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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vironment)   S(Social)  
   

주간 국내 기사  주간 국내 기사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2050년까지 전 세계 GDP 2% 감소 

ESG경제 

 집권 1년차 바이든, 흔들리는 기후 리더십…텅 빈 친환경 정책 
녹색경제신문 

 남부발전·오스테드, 인천 앞바다에 800㎿급 해상풍력 개발한다 
뉴시스 

 SK렌터카, 국내 최초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인 
한국일보 

 롯데정밀화학, 사우디 아람코와 '블루 암모니아' 업무협약 
뉴스1 

 풀무원·CJ프레시웨이 등 식품업계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박차 
녹색경제신문 

 SK머티리얼즈, 산업가스 업계 최초 탄소발자국 인증 
매일경제 

 조현준 효성 회장, 친환경 섬유로 '지구를 위한 옷' 만든다 
아이뉴스24 

 '기후악당'의 변신...호주 포테스큐메탈, 그린수소 장기 공급 계약 체결 
ESG경제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절반, 여전히 ‘여성 없는 이사회’ 
한국일보 

 붕괴아파트에 '불량 콘크리트' 쓰였나…10곳 중 8곳 "부적합" 
머니투데이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중대재해법 보완이 우선" 
디지털타임스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 172명” 노동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이코노미스트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한진·롯데로 불똥 튀나 
 조선비즈 

 포스코 탄소중립, '철의 여성'에 맡긴다…첫 여성공장장 출신 발탁 
매일경제 

 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의장은 ‘탈세 수사’ 
경향신문 

 포스코, 안전본부 설치···롯데케미칼은 5,000억 '환경 투자' 
서울경제 

 기업 52.4% “주 52시간제가 최근 가장 큰 영향” 
한국일보 

   

G(Governance)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주간 국내 기사 
   
 롯데, 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구축 

아시아경제 

 LG엔솔 떼어내는 LG화학,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나선다 
뉴시스 

 AJ네트웍스, 올 하반기 인적분할 재추진 
뉴스1  

 상폐 통보에 신라젠 "적극소명"…코스닥시장위 '최종판단' 남았다 
머니투데이 

 "삼성,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준법위 과제는 지배구조 개편" 
파이낸셜뉴스 

 GS, 벤처 투자社 설립…신사업 발굴해 생태계 확장 
한국경제 

 “글로벌 시장 잡는다”…롯데호텔 美 ‘킴튼 호텔 모나코’ 인수 
이코노미스트 

 9300억원 빅딜…CJ ENM, 라라랜드 美제작사 인수완료 
머니투데이 

 신세계에 인수된 이베이코리아 새 이름은 ‘지마켓글로벌’ 
중앙일보 

 래리 핑크 회장, 2022년 주주서한 발송..."이해관계자가 자본주의의 힘" 
ESG경제 

 기업지배구조원, 오스템임플란트, 하림지주, 한국특강, 팜스코 ‘통합등급’ 
하향 

세계일보  

 美 중앙은행, 기후규제 강화하나…래스킨 전 부장관 지명에 촉각 
녹색경제신문  

 해양폐기물로 노트북을?…ESG에 푹 빠진 글로벌 빅테크 
이데일리  

 "지난해 ESG 언급 44% 증가…주요 관심사는 환경" 
뉴시스 

 [다보스 어젠다 2022]“ESG 글로벌 표준 곧 등장, 누구도 숨을 수 없을 것” 
ESG경제 

 지난해 180억톤 거래된 탄소배출권…국내 기업들은 조마조마 
녹색경제신문  

 ICCR, 미국 대형 은행에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출 중단 촉구 
ESG경제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에 ESG 정보 공개 요구 
ESG경제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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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 과제  - 자본시장연구원 22.01.17 

 파리협정이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기후금융의 성장속도나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속도, 금융회사의 

탄소중립 준비정도는 아직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금융부문은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를 통해 산업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고유의 금융자원배분기능이 있는 만큼, 탄

소중립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관리하고 경계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자본시장을 통한 기후금융의 탄소배출 감축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는 바, 자본시장은 기후위험의 장기적이고 복합

적 성격을 가치평가와 성과평가, 나아가 보상체계에 통합하여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질적 지표인 ESG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녹색분류체계, 평가체계, 방

법론, 평가기관 등 자본시장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감독의 강화가 바람직해 보임 

 자본시장이 배출권거래로 확장되는 글로벌 흐름으로 볼 때 현물 및 선물거래를 겸비한 배출권시장으로 발전할 경우 자

본시장 입장에서는 탄소가격 지표의 활용으로 질적 지표 중심의 ESG 평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

계에는 탄소 감축 비용의 예 측 가능성과 감축 옵션 선택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이 같은 자본시장의 변화가 산업의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이 해외처럼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통계를 보면 금융회사의 넷제로 선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넷제로 선언을 위한 전단계 격이자 글로벌 규제로 

발전하고 있는 TCFD 지지를 선언한 글로벌 금융회사(상업은행,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는 2020년 기준 1,069개, 

보유자산 194조 달러임 

 그런데 지지 이후 기후위험 공시율(공시 금융회사/지지선언 금융회사) 통계를 보면 금융부문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탄소중립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2020년 기준 금융회사의 공시율은 28%로 에너지산업 36%, 소재 38%, 식품 30%에 비해 낮은 수준임. 더구나, 넷제

로 선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치목표 설정에 대한 공시를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소극적인 모습임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규제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저탄소분야로 부가가치가 이동하는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을 따라 자산배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동시에,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

하는 자본시장의 발전전략이자 투자자보호 장치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임 

 

E  

EIB 기후적응 계획의 주요 내용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1.17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회원국,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1.10월 ‘EIB 기후적응 계

획(The EIB Climate Adaptation Plan)’을 발표함 

 기후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의 소멸, 감축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기후적응(Adaptation)

은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극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기후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적응 금융지원 규모는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함 

 기술적 한계 등으로 명확한 기후적응 금융지원 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EU 집행위원회(’17)는 역내기준 연간 350억

에서 5,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19~’20년 글로벌 기후적응 금융지원 규모는 연평균 460억달러로 전체 기후금융의 7% 수준임. ‘EIB 기후적응 계

획’은 파리기후협약 및 ‘신 EU 기후적응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EIB의 금융지원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함 

 EIB는 과학적 역량 제고, 전문가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으로 내부 프로세스 및 금융지원 방법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영리

하고 체계적인 적응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CRA(Climate Risk Assessment System)에 축적된 데이터, 과학지식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개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동 계획은 신속한 적응을 위해 기후적응 금융이 Scale-up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핵심 기후적응 투자 분야도 제시

함. EIB는 ’25년까지 전체 기후금융의 15%를 기후적응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기후적응 금

융지원의 효과분석도 추진할 예정임 

 EIB는 ’20.11월 발표된 ‘EIB그룹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CBR, EIB Group Climate Bank Roadmap 2021-2025)’와 병

행하여 4년간 동 계획을 수행할 계획임 

 EIB는 매년 발표되는 CBR 진행보고서에 ‘EIB 기후적응 계획’의 이행실적 및 평가를 포함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를 바탕으

로 동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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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01.20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임.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

며,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행동방

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중국은 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 탄소

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임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2021년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함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이 안

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 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

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중국 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자국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며, 수

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간, 몰리브덴, 희

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E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22.01.19 

 지구온난화가 유발한 자연재해와 같은 일차적인 충격(physical risk)으로 인해 산출물이 감소하고 노동과 자본의 질적 저

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는 생산성 하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상고온,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 등이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관광업 등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산업 부문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이상기후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기

후변화로 인해 공급경로나 인적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공급망 손상이 확대되고, 자산 손상에 대

한 리스크나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도 등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을 가져와 자본조달비용을 높임으로써 

자본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음 

 기후변화의 물리적 충격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 변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역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대규모 투자조성을 위한 비용 및 좌초자산이 증가하고 산업 및 노동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 서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면 기후변화 대응이 투자 및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중장기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환경

규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비용을 감소 또는 상쇄하기 위해 기술혁신 활동,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도

록 유도하게 됨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신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 및 고용 규모가 확

대될 수 있고, 기후 변화 대응이 기업의 무형자산적 가치로 반영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함. 부정적 영향 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 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

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는 산업

에 부담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 

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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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O P E N 
iShares Refinitiv Inclusion and Diversity 

UCITS ETF 

 ETF 개요 

티커 OPEN LN EQUITY 

상장일 2018-09-12 

운용사명 iShares ETFs/Ireland 

총보수율(%) 0.25 

기초지수 
Refinitiv Global Large/Mid Diversity & 

Inclusion Index 

가중 방식 Equal weight 

주당 가격(달러) 7.16  

보유종목 수 106  

시가총액(백만달러) 43.0  

시총/전략/지역 Large-cap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1월 21일 기준 
 

  
 

 글로벌 종목 중 Refinitiv ESG 지표 내 다양성, 포용과 연

계된 24개 지표로 산출된 점수 상위 100개 기업 편입 

 무기 장비 매매 관련 매출이 5억 달러 또는 전체 비중의 

5% 이상인 기업 배제 

 동일 가중 방식 

  

 

주가 추이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9101 JP Nippon Yusen KK 12,525  1.5 

HPQ US HP Inc 37,744  1.2 

2880 TT Hua Nan Financial 10,455  1.2 

6758 JP Sony Group Corp 143,764  1.2 

INFO IN Infosys Ltd 101,068  1.2 

BK US Bank of New York  45,981  1.2 

2882 TT Cathay Financial Holding  30,615  1.2 

2884 TT E.Sun Financial Holding 13,908  1.2 

ACN US Accenture PLC 221,278  1.2 

기간 1W 1M 3M 1Y Sharpe(%, 1Y) DBS SP DBS Group Holdings Ltd 67,905  1.2 

수익률 -2.3 0.3 0.6 17.1 1.3 합계     12.2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1월 21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1월 21일 기준 

 

국가 구성  섹터 구성 

 국가 비중(%) 



U.S. 31.9 

Japan 11.1 

Australia 9.2 

Canada 8.6 

France 4.9 

Taiwan 4.6 

U.K. 4.3 

Germany 4.1 

Switzerland 3.1 

Italy 2.7 
 

  섹터 비중(%) 



Financial 37.3 

Consumer, Non-cyclical 23.9 

Consumer, Cyclical 16.1 

Technology 7.7 

Industrial 4.4 

Basic Materials 3.8 

Communications 2.9 

Energy 2.0 

Utilities 1.6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1월 2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1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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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ESG 회사채 TR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국내 ESG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국내 K-뉴딜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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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 2022-1(사) 2022/01/20 2.36000 26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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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조원)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사회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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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