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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SG 경영 선순환 강화 바탕으로

기업·공공기관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해야

ESG 경영, 기후위기·투자자 관심에서 촉발 … 기업 생존전략과 강하게 연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은 날로 높

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기

존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별 요소와 기업 경영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많은 개

념이 활용되어왔지만, ESG 경영은 기후 위기 관련 국제 사회의 요구(탄소중립)와 글

로벌 투자자의 관심(중대성 평가) 등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기업의 생존전략과도 강하

게 연결되어 있다.

ESG 경영에서는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사회적 규범 아래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얼

마나 지속 가능한지, 기업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 이해당사자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관련한 핵심 지표(비재무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ESG 경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SG 경영 선순환 강화해 기업·기관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가 서울시 목표

ESG 경영은 시장에서 출발한 개념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직접

적으로 관리하려 하거나, 규제를 통해 시장행위자들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

와 지자체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그린 워싱, 사다리 걷어차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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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의 복리후생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도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정책으로서 ESG 정책은 이러한 ESG 경

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관의 가치 창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

야 한다. 관련하여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ESG 경영의 높은 인식이 실제 기관 운영시스템으로 반영 안돼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

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은 [그림 1]

과 같이 대체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ESG 경영의 중요성 인식이 실제 기관 운영 시스템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원하는 지원책으로 재

정적 문제를 선택했다. ESG 경영관련 전담인력이 없고 ESG 관련 업무를 고유 업무

와 병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관 차원의 ESG 대응이 이슈별 대응에 그치기 쉽

고 단기적 관점으로 진행되기 쉽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과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인력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 응답결과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관련 인식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인지율 낮아

공공부문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전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

한 인식이 부족했다. 소기업·내수기업·공공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일수록 ESG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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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은 낮았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 

체계를 갖춘 곳 역시 적고 ESG 성과도 낮았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48%)이었다. 정부 지원사업의 인지율은 사업별로 

10~20%에 불과하며, 지원사업 활용 경험도 1~6%에 불과하였다. 다만,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인

식 재고를 위한 교육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실제로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재정·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2] 중소기업 ESG 경영 인지 응답결과 

서울시, ESG 경영 도입·실천으로 ESG 경영 확산 겨냥한 리더십 강화해야

서울시가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그림 3]과 같다. 

우선 공공부문은 경영평가 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여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로 ESG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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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지원하고, 자료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업

을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과 ESG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기

후 리스크를 포함한 중대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 영역에서의 ESG 도입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고 ESG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

진하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시정 활동 영역에 대한 ESG 평가를 도입

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듯 서울시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에서도 ESG 경영 요소를 도입하고 실천함으로써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ESG 요

소를 추가하여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

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그림 3] ESG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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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지원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 바람직

국제적으로 산업계 표준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급망 관련 ESG 정보공개 요구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ESG 경영

을 도입하거나 관련 지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망 전체로 확대된 

ESG 경영 관리 추세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공시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지

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는 기업이 생

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허가권(social license)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디지털 플랫폼

을 구축하여 ESG 평가방법론을 제공하고, ESG 공시를 지원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ESG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으로 ESG 경영 체계를 구축

하는 디지털(Digital) ESG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의 중소·중견기업들도 ESG 

경영 관련 기술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디지털 ESG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하거나 관련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정책성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녹색채권 발행, 여의도에 녹색금융특구 지정 등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필요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원마련 역시 

중요하다. 도쿄, 토론토 등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도입과 실천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도 단기적으로는 서울

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금을 ESG 도입 및 실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녹색채권이나 사회적채권과 같이 ESG 경영 지

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런던에서는 시티오브런던을 녹색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녹색금융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업은 산업계 중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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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관련해 가장 앞서나가는 분야이기에, 서울에서도 녹색금융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여의도에 녹색금융 특구를 지정

하고 금융 감독기구, 여의도에 입주한 개별 금융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녹색금융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서울시, 금융 감독기구, 여의도

에 입주한 금융업계는 금융업계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

언한다. 둘째, 금융사는 건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탄

소중립 로드맵)를 설정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연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금융사는 기후변화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한다. 넷째, 금융사는 금융 감독기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촉진한다. 서울시는 금융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 감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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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개요

1_배경과 필요성

1) ESG 경영 개념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은 날로 높

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의 약자로 아래 표와 같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관계부처합동, 2021). 

구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념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

생하는 환경영향 전반을 포괄

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

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

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

요한 요소로 부각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

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

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

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 

기구 등이 강조

K-ESG 
지표

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

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

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목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

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

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사회 

법/규제 위반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

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표 1-1] ESG 경영 요소와 지표 

주: 관계부처합동(2021)을 바탕으로 재정리

기존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기업 경영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많은 개념이 활용

되어왔다(조신, 2021). 그러나 사회적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기업의 역할에 관한 기존 개념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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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고나 그린 워싱(green washing) 측면이 강했던 반면, ESG 경영은 기후 위

기 관련 국제 사회의 요구(탄소중립),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중대성 평가) 등에서 촉발

된 것으로 기업의 생존전략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ESG 경영에서는 변화하는 기

후 환경과 사회적 규범 아래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현금 흐름)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지(사회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 이해당사자의 지

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관

련한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이해당사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기존 개념과

는 다른 ESG 경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ESG 경영체

제에서는 경영진과 주주를 위한 단기적 재무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비재무 지표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구 필요성

ESG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ESG 경영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제활동, 도시의 지속가능

성, 나아가 시민 삶의 질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변화하는 사회규범과 기후환경은 

기업 경영에 있어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변화하는 사회규범과 기후환경 아래에서 이윤 창출

의 지속성이 낮아지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

아(사업체 수 기준 99.3%, 종사자 수 기준 64.5%)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황인창 

외, 2021).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을 포함해 서울시의 자체 행정과 사업 

영역도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

지만, 사회규범과 기후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서울시는 ESG 경영 정책을 

마련해 기업과 공공 영역(서울시 행정조직, 공기업, 출연기관 포함)이 변화하는 사회

규범과 기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

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데, ESG 경영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성과 도

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환경정책 수단은 아래 그림과 같

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명령통제 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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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을 구성하고 경제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들 정책은 대체로 

시장의 불완전성(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의 실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

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왔다. 

[그림 1-1] 환경정책 수단 유형과 사례

자료: 황인창·백종락(2020) 수정

ESG 경영은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ESG 경영의 가장 큰 특징

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자의 요구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시장의 변화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우선 투자자들은 2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의 

하나로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ESG 경영 세부 영역 중에서도 환경 영역

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

경제인연합(2022)의 조사에 따르면 67.4%의 기업은 ESG 경영 중 환경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기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성과 관리

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외부효과의 내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인식 역시 밀레니얼(millennials)과 Z 세대(이하 MZ 세대)를 중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MZ 세대는 일반적으로 사회, 윤리, 환경, 공정 등을 포함하는 

가치 영역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yson et al., 2021). 이러한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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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일자리 선택, 제품 소비, 자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ESG 경영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1) 대한상공회의소(2021)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63%는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 고려하고 있으며, 88%의 소비자는 ESG 우수

기업의 제품 구매 시에 어느 정도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처럼 최근 투자

자, 기업, 소비자 등 시장의 변화는 ESG 경영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은 지난 반세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국제 자치단체 환경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이하 ICLEI), C40 기후리더십 그룹(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이하 C40),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의체

(East Asia Clean Air Cities, 이하 EACAC),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등 글로벌 

도시 환경 협의체의 주요 회원으로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 형

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황인창·백종락, 2019). 서울은 최근 글로벌 관심사로 떠

오른 ESG 경영 분야에서도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ESG 경영이 더욱 확

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_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ESG 경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째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자체 행정과 사업 영역(공기업이

나 출연기관 포함)에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민간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는 국내외 사례 분석,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 출연기관 대상 ESG 경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 

1) https://www.cnbc.com/2021/05/21/millennials-spurred-growth-in-esg-investing-now-all-ages-|
are-on-board.html; 
https://www.forbes.com/sites/margueritacheng/2019/06/19/8-characteristics-of-millennials-that-
support-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sh=25701aa929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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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등 이 연구에서 수행한 일부 내용은 과제 보고서가 발간

되기 전에 서울시에 전달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경영평가 방안

(안)을 마련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 민간기업 대상 

ESG 경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ESG 경영 확대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은 2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투자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등의 영향

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 추세인 데 반해,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인 역량이 부

족한 경우가 많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부문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투자·출

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

로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 27개 공공기관(6개 공기업, 21개 출연기관)이며, 경영평

가 담당 부서의 부서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서면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공부

문에서는 개별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부

분과 ESG 도입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였다. 또한 분석적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기법을 활

용해 ESG 경영 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AHP 기법은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

(Multi-criteria analysis)의 하나로 다양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 방식이다. 

민간부문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업종별로는 모집단(서울시 소재 중

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조사 업체 수를 비례 배분하였다. 다만, 예산제약으로 

조사 표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업종은 서울시에서 중요도가 높은 상위 10

개 업종으로 제한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공공부문과 유사하게 개별 기관의 ESG 경

영에 대한 인식과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과 ESG 도입 장애요인과 정

책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분석적 계층화 분석 

기법을 활용해 ESG 경영 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이 달라 설문지 문항 등을 다르게 구성하여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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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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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SG 경영 및 정책 동향

1_개념적 접근

1) 중대성 평가와 ESG 경영

ESG 경영은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영 요

소로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3가지를 포함한다. 환경은 기업과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과 관련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되

는데, 최근에는 인권, 안전, 보건 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배구조는 경영진, 이사회, 주

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

영, 감사기구 등이 강조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한편 최근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기관의 핵심 가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복리후생 창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이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핵심 관계자는 투자자, 경영진을 포함한 근로자, 소비자이다. 비재무적 정보는 전

통적으로 투자자와 경영진이 중요시해 온 재무제표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 인권

경영, 산업안전 보건 지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련하여 ESG 경영에서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 이중 중대성은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에 

있어 기업이나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환경·사회적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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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기업이나 기관의 중장기적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기업가

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이나 기관은 고유 사업 영역별로 환

경·사회적 중대성과 기업가치 중대성을 평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민에게 공시해야 하며, 기업이나 

기관의 가치 창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그림 2-1] 이중 중대성 개념

자료: EU(2019)

[그림 2-2] 중대성 평가

자료: Kearney(2022)



12

02

E
S
G
 경
영
 및
 정
책
 동
향

최근 포스코의 사례는 이중 중대성 관점에서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2022년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당시 포스코는 침수피해로 인해 철강생산을 중단해야 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2) 한편 제1차 금속산

업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이다. 실제로 1차 금속산업은 국내 산업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데, 포스코는 국내 조강 생산량의 35%를 차지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이러한 상황을 이중 중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환경·사회적 중대성 측면에서 

포스코의 기업 활동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 대규모의 사

회적 피해 비용을 유발한다. 이때 시민과 정부의 주요 관심은 포스코가 유발하는 외부

효과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있다. 

포스코의 이러한 외부비용은 탄소중립 등 국내외 기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기업가치 중대성). 이는 각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

는 과정에서 직간접적(배출권거래제도 또는 탄소국경세 등)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가

격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 가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포스코의 중장기 수익성

은 악화될 수 있다. 한편 힌남노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는 노동과 자본의 피해를 유발한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침수 등으로 인

한 자본피해는 증가한다(황인창·백종락, 2021). 이로 인해 포스코의 중장기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이때 투자자의 주요 관심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포스코의 현금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수익성 악화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에 있

다. 포스코는 고유 사업 영역별로 환경·사회적 중대성과 기업가치 중대성을 평가하

고, 이러한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민에게 공시해야 하며, 기업이나 기관의 

가치 창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2) 서울신문(2022.9.11.), “포항제철소, 새로 짓는게 낫다... 완전 정상화에 최소 2년 전망까지”; 아시아타임즈
(2022.9.7.), “하루 손실만 500억원?... 포스코, 손실규모 어디까지 커지나”; 머니투데이(2022.9.12.), “포스코 
침수 車·조선·건설 도미노 피해 우려... 관건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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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탄소 가격 경로 전망

자료: 황인창(2022)

2) 국제사회 개발협력 목표로서 SDGs와의 연계성

(1) SDGs에서 ESG까지 지속가능경영의 진화 과정

지속가능성은 ESG 탄생의 배경이자 개념이 시작된 출발점이다. 2015년 9월 국제사

회가 합의한 국제 개발 협력의 목표체계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포용성, 

보편타당성을 지녔으며, ESG는 기업 경영을 중심으로 하되 UN SDGs의 보편타당성

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세분화 전략이자 평가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SDGs보다 

앞서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국

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SDGs에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역할까지 함께 강조(Standard Life Investment, 2015)하였다(김선민, 

2016). 또한 SDGs 체계를 이행하는 처지에서 2020년 이후 ESG를 내세운 민간기업

의 역할 강화가 계속된다면 그동안 그린워싱, 마케팅 수단으로서 기업 홍보로 의심받

았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와 발전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전

망한다(Hestad, 2021). 

(2) SDGs와 ESG 관련 체계 비교

SDGs와 ESG의 연계성을 살펴보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개념이자 목표, 평가

체계가 가진 차이점이다. 중앙정부의 SDGs인 K-SDGs와 ESG 평가지표 체계를 비교

하여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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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K-ESG 가이드라인

개요

2030년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천명
한 UN SDGs에 기여하고, 한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묶인 체계임
관계부처 합동, 주요 이해관계자 공동 작성,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2018.12)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우선 고려할 경영
요소와 평가항목을 정리하여 공통적이고 핵
심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기업, 중소중견기
업, 평가검증기관의 ESG 경영 정보의 활용
을 지원(2021.12 발표)

특징
한국 현실을 반영한 보편타당성, 포용성 중
요, 국가 지속위와 관계부처 등 이행성과 
관리 의무

대기업 위주 자발적 보고서 공개 수준을 벗
어나 투자 기준 등으로 공개와 이행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 진행 중(다양한 평가, 지침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시됨)

이해 
관계자

K-MGOs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여
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
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
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비즈니스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고
객, 직원 및 기타 근로자, 정부,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주주 및 기타 투자자, 공급업
체, 노동조합, 취약계층 등(121쪽)

구성

5대 원칙: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
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
목표(17)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
세부목표 – 지표는 지역별 특수성 반영하되 
일관성 유지

윤리적 투자 5대 원칙, GRI와 SDGs 연계 
지침 등 다양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평가’하는 측면과 활동과 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측면으로 구분됨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 체계 비교(예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2021);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

① SDGs와 ESG의 내용적 연계성: 지속가능발전계획과 ESG 평가 지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다음 그림에서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정리하였듯이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의 역할을 ESG 체계가 보다 강화시키고 세부적으

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즉,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주요 이

해관계자 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에 기업이 포함되

었고, 주요 목표에도 기업이 주도하는 지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제2차 서울특

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된 ESG 관련 목표를 연결해보면 

환경(E) 측면에서는 물 관리, 대기관리, 폐기물 등 영향관리와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 

대응 지표 등이 SDG 6, 7, 11, 12, 13번 목표와 연결된다. 사회(S) 측면에서는 SDG 

8, 12번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개, 경영혁신 등이 연결되고,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SDG 10, 16번과 5번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형 의사결정, 여성 임원 비율 등이 직접 

연결된다(아래 그림 참조, 서울특별시, 2017; 서울특별시, 2022; 한국거래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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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SDGs와 ESG의 내용적 연계성(예시)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22); 한국거래소(2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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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정보 공개 측면에서 SDGs와 ESG의 연계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는 측면에서 

ESG가 급속도로 제도화되면서 민간기업의 SDGs를 이루기 위한 주요 장치로서 역할

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그림에서 보듯이 그동안 자율공시로 공개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공시 의무화가 될 전망

이며, 2030년 이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 

ESG의 지배구조(G) 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미 공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2025년, 2026년에 순차적으로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

으로 공시가 의무화된다. 한국의 이와같은 ESG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 제

도화는 국가별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도 일치한다. 유럽연합은 2021년 3월부터 

ESG 공시 의무대상을 연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로 확대하였으

며, 일본의 경우 2020년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정하였고, 2021년 상반기 ESG 공시방

법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한국거래소, 2021). 

[그림 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보고서 공시 의무화

 자료: 한국거래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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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체계 간 차이점과 ESG의 진화

두 체계 간 차이점도 있다. 공공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고 국제사회, 중앙정부의 공

동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도인 SDGs와는 달리 ESG는 다양한 평가 주체와 지침

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면서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본 틀 안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는 SDGs와 달리 ESG는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

는 체계에 중점을 두어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영구적이진 않다. 최근 애

플, 셸과 같은 글로벌 기업,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등이 중심이 되어 기업 활동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기타 간접배출(Scope 3) 범위까지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보고하는 체계로 ESG가 확장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ESG 체계는 SDGs만

큼이나 포괄적인 모양을 갖춰나가고 있다(채희근, 2021). 

2_ESG 경영 현황

1) ESG 시장 생태계

국내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ESG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이

다. 이전까지 ESG 경영은 공적인 가치를 위해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기업 활동 영역

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의 패러다임이 주주 중심주의에

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변화되면서 이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도 함께 변화하기 시

작했다. 기후변화 리스크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사회가 ESG 

리스크를 감독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KCGS, 2021). 또한 ESG 활

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투자기관·기업·정부·평가사·고객사 등을 중심으로 아래 그림

과 같이 ESG 시장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투자 심사 시 ESG 

경영을 중요하게 다룸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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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SG 시장 생태계

자료: Ruggie and Middleton(2018)

2) 국내 기업의 ESG 현황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과 관련하여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태스

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과

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이하 

SBTi),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 이하 RE100) 등 글로벌 이니셔티

브 및 캠페인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CDP에는 2021년도 기준

으로 국내 9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88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

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국내 121개 기업과 기관이 TCFD 지지를 선언했으

며, 2021년 기준으로 19개 기업과 기관에서 TCFD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재무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국내 55개 기업과 기관(금융 18, 일반 35, 기

관 2)이 참여해 한국 TCFD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SBTi에는 2021년 기준으로 국

내 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개 기업이 SBTi 방법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내 RE100 참여 기업은 2020년 6개 기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1개 기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4번째로 큰 규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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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내 기업의 ESG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자료: 개별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참고

ESG 경영 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에서는 ESG 경영의 세 가지 요소 중 환경 요소에 

관한 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탄소 저감을 위해 기업 내에 탄소 회계와 내부 탄소가격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그 예이다. 친환경 빌딩으로는 에코 데이터센터, 맹그로브(Mangrove) 

솔루션을 활용한 건물 탄소배출 관리를 하는 기업이 있고, 자원순환으로는 중고 전화

기를 재활용하거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기업의 사례도 있다(전국경제인연

합회, 2021).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 및 도입하고 있으며, ESG 담당 실

무 조직과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유가증권 

상장사 874개 기업 중 110개 기업(금융업 25개, 비금융업 85개)에서 ESG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ESG 경영 도입 초기인 만큼 ESG 경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ESG 경영 추진 단계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SG 위원회를 설

치한 110개 기업 중, ESG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고 

있는 회사는 68개 기업에 불과하다.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ESG 전

략 및 계획을 논의한 회사는 ESG 위원회가 설치된 110개 기업 중 40개 기업으로 

확인되었다(KCS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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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표(기업 수)

자료: Kosif(2022)

[그림 2-9]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현황

주: (좌,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현황 (우) Scope 3 배출 관련 대응 현황

자료: Kosif(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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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금융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일례로 2021년 3월, 국내 112개 금융기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을 했으며 참여 금융기관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으로 약 5,563조 원이다. 이 선언에 동참한 금융기관들은 책임 투자 및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지속가능 금융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비즈니스 전반에 

기후 리스크를 비롯한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지하며, 투자 대상 기업에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고탄소 산업

에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

시할 예정이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국회기후변화포럼, 20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를 비롯하여 국제표준 강화, 

협력사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ESG 경영에 관한 대응 수준

이 낮아 ESG 경영이 표준화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2-10]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국회기후변화포럼(2021)

3) 국내 기업의 ESG 평가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ESG 평가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통합평가가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통합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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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평가는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지수 종목 구성에도 활

용되고 있다. 

[그림 2-1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결과 활용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대상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코스닥 150 구성

종목회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RI 펀드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 요청 회사, 상장 금융

사, 주요 비상장 금융사 등이 포함된다. 평가 문항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기본 평가(수

집 기초데이터 검증, ESG 위험 및 기회 관리 시스템 평가)와 심화 평가(이슈 중대성 

검증,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쟁점 발생 여부)로 구성되며,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금융사 지배구조 부문에 대해 총 18개 대분류, 265개 핵심 평가항목이 있다. 

[그림 2-1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문항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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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ESG 등급 

위원회에서 총 7단계(S, A+, A, B+, B, C, D)로 구분된 등급을 부여한다. ESG 통합 

등급과 함께 개별 요소별 등급도 평가하며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

기도 한다. 2021년에는 1,005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ESG 통

합 등급으로 12개 기업이 A+, 179개 기업이 A, 153개 기업이 B+, 285개 기업이 

B, 300개 기업이 C, 21개 기업이 D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사이트에서 기본보고서 형태로 제공되고,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도 최근 3년 

ESG 평가 등급과 요약보고서가 제공된다. 

[그림 2-1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절차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2) 

3_ESG 정책 동향

1) 정책 패키지

ESG 경영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에서는 아래 그림에서처럼 기업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

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ESG 경영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과 그린 딜(green deal)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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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유럽연합의 기업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성 정책 패키지

자료: EC(2021b) 

구체적으로 EU는 녹색 분류체계(taxonomy), 공시 규정, 이행지원 도구 등 3가지 분

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EU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이를 자금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EU TEG, 2020). EU는 지속

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 

(EU, 2019),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EC, 2021a), 지속가능성 선호 수탁자 의무 규정(Sus-

tainability preferences and fiduciary duties)(EC, 2021c) 등을 마련해 ESG 경

영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기후 벤치마크(climate 

benchmarks) 규정(EU, 2020)과 녹색채권(green bonds) 규정(EC, 2021d)을 도입

해 규제당국과 시장, 시민이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판단하고, 환경경영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서 201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최근에는 ESG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US 

SEC, 2022). 다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ESG 경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소간의 

온도 차가 있다(Fujita, 2022). 특히 미국은 그린 워싱을 경계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Lee, 2021; Gensler, 2022). ESG 경

영에 관한 국내외 최근 논의 방향과 쟁점은 Perez et al.(2022a, b), 이인형·이상호

(202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2019년에 채택한 유럽연합의 그린 딜은 2050년 탄소중립, 자원 사용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decoupling)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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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FDR)

녹색 분류체계
(taxonomy)

범위

유럽연합의 모든 기업과  

등록된 기업

(소규모 기업 제외)

투자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시장 참여 기업

금융시장 참여 기업, 

CSRD 공시 의무 대상

공시
공시표준에 따른 보고와  

외부 검증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주요 영향에 관한 기업과 

상품 수준에서의 공시 

녹색 분류체계와 관련한 

제품 또는 활동의 

거래액, 자본, 지출액

상태 2023년 적용 예정 2021년부터 적용 2022년부터 적용

[표 2-2] 유럽연합의 기업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

자료: EC(2021b)

국내 역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1), K-ESG 가이드라인(관

계부처합동, 2021) 등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투자를 유인하며 ESG 지표 구

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한국거래소, 

2022),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마련(금융위원회 외, 2021),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환경부 외, 202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기획재정부, 2022)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ESG 경영 관련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환경부 외, 2020)을 발간하여 ESG 경영 재원 마련을 돕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ESG 경영 지원과 관련해 2021년 12월 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코

트라 등으로 구성된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1).4) ESG 

지원협의회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와 공급

망 실사제도 확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민간평가단을 구성

하여 희망 수출기업에 대해 평가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에

는 수출 관련 마케팅과 전시회, 수출보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대체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ESG 

대응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4) 산업통상자원부, 2021.12.2., 보도자료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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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교육 및 컨설팅 

• [교 육]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ESG경영 개념·관련 제도·
업종별 이슈·우수사례 등을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

• [컨설팅]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아셈(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
센터, 고객사 등에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점 도출 등 
컨설팅 제공

ESG 자가진단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금융사 등에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부문

별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

협력사 
ESG 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ESG 우수 중소기업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중 우수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수여

중소기업 ESG 
금융 지원

• ESG 성공지원 대출: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수립한 ESG 경영 목표 수준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최대 1%p 감면) 

• ESG 동반성장 금융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노란우산 가입고객(소기업·소상공인공제)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사업(최대 0.7%p 감면) 

기업 ESG 
정보공개 지원

• 정부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형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 항목 
세트’를 개발(2021.12)하여 중소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시 대응력 향상을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자율공시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지속가능보고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CSR) 코칭 및 보고서 개발 지원사업」에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CSR/ESG 보고서의 기획 및 작성을 지원

[표 2-3] 정부 ESG 경영 지원 사업 

자료: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자체 정리

지방정부에서도 ESG 정책을 마련하고 산하기관과 기업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토론토는 중대성 평가와 공시, 금융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토론토는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of Canada, 이하 CPA)에 의뢰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CPA, 2019b). 토론토는 몬트리올, 밴쿠버와 함께 중앙정부

에서 추진한 ‘도시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였다(CPA, 

2019a). 토론토는 개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부터 시 재무 보고서에 기후 관

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City of Toronto,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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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제안 분야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TCFD의 제안 액션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시장과 시의회의 관리 사항을 설명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전략

식별된 도시의 단기·중기·장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설명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시의 사업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도시 
전략 차원에서의 회복력을 설명

위험 관리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의 프로세스를 설명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의 프로세스를 설명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시의 전체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을 설명

목표 설정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시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공개

Scope1 및 Scope2에 해당하는 경우에 Scope3도 포함하여 온실 가스 배
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시
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설명

자료: CPA(2019a)

[표 2-4] 캐나다의 도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주요 항목

또한 토론토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후 렌즈(Climate lens)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할 예

정이다(City of Toronto, 2021). 이에 더해 토론토는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에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표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세가 국제적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City of Toronto, 2022a). 토론토는 2021년

부터 자체 ESG 성과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시 정부의 금융 투자 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투자정책 규정(investment policy)을 개정하였다

(City of Toronto, 2020b). 또한 ESG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토론토는 녹색채권

(green bond)과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을 발행하고 있다(City of Toronto, 

2022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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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토론토 ESG 재원 마련

자료: City of Toronto(2022b)

국내에서도 다음 표에서처럼 충청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ESG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최근 ESG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도 늘어나

고 있다. ESG 경영 관련 조례는 대체로 추진계획, 지원계획, ESG 경영확산,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구성, 포상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지자체 ESG 조례 제정 및 지원 사업

[ESG 조례 제정] 5개 광역자치단체 ESG 관련 조례 제정

* ESG 경영 관련 주요 조항

· 추진계획 · 지원계획 · ESG 경영 확산 

·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 협력체계의 구축 · 자문단 구성·포상 등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2021.7.2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2021.12.29.)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2021.12.30.)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2021.12.31.)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2022.3.3.)

[ESG 지원 사업] 광역자치단체 ESG 관련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2022.3.) ESG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ESG 분야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 추진

경기도
(2022.2.) 도내 우수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 교육 지원 등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조성사업” 시행

경상남도
(2021.5.)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진단 등 경영 컨설팅 지원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사업” 추진

충청남도
(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지원 사업으로 ESG 진단,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추진 예정 

[표 2-5] 국내 지자체 ESG 지원 현황

자료: 지자체 조례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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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조달5)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조달 분야에 ESG 경영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

은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서 연방정부가 상품, 건설 포

함 서비스, 운송 수단 조달 시 신규 계약의 95%를 에너지 효율, 물 효율, 바이오 기

반, 환경 친화적, 오존층 비파괴, 재활용 등 6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구매하도록 

요구한다(FAR Part 23.103 Sustainable acquisitions). 에너지효율 항목은 환경보

호청(EPA) 및 에너지부(DOE)에서 보증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바이오 기반 항목은 농무부(DA) 규정을 따르며, 오존층 비파괴 항

목은 환경보호청(EPA)에서 정의한다. 재활용 항목은 환경보호청(EPA)의 조달 가이드

라인(Comprehensive Procurement Guidelines)을 통해 정의한다.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을 통

해 공공조달 시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

회적 가치 평가 의무화(2021.1), 국가 조달정책 성명(2021.7), 탄소배출 감축 조달지

침(2021.9) 등을 통해 정부조달에서 ESG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영국의 정부와 산하기관에서는 계약 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모든 입찰평가 시 사회적 가치에 최소 10% 가중치 적용). 평가 

항목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코로나 극복,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대응, 기

회균등, 복지 등 5가지 주제, 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총리실은 국가조달

정책성명을 통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사회

적 가치의 내용으로는 일자리, 새로운 비즈니스 및 기술 창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다변화 및 혁신 등이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조달지침에 따라 

연간 5백만 파운드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 입찰 기업은 탄소감축계획을 제출하고 중

앙정부 기관은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탄소감축계획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한 조직의 약속, Scope 3 배출량(기업의 조직경계 밖에서 배출되는 것이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간접배출)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량, 교토의정서에 명명된 온실가스를 포함한 탄소발자국, 계약 수행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전략,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ESG 공공조달 내용 중 해외사례는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2022.1, ‘미국·영국·EU·중국의 ESG 정부조달 정책’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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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Themes) 정책 산출물(Policy output)

주제1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회복 지역 공동체가 코로나의 영향을 관리, 회복하도록 지원

주제2 경제 불평등 해소
신규 사업, 일자리, 기술(skill) 창출 

공급망 회복과 가용량(capacity) 증대 

주제3 기후변화 대응 효과적인 환경관리

주제4 기회 균등
장애인 고용 갭 축소

근로자 차별 개선

주제5 복지
보건 및 웰빙 개선

공동체 통합 제고

출처: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2022.1, ‘미국·영국·EU·중국의 ESG 정부조달 정책’

[표 2-6] 영국 정부조달 사회적가치 세부평가 항목

유럽연합(EU)은 녹색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과 지속가능 공공조달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지침을 통해 공공조달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공공조달이 더 나은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섹터별로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사회적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국가가 사회적 

책임조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고용기회 및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권리 및 노동권, 장애인 접근성, 인권존중 등을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유럽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거버넌스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

다(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국내에서도 공공조달 분야에서 ESG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ESG 확산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으며, 2021년 12월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공공조달 혁신제품 192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심사 항목에 ESG 경영 요소가 포함될 예정이

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2022년 주요업무 중 하나로 추진

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ESG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5월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발표하였다.6) 이 

지침은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공공조달 평가 시 환경·인권·노동·고용·공정거

래·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6) 조달청, 2022.5.4. 보도자료 ‘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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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 활력, 상생ㆍ협력, 

탄소중립, 보건ㆍ복지ㆍ안전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 항목은 여러 입찰 평가에서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세부 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 지침을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도입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대해서 

ESG 요소를 기본 배점으로 10% 정도로 반영할 예정이다.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

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탄소중립과 녹색조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친환경 제품 구

매를 촉진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입찰 시 친환

경, 에너지 분야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에는 제

로에너지 건축물(ZEB) 등급을 기준으로 0.6~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조달청, 2022).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①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마련 7월 기획재정담당관

②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반영 9월 우수제품구매과

③ ESG 반영을 위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개선 6월 품질총괄과

④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 확대 연중 쇼핑몰기획과

⑤ 환경분야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MAS 제도개선 12월 구매총괄과

⑥ 시설공사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 강화 1월 시설총괄과

⑦ 실물모형 및 ITㆍSW사업의 공정성 강화 7월 기술서비스총괄과

⑧ 입찰물품과 무관한 업체의 입찰참여 추가 제한 6월 구매총괄과

⑨ 조달거래 보증부담 추가 완화 12월 구매총괄과

⑩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12월 토목환경과

출처: 조달청, 2022, 2022년 조달청 업무계획

[표 2-7] 조달청 2022년 중점추진과제 중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3) 녹색금융과 재원마련

(1) 세계 자본시장 및 기업 자금조달 동향

최근 기업은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을 위해 ESG 경영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경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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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 록(Black Rock)은 2022년에 투자 기업 대표이사(CEO)들에게 보

내는 연례 서한에서 신규 투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ESG 경

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밖에

도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들은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수립, ESG 평가체계 구축, 

ESG 평가방법론 확대 등을 통해 ESG 투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 분석에 의하면 글로벌 ESG 자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0년 기준 35조 달러를 넘어섰으며(2016년 22.8조 달러, 

2018년 30.6조 달러), 2025년 말에는 53조 달러에 달하며 전체 글로벌 자산의 1/3

을 차지할 전망이다(GSIA·Bloomberg Intelligence, 2022).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이하 

GSIA)은 다음 표와 같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규범 기반 선별, 

ESG 통합,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기업관여 및 주주행동 등 

7가지 ESG 투자 전략을 제시하였다. GSIA의 구분에 따른 ESG 투자 경향을 살펴보

면, 최근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규범 기반 선별은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ESG 통합과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기업관여 및 주주행동은 투자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 의사결정 전반에 ESG 요소를 적용하는 ESG 통합 전략이 최근의 ESG 투

자를 주도하고 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 특정 ESG 기준을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포트폴리오로부터 배제하는 전략

포지티브 스크리닝 • 동종 업계, 기업 대비 ESG 성과가 우수한 곳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전략

규범 기반 선별

• OECD, ILO, UN, UNICEF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후 여기에 미달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전략

ESG 통합
•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전통적 재무 분석 프로세스에 ESG를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전략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 친환경 에너지, 녹색기술, 지속가능 농업 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자산들에 투자하는 전략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는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소외된 계층 및 지역 사회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 및 투자하거나 

특정 사회·환경 목적을 가진 사업에 투자

기업관여 및 주주행동
• 직접적인 관여 활동, 주주 제안, 의결권 행사 등 ESG 지침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주주 권한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

자료: GSIA(2020)

[표 2-8] 글로벌 ESG 투자전략 7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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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글로벌 ESG 투자전략 현황
 출처: GSIA(2020)

(2) 녹색채권 확대 

① ESG 채권 발행 규모

ESG 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과 같이 사회책임투자에 관련되는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발행 목적과 기준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 

채권으로 구분된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녹색채권은 국제 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채권 원칙, 사회적채권 원칙, 지속가능 채권 가

이드라인(Sustainable Bond Guideline)에 근거하여 발행된 채권, 기후채권 이니셔

티브(Climate Bond Initiative)의 기후채권 표준 등에 근거하여 발행된 채권을 의미

한다. 2021년 상반기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951억 달러였으며, 2025년까

지 1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7) 국내에서도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은 2018년 6천억 원에서 2020년 54조 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는 ESG 인증을 받고 채권을 발행하는 공기업이 증가하고 민간기업

과 금융기관도 ESG 투자 확대를 위해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7) https://www.bloomberg.co.kr/blog/2022-esg-outlook-july-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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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국내 ESG 채권 발행 추이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가 공동으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모두 충

족하는 것으로서 자금이 환경개선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을 녹색채권

이라고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조달 자금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등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외 신용평가사들도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가고 있다(황정환, 2021). 또한, 주요 금융기

관들도 ESG 관련 투자 및 자금조달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김필규, 2021). 

ESG와 관련한 자본시장은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6단계 성장과정을 거쳐 제도

화되고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된다. 관련하여 글로벌 기관 투자자는 전체 운용자산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단계(4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국내 ESG 시장은 아직 

ESG 리스크 분석체계를 도입하고(2단계) 리스크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단계(3단계)를 

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ESG 경영과 관련한 자본시장이 성숙해감에 따라 앞으로도 

ESG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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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ESG 자본시장 성장 단계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22)

② 해외 ESG 채권 사례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SG 채권을 발행하고 ESG 사업 자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해 건물 에너

지효율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에 70

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한 이후 2020년까지 누적 253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

했다. 프랑스에서는 재무부와 연대생태전환부 중심의 부처 간 실무그룹이 건물, 수송, 

에너지, 생물자원, 기후변화 적응, 환경오염 대응, 환경효율 분야 등에서 녹색지출 사

업을 선정한다(허예진, 2020). 일본 도쿄도는 2017년에 5년 만기와 30년 만기 녹색

채권(지방채)을 각각 150억 엔(총 300억 엔, 약 3,110억 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2019년에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ESG 투자 등을 위한 목적으로 50억 엔 규모의 ESG 

펀드를 개설했다(하세가와 요시유키, 2021). 캐나다 토론토시는 2018년부터 매년 녹

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액은 2018년 3억 캐나다 달러(수익률 3.21%), 2019년 

2억 캐나다 달러(수익률 2.646%), 2020년 1.3억 캐나다 달러(수익률 2.14%), 2021

년 1.5억 캐나다 달러(수익률 2.238%) 등이다(City of Toronto, 2022b). 또한 토론

토는 2020년부터 지속가능한 금융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긍정적이고 공정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채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채권은 10년 만

기 총 1억 달러 규모로 수익률은 연평균 1.6%이다(City of Toronto, 2022b,c). 녹

색채권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사용되며, 

사회적채권은 사회적 주거 분야, 기초 인프라 분야, 기초 서비스 분야, 취약계층 역량

강화 분야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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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채권 발행

2018 2019 2020 2021

지속가능한 청정 교통 O O O O

재생가능 에너지 O

에너지 효율 O O O

오염 방지와 폐기물 자원화 O

지속가능한 물과 폐수 관리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O O O

친환경 및 자원순환경제 원칙 통합

친환경건물

자료: City of Toronto(2022b)

[표 2-9] 토론토 녹색채권 사용분야

③ 국내 지자체 ESG 채권 사례

국내에서도 경기도는 저탄소 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5년

간 1,200억 규모의 탄소중립 정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책펀드(창업 지원 등 목적)에 탄소중립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탄소중립과 

관련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2034년이며 

2022년 300억원을 시작으로 2년마다 펀드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관

별 역할을 살펴보면 경기도청은 총괄기관으로 기본계획 수립·총괄 지도 및 감독·재원 

마련 및 운용 관리 계획 승인 등을 수행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운용사 모집 

및 선정, 펀드조성 및 운용, 관리, 투자기업 발굴 및 추천, 투자 지원사업 추진 등을 

수행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업 발굴 및 심의, 투자결정 등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다(경기도, 2022).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제한 조례」를 통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11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공정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환경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

보전법), 납세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규정하

는 바는 ESG 경영 요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는 

ESG 경영 요소와 관련한 부정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 지자체의 자금(지원금)이 유입

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 투자전략 중 하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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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7년 설치, 존속

기한 22년 12월 31일, 연장 가능)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기

후변화기금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총 17개 기금(2021년말 기준 기금조성규모 

3.6조 원) 중 하나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금조성규모

는 2021년 말 기준 약 1,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

하고는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다. 2021년 조성액은 150억 원이었으며 연도별로 

150억 원에서 650억 원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다(서울시, 2022). 재원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국가 및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지역난

방공사의 출자배당금,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을 

통해 조성된다.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업영역에 지출되며, 주로 온실가스 저

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새롭게 추가해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최대 2점의 점

수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항목은 ESG 사회 요소

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부 항목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배점 

5점)에서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배점 2점)에서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

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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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7)

(6)

(4)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그 밖에 

사항

2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표 2-10] 서울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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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금융

최근 ESG 경영의 확대와 함께 기후금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기후금융은 저탄

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자금 흐름을 의미

하며,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저감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금융 회사의 

대출과 투자, 금융상품 개발 등을 총칭하기도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는 기후금융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반면 흡수원은 향상시키며, 부정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간 및 생태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으로 정의한다. 기후금융의 중요성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후금융 정책 사례로서 영국 금융특구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에서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시티오브런던은 금융사들의 금융 포트폴리오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

지 24% 줄이고, 2027년까지는 기업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로 만들고, 

2040년까지는 도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과 금융 투자처 및 공급망

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Scope 2, 3)을 모두 포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시티오브런던은 2016년에 녹색채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

고, 영국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녹색금융기구(Green Finance Institute)를 설립하

여 공적 기후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

후금융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친환경 기술과 재원을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City of 

London, 2020).8)

8) 조수빈, 2021.12.15, 넷제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기후 금융’, 한국경제; 박소현, 2022.06.27, 런던 금융가, 
‘저탄소’ 기업에 투자 유도하는 기후 금융이 ‘화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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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SG 경영 현황과 정책수요 분석

1_설문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의 특성이 달라 설문지 등을 다르게 구성하여 수행했다. 

[그림 3-1] 설문조사 개요

공공부문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 27개 공공기

관(6개 공기업, 21개 출연기관)이며, 경영평가 담당 부서의 부서장급 직원을 대상으

로 서면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개별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파악하

는 부분과 ESG 도입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자세한 조사표는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의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정

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분석적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기법을 활용해 ESG 경영 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AHP 기법은 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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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기법(Multi-criteria analysis)의 하나로 다양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 방식이다(고길곤 외, 2008).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시 산하 27개 공공기관9) 전체
: 경영평가 담당 부서의 부서장 또는 경영평가 담당자

조사 방법 서면조사(서울시 협조 공문을 통해 응답률 확보)

조사 시기 2022년 4월 8일 ~ 22일

유효 표본 총 24개 기관(응답률 90%)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설문 항목 세부 문항

ESG 경영
기본인식

•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

• ESG 경영 중요도

• (AHP) ESG 평가요소 중요도

• (AHP) 개별요소 중요도

ESG 경영 
현황

• ESG 전략 수립여부

• ESG 전담조직 보유 여부

• ESG 경영활동

• ESG 경영 수준

• 지표별 자료 보유 현황

장애요인과
정책수요

• ESG 도입 장애요인

• ESG 활성화 정책 선호도

• ESG 정보공개 우려사항

• ESG 정보공개 준비 소요기간

자유의견 • 자유 의견 기술(서술형)

 

AHP 문항 세부 내용

ESG
평가요소
중요도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평가요소별 중요도 및 상대비교 

각 개별 
요소내 
중요도

• E(환경): 환경경영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라벨링 등 9개 항목

• S(사회): 목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

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사회 

법/규제 위반 등 9개 항목

• G(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활동, 

주주관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등 6개 

항목

[표 3-1] 공공부문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설문 문항

민간부문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업종별로는 아래 표와 같이 모집단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조사 업체 수를 비례 배분하였다. 다

만, 예산제약으로 조사 표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업종은 서울시에서 중요도

가 높은 상위 10개 업종으로 제한하였다. 

9) 6개 공사 및 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공사, 서울에너지 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1개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
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
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센터, 서울특별시공공보건
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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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모집단

· 10개 업종 469,653개 사
·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조사 표본 총 310개 기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조사

조사 시기 2022년 5월 23일 ~ 6월 13일

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문항 

기업 일반현황 

 • 업체명      • 종업원 수  • 매출액  

 • 본사 소재지  • 업종       • 주요 제품 

 • 회사유형(형태, 규모, 수출기업, 공공조달)

ESG 경영 기본인식
 • ESG 경영 인지 정도

 • ESG 중요성

ESG 경영 현황 

 • ESG 비전 및 전략 ESG 전담 조직

 • ESG 경영 추진 및 수준

 • ESG 지표 관리 

 • ESG 관련 인증

ESG 경영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 

 • ESG 도입의 어려운 점

 • ESG 경영 성과 향상에 필요한 것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 ESG 지원 사업 인지 및 활용

 • ESG 정보 공시

 • 공공조달 시 ESG 요소 평가

ESG 경영 요소 중요도  • ESG 경영 요소 중요도(AHP 설문)

[표 3-2] 민간부문 설문조사 대상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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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공공부문

1) ESG 경영 기본 인식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96.0%) ESG 경영의 기본 개념

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44.0%는 ESG 경영과 업무의 연관

성이 높아 ESG 경영의 개념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기관 경영에 있어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

답자는 전체의 92.0%에 달했으며, 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로는 제도권의 요구(56.5%), 소비자(시민)의 인식 변화(26.1%),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13.0%),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 및 만족도 증가(4.3%) 순서였다. 

n = 25

[그림 3-2] 공공기관 ESG 경영 인식 응답결과

n = 25

[그림 3-3] 공공기관 ESG 중요성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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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ESG 요소 중 사회(S) 영역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요소별로는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경영목표, 환경법/규제 위반, 온실가스, 에너지 순

서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사회법/규

제 위반 순서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배구조법/규제 위

반, 윤리경영, 감시기구,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림 3-4] 공공기관 ESG 경영 요소별 중요도 응답결과

2) ESG 경영 현황

서울시 공공기관 중 ESG 비전(목표)이나 전략체계를 수립한 기관은 16.0%였으며, 

32.0%는 기존 경영전략에 포함된 형태로 ESG 비전이나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있었

다. 36.0%의 기관은 추후 ESG 비전(목표)이나 전략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하

였다. 반면 기관 내에 ESG 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4.0%에 불과했으

며, 전담 조직을 구성할 예정인 곳도 4.0%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고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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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가진 다른 부서에서 ESG 경영관련 업무를 겸임하거나(40.0%), 개별 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이슈별로 대응(5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 25

[그림 3-5]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 응답결과 

ESG 경영 관련 활동별 수행 여부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관이 ESG 관련 지표 수집 

및 관리 경험이 있었고, 기관의 ESG 정보를 대내외에 공시한 경험도 있었다. 반면 

제3자를 통한 ESG 경영 진단 및 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ESG 경영 컨설팅 등을 수행

한 기관은 각각 8.0%에 불과했다. 

n = 25

[그림 3-6] 공공기관 ESG 경영활동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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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재직 기관의 ESG 경영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60.0%)인 

것으로 평가했다. 재직 기관의 ESG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한 기관은 

16.0%였으며,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기관은 24.0%였다. ESG 경영 요소별로는 

사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52.0%), 지배구조와 환경 측면

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각각 28.0%와 24.0%에 불과했다. 

n = 25

[그림 3-7] 공공기관 ESG 경영 수준 자체평가 응답결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표별 관리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대체로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되

는 공사 및 공단은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환경정보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닌 투자·출연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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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사 및 공단 출연기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목표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경영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재생 원부자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 ○ ○ × - - × -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 ○ × - - × -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용수
용수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사용 용수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법/규제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보유 중, ×: 자료 미보유, -: 기관 해당사항 없음

[표 3-3] 공공기관 ESG 지표별 관리(보유) 현황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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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요인과 정책수요

서울시 공공기관은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ESG 경영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제한된 재원(예산),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 등을 선

택했다. 

n = 25

[그림 3-8] 공공기관 ESG 경영 장애요인 응답결과 

ESG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선호도에서는 컨설팅 지원,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가장 선호했으며(56.0%), 다음으로 ESG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금 

등) 지급을 선호하였다(24.0%). 조례나 행정규칙을 통한 ESG 경영 의무화를 선택한 

기관은 12.0%였으며, ESG 경영 우수 성과에 대한 인증 및 홍보는 상대적으로 선호도

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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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5

[그림 3-9] 공공기관 ESG 정책 수요 응답결과 

ESG 정보공개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부

담(44.0%), 기관의 낮은 성과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28.0%), 추가적인 업무부담

(20.0%) 순서로 선택하였다. 

n = 25

[그림 3-10] 공공기관 ESG 정보공개 우려 요소 응답결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88.0%는 ESG 정보 수집 및 공개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40.0%

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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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5

[그림 3-11] 공공기관 ESG 정보 수집 및 공개 준비기간 응답결과

3_민간부문

1) ESG 경영 기본 인식

(1) ESG 경영 인지도

앞서 살펴본 서울시 공공기관과 달리,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그림과 같

이 대체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림 3-12] 민간기업 ESG 경영 인지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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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54.5%는 ESG 경영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규모

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매출액이 높고 종사자 수 규모가 큰 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

한 인지도가 높았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해 소기업의 75.2%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견기업의 50.0%는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지하고 있음’ 응답은 금융 및 보험업(4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

지하지 못함’ 응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수출기업과 공공 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은 ESG 경영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알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ESG 경영 중요도

실제 경영에 있어 ESG가 중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39.0%의 기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6.1%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 응

답은 중견기업(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 응답은 소

기업(4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 응답은 

건설업(5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 응답은 부동산업

(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3] 민간기업 ESG의 중요도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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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한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판

단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비자(시민) 인식 변화’가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30.6%), ‘ESG 경영에 대한 고객사, 협력사, 투

자자, 제도권의 요구’(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시

민) 인식 변화’ 응답은 소기업(4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응답은 중견기업(4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소비자(시민) 인식 변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75.0%)에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에 대한 고객사, 협력사, 투자자, 제도권의 요구’ 응답은 금

융 및 보험업(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4] 민간기업 ESG가 실제 경영에서 중요한 이유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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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112개 기업 대상으로 중요하지 않

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영성과와의 연관성 부족’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ESG 경영에 대한 조직의 무관심’(27.7%), ‘업무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감소’,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 이슈나 트렌드에 

그칠 것으로 예상’(각 10.7%)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영성과와의 연

관성 부족’ 응답은 중기업(5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에 대

한 조직의 무관심’ 응답은 중견기업(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영성과와의 연관성 부족’ 응답은 금융 및 보험업(85.7%)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에 대한 조직의 무관심’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

(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5] 민간기업 ESG가 실제 경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유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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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경영 현황

(1) ESG 경영 활동 

ESG 비전과 전략체계 수립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ESG 관련 비전(목표)과 전략

체계 없음’이 8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수립 예정’(9.4%), ‘기존의 경영전

략에 포함된 형태로 수립’(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ESG 관

련 비전(목표)과 전략체계 없음’ 응답은 소기업(9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매출액이 높거나 종사자 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전략을 수립하거나 수립 예정

인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ESG 관련 비전(목표)과 전략체계 없

음’ 응답은 운수 및 창고업(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립 예정’ 응

답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SG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지표 수집과 관리 경험 있음’ 비율이 24.8%로 가장 많았

으며, ‘기관의 정보 대내외 공개 관련’(9.4%),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관련’(8.7%), 

‘제3자를 통한 진단과 평가 관련 경험’(8.4%)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매출액이 높고 종사자 수 규모가 클수록 개별 활동에 대한 경험이 

높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표 수집과 관리 관련 경험 있음’ 응답은 건설업(53.3%)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의 정보 대내외 공개 관련 경험 있음’ 응답 

또한 건설업(2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SG 경영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1.3% 기업은 ESG 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

다. ESG 전반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30점이었으며, 요소별로는 환경(E) 측면이 

평균 2.42점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ESG 경영 수준

(전반)에 대해 ‘높음’ 응답은 중견기업(2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낮

음’ 응답은 소기업(6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높음’ 응답은 건

설업(2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낮음’ 응답은 부동산업(8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ESG 지표 관리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ESG 지표 중 지배구조와 사회에 해당하는 지

표에 대한 관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환경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관리 비율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 항목 중에서는 ‘환경경영 목표와 추진체계’(24.5%)가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및 부자재 사용량’(21.9%), ‘에너지 사용량’(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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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순이었다. 사회 항목 중에서는 ‘정규직 비율’(64.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재해율’(33.2%), ‘안전보건 추진체계’(32.6%) 순이었다. 지배구조 항목에서는 ‘이

사회 구성’(79.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윤리경영’(65.8%), ‘이사회 활동’(47.1%) 

순이었다. 

[그림 3-16] 민간기업 ESG 지표 관리현황 응답결과

지표 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환경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대체로 매출액이 높거나 종사자 수 규모가 큰 기업에서 환경 지표 보유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환경 지표 보유율이 높았다.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은 환경 지표 보유율이 낮았다. ‘환경경영 목표와 추진체계’는 10개 업종 모두, ‘원자

재 및 부자재 사용량’은 9개 업종에서 1개 이상 기업이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용수 사용량’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5개 업종에서 지표 보유가 전무하며, 310

개 기업 기준 보유율도 가장 낮았다. 

주: K-ESG 가이드라인(관계부처합동, 2021)에서 제시한 지표 활용

[그림 3-17] 민간기업 환경 지표 보유 상위 2개 & 하위 2개 업종 응답결과

환경 지표 수집 및 보유 난이도와 관련하여 50% 이상의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

증’,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 및 창고업이, 내수기업과 

공공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이 환경 지표 수집 및 보유를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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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ESG 가이드라인(관계부처합동, 2021)에서 제시한 지표 활용

[그림 3-18] 민간기업 ESG 환경 분야 자료의 수집/보유에 대한 난이도 응답결과

(3) ESG 관련 인증

ESG 관련 인증 취득 여부 중 환경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이 1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4.8%), ‘환경표지인

증’(3.9%) 등의 순이었다. 사회 분야 중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가족친화 인증기업’(각 3.9%) 등

의 순이었다. 지배구조 분야 중에서는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이 1.0%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0.6%) 순이었다.

[그림 3-19] 민간기업 환경 관련 인증 응답결과

ESG 관련 인증 취득 여부 중 환경에 대해 규모별로 살펴보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을 갖고 있는 기업은 중견기업(2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응답은 건설업(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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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환경 관련 인증 보유 기업 응답 결과

[그림 3-2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보유 기업 응답결과

ESG 관련 인증 취득 시 경영 도움 정도에서는 환경 관련 인증 중에서는 ‘환경표지인

증’이 5점 척도에서 평균 4.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녹색경영시스템 인

증’(평균 4.25점), ‘저탄소인증’(평균 4.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관련 인증 

중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평균 4.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 인증’과 ‘가족친화 인증 기업’(각 평균 4.50점) 등의 순이었

다. 지배구조 관련 인증 중에서는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이 평균 4.67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평균 4.50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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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민간기업 환경 관련 인증의 경영 도움 정도 응답결과

3)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

ESG 경영 도입 및 실천 시 장애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영진의 ESG 인식 

부족’(18.1%),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민간기업 ESG 경영 도입 또는 실천 장애요인 응답결과

ESG 경영성과 향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정부 지원’

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29.0%), ‘ESG 평가지

표, 자료구축, 정보공개 등을 위한 방법론 표준화’(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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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민간기업 ESG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응답결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선호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ESG 도입 및 실천 의무화’가 2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ESG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25.8%), ‘ESG 관련 사업 실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민간기업 서울시 정책 선호도 응답결과 



62

03

E
S
G
 경
영
 현
황
과
 정
책
수
요
 분
석

4) ESG 관련 지원 사업 

ESG 관련 지원 사업 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 및 컨설팅’이 20.0%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우수 중소기업’(18.1%), ‘자가진단 지원’(13.5%)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ESG 관련 지원 사업 활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 및 컨설팅’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우수 중소기업’(4.8%), ‘자가진단 지원’(3.5%)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와 활용여부 응답결과

ESG 관련 지원 사업의 경영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가진단 지원’이 5점 

척도에서 평균 4.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우수 중소기업’(평균 4.07점), 

‘금융지원’, ‘정보공개 지원’, ‘보고서 개발 지원’(각 평균 4.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활용 중인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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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G 정보공개

ESG 정보공개 필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의함’은 26.8%인 반면 ‘동의하지 

않음’은 31.6%로 나타났다.

[그림 3-28] 민간기업 ESG 정보공개 동의 정도 응답결과

ESG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 비용 지원 시 공개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의함’은 

27.4%인 반면 ‘동의하지 않음’은 26.5%로 나타났다.

[그림 3-29] 정부 비용 지원 시, ESG 정보공개 의향 응답결과

ESG 정보공개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보공개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부

담’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업의 ESG 정보를 수집, 분석, 인증, 검

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31.0%), ‘기업에 민감한 자료 공개 가능성’(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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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민간기업 ESG 정보공개 우려되는 점 응답결과

ESG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3년 이상’이 40.6%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2~3년’(27.1%), ‘1~2년’(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민간기업 ESG 정보공개 준비에 필요한 기간 응답결과

6) 공공조달 ESG 평가

ESG 경영 도입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의함’은 32.6%인 반면, ‘동의하지 않음’

은 21.9%로 나타났다(보통이다: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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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공공조달 심사에서 ESG 요소 평가 시, ESG 경영 도입 의향 응답결과

공공조달 심사 시 선호하는 ESG 평가대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특정 제품군 입찰에

만 ESG 평가 도입’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입찰기업 중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ESG평가 도입’(26.8%), ‘특정 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에만 ESG 평가 

도입’(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공공조달 심사 시 선호하는 ESG 평가 대상 

공공조달 심사 시 선호하는 ESG 평가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점 부여를 통한 

ESG 우수기업 우대’가 3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ESG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24.8%), ‘ESG와 관련된 공인 인증’(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공공조달 심사 시 선호하는 ESG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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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시사점

1) 공공부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대체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중요성도 높게 평

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관의 경영성과와 ESG의 관련성 등 ESG 내부적 요인에 의

한 것이라기보다는 ESG 경영에 대한 제도권 요구(57%)와 시민 인식 변화(26%)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예정 중에 있었으나, ESG 경영 관련 전담조직

을 구성하거나 향후 구성 예정인 기관은 2곳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까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기관 운영 시스템으로 반영되지는 않

았음을 의미한다.

ESG 경영활동 중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기관이 ESG 관련 지

표를 수집·관리하거나 대내외에 공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한 

ESG 진단, 평가, 컨설팅 경험을 가진 기관은 8%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의 서울시 경

영평가 지표 중 많은 지표들이 사회 영역 ESG 지표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

러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로 관리되는 지표들 이외의 지표들에 

대해서는(특히 환경 영역) 기관 차원의 관심도가 낮은데 반해 전문성을 가진 제3자 

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내지 컨설팅을 경험한 곳이 적기 때문에 ESG 성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소속 기관의 전반적인 

ESG 경영에 대해서는 24%의 기관만이 성과가 낮다고 응답한데 반해, 환경 영역에 

대해서는 52%의 기관이 성과가 낮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동안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온 사회 영역에 대해서는 52%의 기관이 소속기관의 사회 영

역 ESG 성과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공헌이 

강조되어 온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위 기관이나 시민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평가를 받아온 공공기관에서는 사회 

영역 ESG는 비교적 준비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의회와 시 정부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 영역 역시 민간기

업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SG 관련 자료 수집과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최소 1~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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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ESG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접근

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원하는 

지원책으로 재정적 문제를 선택했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ESG 경영관련 전담인력이 없고 ESG 관련 업무를 고유 업

무와 병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관 차원의 ESG 대응이 이슈별 대응에 그치기 

쉽고 단기적 관점으로 진행되기 쉽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ESG 경영은 필연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대응

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ESG 요소 중 공공기관에서 가장 

관리가 부족한 환경 분야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예산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인력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

에 조직구조의 개편 등을 통해 인력배치를 효율화할 필요도 있다. 

기타 의견으로 기관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지표가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

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기관도 있었는데,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평가 지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

는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으며 ESG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영평가 지표에 ESG 경영 요소를 반영(ESG 도입 인센티브/페

널티로서 기능)하고,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

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ESG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간부문 

공공부문과는 달리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응답자의 55%가 ESG 경영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ESG 경영이 

실제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비율도 39%에 불과했다. 소기업·내수기

업·공공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이처럼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기 때문에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 체계를 갖춘 곳 역시 적을 것이며 ESG 성과도 낮을 것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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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 기업 중 ESG 경영 관련 목표 또는 전략 체계를 수립하거나 수립 예정인 

곳은 15%에 불과하였고, 제3자로부터 ESG 경영 진단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도 8%

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61%는 자사의 ESG 경영 수준이 낮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47%는 ESG 경영 요소 중 환경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환

경관련 지표 보유율은 11%에 불과했다. 특히, 온실가스 등 고지서 등을 통해서는 확

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 구축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13%, 에너지경영

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5%에 불과했으나, 인증을 보유 한 기업의 80% 이상은 인증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업무부담, 비용 등의 이유로 ESG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 필

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아 공공기관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하였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48%)이었

으며, 다음으로 ESG 도입 의무화가 27%를 차지하였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

은 사업별로 10~20%에 불과하며, 지원사업 활용 경험도 1~6%에 불과하였다. 다만,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와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낮아 인식재고를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교육 프로

그램 개설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G 경영 컨설팅 지원, 대기업(협력

업체) 상생 프로그램 활용 독려, ESG 경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초자료 수집 등 기

술지원(국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시 등 관련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공공조달 평가 시 ESG 고려(ESG 도입 인센티

브로서 기능)와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구축 등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공급업체 ESG 평가

대응 지원, 공시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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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ESG 경영정책 방향

1_정책목표와 방향

1)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

다(조신, 2021).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허가(social 

license)(Boutilier, 2014) 등 유사 개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적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강조되는 용어는 변화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최근 고

물가와 저성장, 경기침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ESG 펀드의 그린 워싱 문제가 제기되면서(Lee, 

2021; Gensler, 2022) ESG 펀드를 비롯한 기후금융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다

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Fujita, 2022). 이에 더해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ESG 

측정 가능성, ESG 경영과 재무성과와의 관련성(Whelan et al., 2021), ESG 통합평

가에 대한 의문 등 ESG 경영과 관련한 오래된 질문들이 여전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Perez et al., 2022a, b).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기후환경 아래 이중 중대성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평가하고, 사회와 

환경 측면에서의 기업의 긍정적 기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용어의 변화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을 움직이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와 기후환경의 변화는 필연

적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창출과 현금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에서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가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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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공공의 관점에서 어떠한 편익을 기

대할 수 있는가? ESG 경영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ESG 경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정보(사회와 기후환경의 변화, 환경 영향 등)

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기업에게 핵심 이해관계자는 투자

자와 경영진, 노동자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에게 핵심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시민이며 이러한 점에

서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한 사회 복리후생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ESG 

경영은 기업과 기관이 이러한 가치를 변화하는 사회와 기후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창

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전략이다.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통해 기업과 기관

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기업과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라는 사적 편익을 기업과 기관에게 제공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 도시, 국가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도 제공한다. 

[그림 4-1] ESG 경영과 사회적 편익

이에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물론 

ESG 경영은 시장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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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려 하거나, 규제를 통해 시장행위자들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ESG 경영이 그린 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투자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ESG 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ESG 투자 기준 

강화와 공급망 관리 등은 ‘사다리 걷어차기’(장하준, 2004)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아직 역량이 부족한 신생기업이나 중소규모 기업에게 시장이 강조하는 ESG 경영 조

건은 또 다른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ESG 경영

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함

께 지방정부도 관련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 

2) 서울시 정책 목표와 주체별 역할

서울시의 ESG 정책 목표와 주체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의 ESG 정책 목표는 중대성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과 기관의 가치 창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과 기관의 가치 창출 지속성은 변화하는 사회와 

기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ESG 경

영을 통해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고, 공공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리 후생 창출이라는 기관의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사회복리 후생은 중장기

적으로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은 사회와 도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

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사회와 도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 ESG 정책과 관련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과 기관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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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서 살펴본 ESG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과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2소절과 3소절에서는 경영평가 개선방안과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5장에서

는 중장기 과제를 포함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구분 공공기관과 공기업 ESG 경영확대 ESG 경영 민간 확대 지원

정책
목표

(변화하는 기후환경 반영, 중장기적) 
중대성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기관(기업)의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확대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 
기관의 가치(사회복리후생) 창출 지속 
→ 사회복리후생 극대화 + 환경 영향 최소화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
기업의 가치(지속가능한 현금 흐름) 창출 지속
→ 지역 경제 활성화 + 환경 영향 최소화

주체별
역할

• 기업(기관): ESG 경영 전략 수립, 핵심 지표 관리, 대내외 정보 공개

• 정부(지자체): ESG 선순환 강화를 위한 감독과 지원

시민, 투자자의 요구 → ESG 경영 확대 → 기업 리스크 관리 + 환경 영향 최소화

→ 지속가능한 도시, 사회, 국가

 - 중앙정부는 ‘그린 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

 - 지방정부는 정보 제공과 진단 및 컨설팅 지원으로 ESG 투자 기준 강화, 공급망 관리 

등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취약 산업 지원(중소·중견기업)

정
책
과
제

단기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 서울시 공기업 핵심가치평가 지표 개정

• 산하기관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중대성 평가를 통한 市 재무보고서에 기후 

리스크 포함

• 서울시 공공조달 평가항목 개정

•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교육, 기술 및 

재정 지원(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등)

• 여의도 녹색금융 특화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중장기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마련

(ESG 중심으로 재편, 지표 추가 및 개선)

• 기관별 특성에 맞는 ESG 가이드라인 작성, 

공공기관 ESG 평가 방안 마련

• 시정 활동 영역(Government operation) 

에 대한 ESG 평가(기후예산제 개념 확대 

등), 서울시 ESG 보고서 발간 등

•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 

(평가 방법론, 공급업체 대응 지원, 공시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ESG 기금 마련(ESG 채권), 투자정책에 

ESG 반영

지속 • 경영평가 지표 지속 개선
• 공공조달 평가항목 지표 개선

(ESG 우수기업 우대 항목 추가)

[표 4-1] 서울시 ESG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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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경영평가 개선방안

1) 개요 

공공부문은 경영평가 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여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평가 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면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위한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조례 등을 통한 의무화 

방안보다 거부감이 적은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되

고 있다. 서울시 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등급(가~라)에 따라 기관성과 지급률이 

0%에서 30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지방 공기업은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

가 등급이 정해지는데, 등급별 최종 성과급 지급률은 서울시 자체 핵심 가치평가 결과

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로 

ESG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료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ESG 관련 지표들을 비교·분석해 서울시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K-ESG 가이드라인(관계기관합동, 2021),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편(기획재정부,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2021) 등 국내 ESG 

가이드라인과 기존 서울시 경영평가 항목을 비교해 적합한 지표를 발굴하였다. 3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ESG 경영 요소 중 특히 환경 분

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경 영역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관별 특성에 맞는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ESG 경영전략과 관련한 항목을 경영평가 지표

에 추가하였다. 사회와 지배구조 영역에서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

는데 이는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경영평가 지

표 개선방안은 서울시 유관부서와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2023년 경영평가 편람으로 확정되었다. 

2)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 

서울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경영실적의 평가)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



75

환
경
·
사
회
·
지
배
구
조(

E
S
G) 

경
영
 확
대
 위
한
 서
울
시
 정
책
방
안

여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평가는 서울시 20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 등 총 21개 

기관10)에 대해 이루어진다. 공통 평가항목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되며 총점 50점이 배당된다. 나머지 50점은 기관 고유의 사업영역에 

대한 평가에 배정된다. 평가 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이며, 전년도 경영실

적을 평가하고 결과는 기관별 평가등급의 부여와 성과급 지급률(0% ~ 300%), 기관

장 기본연봉 인상률(-10% ~ 10%) 결정에 활용된다. 

서울시의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된 ESG 관련 내용은 다음 표와 같

다. 우선 대분류상 리더십·전략 분야에서 기관장 리더십 항목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ESG 경영 관련 지표가 반영되었다. 새로운 편람에 따라 기관장 리더십 항목에서는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경영계

획 수립 여부)’가 평가되며 기관장 리더십 항목의 총 배점은 기존 4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대분류상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다수의 환경경영 관련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새로운 편람에서는 사회적 책임 분야 하위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

라는 소분류가 생성되었으며, 이 항목 내에 환경경영 관련 실적이 예고지표로 추가되

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및 용수 절감량,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노력 등 3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평가 방법으로 에너지는 최근 5년 평

균 대비 감소율을 평가하며, 용수는 전년 대비 감소율을 평가한다.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율로 평가한다. 제로 웨이스트 노력은 기관의 

폐기물, 일회용품 감축 계획수립 및 성과, 폐기물 감축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정성적으

로 평가한다. 

10)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
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
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 서울시사
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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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항목 제시안 반영 내용

ESG 경영 
전략 수립

• 전략기획 부문 내 ‘ESG 진단 및 경영 전략 

수립’ 항목 신설(정량 +1.0점)

 · 자체 ESG 경영전략 수립(+0.5점)

 · ESG 진단 및 평가

(제3자 평가 및 진단 +0.5점)

• 기존 ‘기관장 조직관리 리더십’ 내 ESG 

전략 수립 반영

 · 정량평가 평가항목 내 추가 

 · ‘기관장 조직관리 리더십’ 항목 배점 1점 

추가(기존 2.0 → 변경 3.0점)

• 제3자 평가 및 진단 미반영 

환경 경영

• 환경경영 부문 신설(총 +2.0점)

 · (정량)에너지 절감량(+0.5점)

 · (정량)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0.5점)

 · (정성)제로웨이스트 노력(+0.5점)

 · (정량)용수 절감량(+0.5점)

• 사회적 책임 분야 내 하위항목으로 

예고지표 반영

• 에너지 절감량 및 용수 절감량 지표 통합

 · (정성)에너지 및 용수 절감량

 · (정량)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정성)제로웨이스트 노력

[표 4-2]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23년 평가) 내 ESG 요소 반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5점이고, 동일 등급 

내에서도 성과급 지급률 구간 간 점수 차이는 1.5~2.5점이기 때문에, ESG 경영 요소

를 평가 지표로 추가할 경우 개별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변화되거나 지급률 구간이 

변화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해 2018년 실적 기준 서울시 출연기

관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총 19개 기관), 만약 경영평가 지표에 ESG 경영 요

소가 배점 3점으로 반영되고, 기관이 ESG 경영 요소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5개 기관

의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으며, 18개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률 구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 평가점수 성과급 지급률

가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나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다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라 80.0 미만 -

자료: 서울시(2020)

[표 4-3]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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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점수 성과급 지급률 기본연봉인상률

S

95.0 이상 300%

-10 ~ +10%
범위에서 차등 적용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A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B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C 80.0 미만 -

D 70.0 미만 -

자료: 서울시(2020)

[표 4-4]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지표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평

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등급별 최종 지급률은 서울시의 

핵심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기관 사장(이사장)의 경영성과 평가에도 핵심 

가치평가 결과가 70% 반영된다. 공기업 핵심가치 평가 지표는 앞서 살펴본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변화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장기 개선방안 역시 3소절에

서 다룰 출연기관 경영평가 중장기 개선방안과 연계해 지표를 구성하면 될 것이기 때

문에 별도로 다루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핵심 가치평가 지표 개선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운영 성과 항목 하단

의 시정철학 구현 노력 항목에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추가하였다. 배점은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운영 성과 항목 하단에 

환경경영 항목을 예고지표로 추가하였다. 지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기관의 ESG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진중인 ESG 경영 이행수준 평가’

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로는 제로 웨이스트 노력과 용수 절감량이 반영되

었으며 평가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녹색제품 우선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친환경 차량 구매 실적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로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총 2점 배점), 서울시 공기업 핵심 가치평가 지표로는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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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요소 반영 내용

ESG 경영 전략 
수립

• ‘시정철학 구현 노력’ 정성평가 지표 내 평가항목으로 포함 

 ·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경영계획 수립여부)

 · ‘시정철학 구현 노력’ 항목 배점 1점 추가(기존 5.0 → 변경 6.0점)

• 제3자 평가 및 진단 미반영 

환경 경영

• 시정 핵심과제 추진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환경경영’ 반영(예고지표)

 ·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ESG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 이행 수준 평가 

 · 제로웨이스트 노력(정성평가)

 · 용수 절감량(정량평가)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친환경차량 구매 실적 등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 중복성 문제 등으로 

핵심가치평가에는 미반영 

[표 4-5] 공공기관 핵심 가치평가 지표 내 ESG 요소 반영

3) 중장기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

경영평가 지표의 중장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2023년 개정 편람에서처럼 기관장 리더십을 평가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독립 배점이 아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배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SG 경영원리 구현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진단 및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수집 등 실무적 여건이 확보될 경우 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출연기관은 ESG 경영과 관련한 자료 구축 정도에 있어 편차가 

크다. 특히 다수의 기관에서는 환경 요소와 관련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이에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3가지 환경 지표만을 추가하였으며, 

자료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예고지표로 반영하였다. 앞으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연기관의 ESG 자료 구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역량을 강화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포함할 지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률, 신재생에너지 비율, 재활용 활용률 등

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 지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제로 웨이스트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환경 분야 핵심 정책과 관련된 것이면서 공공기관이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자발적 이직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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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의 비율, 산업 재해율, 전략적 사회공헌,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동반성장,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안전, 고객만족 대응체계 운영, 정규직 중 

고졸자 비율, 여가친화경영,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중 재취업지원 제공 비

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 및 활동, 농어촌지역 상생, 산학협력 활성화 

기여, 미래세대 성장 및 교육 기여 등의 지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지배구조 영

역에서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윤리경영 등 준수 등

의 지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추가 항목을 선정할 때에는 경영

평가 대상 기관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예고지표 등을 활용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성을 고려해 기관별 특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지표 평가 방식을 다른 기관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정량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나 온실가스 등은 기관의 과거 평균 대비 절감량으로 

평가할 경우 과거의 절감 노력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연도의 평가점수 손해를 감수한 후 차년도부터 손쉽게 높은 점수를 받으려

는 시도도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지표별 특성을 파악한 후 업종별로 벤치마킹 방식(업

종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평가 후 동일 업종에 속한 기관이 따라야 할 표준배출량 

산정) 등을 활용해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

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서도 벤치마크 방식으로 개별 건물의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황인창 외, 2021). 다만, 상대적 비교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적 장치 보완 이후 지표 평가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지표체계를 ESG 요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대내

외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홍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그림

은 현재의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ESG 중심으로 재편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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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야 평가지표 지표성격
배점

(’23 기준)
K-ESG 유사지표 중장기 개선방안(예시)

공통
(총 4.5점)

1) 전략기획(비전, 경영목표, 전략제시, 달성노력 성과) 정성/정량 4.0
 ① 경영 방향 정성 1.0
 ② 사업 관리 정성 1.0
 ③ 조직효율성 증진노력 및 발전성과 정성 2.0
2) 정보공개 운영 실적 정량 0.5

환경(E)
(현재 

배점없음)

1) 환경경영 정성/정량 (예고)

 ① 에너지 및 용수 절감량 정량 예고지표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E-4-1)
(용수) 용수 사용량(E-5-1)

※ 에너지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지표 분리 평가

 ②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정량 예고지표
(환경라벨링)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비율(E-9-1)

 ③ 제로웨이스트 노력 정성 예고지표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E-6-1)

지배구조(G)
(총 12.2점)

1) 기관장 리더십 정성/정량 7.0

 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 정성 3.0

(목표) 목표 수립 및 공시(S-1-1)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E-1-2)

 ② 경영목표 달성 및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정성 2.0
 ③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적 정량 2.0
2) 윤리 경영 정성/정량 5.2

 ①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시행평가 결과 및 개선도) 정량 4.0
(개선) 윤리경영/반부패관련법규/ 
행동강령 등 준수(G-윤리경영-신규)

 ② 인권경영 실행 및 인권경영 실적 공개 정성/정량 0.2
(윤리경영)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G-4-1)

 ③ 노사합의 노력 등 정성/정량 1.0
(노동) 결사의 자유 보장(S-2-6)
(이사회 활동) 사내이사 출석률 
(G-2-2)(일부)

[표 4-6]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ESG 중심 개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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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야 평가지표 지표성격
배점

(’23 기준)
K-ESG 유사지표 중장기 개선방안(예시)

사회(S)
(총 

33.3점)

1) 재무예산관리 정량 8.0
 ①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정량 1.0
 ② 사업수행효율성 정량 1.0
 ③ 일반관리비 충당률 정량 1.0
 ④ 재정·예산관리의 적정성 정량 5.0
2) 시민만족도 정량 5.0
 ①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정량 3.0 (개선) 고객만족 대응 체계 운영 

(S-소비자-신규) ② 전년대비 개선도 정량 2.0
3)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정성/정량 3.5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정성 2.0/1.5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S-4-1)
 ② 시설물 운영상태 및 안전관리 정량 1.0/0.5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S-4-1)
 ③ 대시민 프로그램 참여자 안전관리 정량 0.5/1.5 (산업안전) 산업재해율(S-4-2)
 ④ 안전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른 감점 정량 ▽3.0 (산업안전) 산업재해율(S-4-2)
4) 인사관리 정성/정량 5.0
 ①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정성 1.0
 ② 인력개발의 효과성 정성 1.0
 ③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정성 1.0
 ④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정량 1.0 (노동) 교육훈련비(S-2-4)
 ⑤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정량 1.0
5)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정성/정량 6.0
 ① 양육자 친화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5 (개선) 여가친화 경영(S-노동-신규)
 ② 일자리 채용 비율 정량 3.5 (다양성 및 양성평등) 장애인 고용률(S-3-3)
6) 윤리경영 정성/정량 3.8
 ① 성평등 기반 조성 정량 2.0/▽2.0

 ② 인권경영 정성/정량 1.8/▽0.5
(인권) 인권정책 수립(S-5-1)
(인권) 인권리스크 평가(S-5-2)

7) 사회적 책임 이행 정량 2.0
 ①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정량 1.0 (지역사회) 전략적 사회공헌(S-7-1)
 ② 소통활동 강화 정량 1.0

[표 4-6]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ESG 중심 개편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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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의 종류와 범위

민간부문은 우선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ESG 요소를 추가하여 ESG 경영 민간 확

산을 유도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외에서는 환경과 인권, 거버넌스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조달 또는 ESG 조달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국내 조달청도 환경

과 사회영역을 중심으로 평가요소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조달 적격심사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ESG 도입 및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서 기능할 수 있으며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지방계약은 다음 표와 같이 「지방계약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나 법령을 우선

하고, 그 외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많은 하부 예규, 고시, 일반조건 등의 규

정을 두고 있다. 

현재 법률상 계약 평가단계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용역 적격심

사,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 등 매우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 의해 별도 기준이 없는 적격심사 대상에 

한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나, 공사계약, 기술용역, 

학술용역, 물품구매는 이미 다른 법률이나 예규 등에 적격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행안부 예규를 통해 정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에 맞춰 지자체장이 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ESG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상위 법령에서의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평가 기

준은 행안부 예규 제19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의되어 있으

며,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 중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과 협상에 의한 평가 

신인도 기준은 2022년 2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서울시가 권한을 갖

고 있는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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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소관부처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
행정안전부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개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자료: 서울시(2021)

[표 4-7] 지방계약 관련 법률

지방계약은 다음 표와 같이 계약의 목적, 계약의 형태 및 방법(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낙찰자 결정 방법 중 적격심사 낙

찰제는 「지방계약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해 규정

된 것으로, 입찰가격 외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의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가격입찰을 통해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 후 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이면 낙찰한다. 신인도의 경우 총 평점이 음(-)의 경우에는 취득점

수에서 감점하며, 양(+)인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계약별로 적격심사 적용기준이 다르며, 서울시 예규에 따라 평가 가능한 항목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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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이다. 중앙정부 적격심사 적용기준에는 공사, 기술용역, 학술용역,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물품구매 등이 포함되며, 서울시 적격심사 적용기준에는 건설폐기

물처리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이 포함된다. 

구분 종류

계약 목적별

- 공사계약

- 용역계약

 ·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 물품제조·구매계약

계약체결 형태별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

-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기계약 등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차수계약 등

- 공동계약, 단독계약

- 기타

계약체결 방법별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법별

- 적격심사낙찰제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자료: 서울시(2021)

[표 4-8] 지방계약의 종류

구분 대상 법적 근거

적격심사 

낙찰제

[공사]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기타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 300억원 미만

- 지방계약법 제1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시 예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

[용역][물품]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단순노무 

제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서울시 ’협상계약 가산점 기준‘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단순물품구매 제외)

자료: 서울시(2021)

[표 4-9]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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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은 서울시 및 관할 구역 내에서 집행하는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

리용역, 경비용역 등을 포함한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을 제외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은 서울시 예규를 

통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ESG 경영 관련 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구분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일반용역(서울시 예규) 100 100 100 100

수행능력평가 70 50 30 10

이행실적 40 20 10 -

경영상태 30 30 20 10

신인도 -17~+13.5 -17~+13.5 -17~+13.5 -17~+13.5

희망기업 +2 +2 +2 +2

중소기업 +0.5 +0.5 +0.5 +0.5

지역업체 +4 +4 +4 +4

공동수급체 구성 +2 +2 +2 +2

일자리창출 +2 +2 +2 +2

계약질서 미준수 -15 -15 -15 -15

모범납세자 +1 +1 +1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2 +2 +2 +2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 -2 -2 -2

입찰 가격 30 50 70 90

자료: 서울시(2022)

[표 4-10]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술능력 평가(총 8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

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내용을 고려하여 필

요 시 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정량평가 분야는 지방자

치단체장이 사업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서울시는 협상 계약의 가산점 

기준(신인도 평가)을 아래 표와 같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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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자료: 서울시(2022)

[표 4-11] 서울시 협상계약에 의한 가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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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법률안에서 서울시는 낙찰자 결정 방법의 평가 기준을 통

해 ESG 경영 요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ESG 경영 요소를 

추가하고 가점(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외에도 ESG 경영 요소를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경쟁 입찰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에 적합한 자 외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 입찰의 경우 중복 제한 금지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조달 지침 내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중 신인도 항목과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 분야 등에 아래 표와 같이 ESG 경영 

요소를 추가하고 가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 지표로는 ESG 경영 추진 기업, 

ESG 경영 우수기업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ESG 경

영에 가점 최대 2점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현행 개선안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신인

도

소계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13.5 ~ -17 +15.5 ~ -17

ESG 

경영 

○ ESG 경영 추진기업

  - ESG 진단 또는 평가를 받은 기업

  -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한 기업

○ ESG 경영 우수기업

  - 환경경영관련 인증 기업

- - 2

1

(0.5)

(0.5)

1

[표 4-12]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세부기준 개선방안

평가요소 평가 항목
현행 개선안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총점 +7 ~ -7 +9 ~ -7

사.

ESG 

경영 

○ ESG 경영 추진기업

  - ESG 진단 또는 평가를 받은 기업

  -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한 기업

○ ESG 경영 우수기업

  - 환경경영관련 인증 기업

2

1

(0.5)

(0.5)

1

[표 4-13]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세부기준 개선방안

다만, 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가 활

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ESG 경영 우수기업을 판별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는 환경경영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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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회 영역이나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인

증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고, 환경 분야가 ESG 경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높지

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환경경영관련 인증 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인증으로는 다음 표

와 같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EMS),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EnMS) 등이 있다.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의 환경경영 전반에 관한 인증으로, 1∼5인의 소기업부터 대

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 국내외 기업에서는 납품업체에

게도 수년 전부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환경경영시

스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의 에너지 경

영에 관한 인증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기

업에서 주로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비용은 대체로 기업 규모 기준으로 책정되며, 환

경 관련 업무가 많은 업종일수록 심사할 사항이 많아 비용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

부, 지자체, 지역 테크노파크 등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사후관리 심사와 갱신 심사 등을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구분 인증 개요 인증 기준 인증기관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조직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 받는 제도

▸친환경 기업경영 

방침 수립

▸경영방침 실천 

위한 인력 및 예산 

투입․관리

한국인정

지원센터

에너지경영 
시스템 인증 

(ISO 50001)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조직의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 받는 제도

▸원가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 수립

▸실행 및 운영 

활동실적 측정·점검

녹색경영
시스템 인증
(KSI 7001

/700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이 수립하고 운영하며 유지하는 녹색경영 

시스템이 정해진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적격한 제3자가 심사하고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저탄소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 온실가스 및 에너지 경영, 사회적 책임 

준수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

▸에너지, 온실가스 

관리 등 녹색경영 

활동 이행

▸녹색경영 성과 

평가

[표 4-14] 국내 주요 환경경영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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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총 금액은 1,714억원으로 서울시의 총 

계약 금액(2.5조원) 대비 6.8%를 차지한다.11) 계약건수 기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지방계약 건수 대비 2.9%를 차지하며, 용역 형태의 계약 

중에서는 8.5%를 차지한다. 

구 분 합계 공사 용역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 (a) 400 0 385 15

총 계약 건수 (b) 13,909 2,039 4,532 7,338

비중 (a/b) 2.9% 0% 8.5% 0.2%

자료: 서울계약마당(협상에 의한 계약 2022.6.22. 검색) 

[표 4-15] 서울시 지방계약 건수

지방계약 이외에 물품구매 등과 관련해 ESG 요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만 이 경우 「녹색성장 기본법」에 구매 가능한 녹색제품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12)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 조달 우선 대상업체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 및 일상

경비 금액 범위 내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이 조례에 공공 조달 우선 업체로 

ESG 경영 우수업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사회

적 약자 기업에 대한 자생력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ESG 경영 우수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조례에서 정한 공공 

조달 우선 대상업체들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구매 촉진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ESG 경영 우수기업은 근거 법률이 아직 부족하다. 

11) 서울시 재무국 내부자료
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5항.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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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개선방안

현재 개별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기관은 다수 존

재하지만, 공식적으로 ESG 경영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곳은 드물다. 국제표준에서도 

ESG 경영 인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ESG 경영을 인증하는 것은 개념상 적

합하지 않다고 하여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ESG 경영 인증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

다.13)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ESG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업

체를 파악하고, 이를 공공조달 평가 시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제시하였듯

이 단기적으로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기존 유사 인증 제도를 취득한 기업에게 가

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외부 평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상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ESG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

조달 참여 기업을 평가한 후 일정수준 이상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평가결과 점수에 비례하여 가점을 차별화하는 것도 가능

하다. 

평가요소 평가 항목
현행 개선안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사.

ESG 

경영 

1. ESG 경영 추진 기업 

  - ESG 진단 또는 평가를 받은 기업(0.5점)

  -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한 기업(0.5점)

2. ESG 경영 우수 기업 

  - ESG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얻은 기업

  - 평가점수에 비례한 가점 차별화

2

1

1

[표 4-16] 서울시 지방계약 평가 신인도 항목 가산점 중장기 개선방안

13) 다만, 국내에서는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기관에서 ESG 경영대상 등 수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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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정책 제언

1_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크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포

함한 공공부문 ESG 경영 도입방안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에서 서울시가 ESG 경영

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서울시가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공공부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영평가 지표에 지속적으로 ESG 요소를 반영하

여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로 ESG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료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중장

기적으로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과 ESG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후 리스

크를 포함한 중대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 영역에서의 ESG 도입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보고

서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고 ESG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시정 활동 영역에 대

한 ESG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나다 토론토

에서는 기후렌즈 사업을 통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정 활동 영역을 기후 리스크 관점

에서 평가하려 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지속적으로 ESG 요소

를 추가하여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의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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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기업은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와 국

제표준 강화, 협력사의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ESG 경영 관련 대응 수준이 낮아 ESG 경영이 표준화

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같이 금융기관이 집중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 녹색금융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녹색금융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ESG 평가

방법론을 제공하고, ESG 공시를 지원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ESG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주로 대기업 등 자본시장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평가는 수행하는 

곳이 많지 않고 방법론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ESG 평가

를 도울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

관협의체 구성으로 기업과 시민사회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을 독려하고, 녹색

채권 등의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ESG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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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책 제언

1)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또는 ESG 공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향후 ESG 경영 관련 

공시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는 산업계 표준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

들의 공급망 관련 ESG 정보공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ESG 경영을 도입하거나 관련 지표를 공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망 전체로 확대된 ESG 경영 관리 추세는 중소기업으

로 하여금 더 이상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다. ESG와 관련

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인 중소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한 시장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ESG와 관련한 지표를 관리

하거나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시스템 도입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투자유치가 어

려워질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로서 미국의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은 민간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

(EcoVadis)를 통해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버라이즌에 제품

을 납품하던 국내 한 기업은 에코바디스의 1차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획득하고 이로 

인해 계약해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 기업은 전문 컨설팅을 받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ESG 경영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이는 ESG 경영이 중소기업의 생존전략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ESG 경영 교육을 통한 인식 확대,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ESG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국제표준과 협력사 요구 대응 자료 구축 

지원, ESG 경영 실천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제공, 대·중소기업 ESG 경영 협

력 체제 구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 2장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경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까지 정부의 지원은 ESG 경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ESG 관련 대



95

환
경
·
사
회
·
지
배
구
조(

E
S
G) 

경
영
 확
대
 위
한
 서
울
시
 정
책
방
안

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핵심 지표와 자료 구축 방법에 관한 기술 지원)과 인

식개선 교육, ESG 대응 컨설팅 지원,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형 ESG 경영 공시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예정인데, 이는 K-ESG 가이드라인과 유사하

게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기술지원이다. 

서울시는 아래 표와 같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경영 협의체 운영, 친환경 사회공헌 상생모델 구축, 친

환경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녹색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

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21년 5월에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면서 시 금고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탈 석탄 선언 유무, 

탈 석탄 이행실적,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평가해 금융기관을 선정하도

록 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경제단체와 친환경 
경영 협의체 운영

•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한 고위급-실무급 협의체 구성·운영

• 친환경 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 협의체를 통한 기업 환경 교육수요 파악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친환경 사회공헌 
상생모델 구축

•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협력모델 구축·운영

  -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기부 확대

  - 기업기부를 통해 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친환경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 대기업 납품, 해외수출 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고효율 설비 전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ESG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 필요하나 다수 

중소기업들이 ESG에 대한 인식 부족, 자가진단 미흡

• 친환경·ESG 우수등급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별 컨설팅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업별 자문 실시, ESG 

자가진단, 추진전략 등 ESG 대응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2022년 

시범사업(50백만원, 10개 기업) 후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

녹색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

• (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저감 등 市 필요 환경기술 개발

• (창업지원) 녹색기업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창업컨설팅 지원

• (판로개척) 생산된 녹색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테스트베드) 친환경 신기술 보유 기업의 실용성 검증 지원

  - 중소기업 신기술 검증 및 육성을 위한 녹색신기술 실증연구 접수소 운영

  - ’22년 11억원 연구개발비 지원, ’26년까지 연간 20억원으로 확대

[표 5-1] 서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

자료: 서울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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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패키지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향후 디지털 ESG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국

제표준과 협력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ESG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과 기후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실

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공시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투자자

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허가권

(social license)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ESG 공시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ESG 공시로 중소기업은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계약해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투자 회수와 관련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ESG 경영 도입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은 사회적 여건과 기후환경

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장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원하

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디지털 ESG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하거나 관련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정책성과도 상당히 높

을 것이다. 

기업의 ESG 평가 관리는 ESG 경영 공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공시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업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본 유치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ESG 경영 공시를 통

해 보다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는 

각종 규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지원하거나, 관련 데이터(공공데이터 포함) 구축을 지원할 

경우 실효성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ESG 공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공시

지표 결정을 도와주고, 공시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을 참고할 수 있다. 

한 사례로 ESG Dark Korea(이하, EDK)에서 운영하는 ESG 공시 플랫폼인 ‘ESG 

Data Platform’에서는 ESG 공시 지원을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에서는 

‘ESG 수준을 진단’한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ESG 공시에 대한 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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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수준을 진단하고, 1차 공시 항목과 관리 운영 체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

서 기업의 ESG 수준을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시지표를 

결정’한다. 투자사 및 협력업체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기업에 필요한 

ESG 공시 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의 ESG 공시 표준인 GRI Universal 

Standards를 비롯하여 TCFD, SASB, DJSI의 CSA, MSCI, CDP, EcoVadis, KCGS 

ESG 평가 등 다양한 ESG 지표를 검토하여 100~350개의 공시지표를 결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EDK 사이트 링크를 생성하여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ESG 공시

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ESG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이 제

공한 내용을 근거로 공시 지표별로 1차 입력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로 ESG공시 지

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상시 수정’을 한다. 설정한 ESG 지표 데이터

가 변경될 경우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5-2] EDK의 중소기업 ESG 공시 지원 절차

자료: EDK 홈페이지 소개자료

ESG 공시 플랫폼에서 ESG 지표를 관리하듯이 디지털 기반으로 ESG 경영 체계를 구

축하는 Digital ESG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ESG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Digital ESG의 가장 큰 장점은 

ESG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제공한다는 점이다(LG경영연구원, 2022).

대표적인 Digital ESG 사례로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바스프는 대시보드(dashboard) 형태의 Digital ESG 시스템을 도입해 ESG 경

영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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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이 측정이 필요한 ESG 목표를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바스프

는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개

별 제품별로 탄소발자국을 계산한다. 

이러한 Digital ESG는 기업의 ESG 경영 정보 및 성과를 종합 관리하는 일련의 

DX(Digital Transformation) 활동으로 ESG 경영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한다. 특히, Digital ESG의 가장 큰 장점인 데이터에 대한 가

시성(Visibility)은 다양한 주체에게 각각의 편의를 제공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ESG 목표 대비 성과 관리에 도움이 되고, 고객에게는 ESG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이해관계자에게는 평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투명성을 제공한다. 

1 ISO 14067:2018, ISO 14040:2006, 14044:2006, 14067:2018, 

  GHG Protocol Product Standard

[그림 5-3] BASF의 제품 탄소발자국

자료: BASF(2022)

2) 녹색금융 활성화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정 지원 역시 

중요하다. 관련하여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런던에서는 시티오브런던을 녹색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녹색금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업은 산업계 중에서도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ESG 경영과 관련해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이

기에 서울에서도 녹색금융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14)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도 금융업이 기후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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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참고로 금융업에서는 자사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

라 전력과 열 소비를 통한 온실가스 간접 배출, 자금 투자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Scope 3 배출)까지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에 서울에서는 여의도에 녹색금융 특구를 지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

융 감독기구, 여의도에 입주한 개별 금융사와 협력관계(양해각서 등)를 구축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서울시, 금융 감독기구, 여의도에 입주한 

금융업계는 금융업계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둘

째, 여의도에 입주한 개별 금융사는 건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Scope 1과 Scope 2 배출) 감축목표(탄소중립 로드맵)를 설정한다. 이에 더해 금융

사는 Scope 3 배출까지 범위를 확장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감축목표(탄소중립 

로드맵)를 설정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황인창 외, 2021)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여의도에 입주한 금융사는 기후변화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

를 관리해 나간다. 넷째, 여의도에 입주한 금융사는 금융 감독기구, 서울시와의 협의

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촉진한다. 금융업계의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해 서울시는 금융 감독기구,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

한다. 서울시의 토지이용과 건물 입지 관련 권한이나 건축물 관련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쿄, 토론토 등에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도입과 실

천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는 도시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도시재생기금 등 ESG 경영 

요소 중 사회, 환경과 관련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

금을 ESG 도입 및 실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활용처를 다변

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녹색채권이나 사회적채권과 같이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9.19.),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 작업반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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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 

금고 평가항목을 수정해 시 금고 지정 과정에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시의 자산 운영 과정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정책투

자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 자산 운영자가 투자 결정 시 ESG 경영 요소를 반드시 고려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도 시 금고 운영항목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해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공공부문의 리더십 강화

황인창·백종락(2019)은 대기오염 국제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의 리더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리더십은 단순히 제도를 제안하거나 재원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자를 설득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협

력 대상자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고 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황인창·백종락, 2019, p.96, 문구 일부 수정). 이러한 리더십의 요소들은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서울시

의 행정과 사업영역에서도 ESG 경영 요소를 도입하고 실천함으로서 ESG 경영을 확

산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사회와 환경 변화가 서울시 행정의 핵심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

향을 포함한 ESG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서울시, 2022)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주로 서

울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단편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 전체의 관점에

서 보고서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산하 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에

서의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2장에서 기술한 토론토의 사례 등을 참고

하여 현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중 중대성의 관점에서 서울의 ESG 경영을 분석

하는 ESG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보고서에서는 도시 전체로

서의 관점뿐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서 산하 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행정과 사업영역

의 관점에서도 ESG 경영을 다룰 필요가 있다. 토론토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보고서에 기후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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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ESG 보고서

      자료: https://sustainabilityadvantage.com/2022/02/22/sustainability-vs-esg/ 수정

서울시는 2021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다(유정민 외, 2021). 기후예산제는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이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이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기후예산제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 Scope 3 배출량까지도 산정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하고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 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

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산하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 중대성 평가

방법론, ESG 평가방법론 등을 개발하여 산하기관이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도입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론토에서는 

중앙정부, 토론토시, 전문기관(공인회계사협회)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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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 시

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

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그린 워싱 등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

는 대기업이나 투자자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금융감독원 등)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ESG 경영 조건이 아직 역량이 부족한 신생기

업이나 중소규모 기업에게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토론토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경영 활성화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럽연합에서는 녹색 분류체계, 공시

제도 강화, 재원 마련 등 실행 도구라는 3가지 방향에서 기업과 기관의 ESG 경영 활

성화를 돕고 있다. 토론토에서는 ESG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시 정부와 산하기관의 

리스크평가 의무화(기후렌즈 사업), ESG 평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리더십 강화, 

녹색금융 등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의 정책 패키지로 ESG 경영 활성화를 돕고 있다.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토론토에서는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도시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등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기후렌즈 

사업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살

펴보고 협력하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 공공기

관 경영평가 지표를 개정하는 부분, 공공기관의 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부분, 

공공조달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부분, 여의도 녹색금융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부분, 

ESG 지원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 등은 중앙정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

은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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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설문지(공공용)

공공기관 ESG 경영 현황과 정책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ESG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영평가 지표 개선에 앞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투자·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평가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기관 : (재) 서   울   연   구   원

◆ 담당자 : 서울연구원 연구원 OOO

◆ 문의처 : 02 – 2149 – OOOO OOOOOO@si.re.kr

 ※ 상기 이메일 주소(jrbaek@si.re.kr)로 설문지 및 별첨자료(엑셀) 회신 부탁드립니다. 

설문 자료 구성

설문 응답지(부록 1, 2 포함)(한글 파일)

AHP_중요도 평가(엑셀 파일)

참고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 KDI, 2021, ESG 설명자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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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 응답자 기본현황

응답자 성함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책

응답자 연락처
연락처 ☎
E-mail

PART 1   ESG 경영 기본인식

문 1  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1번 문항에 대한 응답 후 첨부한 [부록 1] ESG 기본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후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하는 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①또는 ② 응답: 문 2-1로 ↳ ③또는 ④ 응답: 문 2-2로 

문 2-1  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①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②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와 만족도 증가

③ ESG 경영에 대한 제도권(법, 제도, 규정, 상위기관 등)의 요구

④ 소비자(시민) 인식 변화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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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  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① 경영성과와의 연관성 부족

② 업무부담과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감소

③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 이슈나 트렌드에 그칠 것으로 예상

④ ESG 경영에 대한 조직(경영진 포함)의 무관심

⑤ 기타(                                                                     )

 ※ 3번과 4번 문항은 ESG 경영 평가요소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기법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합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한 

‘AHP 설문지_공공기관용’ 엑셀 파일을 이용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3  ESG 경영 평가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별첨 2] AHP 설문지_공공기관용’ 활용)

문 4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개별 요소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별첨 2] AHP 설문지_공공기관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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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ESG 경영 현황

문 5  귀사에서는 ESG 비전(목표)과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까?

응답

① 별도의 ESG 비전(목표)과 전략체계 수립

② 기존의 경영전략에 포함된 형태로 수립

③ 수립 예정

④ ESG 관련 비전(목표)과 전략체계 없음

문 6  귀사에는 ESG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응답

① 전담조직 있음

② 전담조직 구성 예정

③ 고유 업무를 가진 다른 부서에서 겸업 중

④ 개별 부서에서 비정기적 수행(이슈별 대응)

문 7  귀사는 아래와 같은 ESG 경영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문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문 7-1. 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수집과 관리

(환경성과, 인권경영성과 등 관련 지표)

문 7-2. 제3자를 통한 ESG 진단과 평가

문 7-3. 전문기관을 통한 ESG 경영 컨설팅

문 7-4. 홈페이지,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보고서 등을 통한 

기관의 ESG 정보 대내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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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응답 매우 낮다 조금 낮다 보통이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문 3-1. ESG 전반 ① ② ③ ④ ⑤

문 3-2. E(환경) 측면 ① ② ③ ④ ⑤

문 3-3. S(사회) 측면 ① ② ③ ④ ⑤

문 3-4. G(지배구조) 측면 ① ② ③ ④ ⑤

문 9  다음은 2021년 정부에서 발행한 K-ESG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환경(E) 관련 

지표입니다. 개별 지표에 대한 귀 기관의 관리현황을 답해 주십시오. 개별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환경(E) 지표
자료 보유 여부1)

(O, X, 해당 없음)
기타

범주 진단항목
직전년도

(`21)

최근 
5개년

(`17~`21)

직접 
자료2)

여부(O.X)
비고3)

문 9-1.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문 9-3.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문 9-4.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문 9-5.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문 9-6. 용수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문 9-7.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문 9-8.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문 9-9.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법/규제 위반

문 9-10. 환경 라벨링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1) 서비스, 위탁관리, 판매 업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보유 중(O) 표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예시) 현재 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폐기물 
배출량 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최근 5년간 전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은 ‘O’ 표기
기관이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X’ 표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표기

2) 직접자료: 정확한 사용량(배출량)이 파악 가능한 자료. 정확한 사용량(배출량)을 알 수 없고 간접적으로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한 경우에는 ‘X’ 표기 

   (예시) 고지서를 모두 보유하여 정확한 사용량(에너지 또는 물량 단위) 파악이 가능한 경우 직접자료(‘O’ 표기)
요금납부 기록만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사용량(에너지 또는 물량 단위)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간접자료(‘X’ 표기)

3) 기타 특이사항으로 기관이 출범한지 5년이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기입(예시, 최근 3개년 보유(`19~`21), `20년 
자료 소실 등)



112

부
록

PART 3   장애요인과 정책수요

문 10  귀 기관이 ESG 경영을 도입하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문 11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다음 중 가장 선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문 12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응답

① 경영진의 ESG 인식 부족 ② 임직원 인식 부족(경영진 제외)

③ 제한된 재원(예산) ④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인적자원)

⑤ ESG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⑥ ESG 추진 사업 효과의 불확실성

⑦ 관련 부서간 협업 어려움 ⑧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⑨ 신뢰할만한 ESG 서비스 기관 부족(외부) ⑩ 기타(                             )

① ESG 경영 도입 및 실천 의무화(조례나 행정규칙 등)

②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경제적 지원(컨설팅 지원, ESG 사업 보조금 등)

③ ESG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성과금 등)

④ ESG 경영 우수 성과에 대한 인증 및 홍보

⑤ 기타(                                                                      ）

① 기관의 ESG 성과가 낮아 정보공개 후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

② 정보공개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③ 기존 법·제도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와의 중복성

④ 기관의 ESG 정보를 수집, 분석, 인증, 검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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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귀 기관에서는 ESG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6개월 이내 6개월~1년 1~2년 2~3년 3년 이상

① ② ③ ④ ⑤

문 14  서울시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언이나 기타 의견(기회요인과 한계 등)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설문조사의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단답식으로 답하기에는 부족하여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문항 등).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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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SG 개념과 최근 동향

※ 아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ESG의 개념과 중요성, 사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헌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계부처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KDI(202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 경영”, 경제로 세상 읽기(2021년 7월호). 

1.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사회: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포괄하는 요소,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이 이슈로 부각

   -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진, 이사회, 주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그림 출처: KDI(2021)

2. (최근 동향) 

   - (자본시장의 변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로 보고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래리 핑크의 언급을 신호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라는 경영전략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2022년까지 ESG 관련 투자를 

운용하는 기금의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은 이미 

2019년부터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 왔습니다. 

   - (ESG 정보공개 의무화) 유럽연합(EU)은 ESG 관련 여러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기업의 

생산·공급망 전체에서 환경과 인권 보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기업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 인식)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5월 발표한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3%,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의 역할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9%에 그친 반면, ‘주주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달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제품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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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ESG의 환경(E) 관련 지표

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조직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단기/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환경 분야 목표 수립 현황

1.2. (환경경영 추진체계)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 등을 측정

  ·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가이던스 구축 여부 

2.1. (원부자재 사용량) 조직의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총 원부자재(재생불가능한, 재생가능한, 재생/재활용) 사용량

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조직의 원부자재 사용량 중 재생가능한 원부자재 사용 비율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총 재생 원부자재 사용량

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조직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Scope 2)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조직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4.1. (에너지 사용량) 조직의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화석연료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연료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생산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 열 등

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조직의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

5.1. (용수 사용량) 조직의 원단위 용수 사용량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환경에서 유입한 취수량 + 조직 내 재사용량 + 다른 조직에서 전달받은 폐수량

5.2. (재사용 용수 비율) 조직의 용수 사용량 중 재사용 용수 비율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재사용 용수량

6.1. (폐기물 배출량) 조직의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지정폐기물 + 건설폐기물

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조직의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의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폐기물(재사용 포함) 재활용량, 재활용(재사용 포함) 대상 폐기물 발생량

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 농도

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증감추세 및 산업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 

8.1. (환경 법/규제 위반) 조직의 환경/법 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 수위

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전체 매출에서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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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설문지(민간용)

서울시 중소기업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의 도시계획, 경제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실효성 있는 ESG 경영 지원 정책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 사 기 관 :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설 문 기 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 담 당 자 : OOO 선임연구원

◆ 문 의 처 : 02-OOOO-OOOO OOOOOOOOO@randr.co.kr

업 체 명

종 업 원 수 명 매출액(2021년 기준) 억원

본 사 소 재 지  ① 서울                            ② 서울 이외 지역☞ 면접중단 

업 종

 ① 제조업  ⑦ 금융 및 보험업  

 ② 건설업  ⑧ 부동산업   

 ③ 도소매업  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④ 운수 및 창고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⑪ 기타☞ 면접중단

 ⑥ 정보통신업

주요제품(업종 상세)

회사유형

형 태 ① 개인기업  ② 비상장법인  ③ 상장법인(코스닥 또는 코스피)  ④ 기타(      )

규 모 ① 소상공인☞ 면접중단   ② 소기업 ③ 중기업 ④ 중견기업 ⑤ 대기업 ☞ 면접중단  

수출기업 ① 수출기업                      ② 내수기업

공공조달
① 공공조달 참여 경험 있음           ② 공공조달 경험 없음(☞ ②-1 or ②-2) 

②-1 공공조달 참여 희망           ②-2 공공조달 관련 없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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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ESG 경영 기본인식

문 1  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첨부한 ESG 개념 기본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후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하는 ESG가 귀사의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①또는 ② 응답: 문 2-1로 ↳ ④또는 ⑤ 응답: 문 2-2로 

          문 2-1   (문 2 ①, ② 응답자만)  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②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와 만족도 증가

③ ESG 경영에 대한 고객사, 협력사, 투자자, 제도권(법, 제도 등)의 요구

④ 소비자(시민) 인식 변화

⑤ 기타(                                                                       )

          문 2-2   (문 2 ④, ⑤ 응답자만)  ESG가 실제 경영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영성과와의 연관성 부족

② 업무부담과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감소

③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 이슈나 트렌드에 그칠 것으로 예상

④ ESG 경영에 대한 조직(경영진 포함)의 무관심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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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ESG 경영 현황

문 3  귀사에서는 ESG 비전(목표)과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까?

문 4  귀사에는 ESG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문 5  귀사는 아래와 같은 ESG 경영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문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수집과 관리 

   (환경성과, 인권경영성과 등 관련 지표)
① ②

2) 제3자를 통한 ESG 진단과 평가 ① ②

3) 전문기관을 통한 ESG 경영 컨설팅 ① ②

4) 홈페이지,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보고서 등을 통한 기관의 

   ESG 정보 대내외 공개
① ②

문 6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매우 낮다 조금 낮다 보통이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ESG 전반 ① ② ③ ④ ⑤

2) E(환경) 측면 ① ② ③ ④ ⑤

3) S(사회) 측면 ① ② ③ ④ ⑤

4) G(지배구조) 측면 ① ② ③ ④ ⑤

① 전담조직 있음

② 전담조직 구성 예정

③ 고유 업무를 가진 다른 부서에서 겸업 중

④ 개별 부서에서 비정기적 수행(이슈별 대응)

① 별도의 ESG 비전(목표)과 전략체계 수립

② 기존의 경영전략에 포함된 형태로 수립

③ 수립 예정

④ ESG 관련 비전(목표)과 전략체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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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다음은 2021년 정부에서 발행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중소·중견기업 ESG 

관련 지표입니다. 개별 지표 중에서 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표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부록2]를 참고해 주십시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① E1. 환경경영 목표와 추진체계 ⑩ S1. 정규직 비율 ⑲ G1. 이사회 구성

② E2. 원자재 및 부자재 사용량 ⑪ S2. 결사의 자유 보장 ⑳ G2. 이사회 활동

③ E3. 온실가스 배출량 ⑫ S3. 여성 구성원 비율 ㉑ G3. 주주권리

④ E4.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⑬
S4. 여성 급여 비율

   (평균 급여액 대비)
㉒ G4. 윤리경영

⑤ E5. 에너지 사용량 ⑭ S5. 장애인 고용률 ㉓ G5. 감사기구

⑥ E6. 용수 사용량 ⑮ S6. 안전보건 추진체계 ㉔ G6.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⑦ E7. 폐기물 배출량 ⑯ S7. 산업재해율 P(정보공시)

⑧ E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⑰ S8. 전략적 사회공헌 ㉕ P1. ESG 정보공시 형식

    (방식, 주기, 범위)

⑨ E9.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⑱ S9. 구성원 봉사참여 ㉖ P2. ESG 정보공시 검증

문 8  다음은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중소·중견기업 ESG 관련 환경 분야 세부 

진단항목입니다. 각 지표에 대해 귀사의 입장에서 자료의 수집 및 보유 난이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분류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다소 쉽다 매우 쉽다

1) 환경경영 추진체계 ① ② ③ ④ ⑤

2) 원자재 및 부자재 사용량 ① ② ③ ④ ⑤

3) 온실가스 배출량 ① ② ③ ④ ⑤

4)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① ② ③ ④ ⑤

5) 에너지 사용량 ① ② ③ ④ ⑤

6) 용수 사용량 ① ② ③ ④ ⑤

7) 폐기물 배출량 ① ② ③ ④ ⑤

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① ② ③ ④ ⑤

9)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① ② ③ ④ ⑤

          문 8-1   (문 8 ①, ② 응답자만)  데이터의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②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  

③ 데이터 산정 방식의 어려움(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족, 데이터 출처 불분명 등)

④ 기업 특성상 관련성 없는 지표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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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다음은 ESG 경영과 관련성이 있는 국내외 인증 현황입니다. 개별 인증에 대해 귀사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표에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보유하고 계신 인증에 
대해서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1점∼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ESG 관련 인증

취득
 (취득 응답자만)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

취
득

미
취
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E
(환경)

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EMS), ISO 140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2)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EnMS), ISO 500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3) 녹색경영시스템 인증(GMS), KS I 70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4) 산림경영인증(FM), PEFC/KFCC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5) 우수재활용인증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6) 환경표지인증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7) 저탄소인증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8) 기타 (                              )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S
(사회)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OHSMS), ISO 450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0) 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인증(SR), ISO 26000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인증(BCMS), ISO 223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2) 인권경영우수기업인증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3) (예비)사회적기업인증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4) 소비자중심경영인증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5) 가족친화 인증기업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6)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ISMS), ISO 270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7) 기타 (                            )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G
(지배구조)

18)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ABMS), ISO 370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19)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ISO 37301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20) 기타 (                            )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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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ESG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

문 10  귀사가 ESG 경영을 도입하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문 11  귀사에서 ESG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문 12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다음 중 가장 선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경영진의 ESG 인식 부족 ② 임직원 인식 부족(경영진 제외)

③ 제한된 재원(예산) ④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인적자원)

⑤ ESG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⑥ ESG 추진 사업 효과의 불확실성

⑦ 관련 부서간 협업 어려움 ⑧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⑨ 신뢰할만한 ESG 서비스 기관 부족(외부) ⑩ 기타(                        )

① ESG 도입 및 실천 의무화(조례나 행정규칙 등)

② ESG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ESG 진단, 컨설팅, 공시 비용 지원 등)

③ ESG 관련 사업 실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 보조금, 정책금융 확대 등)

④ ESG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정부 사업이나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부여 등)

⑤ ESG 우수 성과에 대한 인증 및 홍보

⑥ ESG 자료 구축 관련 기술 지원(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구축 지원 등)

⑦ 기타(                                                                     ）

① 기업 자체적인 노력(경영진과 임직원 인식개선, 조직 및 인력 강화 등) 

② 동반성장 등을 통한 대기업(협력사, 거래처 등)의 지원(컨설팅 지원 등)

③ 정부 지원(정책 금융 확대, 경제적 지원 등)

④ ESG 평가지표, 자료구축, 정보공개(공시) 등을 위한 방법론 표준화(산정 툴 제공 등)

⑤ 환경 관련 데이터 등 ESG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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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다음은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입니다. 

각각에 대해 인지여부와 귀사의 활용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활용하고 있으면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ESG 관련 지원 사업

인지여부 활용여부
활용하고 있는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활용
한다

②
활용
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ESG 교육 및 컨설팅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2) ESG 자가진단 지원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3) 협력사 ESG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4) ESG 우수 중소기업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5) 중소기업 ESG 금융 지원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6) 기업 ESG 정보공개(기업공시) 지원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7) ESG 보고서 개발 지원 ① ② ① ②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원 사업 설명 자료>>

1) ESG 교육 및 컨설팅 

[교  육]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ESG경영 개념, 관련 제도, 업종별 이슈, 우수사례 등을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

[컨설팅]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아셈(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고객사 등에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점 도출 등 컨설팅 제공 

2) ESG 자가진단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금융사 등에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부문별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준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

3) 협력사 ESG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 

4) ESG 우수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중 우수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수여

5) 중소기업 ESG 금융 지원

ESG 성공지원 대출: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수립한 ESG 경영 목표 수준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최대 1%p 감면) 

ESG 동반성장 금융지원 :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노란우산 가입고객(소기업·소상공인공제)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사업(최대 0.7%p 감면) 

6) 기업 ESG 정보공개(기업공시) 지원 

국내외 고객사 및 투자사의 ESG 정보공개 요청과 2024년부터 ESG공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ESG 

공시플랫폼을 운영하는 EDK 등에서 ESG 정보공개에 필요한 평가대비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함  

7) 지속가능보고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CSR) 코칭 및 보고서 개발 지원사업」에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CSR/ESG 보고서의 기획 및 작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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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최근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공시)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ESG 정보공개(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보통
다소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문 14-1  ESG 정보공개(공시)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면 귀사는 

정보공개(공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보통
다소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문 14-2  ESG 정보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 14-3  귀사에서는 ESG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 이내 6개월~1년 1~2년 2~3년 3년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① 기업의 ESG 성과가 낮아 정보공개 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

② 정보공개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③ 기업에 민감한 자료 공개 가능성

④ 기업의 ESG 정보를 수집, 분석, 인증, 검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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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조달 심사 시 입찰 기업의 ESG 요소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공공조달 정책이 이처럼 변한다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보통
다소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 ①또는 ② 응답: 문 15-1로 ↳ ④또는 ⑤ 응답: 문 15-2로 

문 15-1   (문 15 ①, ② 응답자만)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15-2   (문 15 ④, ⑤ 응답자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16  다음은 공공조달 심사 시 입찰 기업의 ESG 요소를 평가하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ESG 평가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

② ESG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추가업무 부담

③ ESG 경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④ ESG 경영실천에 도움이 되지 않음

⑤ 기타 (                                                                     )

①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에 유리(가점 획득 등)

② ESG 경영 실천에 도움

③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④ 기타 (                                                                        )

① 입찰기업 중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ESG 평가 도입

② 특정 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에만 ESG 평가 도입

③ 특정 제품군 입찰에만 ESG 평가 도입

④ 평가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공조달에 ESG 평가 도입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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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다음은 공공조달 심사 시 입찰 기업의 ESG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18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설문조사의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단답식으로 답하기에는 부족하여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문항 등). 

 

① ESG 평가 결과를 기본 점수로 반영

② 가점 부여를 통한 ESG 우수기업 우대

③ ESG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참여 불가)

④ ESG와 관련된 공인 인증(환경경영인증 등)으로 대체

⑤ ESG 공시 결과(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참여 불가)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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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ESG 경영 요소 중요도 

 ※ 19번과 20번 문항은 ESG 경영 평가요소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기법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합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한 ‘AHP 설문지’를 이용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9  귀사의 입장에서 ESG 경영 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AHP 설문지’ 활용)

문 20  귀사의 입장에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개별 요소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AHP 설문지’ 활용)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부서/직책

연락처 ☎

E-mail

면접원 성명 (면접원ID:               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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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ublic Policy Perspectives 

In Chang HwangㆍKoUn KimㆍJong-Rak BaekㆍYoon-Hye Yi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has become a centerpiece of 

corporate management to achieve long-term sustainability. One of the main 

concerns in the field of ESG is how to sustainably maximise profits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al norms. This is 

related to the impact of corporate activities on sustainability of society, 

environment, and the well-being of stakeholders. Long-term perspectives, 

double materiality, and non-financial index are the key words to be considered 

for ESG management.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ake an effort to enhance virtuous cycle from ESG 

management to maximising long-term profits, revitalising the local economy, 

minimising advers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nd sustainable city.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role of government (especiall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ESG management 

and the way forward to make ESG real in the market. Two-track approaches 

have been applied for public policy on ESG management. Firstly, 

institutionalising ESG management for the public sector, including government 

opera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Secondly, facilitating ESG management in 

the market by providing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Policy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based on case studies and the 

survey results administrated for public corporations and small-medium 

business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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