투자 위험과 기회를 평가. GFL과 업무적으

로 유사한 회사들을 벤치마킹하여 ESG 실질적 요인들을 확인함.

3.Step : 실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평가.

*GFL은 매립지 배출 가스를 채취해 전기로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 배출

가스를 관리함과 동시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고 있다.

*고체 폐기물 수거 차량의 일정 부분은, 온실 가스와 오염 물질 배출량이

기존 디젤 연료보다 훨씬 적은 압축 천연 가스를 사용한다.

*GFL은 유독 폐기물을 관리할 적절한 교육 과정, 절차와 시설이 있음은

물론이고 사용한 모터 오일을 재활용하고 오염된 토양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회복시킬 역량도 있다. 이는 매립될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추가 천

연 자원 채취를 피하게 할 수 있다.



PRI 제2원칙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 및 ESG 고려



사례-캐나다 온타리오 교원 연금 (OTPP,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의 식음료회사 주주제안

• OTPP는 기업들이 재활용 가능한 상품과 포장을 만들고 작업, 생산, 공급

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장려함.

• 해당 기업은 이전부터 포장에 대한 몇 가지 약속을 했지만, 언제나 약속한

목표에 미달. OTPP는 해당 기업이 더욱 노력해야하고 주주에게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평가하여 주주제안 결정.

• 주주 제안 이후 회사는 어느 곳에서도 재활용이나 분해가 가능한 지속 가

능한 포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절차를 시작함. OTPP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 해당 기업이 하기로 한 약속들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PRI 제3원칙
-투자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ESG 공시 요구



PRI 제3원칙 실행현황

-투자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ESG 공시 요구

사례. -캐나다 연기금 운용회사 (CPPIB, CPP Investment 
Board)의 공급망내 환경, 인권문제 정보 공개 요구 주주
제안

• CPPIB는 도미노 피자(Domino’s Pizza) 2017년, 2018년 총회에서

공급망 내 삼림 벌채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주주제안

•몬스터 음료 주식회사(Monster Beverage Corp.) 2017년 총회에

서 수자원 관련 문제 정보 공개 요구, 2018년 총회에서 공급망

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문제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주주제안



해외 ESG 공시 동향

SRI 지원 정책수단으로서 보고제도 제정현황

출처: ‘Carrots & Sticks’(2016)



의무적 공시제도 채택 경향

• 의무적 제도가 2013년보다 2016년에 차지하는 비율이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여

전히 자발적 제도의 수보다 거의 두배 많음. 조사된 총383개의 보고제도 중에서

대략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초기기업들이 자신의 사회적책임 수행을 보고하기 위해 자발적으

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이것이 정부 규제 의무적 공시로 이어짐.

• 대표적인 것이 EU 회계 현대화 지침 및 이에 따른 유럽 각국의 공시 제도임.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

• 전체 보고제도 중에 10분의 1인 38개의 공시제도가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증권거래서, 금융시장 혹은 산업규제기구들이 주로 원칙 준수

예외 설명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38개 공시 제도 중에

21개가 이러한 유형의 기구들이 채택한 것임.



공시제도 주관 기관-주로 정부가 보고제도 주관.

• 조사된 전체 공시 제도 중에 약 5분의 3(60%)이 정부 주관 공시 제도임. 정

부 부처 중 주로 환경부(57개), 무역 및 산업부(28개), 재정부(22개), 이외에

에너지부, 노동부, 보건부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 제도 담당.

• 정부 주관 보고제도는 주로 법제적 방식임(조사 국가 중 80% 이상 정부).

• 정부 주관 보고제도 대부분 의무적 보고제도임(정부 주관 보고제도 223개

중167개가 의무적 보고제도)

• 정부 주도 자발적 공시제도도 존재하는데, 전형적인 예는 NAP(National 

Action Plan)임.

공시제도 주관 기관-금융시장 규제기구 및 증권거래소

• 조사된 전체 공시 제도 중에 약 29%가 금융시장 규제기구 및 증권거래소 주관

공시 제도임.

• 금융시장 규제기구는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공시 제도를 가장 많이 주관하는 기

관임. 예)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2010 기후 변화 비재무적 공시 지침

•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공시 제도는 2013년에 비해 두배 증가. 증권거래소 보

고제도 거의 절반이 홍콩, 상하이, 선전,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 상파울르, 요하

네스부르크와 같은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임. 외국투자자 유치, 시장 안정

성, 리스크 관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공시 대상 기업 범위

• 약 30%가 상장 대기업 적용. 그 중 73%가 금융시장 규제기구 및 증권거래소가 주관인 공

시제도임. 약 14%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에 적용. 약 40%는 규모나 상장여부, 부

문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 적용. 모든 형태의 기업들을 상대로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기관의 84%가 정부임.

• 공기업 대상 지속가능보고 공시 관련 제도 증가 추세.

• 많은 국가들이 대기업 및 공기업의 지속가능보고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

기업 역시 대기업의 원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중소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도 필요하다는 인식 증가함. 그러나 비용등의

문제로 딜레마. 칠레, 스페인 등에서 중소기업 포함 공시 제도 시행.

공시제도 주제

• 조사 공시제도의 5분의 2는 전반적인 지속가능보고서를 다루고, 조사 보고제도의 약 5분의 3(61%)

은 사회, 환경 주제까지 포섭하고 있다.

• 기업의 사회 공시 제도는 2013년 통계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환경 공시 제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 기업의 환경 공시 제도는 사회 공시 제도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공시제도보다 여

전히 더 많은 수의 공시제도가 존재함. 환경공시제도는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공시 요구와

기후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신시장 및 규제의 출현에 의해 가속화. 최근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적

규제 거버넌스가 확장됨에 따라 환경 공시제도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주요국 공시 법제화 현황

EU 회계지침 (EU Accounting Directive)

• 2014년 기존의 회계지침을 수정하여 2014/95/EU 로 “대기업의

비재정·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신지침(directive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atin large

companies and groups)”을 채택. 지침의 19a, 20, 29a 조항이

비재무적 공시 관련 내용.



정보공시대상

•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y), 총 근로자 500명 이상의

그룹의 통합공익실체(consolidated public interest entity)의 대기업. 중소기업 제

외.

• 공익실체 의미

-회원국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회원국에서 공익실체로 지정하는 조직, 예를 들어 사업분야, 기업규모, 고용 인원 또는 기업

의 지위 등으로 인해 공익적 고려가 필요한 기업체

공시 내용

• 최소 환경, 사회, 고용과 인권, 반부패 및 뇌물 분야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을 공시해야 함.
1) 사업의 간략한 설명
2) 비재무 사항 관련하여 해당 사업체가 도입한 정책과 시행한 과정
3) 정책의 결과
4)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방안
5) 관련 비재무적 실적 지표

• 공익적 중요 기업체 중 기업 거버넌스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statement) 작성

대상 기업에게는 다양성 정책 관련 보고 의무를 추가함.
-기업의 관리·경영·감독 기구와 관련, 연령·성별·학력·직업적 배경 등 다양성을 증진시

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공시 기준 및 위치

• 공시 기준은 회원국, EU 또는 글로벌 비재무정보보고 프레임 워크를 사용

하여 공시 가능. 이 경우 어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는지 명시해야 함.

• 공시 위치는 매년 사업보고서(management reoprt) 또는 별도보고서 가능.

별도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 또는 당해 회계정보 공시 이

후 6개월 이내 공시, 관련 사항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공시

공시 원칙 및 예외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
-공시사항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함.

•안전한 은신처(Safe harbour) 예외
-사업체가 그 행정, 경영, 감독 기관의 판단 관련 임박한 또는 협상 과정
에 있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그 사업체의 경쟁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
고, 이 정보 누락이 이 사업체의 성장, 성과와 경쟁성, 그리고 사업의 영
향을 정당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공시의무에서 제외 가능.



감사

• 모든 회원국은 반드시 대상기업의 공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독립적인 검증 기관에 의한 공시된 내용 검증의무 부과는 회원

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미보고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는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유럽 각국의 공시 제도 관련 법령

• 덴마크 : 원래의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로 1,100개 정도의 대
기업들은 CSR 공시 의무가 있었음. 이후 EU Directive 2014/95/EU를 시행하기 위해
2016/05/21 덴마크 재무제표법(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에 개정안을 도입

• 네덜란드: 비재무적 정보 (공시) 법령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Decree

• 스페인: 왕실칙령-법(Royal Decree-law) 18/2017로 상법 Commercial Code 개정

• 스웨덴: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Annual Accounts Act, the Act on Economic 
Associations, the Foundation Act, the Swedish Companies Act에의 개정안

• 영국: 회사, 파트너십과 그룹(회계와 비재무적 정보 보고) 시행령 2016(The Companies, 
Partnership and Groups (Accounts and Non-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s 2016)으
로 회사법(Companies Act) 개정, 2016/12/19 개정

• 프랑스 : 상법 Article L225-102-1, 2018년 10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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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ESG 정보공개제도 도입 현황

출처 : (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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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

2019년 5월 8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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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해

2



4대 원칙
사회책임투자

사회책임투자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G 지배

구조

E 환경
S 사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ㆍEI : Ethical Investment
ㆍ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ㆍSRI :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ㆍRI : Responsible Investment
ㆍSI : Sustainable Investment

3

4대 원칙
자본투자 스펙트럼

Source : Bridges Ventures(2012), Bridges Ventures & Impact Investing :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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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

1.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킨다

2. 우리는 적극적인 소유자가 되며, ESG 이슈를 우리의 오너십 정책과 관행에 통합시킨다

3. 우리는 투자대상의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투자산업의 PRI 수용과 이행을 촉진한다

5. 우리는 PRI 이행에 있어서 우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6. 우리는 PRI 이행에 대한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책임투자원칙(PRI)

6대 원칙

33개 세부 실천 프로그램

5

4대 원칙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해

출처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그림] 국민연금 기금 연도별 추이 [그림] Top 10 연기금 순위(2017년 말 기준)

출처 : Willis Towers Watson

• 국민연금기금 규모 : 667.4조 원(2019.2기준)
• 운용수익금 : 319조 원(88년~2019.2월) * 47.79%  
• 세계 3위 규모 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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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해

출처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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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해

수익성

독립성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그림] 국민연금 기금운용 5대 원칙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
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높은 수익 추구해야 함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
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
적으로 운용해야 함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
성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
을 위해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운용해야 함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
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
분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
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감안해 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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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문제점

9

4대 원칙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동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연도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관련 활동 내역 비고

2005년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과 세부기준 마련해 의결권행사 시작 •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허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006년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시작(위탁운용)

2009년 6월 • 책임투자원칙(PRI) 가입

2011년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 책임투자 규모 2016년까지 11
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2013년 3월 • 기운용본부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 신설

2014년 8월 • 책임투자 가상펀드 운용 •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14년 6월) :일본재흥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장에 최초 공표

2015년 1월 • 국민연금법 개정
- 투자대상 ESG 자율고려, 관련사항 의무공시

2015년 2월 • 의안분석 전문기관 선정 통한 의결권행사 전문성∙객관성 제고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찬성(2015.7)

2015년 12월 • 국내주식의 ESG 평가모형 구축

2016년 6월 • PRI에 투명성 보고서 가입 이후 최초 제출 •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한 현황 공개

2016년 12월 • 국내주식의 ESG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선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도입(2016.12.19)

2017년 7월 •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방법 마련

2017년 12월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 계획 발표(보건복지부) ※ 사회책임투자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2017년 12월 •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최종)

2018년 3월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권한 확대 관련 지침 개정

2018년 7월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8년 10월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2018년 12월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로 확대개편
•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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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문제점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정책∙가이드라인∙ 전략 부재

- 유니버셜 오너로서 지위 - 수익률의 의미 - 장기투자자

• 사회책임투자를 투자의 철학이 아닌 단지 스타일 펀드로만 인식

- ESG 투자는 사회책임투자펀드 유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든 주식

• 사회책임투자의 생태계(가치사슬)에 무관심

- 단기 수익률 중심의 위탁운용사 평가 - ESG 분석시장 무관심

• 수동적∙대응적 관점의 행동방식 지속

-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무관심 (예-CDP, TCFD, 가습기 살균제 등) - ESG 정보공개 요구 및 기업관여 소홀

• 절대적으로 적은 사회책임투자 규모

11

4대 원칙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문제점

사회책임투자
정책-가이드라인

2006년
- 부재 -

2019년
- 부재 -

13년

사회책임투자
펀드 유형

2006년
- 주식 스타일 펀드 -

(위탁운용)

2019년
- 주식 스타일 펀드 –

(위탁+직접운용)

13년

사회책임투자
규모

2006년
- 사회책임투자 규모 -

900억원

2019년
- 사회책임투자 규모 –

26조7392억원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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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
PRI 원칙에 비추어 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동

원칙1 ESG 이슈를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 극히 일부 위탁운용과 직
접운용에 소극적으로 통합

원칙2 적극적 소유자가 되며. ESG 이슈를 오너십 정책과 관행에 통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미흡하지만 진쟁 중

원칙3 투자대상의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보공개 요구 임무방기 수준으로 하지
않음

원칙4 투자산업의 PRI 수용과 이행을 촉진 방기 수준으로 하지 않음

원칙5 PRI 이행에 있어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사례가 거의 없음

원칙5 PRI 이행에 대한 활동과 진행사항 보고

• PRI에 보고서 제출
•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홈
페이지에 지극히 미흡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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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한국(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

출처 : 각 기관의 정보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작성

2018년 한국 공적금융의 SRI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민연금

연도별 SRI 규모 68,516 63,700 68,800 267,392

국내주식운용규모 948,960 1,023,590 1,315,200 1,089,138

연도별 총자산운용규모 5,123,240 5,582,990 6,216,420 6,388,000

사학연금

연도별 SRI 규모 1,189 2,124 1,020 1,329

국내주식운용규모 30,291 34,000 42,028 34,388

연도별 총자산운용규모 127,559 139,229 158,404 160,312

공무원연금

연도별 SRI 규모 1,091 398 739 1,022

국내주식운용규모 12,672 14,979 20,422 17,069

연도별 총자산운용규모 52,647 65,189 72,563 77,833

우정사업본부

연도별 SRI 규
모

예금 1,240 1318 1507 1,230

보험 0 0 0 0

국내주식운용규모 60,465 65,142 67,521 88,046

연도별 총자산운용규모 1,079,339 1,107,547 1,154,635 1,236,785

한국
교직원공제회

연도별 SRI 규모 400 600

국내주식운용규모 38,472 38,249

연도별 총자산운용규모 255,156 262,097

행정공제회

연도별 SRI 규모 400

국내주식운용규모 14,500

연도별 총자산운용규모 122,200

공적연기금(3개)+공제회(2개)+우정사업본부(1개) 72,036 67,540 72,466 272,073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비중>

: 총 자산운용 규모 대비 4.18%

: 국내주식운용 규모 대비 24.55%

: 국내 공적연기금 SRI 규모 대비 98.27%

: 국내 전체 SRI 규모 대비 96.91%

2018년도 한국 SRI 공모펀드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총계 4,003 2,529 3,803 3,830

출처 : Morningstar Korea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4



4대 원칙글로벌의 사회책임투자 규모

Source :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표]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자산 규모 (2016~2018)

[표] 지역통화 단위로 본 지역의 지속가능투자 자산 규모(2014~2018)

지역에 따른 지속가능투자 자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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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위탁 축소 문제점

출처 : 국민연금

[표]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운용 유형 (직접/위탁)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직접운용(국내주식) 0 221,600 신규 증가

위탁운용(국내주식) 68,800 45,800 23,000 감소

계 68,800 267,400

[그림] 지속가능투자의 기관 vs. 리테일 비중

출처 : Source :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 국민연금 직접운용 사회책임투자를 늘리고 위탁운용을 줄이는 방식의 문제점

ㆍ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주식에 한해 위탁운용 방식으로 사회책임투자를 운용해 옴

ㆍ2018년에는 2017년 사회책임투자 위탁운용인 6조88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을 축소함. 대신 직접운용 사회책임투자를 신규

로 22조1600억 원을 운용함

ㆍ직접운용 사회책임투자를 늘리는 건 좋지만, 초기에는 민간의 사회책임투자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늘려야 함

- 사회책임투자 위탁운용사 : 2016년말 기준 10개 → 2018년말 기준 5개로 축소

- 사회책임투자 위탁운용 확대 효과 : 민간 기관투자자의 SRI 공모펀드 출시 활성화(국민연금 SRI 위탁운용사로 선정 받기 위함)

ㆍ글로벌적으로는 리테일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국내는 반대 현상(기관의 사회책임투자가 늘고 공모펀드는 크게 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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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책임투자를 고려하는 ESG의 기준 (기존)

ESG 구분 ESG 이슈 평가지표

E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청정생산 청정생산 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 제품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인증, 제품환경성 개선

S
(사회)

인적자원관리 1인당 급여, 1인당 복리후생비, 조직 문화, 근속연수

산업안전 보건안전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외부인증, 산재다발 사업장지정

하도급 거래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활동, 하도급법 위반사례

공정경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공정경쟁 저해행위

G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 장치, 주주의견 수렴 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 구성과 활동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활동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관계사 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배당 주주가치 환원율,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여부, 과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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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책임투자를 고려하는 ESG의 기준(2018년 말)

구분 ESG 이슈 정의 평가지표

환경(E) 기후변화 탄소배출 관리 수준 •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청정생산 환경유해물질 배출관리 수준 •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제품 개발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노력 수준 •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제품 인증, 제품환경성 개선

사회(S) 인적자원관리 근로환경과 인권 및 다양성 관리
수준

•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산업안전 작업장 내 안전성 관리수준 • 보건안전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하도급 거래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업체 관
리수준

•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활동, 하도급
법 위반사례

제품안전 제품안전성 관리수준 •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제품안전사고 발생

공정경쟁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수준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행위, 정보보호시스템, 기부금

지배구조
(G)

주주의 권리 주주권리 보호 및 소통노력 수준 •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 구성과 활동 이사회의 독립성 및 충실성 수준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감사제도 감사의 독립성 수준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
비 비감사용역 비용

관계사 위험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수준 •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거래 비중

배당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 노력 수준 • 중간∙ 분기배당 근거 마련, 총주주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지급, 과소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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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국민연금의 ESG 고려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1. 국민연금의 ESG 고려 기준은 글로벌•지역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DP 등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적 영향

= 반부패 : 미국의 FCPA(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Bribery Act(뇌물방지법) 등

= 인권∙ 노동 : 인권경영∙비정규직 이슈 등

= 저출산 고령화 : 인구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능력 등

2. 국민연금의 ESG 고려 기준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부합하는가

=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점관리기업

① 배당 ②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③법령상 위반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사안(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경영진 사익

편취) ④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최근 5년 이내 이사 선임 및 감사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선정)  ※ 예상하지 못한 우려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

3. 국민연금의 ESG 고려 기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 국민연금 ESG 기준 도출에 대한 근거 공개

= ESG 관련 정보공개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이슈 및 국내의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필요

= 한국거래소의 ESG 의무공시 기준 마련 중이기 때문에 이 작업과 연동해 새로운 ESG 고려 기준 마련 필요

19

3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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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사회책임투자 생태계 구축

21

4대 원칙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최종 용역보고서)

출처 :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Ⅰ),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고려대 산학협력단, 용역보고서 2017-04

1단계(향후 1~2년) 2단계(향후 3~4년) 3단계(향후 5년 이후)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 국민연금 책임투자 정책 체계 검토
-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및 검토
- 하위 규정 제정 및 정비(의결권 또

는 주주권 행사지침, 위탁운용사 선
정 및 평가지침, 책임투자 관련 위
원회 운영 규정 등

책임투자 전략수립 - 책임투자 대상 자산 : 주식
- 위탁운용 책임투자 펀드 유형 다양

화 : Activist 펀드 자산배분
- 직접운용 ESG Integration 전략 시

스템 구축 : ESG 통합기준과 방법
명확화

- 책임투자 대상자산 : 채권
- 공공투자를 책임투자(Impact

Investment)로 인식∙집행
- 직접운용 ESG Integration 전

략시스템 활성화

- 책임투자 대상 자산 : 전체 자산

책임투자 조직 및
시스템 개선

- 책임투자 전담조직으로 책임투자팀
개편(역할 및 기능확대) : 수탁자책
임팀으로 팀명 변경 검토

- ESG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실시
- 본부 내 책임투자 커뮤니케이션 채

널 구축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설치

- 책임투자팀의 책임투자
Control Tower 역할수행

- ESG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실시
- 본부 내 책임투자 커뮤니케이

션 채널 활성화

- 책임투자팀을 책임투자실로
확대개편

- 투자위원회 역할∙기능 확대 : 
책임투자 실무협의체

- ESG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실시

책임투자 위탁운용
규모 확대

- 위탁운용 자산의 20%
- 책임투자 규모 확대 선결조건 해

소 : 정책적 판단

- 위탁운용 자산의 25%
- 책임투자 규모확대 선결조건

해소 : 성과제고 및 성과평가
기준 조정

- 위탁자산의 30%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개선

-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개선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시장정보

및 인프라 활용 시스템 구축
- 위탁운용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시장
정보 및 인프라 활용 시스템
활성화

- 위탁운용사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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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최종 용역 보고서)

1단계(향후 1~2년) 2단계(향후 3~4년) 3단계(향후 5년 이후)

책임투자 BM 개선 - 책임투자 BM지수 개선 및 공개 - 책임투자 BM 지수 검토 및 개선 - 책임투자 BM 지수 주기적 검토

ESG 평가모형 및 평가결
과 활용방안 제고

- ESG 평가지표 및 배점의 개선
- ESG 평가보고서 작성
- ESG 평가 정보 활용 확대
- 기업집단 ESG 평가모형 개발

- ESG 평가지표 및 배점의 지속
적 개선

- ESG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일부
공개

- ESG 평가정보의 적극적 활용
- 기업집단 ESG 평가모형 개선

및 활용

- ESG 평가지표 및 배점의 지속
적 개선

- 기업집단 ESG 평가모형 지속
적 개선 및 활용 확대

관여활동 - 스튜어드십 코드 준용
- Focus Issue 및 Focus List 작성과

내부공유

- Focus Issue 및 Focus List 작
성과 외부공유

관련 제도 개선 - ESG 정보공시 개선(자본시장법 및
KRX 공시규정)

- 수익성의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국민연금기금운
용지침)

- 일임투자 시 의결권 행사 위임
제도 개선

- 책임투자 대상 자산확대를 위
한 관련 법률 개정 : 국민연금
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출처 :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Ⅰ),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고려대 산학협력단, 용역보고서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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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 기초가 중요

사회책임투자

전략과 세부 이행방안

사회책임투자

정책과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개념∙철학∙비전

• 유니버셜 오너십에 입각한 국
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개념과
철학 그리고 비전을 국민과 함께
도출하고 공유

• 국민연금법∙국민연금기금운용지
침(투자정책서)∙스튜어드십 코드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해 정책마련

•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책임투자의
정의와 철학과 원칙, 사회책임투자
기준과 절차, 관여활동, 조직과 시
스테, 공시 등이 망라

• 자산군 별(주식∙채권∙채권 등) 그리고 직접운용∙
위탁운용에 대한 사회책임투자의 전략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

24



4대 원칙사회책임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주체 역할

국민연금

• 사회책임투자 규모 확대(위탁 운용 확대) : 민간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전 자산군에 ESG 고려 및 통합(주식→채권→대체)

• 사회책임투자 위탁운용사의 ESG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역량 강화

• 사회책임투자에 기반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 투자대상에 대한 ESG 정보공개 요구 강화

•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 평가

자산운용사
• ESG 운용역량 강화 (전담조직, 시스템, 인력, 자문사 활용 등)

• 운용사들 간 사회책임투자를 고리로 한 적극적 교류 및 공감대 형성

ESG 서비스 기관

정부 당국

• ESG 분석 역량 등 전문성 강화
• 독립성 강화

• 공정한 생태계 조성 • 사회책임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예 – ESG 정보 의무공시, 국가재정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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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소개

기 관 명 국문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영문 :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

대 표 자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성균관대 석좌교수)

창 립 일 2007년 4월 3일

허가부처 현 금융위원회 (창립 당시는 재정경제부)

기관분류 비영리단체 · 지정기부금 단체(2007년 12월 31일 최초 지정 ㅣ 2013년 9월 31일 재지정)

홈페이지 www.kosif.org l www.cdproject.net (CDP 홈페이지) 

KoSIF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회책임투자 : SRI

기업사회책임 : CSR

환경정보공개 : CDP
CDP Climate Change ㅣ CDP Water

- SRI 관련 연구·개발
- SRI 관련 홍보·확산
- SRI 정책개발·입법지원

- ISO 26000 사회적 확산
- SR Report 발간 촉진

- 탄소정보 공개촉구/분석보고서 발간
- 물정보공개 촉구/분석보고서 발간
- 기후변화대응 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안전경영정보공개
SMDP

- 안전경영정보공개 촉구 l 분석보고서
- 사업장 안전 l 제품안전 l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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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투자 원칙 2. Engaging with companies that ABP invests in with a view to improving their 
sustainability  perform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  
ABP expects companies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stated in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Statement on Global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We will use our position as a shareholder to exert influence 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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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o not sufficiently comply with these standards. We will dispose of our investments in companies 
that persistently fail to improve their compliance. (밑줄은 토론자) 
2 NBIM(2017), Human Rights Expectations Toward Companies, p.3. 

3 Clark, G. L. et al. (2015), “From the Stockholder to the Stakeholder” p.12.; 본 요소들은 여러 
자산운용사 및 논문상의 자료를 종합한 것이라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다.  
4 John Gerard Ruggie et al.(2019), “Money, Millennials and Human Rights: Sustaining ‘Sustainable 

Investing’”,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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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제언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을 제고하고 주주권행사의 투명성과 독2018 , □ 

립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 기금위 의결(2018.7.30. )

- 이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 *, , ▲ ▲ ▲ 

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위원회 , ( ,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을 개정하거나 정비함, )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P � � P � � �� � , � � �･ ･
� � � � � � �� �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까지 사회적 논란이 매우 컸음, □ 

- 특히 재계와 보수 야당 보수언론과 경제지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영, , 

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더 나아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함, ‘ ’
-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선량한 수탁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경영권 장악 위험이나 연금사회주의 주장은 전혀 , 

근거가 없는 주장임

- 오히려 투자만 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싶‘ , ’
은 속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함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결과 실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은 제한된 □ 

범위로의 주주활동 국한 사회책임투자 실현 의지 부족 경영참여 주주권 배( ), 

제 예외적 허용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이 매우 ( ), 

소극적이지 않았나함

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

첫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 

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달리 , 

표현하면 사회책임투자의 이행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즉 스튜어드십 코( , 

드와 책임투자는 동전의 양면)

- 그러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관련 기업의 비재무요소를 주기적으로 ESG 

점검한다고 할 뿐 이를 어떻게 주주활동과 연관할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중점관리사안 선정 역시 재무적 요소 또

는 기금 수익과 밀접한 지배구조 분야 로만 한정하고 있음 (Governance) *

� � ` � � � �� � 0� � �<� <� <�

� � P � � � � ▲ �� � �

� ▲ � P � � �� �<

다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 , ,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이는 사후에 발생한 위험만을 관리하겠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주주활동을 주로 이러한 사안으로만 국한할 경우 사회책임투자원칙이 투자정책 전 ,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 물론 아직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 )

수 있으나 실제 투자과정에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지속적, ESG , 

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서둘러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주주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중점관리사안 - 1) 

선정 및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미개선 기업은 비공개 공개 중점관리기업 2) ·→ 

선정 공개서한 발송 및 의결권행사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기업과의 대화나 , 

소극적 주주권 행사인 의결권 행사만으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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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존처럼 단순히 반대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주제안이나 위임장 대, 

결 다른 기관투자가들과의 협력 등 영향력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 

대를 관철하려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의 개선이나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없음

- 애초 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제반 여건이 구비된 이후 도입하겠다고 미룰 

예정이었으나 코드 도입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위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로 기금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지난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 

소극적이며 심지어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움직임도 있었음혼란스런 수탁, (

자책임전문위 운영 단기매매차익 이슈 부각 등, ) 

셋째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영향을 무, □ 

력화 하려 하고 있음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과 연기금 사회주의 우려에 대한 해소를 이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탁운용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위탁운용사에 위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 � � P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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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결권 위임은 국민연금 운용 철학과 배치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 

위탁운용사의 대부분이 재벌 기업의 일부이거나 투자기업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 � � D `� � � �� �

3.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제언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함, □ 

-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 정, ‘~ .’ 
도의 모호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이번에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제정하면서 기존 의결권행사지침에 기금은 ,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 , 

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 내용 역시 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변경됨.’ ‘~ ’
- 이 경우 사회책임투자 원칙은 기금운용의 한 방편으로 고려될 뿐 반드시 구체적으, 

로 실현될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없음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이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 으로 되어 있고 장기적인 수- * , 

익성 제고를 추구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모호하게 기술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사회책임투자 원칙은 

국민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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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이행할�수�있다.



단순히 보여주기에 그치거나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음 , 

� � � � ▲ � � �� � 1 ( � ( 2 � �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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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에서의 수익지상주의를 적정수익성 제고 원칙 으로 ‘ ’*
바꾸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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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는 단순히 투자 전에 투자 대상 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 

라 투자 이후에도 주주활동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함

- 사회책임투자를 보통 투자 전에 즉 투자 대상 결정시 고려하는 요소로만 보는 경향이 있음, 

- 국민연금도 투자 대상의 한 결정 요소로서만 주로  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또ESG , 

한 매우 형식적임자체 지표에 따른 투자 대상 선정 또는 사회책임투자펀드에 ( ESG 

투자) 

-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주주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년부터 ESG , 2009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 책임투자원칙 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UN-PRI)*

� S � � � � � � ]� � ( � 475�

- 사회책임투자를 주주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 주, 

주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개

선경영참여 주주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함 (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사회책임투자의 범주가 국민연금제도와 연관하여 조금 □ 

더 확대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

-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제도, 

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

모하는 것이고 사회책임투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면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가 단순히 기업에 대한 투자로만 국한될 이유는 없음

-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 , 

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금융적 수익의 제고로써만 해결될 문제가 아님, 

-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한 투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재정불안을 야기, 

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 임대 요양 병원 등 공공사회서, , , 

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의 한 범주로서 간주될 수 있음

- 즉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율 등이 제고되고 그 결과 보험, , 

료 수입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면 이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 

책임투자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책임투자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기금운용본부의 의지 

와 변화가 필요함

- 국민연금이 에 가입한 지가 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명목상 사회책임투자 UN PRI 10 , (?) 

펀드에 투자한 규모가 늘어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사회책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

다 해도 이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 

을 것임



토론문 기업과 인권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투자의 기준과 방향: ‘ ’ 

이상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사회책임투자 가 소개되고 확산된 것은 대체로 년대 들어와서이다(SRI) 2000 . 

논란 끝에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회책임투자는 학. 

자나 소수 활동가의 주창을 넘어 현실로 들어오고 나아가 주류화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 

우리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사회책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면서도 사회책임투자 관념에는 결정, 

적인 결함으로서 모호함 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회책임투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 ’ . , '

가치 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의 본질은 이윤추구행위인가 사회적 가치추구 행위인가 양자' ? , ? 

를 함께 추구하는 행위라면 양자가 충돌할 경우 그것은 해소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 문제, ? 

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올바른 사회책임투자. 

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막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국민연금도 이 문제에 대한 명. 

료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년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하 이행원칙2011 ‘ ’( )1)은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연금기금을 포함하여. ,2) 사회책임투자를 실천 

하려는 투자기금이 점점 더 많이 이행원칙이 제시한 대안을 채택하고 있다 본고는 기업과 . '

인권 혹은 이행원칙의 관점에서 사회책임투자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 
사회책임투자를 를 고려하면서 실시하는 투자라고 간단히 정의했을 때 국민연금이 사ESG , 

회책임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운영에서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수많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 . 

므로 고위험 투자는 자제된다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기금에 비해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강조될 .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리스크에 민감할 . ESG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연금은 보편적 투자 와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 경, (universal investment) . 

우에도 리스크를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오직 손쉽게 투자처를 옮겨 다니는 단기투ESG . 

1)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HR/PUB/11/04 

2) 예컨대 은 이행원칙에 따른 투자방침을 밝히고 있다 , NBIM . https://www.nbim.no/en/ 

responsibility/risk-management/human-rights/



자자만이 리스크를 가볍게 볼 수 있다ESG . 

셋째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한 만큼 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이에 따라 연금기, ESG . 

금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다 모든 종류의 투자자에 대해서 사회책임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 

국제사회의 흐름이거니와,3) 연금기금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할 만하다 연금기금은 이러한 사회 . 

적 기대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한국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일종으로서 인권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의 , , .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의 성과를 살필 것이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내적 외적으로 사회책임투자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어, · . 

떻게 사회책임투자를 할 것인가이다.  

사회책임투자의 의미
사회책임투자를 를 고려하면서 실시하는 투자라고 정의했을 때 고려한다 는 것은 어떤 ESG , ' '

의미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책임투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 ,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재무적 이유에서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책임투자는 리스, . ESG 

크가 재무적 손실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이들은 요소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 ESG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그 기업에 투자한 기금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 

한다 예컨대 석면의 위험성을 무시한 투자는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다. .4)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단기적인 투자의 경우 이런 변수는 그다지 중요하. 

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투자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5) 지역사회에 자선을 베푸 

는 것은 사회적 사업허가 를 얻는 데 필요할 수 있다 노동자의 (social licence to operate) .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 좋은 노동력을 더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서 사회책임투자의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많은 경우 사회책. . 

임투자는 이런 이유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회책임투자는 이 점을 강조한다. . 

둘째는 도덕적 이유에서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투자기금을 포함한 어떤 투자자는 . 

부도덕한 행동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큰 수익이 나더라도 투. 

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담배나 술 사업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 수 있. , 

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런 투자에 나서지는 않는다 전쟁기간에 무기 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 . 

고수익이 될 수 있지만 도덕적 이유로 무기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아동노동, . 

3) 유럽의회의 의결 기관투자자 가이드라인 그외 각종 투자자 뒤에서  UNPRI, . OECD , Thun Group, . 

보듯이 기업과 인권관점을 대표하는 도 같은 취지이다UNGP .

4) 오웬스 코닝과 그레이스에 투자한 주식 투자가들은 년에 자신들이 투자한 가치의  USG, 2000 80-90%

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

5) 샘 이 정의 내리는 사회책임투자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다 유영재 한국형사 (SAM) “ ” . ( , 

회책임투자 쪽 누군가 내유영재게 사회책임투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제일 먼저 길, 230 ) [ ] , ‘

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하겠다 유영재 한국형사회책임투자 쪽’ . ( , , 129 )



이나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된 저렴한 제품 대신 혹은 저렴하지만 환경에 해로운 제품대, 

신 동일품질이지만 더 비싼 제품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불합. 

리하지만 인권이나 환경침해를 통해서 수익을 누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 

셋째 정치적 이유에서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 . 

사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한 수. 

단으로서 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투자를 통해서 이윤이 나는지에 상관없이 가, . , 

난한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에 투자한다 연금기금을 이용하여 국가 인프라개발에 투자하기도 . , 

하고 엔젤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투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규모, . 

가 너무 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기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금기금이 자선기부, . 

를 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런 투자가 연금수혜자에게 손실이 될 수도 있(charity) . 

겠지만 정치적 결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적 연금기금이 해야 할 일, .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의미하는 사회책임투자는 어느 것인가 세 번째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과거에 국민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6)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연금기금은 정치적 중립의 . . 

원칙 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회책임투자는 위의 세 가지 이해가 다소 무원칙하게 혼재하는 양상이었

고 지금도 여전히 명료하게 해결된 것 같지 않다 사회책임투자의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 .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합의된 규칙이나 실천관행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행원칙은 이. . 

런 혼란에 대해서 일정한 해법을 제공한다. 

사회책임투자와 이행원칙의 결합

년 이행원칙의 등장은 사회책임투자의 영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11 . 

이행원칙 등장은 여러 측면에서 혁신이었다 무엇보다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정. 

립했다 즉. ,

모든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진다 여기서 기업은 크기 소유형태 활동장소 사업무분 등- . , , , 

을 불문한다.  

인권존중책임을 진다는 것은 타인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인권존중은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한이

다. 

6)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적지 않았다 년 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  . 1996 10 2
국정감사에서 이재선 의원자민련은 국민연금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정부가 지난해 가져다 쓴 ( ) 『
금액은 기금총액인 조 천 백 억원 가운데 조 천 백 억원이며 이는 작년 정부 일반예산인 15 9 5 54 11 4 7 65
조 천 천 억원의 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 밝혔다 매경 국민연금기금 정부가 일방 전49 9 8 79 23% . ( , “ 90% 』

용”, 1996.10.2.)



기업이 존중해야 하는 인권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이 포함된다- . 

기업은 인권을 직접 침해를 초래하거나 제 자의 인권침해에 기여할- (cause) 3 (contribute) 

수도 있고 사업관계로 인권침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기업은 이 모든 , (directly link) .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직접 인권침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제 자의 인- , 3

권침해에 기여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여를 중지함과 동시에 그 제 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3

중지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기업이 특정 인권침해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관계로 그 인권침해와 직접 연결- , 

된 경우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러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 

으면 사업관계의 단절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초래하거나 기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를 제공해야 한다- (remedy) . 

기업은 인권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는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하고 완화하고 대처하는 - . 

절차이다. 

인권실사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권영향평가 대책의 실행 실행성과의 추적- . , , , 

결과의 보고로 구성된다. 

이행원칙이 사회책임투자에 미진 영향은 기관투자자를 기업 으로 보는 데에 기(enterprise)

인한다 즉 이행원칙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위에서 말하는 인권존중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따. , . 

라서 국민연금은 직접 인권침해를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기업 프로젝트 에 직, ( ) ·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투자 사슬, (investment 

어느 곳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자신의 투자chain) . 

사슬 어디에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실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기관투자. 

자에게 사회책임투자는 인권경영에 다름 아니다. 

기관투자자 가이드라인‘OECD ’7)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이드라인은 실사를 수행. 

함으로써 투자자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투자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가, . 

이드라인은 인권실사를 인권 및 환경실사로 확장했다 이행원칙의 논리가 환경에도 적용되도. 

록 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에 피소될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자. NCP . 

지분이 큰지 작은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요컨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는 이행원칙의 등장으로 인해서 크게 

재구성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우선 인권정책선언을 해야 한다 다음에 인권영향. . 

평가를 포함하는 인권실사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위한 구제장치를 제공해야 한, 

다 인권실사는 국민연금기금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적 사후적 조치. 

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논리구조는 환경항목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이리하여 . . 

7)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Key considerations for 

due diligence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7.



종래 비통일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책임투자가 이행원칙으로 인해 보다 명료한 통일적 

규범을 갖게 됐다 이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이행원칙으로 인해서 한 단계 개선할 과. 

제를 안게 됐다고 하겠다. 

사회책임투자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어려움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이행원칙이 제안한 방법론이 국민연금이라는 맥락에. 

서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기관투자가가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실시하지 . 

못하는 것은 단순히 경영자가 비도덕적이거나 펀드매니저가 게으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 

한 요인 못지않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행원칙을 실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인권실사와 관련이 있다 인권실사의 핵. 

심인 인권영향평가는 모든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평가 하는 것이“ ”

다 이행원칙 이행원칙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의 물적 범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 18). 

모든 인권이다 인권영향평가의 인적 범위는 투자사슬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다 이 모든 범위. . 

에서 인권침해나 인권침해가 인권위험이 있는지를 사전 예방적으로 살피는 것이 인권영향평가

이다 그리고 드러난 인권침해나 위험이 있다면 방지 혹은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여 . ,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예컨대. . , 

유니레버의 경우 차 공급자만 개이고 전체 공급자는 소농을 포함해 만개에 이른다1 900 , 150 . 

이중 어느 곳에서든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면 유니레버도 인권존중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 

로 비난을 받겠지만 유니레버에 투자한 투자자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 . 

자는 어떻게 사전 예방적으로 인권위험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겠는가 연금기금의 경우 투자? 

사슬에 있는 기업의 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물며 그들을 .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비용의 문제를 넘어 불가능한 일처? 

럼 보인다 국민연금에게 이런 식의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연금기금은 위와 같은 식의 철저한 인권영향평가는 아니, 

라고 하더라도 이러 저러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아무튼 인권위험을 고려하는 것은 불, . 

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인권위험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수집된 정보의 낮은 신뢰. 

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권정보의 획득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언론보도. , , 

정보의 구입 각종 공개지표 등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권리스크에 대한 충ESG , , 

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정보원은 와의 소. NGO

통이다 가 제공하는 정보도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밀착한 정보이. NGO , 

어서 투자결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연금투자자는 의식적으로 와. NGO

의 소통통로를 유지하고자 한다.8) 

8) 세계 주요 연금기금에 대한 최근 조사는 연금기금의 책임투자에서 인권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금기금 관리자가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했NGO . NGO

다고 기술했다. (Pension Funds and Human Rights: A Study of the  Human Rights 



이제 막 사회책임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연금. 

기금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인권을 고려한다고 정책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 

구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뒷감당하는 .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 

현실적인 제안

이상에서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 

가지는 함의를 정리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  

첫째 국민연금은 이행원칙에서 의미한 바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인권정책선, , . , 

언 인권실사의 실시를 위한 제도 구제장치의 마련을 완료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완벽에 , , . 

가까운 실사 인권영향평가 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면 된다 사( ) , . 

회적으로 이슈가 된 곳 준법이 문제가 되는 곳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곳 등을 위주로 현저, , , 

한 위험성을 위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며 그 성과를 추적하고 보고, , , 

하면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일단 이와 같은 형식. . 

을 갖추고 차차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이런 의미의 인권. (

경영체제를 갖추었을 것이다!)

둘째 인권영향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한된 자원, , 

의 한계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구제절차와 와의 교류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구제NGO . 

절차는 사후적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권위험에 대한 경보장치로서도 매우 유용하, 

다 사실 독립적인 영향평가 결과 알게 되는 인권위험보다 구제절차를 통해서 더 효과적 효율. , ·

적으로 현장의 인권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 NGO

다 인권 는 친인권적이지만 반기업적인 조직이 아니다 인권리스크를 식별함에 있어서 . NGO . 

는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는 현장과 피해자에 가까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NGO . NGO , . 

영향평가에 필요한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또 . 

와의 소통은 인권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마련된 대안의 실행을 모니NGO ·

터링하는 데에서도 유용하다.  

셋째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집된 인권위험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 

고 이는 서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우선 도덕적 판단이다 이행원칙에서 보듯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인권기준은 최소한의 1) , . 

조건으로서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인권침해나 인권위험이 있으면 재무적 고려를 하지 않고. , , 

방지 완화 시도를 즉시 해야 하며 필요하면 투자배제 투자철회 등의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 , , . 

Considerations of Pension Funds, Business and Human Rights Clinic, Columbia University, 
2018, p.20.)



결정은 이사회 혹은 이사회 레벨의 자문기구와 같은 고위급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 .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한에서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최소기준을 . 

강조하는 이행원칙의 관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 

다음으로 재무적 판단이다 인권위험이 어떤 재무적 함의를 갖는지를 판단하여 투자결2) , . , 

정 하는 것은 펀드매니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성과급을 (fund manager) . 

받으므로 인권위험을 고려할 적극적인 유인을 갖게 된다 이때 장기적 성과와 성과급을 연결, . 

시킨다면 훨씬 더 많이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 

경영자를 교체할 의도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최근 대한항공의 최고경영자의 연임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최고경영

자가 교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거니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적. , 

절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을 말하기보다는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경제적 고려에 입각한 의결권행사의 경우라면 일단 이해할 수 있다 대한, , . 

항공에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한항공의 최고경영자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대한

항공의 자산을 약탈해 갔다면 최고경영자를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

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책임투자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추구 행위인지는 의. 

문이다 그것은 통상적인 주주가 하는 이익극대화 행위일 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정은 . . 

순수히 경제적 고려에  따른 판단이므로 기금관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연금. 

의 이번 의결권 행사 결정이 기금관리자 차원에서 결정되었는지는 의문이다.9)

둘째 국민연금이 도덕적 고려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굳이 문제를 삼는, . 

다면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갑질과 인격모독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 . 

만 이 경우 경영자의 교체를 위한 의결권행사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 

특정 피투자기업의 경영의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사실 투자자는 통상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자가 . 

최선인지 차선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책임투자자는 많은 경우 피투자기. 

업에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명과 해결대책을 듣고 경과를 바라본다 만약 , . 

인권침해가 체계적이고 심각하거나 기업 측에서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제제를 한, 

다 통상 투자자가 취하는 최고의 제재는 투자 감축 혹은 투자 철회이다. . 

셋째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정치권이 결정하고 국민연금이 집, . 

행한 경우라면 이는 매우 나쁜 사례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지 정. , 

치논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 

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위원장 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 ) È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도덕적 이유라기보다 기업가치. ( 2018.7.30 ) , Í È
훼손 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Í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 추구행위는 듣기에 좋지만 자명하. 

지 않고 남용되기 쉽다. 

통상 사회책임투자는 경영간섭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것은 투자자의 능력 밖이다 국민연금. . 

에게 사회책임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이윤추구에 매몰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수익률과 무관하게 사회개발이나 개혁을 위한 자금줄. 

이 되라는 메시지도 아니다 오늘날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 스스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격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데로 나아가서는 안 된. 

다 대신 열심히 최고 수익률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인권 환경 침해에 기여하거나 연결되지 . , ( )

않도록 하라는 요구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이 . . . 

이행원칙이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이번 의. 

결권 행사가 이런 원칙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 본다.

첫째,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징표는 도덕적 투자이다 그 의미는 국민연금이 최대한의 수익률. 

을 추구하되 인권침해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도 안 되며 투자 사슬을 통해 인권침해와 연결되, 

어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서 소극적 의미의 도덕적 투자이다 수익률 극대화 추구행위를 사회, . 

책임투자라고 포장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크게 오도하는 것이다 역으. 

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 . 

둘째 사회책임투자의 의미는 이행원칙의 출현으로 인해 훨씬 더 통일적인 모습을 갖게 됐, 

다 에서 는 사실상 인권이며. ESG S ,10) 와 도 상당부분 인권이슈이다 E G . 사회책임투자는 인권

경영의 실천이며 인권정책선언 실사 구제의 제공으로 구성, , , 된다.

넷째 실사 특히 인권영향평가 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 ) , 효과적인 구제장치 혹은 조(

기경보장치 를 마련하고 와의 소통을 강화) NGO 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책이 된다 국민연금은 . 

인권영향평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잠재적현재적 인권, ·

피해자의 호소와 의 문제제기에 민감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NGO .  

셋째 영향평가를 통해서 식별된 인권리스크에 대한 , 도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고 국민연금 내의 서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을 하는 기 . 

능이나 단위가 없다면 사회책임투자라고 할 수 없다.11) 

10)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입증한 것은 이행원칙을 주도한 존 러기이다 . John G. Ruggie & Emily 
K. Middleton, Money, Millennials and Human Rights: Sustaining 'Sustainable Investing', 
M-RCBG Faculty Working Paper Series / 2018-1.

11) 스튜어드십 펀드메니저인 리처드 싱글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문위원회의 윤리적 관점과 기업 . “
을 오로지 재무적 관점에서만 고찰하는 시각에 대한 분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였다 스팍스 사회책임”( , 
투자 쪽 노르웨이 은행 은 윤리이사회 의 권고를 받은 후에 포, 2007, 125 ); (NBIM) (Council of Ethics) , 
트폴리오에서 어떤 기업을 배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 국민 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지극히 , ( )

중요하다 이를 위해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독립적 인권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그리하여 국민연금이 주요사업 인권경영 즉 사회책임투자 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 )

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