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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의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최근 일련의 행정 제재와 입법 제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이행을 위한 기술 기준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였고, 미국의 SEC는 투자자문사 및 투자
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공시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EU 역내 모든 펀드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와 펀드 단
위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어진 양식과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

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도 SEC의 ESG 통합 펀
드 정의가 광범위하여서 대부분의 펀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EU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반영할수록 요구되는 정보는 구
체적이다.

국내에서 EU 수준의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기에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하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 유형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행과정과 결과를 주기적

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사용 데이터의 무결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의 분석과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실사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
택하여야 하고, ESG 의제를 갖고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관한 설명과 이행과정 및 목
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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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고서 작성 배경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중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및 이와 유사한 이름01으

로 출시된 펀드(이하 ESG 펀드)는 모두 52개로 파악된다.02 이 펀드들의 설정액은 1조 7,458억원,

순자산은 2조 4,090억원으로 전체 공모 주식형 펀드 설정 및 순자산 금액 기준으로 각각 동일하

게 2.13%에 해당한다.03 미국 ESG 펀드의 전체 뮤추얼 펀드와 ETF(Exchange Traded Fund) 순
자산 기준 1.6%보다 큰 비중이다.04

펀드 명칭은 해당 펀드의 주요 운용 특성(주요 투자전략, 지역 등)을 나타낸다.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연성규범이 마련되어 있다.05 논란이 되는 투자상품의

그린워싱 문제는 명칭과 투자전략에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나, 실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투
자자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06

박혜진(2020)은 국내 ESG 펀드들의 ESG 수준은 평균적으로 일반 펀드와 유사하고, ESG 요소를
활용하여 엑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간에도 포트폴리오 ESG 점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현재의 투자설명서를 통해 식
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각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의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최

근 일련의 행정 제재와 입법 제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 II장에서 규정 일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이하 EU)과 최근 규정안을 발표한 미국의 증권

01 ‘지속가능성’, ‘ESG’, ‘SRI(사회적 책임)’, ‘그린’ 등이 사용된다. 본 보고서는 이들 명칭이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이슈를 포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
02 본
 보고서는 에프앤가이드 FnSpectrum의 테마형 ESG(주식)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총 21개의 자산운용사가 ESG 펀드
를 출시하였다.
03 2
 022년 8월 18일 기준

04 2
 022년 6월 30일 기준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통계

05 금
 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편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06 R
 aghunanda & Rajgopal(2022)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운용된 ESG 펀드의 다중 이해관계자 친화 정도를 분
석하였다. ESG 펀드는 ESG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편입하고는 있으나 이들 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
속가능성 정보량과 상관관계를 보일 뿐, 위법 기록이나 탄소 배출량과 같은 중요성 정보와는 상관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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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SEC)의 사례를 살펴본다.07

III장에서는 국내 ESG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게재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개선점을 살펴본 후 집합
투자기구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EU와 SEC의 공식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기관

의 의견도 참고한다.08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주를 통해 원문을 링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규정
1. EU
가. 지속가능성 정보 체계
EU는 EU 조약(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제3.3조에 완전 고용 및 사회 발전을 전제로 하
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역내 사회적 합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
할을 중시하는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와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일련의 정책 제안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
하였다. 정책 제안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공공부문 투자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
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규제와 지침을 마련하였다.09

07 영
 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이하 FCA)도 지속가능성 펀드 설계 시 공시 문서화 방안, 투자 실행과
편입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제로 한 가이드라인을 2021년 7월 19일 발표하
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 설명을 생략한다.
https://www.fca.org.uk/publication/correspondence/dear-chair-letter-authorised-esg-sustainable-investmentfunds.pdf
08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CFA Institute 등을 참고하였다.

09 이
 를 총칭하여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이라 하고, 유럽 그린딜을 공식화하기 이전인
2018년 3월에 계획을 마련하였다. 자본의 지속가능경제로의 흐름 유도, 지속가능성 관점의 위험관리, 투명성과 장기성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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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위해 마련한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이하 SFDR)10과 규정 이행을 위한 세부 기술 기준서(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 이하 RTS)인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11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린워싱 방지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선호에 부합하는 금
융상품 식별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지속가능성 요소 중 환경 관련 사항은 텍사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TR, 이하 TR)12

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SFDR의 개정을 통해 운용사와 펀드의 환경 관련 공시를 규율하고 있다.
SFDR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13 개념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한 경제활동(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14에 대한 투자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동시에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선호 조사를 의무화하는 MiFID II 조항이 신설되어 2022년 8월 2일
부터 시행이 의무화된다. 금융상품 판매사와 자문사는 고객에 대해 지속가능성 선호 적격성 평

가를 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sustainability-related objectives)를
구체적으로 밝혀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나. SFDR의 유형별 공시
SFDR은 EU 내에서 활동 및 판매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15를 대상으로 고객 자산의 투자 행위로

인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영향과 그와 관련되어 펀드 수익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개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0 R
 egulation(EU) 2019/2088을 참조한다.

11 S
 FDR의 시행령에 해당하고,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RTS의 작성을 유럽 금융감독 연합체인
ESAs(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에 위임하였으며, 2022년 4월 6일 최종 채택했다. 입법 절차상 유럽 의회와 이사
회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현재 일정으로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1_EN_ACT_part1_v6%20(1).pdf
12 R
 egulation(EU) 2020/852을 참조한다.
13 S
 FDR Article 2(17)

14 T
 R Article 3의 정의를 참조한다.

15 S
 FDR의 대상은 전체 금융시장참가자(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금 사업자, 대체투자운용사, 벤처캐피탈사, UCIT 운용사 등)와
해당 금융상품을 포괄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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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기관과 펀드 단위로 각각 이루어지고,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와 깊이는 해당 펀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목표의 정도에 비례한다. SFDR은 지속가능성 펀드의 운용 목표나 전략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사 스스로가 다음에 설명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펀드 공통사항
ESG나 지속가능성의 표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자산운용사와 펀드는 원칙준수, 예외설명 입장
에서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가) 운용사 단위 공시
• 지속가능성 위험(sustainability risk)16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integration)하는 정책
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17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 이하 PAI)에 대해
고려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1819

16 지
 속가능성 위험을 SFDR Article 2(22)에서 환경, 사회 혹은 지배구조 관련 이벤트로 발생 시 중요성 관점에서 투자 가치에
실질 혹은 잠재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17 SFDR Article 3(1)

18 SFDR Article 4(1)(a). 단 해당 회계연도 기간 평균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면 2021년 6월 30일부터 의무화한다.

19 P
 AI의 세부 내용과 기재 양식(template)은 RTS의 Annex 1을 따른다.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1_EN_annexe_acte_autonome_part1_v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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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주요 부정적 영향 지표와 측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지표(Indicator)

기후와 다른 환경관련 지표들

1.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2. 탄소발자국

3.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intensity)
4. 화
 석연료 관련 기업 노출도
(exposure)

5.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6. 기후 주요 부문 당 에너지 소비
생물의

다양성

수자원
폐기물

집약도1)

7. 생태보호구역내 부정적 영향 활동

8. 폐수 방출

9. 유해폐기물 비율

– Scope 1 온실가스 배출
– Scope 2 온실가스 배출
– Scope 3 온실가스 배출
– 총 온실가스 배출
– 탄소발자국

–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 화석연료 분야 기업투자 비중

– 피투자기업의 재생에너지 대비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 피투자기업의 수익(백만유로)당 에너지 소비량(GWh)

– 생태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투자한 비중

–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기업 배출 폐수량(톤)

–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기업 배출 폐기물량(톤)

사회와 근로자, 인권존중,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사항

10. ‘UNGC2) 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3)’ 위반

사회와
근로자
문제

측정 단위(Metrics)

11. ‘UNGC 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 준수 및
감독 미흡

– ‘UNGC 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을
위반한 기업투자 비중
– ‘UNGC 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 준수
감독체계가 없는 기업투자 비중

12. 남녀 임금 차이

– 피투자기업 평균 남녀 임금 차이

14.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에 대한
노출도(대인지뢰, 집속탄,

– 분쟁무기 제조 및 판매 관련 기업투자 비중

13. 이사회 성별 다양성
생화학무기)

– 피투자기업의 남성 대비 여성 이사 평균비율

주 : 1) 주요 기후 부문(high impact climate sector)은 EU Low Carbon Benchmark Regulation에서 지정한 온난화에 심대한
영향력이 있는 부문(농림어업, 광산업, 제조업 등 9 부문)을 일컫고 있음
2) UN Global Compact
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자료: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1_EN_annexe_acte_autonome_part1_v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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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는 투자로 인하여 지속가능성 요소(sustainability factor)20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

며 총 60개의 지표와 연관 측정 단위로 구성된다. <표 II-1>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14개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지표와 측정 단위 외에도 PAI에 관한 식별과 중요도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정책, 주주활동(engagement) 정책, 준수하는 국제규범, 과거 5년간 기록과의 비교를 상술해야 한다.21
나) 펀드 단위 공시
• 지속가능성 위험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방법과 해당 위험의 펀드 수익에 대한 영
향력 평가 결과를 투자설명서22에 기재한다.23

• 자산운용사가 PAI를 고려할 경우, 개별 펀드가 PAI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투자
설명서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가 주기적 보고서(periodic reports)에 기재될 것임을 밝힌다.24

• 펀드가 SFDR Article 8 혹은 Article 9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투자설명서와 주기적 보고서에
“해당 펀드는 EU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행위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함” 문구를
기술한다.25

2) Article 8 펀드26
펀드가 환경과 사회적 특성을 증진(promote)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투자기업의 지
배구조 관행이 양호한 경우에는 모든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시내용 외에 다음 사항을 추
가한다.27

20 SFDR Article 2(24)에서 환경, 사회 및 고용, 인권 존중, 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21 SFDR Article 4(2), RTS Article 7, 8, 9, 10

22 S
 FDR 본문에는 계약 이전 공시(pre-contractual disclosures)로 표현되어 있고 이는 성격상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
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 해당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설명서로 표현하기로 한다.
23 SFDR Article 6(1)
24 SFDR Article 7(1)
25 TR Article 7

26 Article 8 펀드와 Article 9 펀드는 SFDR 규정 8과 9에 요건에 부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27 S
 FDR에는 ‘증진(promote)’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ESAs의 SFDR 질의 답변서에서 증진의 의미와 Article 8 유형 판단
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지속가능한 위험에 대한 고려는 모든 펀드에 공통 적용되기에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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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용사 단위 공시
• 증진 대상 환경, 사회적 특성에 관한 설명과 특성을 평가, 측정 및 관측하는 방법론, 그리고 여
기에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 스크리닝 기준, 측정을 위한 관련 지속가능성 지표를 홈페이지
에서 설명한다.28
나) 펀드 단위 공시
• 증진 대상 환경, 사회적 특성이 어떻게 달성되며, 채택한 준거지수가 있다면 특성과 지수의

일관성에 관해 설명하고, 지수 산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투자설
명서에 기재한다.29

• 해당 펀드가 환경 특성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TR에서 정의하는 6개의 환경 목표(environ-

mental objectives)30 중 어떤 목표에 이바지하는지 설명하고, 전체 투자액 중 텍사노미 일치

된(Taxonomy-aligned)31 비중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한다.32

• 펀드의 운용 결과, 증진 대상 환경 및 사회적 특성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주기적 보고
서를 통해 설명한다.33

• 환경 특성을 증진하는 경우 이바지하는 환경 목표와 텍사노미 일치 비중에 관한 정보를 주기
적 보고서를 통해 설명한다.34

만으로는 Article 8 펀드로 구분되지 않는다.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c_2022_3051_f1_annex_en_v3_p1_1930070.pdf

28 S
 FDR Article 10(1).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RTS Article 24~36을 참조한다.
29 S
 FDR Article 8(1)(2)

30 T
 R Article 9를 참조한다.

31 텍
 사노미 일치된 투자는 TR Article 3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말한다. 충족 기준에는
UN, OECD,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 규범의 최소한 준수와 같은 환경 외적 요인도 포함된다.

32 S
 FDR Article 8(2a). 연계 규정인 TR Article 3, 5 ,6을 참조한다.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RTS Article 14~17을 참조한다. 세
부 내용과 기재 양식은 RTS의 Annex 2를 따른다.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2_EN_annexe_acte_autonome_cp_part1_
v5.pdf
33 S
 FDR Article 11(1)(a)

34 S
 FDR Article 11(1)(d). 연계 규정인 TR Article 3, 5, 6을 참조한다.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RTS Article 50~57을 참조한다.
세부 내용과 기재 약식은 RTS의 Annex 4를 따른다.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4_EN_annexe_acte_autonome_cp_part1_
v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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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ticle 9 펀드
펀드가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35를 목표로 하면서 준거지수를 채택하면, 모
든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시 내용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가) 운용사 단위 공시
•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에 관한 설명과 지속가능한 투자 영향력을 평가, 측정 및 관측하는 방
법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 스크리닝 기준, 측정을 위한 관련 지속가능성 지
표를 홈페이지에서 설명한다.36
나) 펀드 단위 공시
• 준거지수가 투자 목표와 일관성을 갖는지 투자설명서에 밝히고, 다른 범 시장지수와 왜 그리
고 어떻게 다른지 투자설명서에 기재한다. 만약 준거지수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투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지수 산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한다.37

• 해당 펀드가 환경 목표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TR에서 정의하는 6개의 환
경 목표 중 어떤 목표에 이바지하는지 투자설명서에 설명하고38, 전체 투자액 중 텍사노미 일

치된 비중을 투자설명서 및 주기적 보고서에 기재한다.

• 펀드의 운용 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연관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해 주기

적 보고서에 기재한다. 펀드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준거지수와 범 시장지수의 영향력과 연관
지속가능성 지표를 갖고 비교하여 기재한다.39

35 S
 FDR Article 2(17)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정의하고 있다. 환경과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제행위에 투자하는 것을 의
미하며 동시에 행위로 인하여 다른 환경 및 사회적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행위(do not significant harm)로 규명
하고 있다.
36 SFDR Article 10(1).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RTS Article 37~49를 참조한다.
37 SFDR Article 9(1)(2)(4)

38 S
 FDR Article 9(4a), 11(1)(c). 연계 규정인 TR Article 3, 5를 참조한다.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RTS Article 18~19, Article 59
를 참조한다. 세부 내용과 기재 양식은 RTS의 Annex 3을 따른다.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3_EN_annexe_acte_autonome_cp_part1_
v5.pdf
39 SFDR Article 11(1)(b).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RTS Article 58~63을 참조한다. 세부 내용과 기재 약식은 RTS의 Anne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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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의 SEC는 ESG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2021년 3월에 집행국

(Division of Enforcement) 내 기후 및 ESG 대책팀(Climate and ESG Task Force)을 구성하였다.
점증하고 있는 ESG 관련 투자 규모와 투자자 저변을 고려하여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40 아울러 SEC는 2022년 3월에 기업의 기후변

화 관련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성 정보공시 규정을 제안하였고41, 동년 5월에 투자자문사 및

투자회사(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42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하 ESG 정보공시 규정안)을 제안하였다.43

다음 절에서는 ESG 정보공시 규정안 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ESG 정보공시 규정안 제정 배경
일반적으로 SEC는 펀드의 특정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 공시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ESG 투
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이유로 공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ESG 투자는 다수의 유형이 존재하고 해당 유형에서도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ESG 정보 습득과
내용이 정보 제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펀드는 자
를 따른다.
https://ec.europa.eu/finance/docs/level-2-measures/C_2022_1931_5_EN_annexe_acte_autonome_cp_part1_
v5.pdf

40 대
 책팀 설립 이후 대체 연료 수송차 제조사인 Nikola사의 대표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투자자문사인
BNY Mellon을 자사가 추천한 펀드의 ESG 실사 여부가 설명과 달리 상당 부분 생략된 혐의로 기소하여 150만달러 벌금을
부과하였다.
https://www.sec.gov/spotlight/enforcement-task-force-focused-climate-esg-issues

41 미
 국 재계를 대표하는 Business Roundtable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
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 의원 중 일부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언하고 있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최근 보수 성향의 미국 대법원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행정 명령이 월권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보아, SEC의 기후 공시 규정은 대법원에서 제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42 일
 반적으로 미국에서 investment adviser는 investment manager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는 국내에서 집합
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해당하며, investment companies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43 전
 문은 SEC(2022a)를 참조한다.
https://www.sec.gov/rules/proposed/2022/ia-60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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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투자전략 유형과 전략 이행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선호에 합당한 펀드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자 선호는 투자 결과의 재무적 위험-수익 관계 개선

(risk-return ESG) 내지는 환경과 사회에 관한 공동의 이익 증진(collateral benefits ES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에 합당한 전략과 이행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44

현행 규정상 ‘ESG’ 내지는 유사 표현으로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펀드의 실제 운용 결과가 투자
설명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잠재적 소송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미국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서는 중요성 정
보(material information)의 공시와 해당 정보의 의도적 누락이나 왜곡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
하고 실제로 이에 기반한 행정 제재의 사례가 있다.45 SEC는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펀드에 관한
구체적 공시 요건을 명확히 할 경우,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EC는 ESG 요소의 투자전략 상의 중요도와 지향점에 따라 펀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상응
하는 정보공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ESG 투자 펀드 유형별 공시
ESG 투자는 보통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소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후변화라는 환
경 요소만을 단독으로 반영하는 금융투자 상품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ESG’ 혹은 이와

유사한 테마를 전면에 내세워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ESG 요소를 어
느 정도 투자전략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펀드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SEC는 다음과 같은 유
형에 대해 각각의 특징에 맞는 정보를 범위와 깊이를 달리하여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6

44 투자자 선호와 수탁자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경제적 해석에 관한 논거는 Schanzenbach & Sitkoff(2020)를 참조한다.

45 2
 008년 7월 30일 SEC는 Pax World Management Corp.에 대하여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행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만달러를 부과하였다.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SRI 투자목적과 실제 운용상의 불일치를 근거로 하였다. 최근 BNY
Mellon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https://www.sec.gov/litigation/admin/2008/ia-2761.pdf

46 E
 SG 정보공시 개정안의 문구와 양식은 SEC(2022a)의 303면 Text of Proposed Rule and Form Amend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SEC의 증권신고서 양식인 Form N-1A를 개정한 부분은 314면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인 작성 내용에 관한 지시는
Instruction에 상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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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통합 펀드(ESG Integration Fund)
SEC는 ESG 통합 펀드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그 외의 전통적인 투자 판단 요소
와 동시에 고려하되, ESG 요소를 우선하지 않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펀드는 특정
종목의 편출입과 관련하여 ESG 요소가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다.47

ESG 통합 펀드는 투자설명서(statutory prospectus)의 투자전략 부분에 고려 대상인 ESG 요
소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반면에 간이투자설명서

(summary prospectus)에는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기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ESG 특성의
고려가 통합 펀드에서는 주된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ESG 요소 중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할 경우, 측정 방법과 관련 구체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상
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2) ESG 중점 펀드(ESG-Focused Fund)
ESG 중점 펀드는 ESG 요소를 투자 결정과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의제 설정의 중

요하거나 주된 기준(significant or main consideration)으로 삼는 펀드이다. 탄소배출 내지는 직
원 다양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종목을 배제하거나 주주활동의 근거로 삼는 펀드를 예

로 들 수 있다. 특정 ESG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ESG 등급으로 스크리닝 기준을 적용하여 종목
편출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펀드 명칭이나 선전 광고 자료에 ESG 요소를 투자 의
사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ESG 중점 펀드로 분류한다.48

ESG 임팩트 펀드(ESG Impact Fund)는 특정 ESG 요소의 개선 내지는 증진을 투자 목표로 명시
한 펀드이다. ESG 요소를 주된 의사결정 요인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ESG 중점 펀드 유형 중 하

나로 분류한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에 투자함과 동시에 일정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
47 기
 존 재무분석에 사용되는 거시경제 변수, 재무 변수 등과 더불어 ESG 요소는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하나
의 변수로 취급된다.

48 S
 EC는 펀드 명칭에 ESG 내지는 유사 용어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판촉물 글귀에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도전에 해결책을 제
공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표시가 있으면, ESG가 종목 선택의 주된 결정 요인임을 암시하므로 ESG
중점 펀드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판촉물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결정 요인이 아님을 밝
히면 ESG 통합 펀드로 분류된다. SEC(2022a) 34면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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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펀드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ESG 중점 펀드에 요구되는 모든 공시내용 외에, 임팩트 펀드
의 경우는 목표 달성 시한, 이행 경과 그리고 임팩트 목표와 펀드의 재무적 성과와의 상호 관계
를 공시한다.

ESG 중점 펀드는 ESG 투자전략을 표로 정형화한 형식(tabular)으로 투자설명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표 II-2>는 SEC가 제시하고 있는 ESG 전략 개요표(ESG Strategy Overview Table)이다. 정
형화된 공시양식을 제시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ESG 요소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복수의 ESG
펀드를 비교 분석하는데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간결한 내용과 표준 양식을 바
탕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여 펀드 선택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략 개요표(이하 개요표)에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에 기술한다.49 예를 들어 종목 편출 스크리닝을 위해 개요표에서는 환경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특정 산업이나 종목을 배제한다고 설명하고 이때 적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기준 한계선 등 세부 기술적 내용은 투자설명서 다른 부분에 기술한다.

49 전
 자공시 형태(운용사의 웹사이트 혹은 EDGAR)에서는 전략 개요표의 내용 중 부연 설명이 연계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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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ESG 전략 개요
항목

펀드의 ESG 전략
개요

내용

– 전략과 초점이 되는 중심 ESG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다음 중 채택 전략을 선택하여 표시:
□ 지수 추종
□ 편입 스크리닝(inclusionary screen)
□ 편출 스크리닝(exclusionary screen)
□ 구체적 임팩트 모색

□ 대리투표(proxy voting)

□ 주주활동(engagement)
□ 기타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

대리투표 방안과
주주활동에 관한
설명
자료: SEC(2022a)

– 스크리닝의 기준이 되는 ESG 요소에 대한 설명, 스크리닝 예외 존재 시 이유 설명
– 외부 ESG 평가 기관의 평가, 점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설명, 내부 방법론 의존 시
해당 방법론 설명
– 추종하는 지수명과 지수 산출 시 적용하는 ESG 방법론 설명
– 외부 ESG 체계(frameworks) 활용 시 그에 관한 설명
– 임팩트 펀드의 경우, 목표가 되는 ESG 요소,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이행 설정 기간과
성과 측정, 임팩트 달성과 펀드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

– 대리투표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ESG 사안에 대하여 현재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주활동50)을 설명
– ESG 관련 사항에 대한 대리투표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절차 설명
– 대리투표 이전에 경영진과의 회의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설명

제3자가 제공하는 ESG 점수, 등급, 데이터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개요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점수 및 등급 산정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투자설

명서에 후술한다. 이는 외부 ESG 평가 기관 간 평가 관점이나 방법론의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
의 비교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펀드가 특정 ESG 지수를 추종하면 해당 지수를 밝히고, 지수 구성 방법과 편입 종목에 대한 간단
한 개요를 설명한다. 지수가 종목 선정과 편입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ESG 요소를 고려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에 후술한다.

50 S
 EC는 ‘ESG 주주활동(engagement)’을 해당 기업의 ESG 사안을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갖는 실질적 대화 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화의 결과로 ESG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SEC(2022a) 81면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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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추구하기 위해, 특정 규범을 채택하여 그와 부합하는 투자 정책을 수

립하면 해당 규범을 명시하고 개요표에 규범 체계에 관한 소개를 한다. 예를 들어 펀드의 지속가

능성 투자를 위해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지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투자한다면 그에 대한 투자 정책을 설명한다.

임팩트 투자의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와 시한 그리고 측정 지표를 투자설명서에 기

술하고, 목표 달성 여부는 주기적으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보고한다. 연간보고서
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량 정보와 함께, 운용 과정에서 직면한 실질적 문제를 상술
한다. 예를 들어 그린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 연간 완성된 건물 수, 그린빌딩을
판별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환경 영향 등을 투자자에게 알린다. 이와 아울러 임팩트 투자의 지속

가능성 목표가 펀드의 수익률 목표보다 우선하는지(collateral benefit ESG) 아니면 그와 반대로
수익률이 우선하는지(risk-return ESG)를 명확하게 밝혀 투자 판단을 도와야 한다.

개요표의 마지막 항목인 대리투표와 주주활동은 이들 행위가 펀드의 ESG 전략 실행을 위한 주

된 수단일 경우에만 해당 활동을 투자설명서에 간략하게 설명한다.51 이는 펀드의 대리투표 혹은

주주활동이 행하여지더라도 일시적 안건이거나 형식적인 주권 행사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펀드

가 추구하는 ESG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위일 때에만 설명하도록 한다. 따라서 구

체적인 ESG 요소와 관련한 공식 대리투표 정책과 절차, 그리고 주주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ESG 목표와 측정할 수 있는 정량 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대리투표와 주주활동에 관
한 구체적 사안은 해당 정량 정보와 함께 주기적 운용보고서에 기록한다. 구체적으로는 펀드가

목표로 하는 ESG 개선 내지 증진 사안에 대해 전체 대리투표에서의 찬성 비율, 펀드 내 주주활동
대상이 된 기업의 수와 비율, 총 주주활동 횟수를 보고해야 한다.

3) 온실가스 배출 공시
ESG 요소 중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공시하며, 정보의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는 최근 핵심 논제로 부상

하고 있는 기후 온난화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단지 펀
드 명칭에 ESG 혹은 유사 표기만으로 기후 온난화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는 오해를 방지

51 대
 리투표와 주주활동이 현재 주된 수단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동일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ESG 중점 펀드 대부분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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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공시사항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52과 가중평균 탄소집중도(weighted average

carbon intensity: WACI, 이하 WACI)이다. WACI는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 총량 비중(탄소집
중도)을 모든 개별 기업에 대해 구한 다음 이들 기업의 펀드 내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실
제 계산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53 54

이들 지표에 사용되는 탄소배출량은 Scope 1과 Scope 2로 국한하고 있다. 아직 Scope 3 범위까
지 보고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데이터의 확보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Scope 1과 2와는 별도로 탄소발자국에 국한해서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Scope 3은 기업 생산‧판매 전 단계에 걸쳐 관련 업체의 탄소배출

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펀드 내 기업이 탄소배출량 공시 기업임과 동시에 다른 기업과 Scope 3
관계에 있다면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 펀드 명칭 규정
미국에서는 투자회사법 Rule 35d-1, 일명 명칭 규정(Names Rule)에 따라 펀드 명칭이 내포하는
투자 정책을 최소 80% 이상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SEC는 ESG 정보공시 규정안과 별도로 명칭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55

투자전략 이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기존 재무나 경제적 요소에 우선하지

않으면 펀드 명칭에 ‘ESG’, ‘지속가능성’과 같은 표현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ESG
중점 펀드, 즉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투자 의사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만 ESG 및 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투자설명서에서 해당 명칭에 대한 정의와 그에 부
52 탄
 소발자국은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펀드 보유
비중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펀드 내 모든 기업에 적용한 후 총합을 구하여 계산한다. 펀드 규모가 클수록 탄소발자국이 자
동으로 커지게 되므로 단위 당 비교를 위해 운용자산 규모로 나누어 다른 펀드와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53 탄
 소배출량 측정 단위와 기간, 기업가치 및 펀드 순자산가치 산정 방식 및 시점, 기업의 탄소상쇄(carbon offset)량 차감 여
부, 재간접펀드와 파생상품의 처리, 온실가스 데이터 원천 및 추정 방식 등에 관한 고려사항들이다. 이에 관한 SEC의 설명
은 SEC(2022a) 94~109면을 참조한다.
54 펀
 드의 탄소발자국과 가중평균 탄소집중도는 현재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55 본
 문은 SEC(2022b)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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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투자 정책 및 전략을 설명하여야 한다.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ESG 명칭을 사용하면 투자

자를 중요성 관점에서 기망 및 호도(materially deceptive and misleading)하는 행위로 간주하
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3. 평가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필요성에 관한 역내 합의가 전제되어 있고 미국에 비해 연계 규정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56 아울러 텍사노미 규정에 따라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

건이 SEC에 비해 광범위하고 기타 환경 목표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달성 목적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한정된 SEC의 규정안 보다는 포괄적인 공시를 요구한다.

공시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SFDR의 Article 6에 의해 EU 역내 모든 펀드는 원

칙적으로 운용사와 펀드 단위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PAI에 대해 주어진 양식과 내용으로 기술
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도 SEC의
ESG 통합 펀드 정의가 광범위하여서 대부분의 펀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57

반면에 미국과 EU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determinative)인 방
법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수록 요구되는 정보는 구체적이고 정보량과 범위도 확대된다.

제안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투자설명서에 특정 투자전략에 관한 공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해
당 투자전략의 중요성을 실제 이상으로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투자자 보호 측면에
서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8

SFDR과 ESG 정보공시 규정안은 공히 세분된 데이터와 방법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운용사
56 기
 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텍사노미 규정, 기후변화 관련 벤치마크 규
정 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57 일
 반 펀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제를 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SEC의
ESG 통합 펀드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공모 펀드의 80%가량이 통합 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8 펀
 드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하나의 고려 요소로 간주하여 투자설명서 조항을 통해 설명한다면 펀드
의 본질적 위험-수익 내용상 과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는 그린워싱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기재가 될 수 있다. 관련 내용
은 다음 문서를 참고한다.
https://www.sec.gov/comments/s7-17-22/s71722-20136279-3073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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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구인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외부 서비스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

련한 비용은 펀드 총 보수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부 ESG 평가나 지수 산출 서비스는
계약상 해당 방법론의 공개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제3자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법
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더욱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되어 실
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보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
문에59 문제는 가중된다.

포트폴리오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기준 산식은 SFDR과 ESG 정보공시 규정안 모두 같다.

SFDR은 PAI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펀드 대상이나, ESG 정보공시 규정안은 ESG 중점 펀드
중 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U는 더 많은 공시 비용을 감수하면서 온실가스 감
축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량적인 정보가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군 혹은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략에 능동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친환경 전략이다. 마찬가지로 ESG 정보공시 규정안

은 주주행동에 관한 회의 개최 횟수와 같은 정량적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횟수보다
는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주주행동에 관한 공시는 ESG 맥락 속에서 회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에 관한 서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III.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시사점
1. 공시 현황
국내 ESG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재 사항 요건에60 따른 투자설명서의 투자전략 부문에서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표 III-1>은 투자설명서에 나타난 ESG 펀드
들의 투자 유형과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이다.

59 국
 내외 ESG 평가 회사의 평가 등급 다양성과 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내용은 이인형(2021)을 참조한다.
6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호 3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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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integration)은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투자전략이다.61 재무분석과 ESG 성과 분석을 동

시에 고려하나, 재무분석이 우선이라고 밝히는 경우(ESG≦재무)와 ESG 성과 분석이 재무분석
을 우선하는 경우(ESG>재무)로 구분할 수 있다. ESG 펀드의 대부분이 ETF를 제외하고는 통합
유형에 속하나, ESG 요소가 투자 의사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펀드는 4개에 국한된다.

ETF의 경우, ESG 평가를 바탕으로 알파를 추구하는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는 ESG 성과
분석이 재무분석을 우선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62

주주활동 분류는 ESG를 주제로 투자 대상 기업과 소통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통

해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이다. 기업과 지속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며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투자설명서에 적시한 ESG 펀드는 6개에 불과하다.

<표 III-1> 국내 ESG 펀드의 공시 현황
항목

투자
유형

분류

개수

포지티브 스크리닝

15

네거티브 스크리닝

– 죄악펀드, 등급 하위 펀드 제외

통합(ESG≦재무)

34

– 재무분석이 ESG 고려와 동등하거나 더 크게 작용

ETF

13

– ESG 요소를 기준으로 편출입 결정

통합(ESG>재무)
주주활동

분석
방법
준거
지수

비고

24

외부 서비스

4
6

41

– 등급 상위 펀드에 투자

– ESG 요소를 기준으로 편출입 결정
– ESG 요소를 주제로 주주활동

– 국내외 ESG 평가사 활용

내부 분석

11

방법론 설명

22

– 등급평가 방법, 포트폴리오 편출입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설명

ESG 특화

33

– KRX, MSCI, S&P 등

언급 없음
KOSPI
없음

6

15
5

– 자체 ESG 평가

– 외부, 내부 활용 언급 없음

– KRX KOSPI 지수
– 언급 없음

주 : 펀드는 복수의 투자유형이 있을 수 있다. 본 표의 분류와 해당 개수는 PRI(2016)의 기준과 투자설명서의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여 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
자료: 52개 개별 펀드 투자설명서

61 재무 요소와 ESG 요소를 다루는 설명을 ‘통합’,‘함께’,‘동시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통합 전략으로 간주한다.
62 FnGuide 한화 ESG Value, Growth, 우수기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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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이름에 ESG를 사용하나, 투자전략 설명에서 “ESG 투자전략에 근거” 혹은 “ESG 평가를 통

한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 문구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ESG 펀드도 7개 존재한다. 또한 조
사 대상 펀드의 반 이상이 분석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ESG 요소
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이다.

조사 대상 모든 펀드는 ESG 요소를 전략에 반영한 후 운용 경과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술하지 않고 있다. ESG 요소를 주제로 주주활동을 한다
고 밝힌 펀드도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서술하는 영업보고서에는63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통상적인 이사회 의안 외에 ESG와 관련한 의안과 의견은 없다.64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ESG 평가는 대부분 외부 사업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 평

가 방법에 관한 설명은 ESG 고려가 선언적 성격인 경우보다, 구체적인 투자전략으로 소개될 때
방법론 설명이 동반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 관한 내부 실사(due diligence) 시행 여부는 언급
이 없다.

2. 제언
EU는 상위법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통해 수년간 TR과 SFDR
규제체계를 완성했고 현재도 이를 계속 보완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일관성 있고 비

교 가능한 공시체계로의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SEC는 중요성 정보의 의미가 다중적인 ESG 펀
드의 속성상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

국내 발행 ESG 펀드는 EU 기준으로는 Article 8, SEC 기준으로는 ESG 중점 펀드에 해당한다. 투
자자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다만 국내에서 EU 수준의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기에 기존 자본시장법상

의 투자자 보호 확충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하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63 금
 융투자협회 펀드공시 분기영업보고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참조

64 별
 건이기는 하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로 문책 경고받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사 재
선임에 찬성한 예도 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는 ESG 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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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

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처럼 모든 펀드에 대해 지속가능성 위험과 PAI를 기재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이 확정되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언

적 상용구(boilerplate)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요성 정보를 담아야 하는 투자설명서에 펀드
의 본질적 위험-수익 구조와 관련이 없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재하면 투자자는 펀드의 지속가
능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65

ESG 펀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비례 원칙

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수록 자세한 설명이 뒤
따라야 한다.

비례 원칙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가 지속가능성 요소

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전략에 고려하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자

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표 III-1>과 같이 구체적 투자유형을 제시하고 펀드가 어느 유형에 해당
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운용사 자체의 지속가능성 분석 역량을 전문 인력 보유 여부와 데이터 보유 여부 측면에서 설명

할 필요가 있다. ESG 등급, 데이터 및 분석 도구를 제3자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업

체에 대한 자체 실사 과정을 수탁자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표 III-1>에서 조사된 투
자설명서에는 상당수가 등급 및 데이터를 외부 기관에 의존하나 해당 기관의 평가 방법론이나
데이터 유의성, 시의성에 관한 검증 여부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펀드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성에 적합한 준거지수를 채택하고 지수 산출의 원리와

방법론에 관한 설명을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국제 정합성을 갖춘 벤치마크 도입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도 이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같은 취지의 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66 이

에 따라 펀드 투자와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하고, 감축목표

를 위한 준거지수를 채택하여 이행과정을 점검해야 한다.67 자산운용보고서에서는 투자전략에
65 ESG 펀드의 그린워싱 우려를 계기로 펀드 명칭에 관한 현재의 자율규제 체계를 경성규범화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6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2호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
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제58조(금융의 지원 활성화) 1항에서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
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7 탄소배출 관련 정보는 정확성, 시의성,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 현재로는 운용사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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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장하는 ESG 투자의 내용과 과정 및 결과를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SG 의제를 갖고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관한 설명과 주주활동의 목표
가 규범적 성격인지 아니면 수익 추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활동 과정 및 목표 달성 여부를 밝
혀야 한다.

그린워싱에 관한 행정 제재가 강화될수록 금융투자업계의 ESG 펀드 발행은 정제될 것이다.68 다

만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과 사회 관련 광범위한 정보를 법적 요건을 갖춘 투자설명서에
요구할 때, 투자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운용사에
불필요한 비용을69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리와 영향 파악은 주주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 S
 EC와 BaFin으로부터 그린워싱 혐의로 조사받아온 DWS 자산운용사는 2021년에 자체 운용 ‘ESG 통합 펀드’ 규모를 4,590
억유로로 밝혔다가, 대표이사 사임과 자체 기준 강화 후 2022년 3월에 1,115억유로로 75% 축소 발표하였다.
https://www.ifre.com/story/3400033/dws-greenwashing-raid-marks-the-start-of-esg-20-51xvhxfxhg
69 공
 시 관련 직접 비용 외에 예기치 않은 투자자 손실 소송 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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