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위한ESG통합
실용가이드

UNEP 금융 구상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자 구상

6개 원칙
원칙 서문
기관 투자가로서, 우리는 수혜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로서 우리는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문제가 (기업, 부문, 지역, 자산 클래스 및 시간별로 다양한 정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원칙을 적용하면 투자자를 보다 폭 넓은 사회 목표에 부합시킬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탁 책임과 일치하는 경우,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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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투자의사 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PRI의 미션
우리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장기적인 가치 창조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기적인 책임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환경 및 사회 전반을 이롭게 합니다.
PRI는 다음 사항을 실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원칙의 채택을 권장하고
이행에 대한 협력을 장려한다.2) 건전한 지배 구조, 청렴성 및 책임성을 육성한다.3) 시장 관행, 구조 및 규제에 존재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장애물을 해결한다.

PRI 고지사항
이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법률, 세금 또는 기타 조언을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또는 기타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자와 출판사가 법적, 경제적, 투자 또는 기타 전문적인 문제와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해 하에 제공됩니다. PRI 협회는 보고서에서
언급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내용 및 정보 출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제공되는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 자원의 제공은 그 안에 포함된 정보를 PRI 협회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 권장 사항, 결과, 해석 및 결론은 여러 보고서 작성자의 의견이며, PRI 협회 또는
책임투자원칙 서명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PRI 협회 또는 책임투자원칙 서명자의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최신 정보에 근거한 정보원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했지만, 변화하는 통계, 법률, 규칙 및 규제의 특성 때문에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지연, 누락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I 협회는 어떠한 오류나 누락,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기반해 내려진 결정이나 취해진 조치, 또는 그러한 결정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정보는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 또는 이 정보의 사용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보증 없이, 또한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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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감사드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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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요
상장 주식 투자 분석에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책임 있는 투자 관행1 입니다.
ESG 요소들을 통합하는 자금으로 유입되는 자본과 책임투자의 이점을
뒷받침하는 학술 연구에 대한 인식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ESG 통합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ESG 통합 기술을 투자 결정 및 절차에 이행하는 투자자(자산
소유주 및 투자 운용사 모두를 포함)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이 보고서는 ESG 통합 분석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현재까지 발표된 보고서 중 가장 포괄적인
설명서입니다.

통합 기술
투자 전략 전반에 걸쳐 있는 ESG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이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투자자가 기존의 양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른 모든 재무 요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ESG 요소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전략(전통적 전략이라고도 함)
투자자는 ESG 요인의 예상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예상 재무
수치(수익, 영업 비용, 자산 장부가 및 자본 지출) 또는 회사
평가 모델(배당금 할인 모델, 현금 흐름 할인 모델 및 조정
현가 모델 포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 기준이 수익 및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 계산 – Union
Investment

■■

점점 더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의 수익에 대한 영향 평가 –
Standard Life Investments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매출에 대한 영향 평가 – Alliance
Trust Investments

■■

지속가능한 직장 관행은 소매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learBridge Investments

■■

중요한 ESG 이슈가 공정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계산 –
RobecoSAM

■■

ESG가 프로젝트 비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 Morgan
Stanley Research

■■

다양성 통합 – Trillium Asset Management

■■

ESG가 베타에 미치는 영향 계산 – Sycomore Asset
Management

■■

중대한 ESG 이슈 시나리오 분석 – RBC Global Asset
Management

■■

예상 수익 조정 및 시나리오 분석 – Caravel Management

1 연례 PRI 보고 및 평가 과정을 통해 PRI 서명 기관이 보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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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의 중요성 이해 – MFS Investment Management

■■

건강과 안전을 영업 이익에 연계 – Robeco

양적 전략(체계적 전략이라고도 함)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가치, 크기, 모멘텀, 성장 및
변동성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ESG 요소들을 통합하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수익 및 변동성에 ESG 등급 연계 – New Amsterdam
Partners

■■

모듈형 투자 과정을 통한 주식 선택– Arabesque Asset
Management

■■

ESG 중요성 프로파일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형성 – Auriel
Capital

■■

예측 총위험 모델 강화 – Analytic Investors

스마트 베타 전략(전략적 베타, 대체 베타 및 요소
투자라고도 함)
ESG 요인 및 점수는 리스크 조정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
가격 하락 리스크를 줄이고/또는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
프로파일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가중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재무 및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과 목표에 동참 – AXA
Investment Managers

■■

스마트 워터 지수 구축 - Calvert Investments

■■

스마트 베타 전략에 지배 구조 통찰 제공 – Bank J. Safra
Sarasin

패시브(인덱싱이라고도 함) 및 인핸스드 패시브(
인핸스드 인덱스라고도 함) 전략
패시브 투자의 전체적인 ESG 리스크 프로파일, 또는 특정 ESG
요소에 대한 노출은 인덱스 구성 요소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이미 인덱스 구성 요소 가중치를 조정한 인덱스를 추적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 ESG 요소들에 따라 STOXX의 주류 지수 주식에
가중치 부여 – SD-M

■■

저탄소 지수의 가중 및 배제 – M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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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는 투자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한 투자 결정의 일부로
ESG 요인을 인핸스드 패시브 전략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 벤치마킹 은 개별 부문 내의 경쟁적 포지셔닝에
잠재적인 혼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자연미:HPC 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 물질 Societe Generale

매도부문 리서치
매도부문 애널리스트는 투자 운용사가 통합할 아이디어와
투자 테마를 생성하거나 ESG 요소를 공정 가치와 투자 권장
사항(예: 매수/보유/매도)에 직접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히 통합된 접근 방식에서는, 매도부문
애널리스트가ESG 요인을 회사의 재무 예측(예: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표를 통한
세율) 그리고/또는 모델(보통 현금 흐름 할인 모델)로
통합시킵니다.
기존 ESG 통합 연구 사례에 대한 통찰력이 각 접근법에
포함됩니다.

재무 예측 단계에서의 통합
경제 분석 은 ESG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경제 성장률 예측을 조정하고 이를 회사의 재무 예측에
적용합니다.
■■

에너지 다윈주의 II – Citi

가치 동인 조정 은 특정 부문에 중요한 ESG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당 부문의 회사에 대한 평가 및 투자 권장 사항에
통합합니다.
■■

에너지 애널리스트를 밤에 잠 못들게 하는 것들 /
유틸리티 애널리스트를 밤에 잠 못들게 하는 것들 –
Credit Suisse

■■

2도(20C) 분리 – Barclays

■■

점점 현실적으로:새로운 배출 시대 – Exane

회사 가치 평가 모델 단계에서의 통합
가치 평가 모델 통합 은 회사의 공정 가치/목표 가격을
계산하는 모델을 조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합니다.
■■

외부 운용사 평가
자산 소유자(또는 투자 컨설턴트)는 포괄적인 위임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운용사를 식별, 고용 및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SAM(선정, 지정 및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외부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평가합니다.
자산 소유자와의 인터뷰는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Zurich Insurance Group

■■

The Pensions Trust

■■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외부 운용사 선정 질문 예시
■■

ESG 요소를 투자 과정, 가치 평가 및 의사 결정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ESG 데이터, 연구, 자료 출처, 도구 및
관행을 사용합니까?

■■

ESG 요소가 귀하의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 과정(예:
자산 배분, 투자 영역의 정의, 포트폴리오 구축, 펀더멘털
또는 부문 분석, 주식 선택)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

투표 및 참여 활동에서 얻은 정보가 투자 결정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테마 노출 은 어떤 산업이 ESG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 조사합니다.
■■

교육 투자 – Kepler Cheuvreux

■■

통신: 위대한 평형 장치 – HSBC

■■

해킹 당하셨습니다!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

그린 임팩트 스크리너 – Kepler Cheuvreux

■■

반도체 - 에너지 효율 원동력 – DZ Bank

■■

배터리 수요 급증 – CLSA

통합 성과 벤치마킹 은 ESG 및 업계 동료들에 절대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기타 재무 요소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점수를 할당합니다.
■■

우주항공 및 국방: ESG는 개시 준비가 되었습니까? –
Oddo Securities

외부 운용사 지정 문구 예시
■■

운용사는 ESG 이슈가 투자 위험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의사 결정의 전통적인 요인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장기 위험 조정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운용사는 투자 운용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ESG
통합 및 적극적 책임과 연계하여 직무를 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변칙 회계의 포렌식 분석 – CLSA

7

외부 운용사 모니터링 질문 예시

리서치 검토

■■

보고 기간 동안 어떤 통합 관행/도구가 효과가 있었거나
또는 효과가 없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존 보유 현황 검토 – Boston Trust &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

ESG 요인으로 인해 가치 평가가 조정되는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중요 요소 식별 – APG Asset Management

■■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Robeco

■■

포트폴리오 내의 X사에 대해 최근 밝혀진 사실과
관련하여, 왜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했습니까? 또는 왜
보유 주식을 증가/감소시켰습니까?

리스크 모니터링
■■

애널리스트, 운용사 및 고객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
Columbia Management Investment Advisers

■■

독자적 도구를 사용하여 참여 알리기 –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절차에 대한 영향
새로운 또는 기존 투자 과정에 ESG 요소를 완전히 통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종종 시행 착오가 발생합니다. 많은 변수가
포함되며 투자 운용사 및 심지어 팀 사이에도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 가능한 첫 번째 단계는 고위
경영진이 ESG 요소를 투자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팀 구성
■■

■■

ESG 요소의 성과 기여도 확인 – Auriel Capital

■■

성과를 ESG 요소의 덕분으로 여김 – Quotient Investors

적극적 소유 관행 통합
■■

포트폴리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 VietNam
Holding Ltd

■■

지속가능성 전략에 기업들의 주의 끌기 – Ownership
Capital

ESG 전담 팀 및 펀더멘털 팀의 분석 결합 – bcIMC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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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분석

■■

요약 보고서의 ESG 정보 보고 – AMP Capital Investors

■■

ESG 분석을 중앙 집중 데이터 베이스에 통합 – Sycomore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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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요구에 대한 응답
이 출판물은 책임투자의 진화에 있어 중대 시점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SRI)는 1970년대에 주로 자신의 투자 활동이
자신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투자자로서의 자신의 존재가
기업들의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신뢰 기반 조직 때문에
생겨났습니다.이 형태의 SRI는 대체로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되었지만,투자자들이 책임 투자 접근법의 재무적 혜택을
탐구하고 투자 운용사가 자산 소유자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SRI 및 ESG 전략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전략에 투자한
전세계적 자산이 2012년 초 13.3조 달러에서 2014년 초
21.4조 달러로 증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1. 전세계적 자산의
성장으로 10년 전 PRI가 시작되어 급성장하는 분야에 표준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1
일부 기업은 수년간 책임 투자 영역에 존재했지만, 다른
기업은 이 분야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으며 최종 고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ESG 분석을 투자 접근 방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출판물은 상장
주식에서 ESG 통합을 수행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과 사례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진입자 및
ESG 통합을 한 차원 높여야 하는 경험 많은 기업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Michelle R. Clayman, CFA
Chair of the Listed Equity Integration Sub-Committee
(Founder and CIO of New Amsterdam Partners)

전통적 재무 분석 및 포트폴리오 관리는 종종 ESG 분석과
구별되었으며,후자는 사후 고려 사항으로 적용되어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매수부문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격 결정 방법을
알아야 하며, 매도부문 애널리스트는 통찰력 있는 ESG
리서치로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산 소유자는 포트폴리오
내의 ESG 리스크 및 기회를 이해하고, 투자 운용사의 ESG
분석 통합을 보장하며, 수익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고 갑작스런
가격 하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통합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출판물을
ESG 통합으로의 여정에 유용하다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1 http://www.gsi-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5/02/GSIA_Review_downlo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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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벤치마크를 수립하며
지난 10 년 동안 ESG 통합에 대한 믿음과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오늘날, ESG 통합의 재무적 이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적용의 정교함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으로 인해
상당수의 신규 투자자가 ESG 요소를 투자 과정, 분석 및 의사
결정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의 이점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SG 고려 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는 엄청난 진전이
있었지만, 적용 및 통합은 부족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측정
및 비교가 어려웠습니다.이는 또한 어지러울 정도의 제품
배열 및 광고 문구로 이어져 자산 소유자가 진정으로 재무적
가치를 더하는 ESG 통합 및 책임주의 관행을 식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PRI는 ESG 통합을 정의하고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 체계를 생성하는 출판물을
제작했습니다.우리는 투자 전문가가 이 책자를 읽은 후 선도
업계 종사자의 통합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출판물이 다른 상장 주식 전략이 패시브,
액티브 인덱스, 또는 완전한 액티브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상할 수 있는 ESG 통합의 강도를 명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인 ESG 전략과 능동적인 ESG 전략의 재무 성과 비교가
초기 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떤 접근법이나 조합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처럼
보이며 각 투자자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출판물은 PRI, 상장 주식 자문 위원회 및 통합 소위원회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책임 투자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회원들은 주요 자산 소유자 및
펀드 운용사들이며,우리는 이들의 중요한 공헌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가이드가 투자 전문가를 위한 유용한 ESG 통합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우리는 이러한 관행들이
채택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출판물은 몇 년 안에 다시
한번 새롭고 더욱 진보된 통합 사례 개론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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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Van Der Velden,
Chair of the Listed Equity Advisory Committee (Partner
and CIO of Ownership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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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걸친 ESG 통합 지원
10년 전 PRI가 설립된 이래, 우리는 주류 투자 과정 전반에
걸쳐 ESG가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선상대적으로 쉬운 상장 주식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PRI는 상장 주식에서 이러한 추세를 읽어 투자자
관행을 강조하며 통합 분석: 투자자들이 펀더멘털 주식
평가에서 ESG 요소를 다루는 방법을 을 개시했습니다.
우리는 ESG 이슈가 상장 기업의 경제적 및 산업적 맥락 분석,
기업 경영 및 기업의 품질 분석,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익 예측 조정과 산업 또는 회사 별
ESG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할인율 조정에 통합되어 있는
펀더멘털 분석의 각 단계에서 기업의 공정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통합 분석의 명확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긍정적인 뉴스는 투자자들이 원했던 고품질의
통합 분석이 마침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ESG 통합이 자산 클래스 전반에 적용되면서, PRI도 그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2014년,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클래스에 ESG가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채권
투자자 가이드 를 펴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우리는 사모
펀드 운용사가 ESG 인수를 투자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에쿼티 부문의 ESG 통합: 제너럴
파트너를 위한 가이드 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 봅니다. ESG 요인을 통합하는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그 혜택을 뒷받침하는 학술 연구에
대해 높아지는 인식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자들이 ESG 요인을
처음으로 분석에 통합하거나 더 많은 자산에 통합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 과정에서 ESG 통합 기술을 구현하는 상장
주식 투자자(자산 소유자 및 투자 운용사 모두)를 안내하기
위해 ESG 통합 분석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현재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이 가이드에는 펀더멘털, 계량적, 스마트 베타 및 패시브
투자를 비롯한 투자 전략에 적용되는 통합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자산 소유자
및 투자 운용사가 ESG 통합 투자 과정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자산 소유자가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iona Reynolds,
Managing Director, PRI

매도부문 투자 리서치에 대한 챕터는 이용 가능한 ESG 통합
리서치의 유형을 제시하고, 주식 중개인의 통합 기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발행물에 공헌한 자산 소유자, 투자 운용사 및
매도부문 중개인의 고급 통합 관행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례 연구 및 통찰력은 ESG 통합 관행이 더욱
정교해지고 ESG 이슈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화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PRI는 금융 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투자와 더 넓은 경제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ESG 통합"
을 표준 관행을 확립할 것이며, PRI는 이 가이드가 서명 주체
및 투자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규범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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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기술
이 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ESG 요인 통합을 위해 모든 투자
전략에 걸쳐 이용 가능한 기술 범위에 대해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통합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실무자의 각
기술에 대한 실제 예가 포함되어 있으며,투자자가 기존의
정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른 재무적 요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ESG 요소를 다룰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자산 소유자, 투자 운용사 및 매도부문 브로커가
사용하는 다양한 통합 기술을 분류하여 시장 전체 통합 모델을
소개합니다.

오렌지색 상자를 찾으세요
이 챕터는 투자 전략 및 ESG 주제에 관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며, 투자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개요
섹션에서는 논의 중인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합니다.
사례 연구는 투자자 관행의 실제 사례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합 모델
PRI는 ESG 통합을 "중요한 ESG 요소를 투자 분석 및
투자 결정에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이는 주제별 투자 및 심사와 함께 책임 투자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세 가지
ESG 통합 관행은 모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모델은 ESG 통합이 투자 전략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통합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반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

1 단계: 정성 분석 – 투자자는 여러 출처(회사 보고서
및 제 3자 투자 리서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식별합니다.

■■

2 단계: 정량 분석 –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및 투자 영역의
유가 증권에 대한 중요한 재무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고
재무 예측 및/또는 평가 모델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

3 단계:투자 결정 – 1 단계와 2 단계에서 수행된 분석은
매수(또는 가중치 증가), 유지(또는 가중치 유지) 또는 매도
(또는 가중치 감소) 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4 단계: 적극적 경영참여 평가 – 중요한 재무 요인의
식별, 투자 분석 및 투자 결정은 회사 경영 참여를
시작 혹은 지원 및/또는 지분 투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및 투표 활동의 결과로 수집된 추가
정보와 결과는 향후 투자 분석에 반영되고, 따라서 후속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SG 요소는 액티브-패시브 스펙트럼을 통해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과 판단의 수준이 스펙트럼의 능동적 측면에서
수동적 측면으로 바뀜에 따라, 통합 기술의 적용은 주식
수준에서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적 및 펀더멘털 전략에서 주식 수준의 ESG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사와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예측 재무제표 및/또는 모델을 조정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ESG 요소를 통합하는 수준 높은
적극적인 운용사가 몇몇 있습니다.) 인핸스드 패시브 및
스마트 베타 전략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ESG 요인을
통합하기 위해 운용사는 지분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0)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에서 ESG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기술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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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더멘털 전략(전통적 전략이라고도 함)

■■

양적 전략(체계적 전략이라고도 함)

■■

스마트 베타 전략(전략적 베타, 대체 베타 및 요소
투자라고도 함)

■■

패시브(인덱싱이라고도 함) 및 인핸스드 패시브( 인핸스드
인덱스라고도 함) 전략

뒷 부분의 지침 및 사례 연구는 다양한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요인을 여러 부문의 회사에 통합하는 예를 제공하며,
ESG 요인이 펀더멘털, 양적, 스마트 베타 및 인핸스드 패시브
전략 전반에 걸친 2단계 정량 분석에 어떻게 통합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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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Ἒ
정성분석

YG┾Ἒ

정량 분석
정량 분석
재무 예측 모델(회사 가치 평가/퀀트/
포트폴리오 구성)

정성분석
경제산업
회사전략
경영품질

[G┾Ἒ

ZG┾Ἒ

적극적 경영참여 평가

투자 결정

회사 참여 투표

매수/증가 가중유지/보유 가중매도/감소 가중 비추천

근본 전략
펀더멘털 전략 개요
가치 투자자는 미래 성과 추정을 위해 회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투자 기회를 파악합니다.이러한 가정은 경제
동향, 경쟁 환경, 회사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잠재력, 운영
관리 및 고위 경영진의 수준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이들은 여러 출처에서 얻어진
투자 리서치와 재무 자료를 이용하며, 고위 경영진과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의 인식된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현재의 주가와 비교하여 회사 평가 모델을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여 시장에서 과대 평가되고
저평가된 것으로 생각하는 회사를 식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와 결합하여, 일부 펀더멘털
운용사는 상대 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았는지, 과소
평가되었거나 과대 평가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 비율, 예를 들어 주가수익률(PE: price-to-earnings)과
투하자본이익률(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을 동종
업계 회사 및/또는 부문의 평균과 비교합니다.

ESG 요소가 투자 분석에 통합할 때, 이들은 다른 평가
동인들과 함께 검토됩니다. 정성적 분석을 통해 ESG 요인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투자자들은 ESG 요인을 점점
더정량화하고 기타 재무 요인과 연계하여 재무 예측 및 기업
평가 모델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재무 예측
예측된 회사 재무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같은 가치
평가 모델을 주도하며, 이는 회사의 추정 가치(또는 공정 가치)
를 계산하여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ESG 요인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수익, 영업
비용, 자산 장부가 및 자본 지출과 같은 예측 재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서 조정 - 수익
미래 수익 및 수익 증가율은 회사의 공정 가치 및 기타 관련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예 : 미래 영업 비용 추정치는
매출액의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미래 감가상각비
추정치는 매출액에 과거 평균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업계의 성장
속도와 특정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얻거나 잃을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ESG 요인들은 ESG 기회 또는 ESG 리스크 수준을
반영한 금액만큼 회사 매출 성장율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이러한 예측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13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는 환경 문제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특정 유형의
자동차 판매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년 X%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 연구
또는, 늘어나는 비만 추세는
노동 기준이 수익 및
건강, 웰빙 및 다이어트 제품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
소매업체를 위한 매출 증가
계산 – Union Investment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매출을 X%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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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조정 - 영업 비용 및 영업 이익률
투자자는 미래 영업 비용에 대한 ESG 요인의 영향을 가정하고
직접 조정하거나 영업 이익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업 비용은 직원 수의 변경과 같이 명쾌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회사의 공개 수준에 따라 영업 이익을 대신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점점 더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의 수익에 대한 영향
평가 – Standard Life
Investments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의 수익 영향 평가
– Alliance Trust
Investments

예를 들어, 높은 부상률과 사망률 및 열악한 보건 및 안전
기준으로 인한 생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한 제조 회사의
영업 이익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성 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어떤 화학 회사의
영업 비용 추정치가 1년에 미화 X백만 달러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지속가능한 직장 관행은
소매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learBridge
Investments

중요한 ESG 이슈가 공정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계산
– RobecoSAM

대차대조표 조정 - 장부가 및 상각비
ESG 요인은 장기 또는 영구적 폐쇄 강제와 같은 상황에서처럼
자산의 예상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의
순현재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그 영향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로 인해 장부가액이 감가 상각될 수
있는 손상 차손이 발생하여 자산 가치 뿐만 아니라 비 현금,
일회성 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회사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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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재평가로 인해 미래 수익 감소,대차대조표 축소, 추가
운영/투자 비용, 회사 공정 가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 회사의 석탄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현금
흐름은 불충분 한 수요 또는 규제 변화로 인해 미래의 예상
현금 흐름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으며, 신기술로 인해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했던 광부의 석탄 채굴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조정 - 자본 지출
투자자는 ESG 요소가 회사로 하여금 미래의 자본 지출을
감소 시키거나 증가시킬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투자자는
자본지출을 수익에 연결하는 공식을 조정하거나, 또는(새로운
공장, 상점 또는 광산과 같은 특정 확장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일시적인 절대 비용 조정을 현금흐름표 예측에 적용하여 자본
지출 예측을 감소 또는 증가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법 변경으로 인해 전력 생산자가 새로운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거나, 제조업체가새로운 생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재활용
기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평가 모델
운용사가 배당금 할인 모델,
현금흐름할인 모델 및
수정현재가치 모델을 포함하여
회사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회사 평가 모델은 ESG 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ESG 영향 평가
– Morgan Stanley
Research

종료 가치
일부 모델은 회사의 종료 가치
(미래의 어느 시점에 회사가
현금 흐름을 무한히 생성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의 예상 가치)을
계산한 후, 현재 날짜까지 할인해야 하기도 합니다.
양(+)의 종료가치는 회사의 공정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ESG 요인으로 인해 투자자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자산이
동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와 같이 회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종료가치는 영(0)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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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다양성 통합
– Trillium Asset
Management

사례 연구
ESG가 베타에 미치는
영향 계산 – Sycomore
Asset Management

베타 및 할인율 조정
일부 투자자는 ESG 요소들(기업
지배 구조, 운영 관리, 전반적인
경영 품질, 전략적 의사 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평가 모델에 사용된 베타 또는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베타 또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일 부문
내의 회사에 대한 동종업계
분석을 실행한 다음 ESG
요소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투자자는
ESG 리스크가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회사의 베타/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추어 공정 가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기업의 공정 가치에 대한 ESG 요인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투자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은 ESG 통합회사
평가 가치가 계산되고 기준치와 비교되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두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의 중요성과 중요도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중대한 ESG 이슈
시나리오 분석 –
RBC Global Asset
Management

예상 수익 조정 및
시나리오 분석 – Caravel
Management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절세의 중요성 이해
– MFS Investment
Management

건강과 안전을 영업
이익에 연계 – Ro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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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이 수익 및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 계산

부문/산업

의류

회사

Union Investment

통합 기술

수익 및 할인율

작성자

Duy Ton, Ingo Speich

우리는 각 부문마다 다른 ESG 요인(예를 들어, 에너지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매 업체의 노동 기준 또는 제품 안전성)
을 선택하여 ESG 평가 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전형적인
펀더멘털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부문 분석가 및
ESG 전문가와 함께 모든 부문의 개별 주식에 이러한 체계를
적용합니다.

가치 평가에 대한 영향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찰 결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평가 모델에 포함시켰습니다.
■■

매출액: 우리는 단위 면적당 매출액과 직원 만족도와 같은
사회적 요인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나은 브랜드 이미지와 더욱 의욕이 높은(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 덕분에 더 나은 판매 실적이
기대됩니다.매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함의를
고려하여, 매출 성장에 대한 시장 추정치를 연간 100
베이시스 포인트 높입니다.

■■

할인율: 구현된 측정치, 개선된 리스크 관리 및 사회적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강화 덕분에 회사는
노동 기준에 관한 대중의 의혹과 논쟁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평판 리스크는
제한적이며(심지어 동종업계와비교해 평판 이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식 평가 모델에 영향을
미칩니다.결과적으로,우리는 할인율을 50 베이시스
포인트 낮춥니다.

주식 보유의 사회적 및 환경적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한 다양한 공정 가치를 얻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회사의 포지션과 전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상,ESG 분석 통합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문제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에서 효과적입니다.
유럽의 한 스포츠화 및 장비 제조업체 평가에 있어 우리는
회사의 공급 과정의 노동 조건에 대한 우려와 기회를
고려했습니다.

ESG 이슈 분석
이 회사가 동남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많은 공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서의 노동 기준, 특히 저임금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회사와 대화를 하고
계약 공장을 방문한 후, 회사 및 공급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
개선 및 사회 표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하여
사회적 기준에 있어 점진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평판 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를 향상 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직원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조정 규모는 해당 부문, 회사 및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을
근거로 하고, 대부분의 다른 시장 참여자가 지속 가능성 고려
사항을 통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조정 요소들을 우리의 가치 평가 모델에 적용하면(도표 1)
공정 가치가 20% 증가하고, 리스크 요소 감소로 인한 최대
상승 효과가(약 15%) 발생합니다.

도표 1: Union Investment 통합 가치 평가 모델

현금흐름
분기별기대치와컨센서스비교외환변동
주요지표16/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영업의 지속가능성 ▲
경영품질 및 회계 내부 성장
가치 평가

단기

장기
기술적원인 투자심리 변동성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크레딧 마켓 규제 리스크
ESG 평판 리스크 ▼

할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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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의 영향 평가

부문/산업

자동차

회사

Standard Life Investments

통합 기술

수익

작성자

Rebecca Maclean, Mikhail Zverev

주식 선택에 대한 우리의 펀더멘털, 상향식 접근법은 사내
책임투자팀(Responsible Investment Team)이 지원하는 ESG
리서치(우리의 모든 투자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음)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책임투자팀은 지속적인
분석은 물론 우려를 유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추가 리서치를
제공하며 동향, 최근 생겨난 리스크/기회 및 회사 별 분석을
강조하기 위해 투자 팀이 주최하는 내부 회의에도 자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ESG 이슈 분석
2015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업계에서 '
현실적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테스트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책임투자팀과 몇몇 주식 팀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 공급 과정에 있는 회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추세가 투자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는 리스크와 기회 또한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오염 감소 해결책을
분석하고 디젤 엔진에서 다른 유형의 내연 기관 또는 대체
에너지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이 분석은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촉매 생산 업체 및 환경 NGO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 참가자와의 논의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배기 가스 재순환(EGR), 선택적 촉매 환원(SCR) 및 LNT(
희박질소촉매)를 포함하여 디젤 엔진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옵션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감시
대기 오염과 그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분투하고 있는
고 인구 밀도의 산업화 경제에 자동차가 주요 배출원인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난제입니다.
자동차 제조업계에 대한 압력은 2015년에 시작된 배출량
스캔들로 인해 더욱 증가했습니다.일부 업체는 시험 중
방출 수준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10
월 ICCT(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의
연구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매끄러운 표면에서 운전하고
문 및 창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은 배기 가스
테스트에서 허용되는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디젤 차량이 명시된 것보다 실제 주행 조건에서 7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68% 줄이려는 유럽의 대기 오염 규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험(파란색) 및 실제(회색) 절차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료:
Faurecia

NOx

mg/km
200

180

250
Euro 4
180
Euro 5

EUR(현재 테스트 배출량)
RDE(실제 배출량)

질소산화물 실제 배출량

160

■■

자동차 제조업체가 실제 시험 절차보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

140

■■

다른 해결책에서 요구되는 원자재 및 핵심 공급 업체가
누구인지

120

■■

휘발유에 비해 디젤 혼합물이 가지는 의미

■■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대체
에너지 차량에 대한 전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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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평가에 대한 영향
우리는 주식형 펀드 전반에 걸친 주식 선택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마진 및 R&D 예산은 보다
엄격한 배출 규제 부합에 대한 압력을 점점 더 받게 될
것입니다.

■■

내연 기관의 일부 측면(예: 선택적 촉매 환원, 촉매 중
백금족 금속)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제조업체가 R&D
초점을 내연 기관 효율성에서 대용량 전화(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 LG 화학 전기 자동차의 잠재적 기회
평가
한국의
분야의
자동차
종류의
부문의
1.

기회 평가
LG 화학은 2017년까지 전지 부문 2조원(미화 1조 7,300
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애널리스트들은
추정 영업 이익률 및 가중 평균 자본 비용과 함께 현금
흐름 할인 분석을 사용하여 회사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매출원의 순 현재 가치를15~30억 달러로 평가하며,
이는 회사의 현재 시장 가치의 9-18 %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LG 화학이 현재 알려져 있는 용량 계획 및 계약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은
매우 낮다고 가정합니다.

2.

ESG 평가
우리의 평가 결과 LG 화학은 우수한 안전성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도로 테스트를 시연할
수 있습니다.LG 화학은 훌륭한 사업 실행의 쟁쟁한
역사와고객 및 투자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는 LG 화학이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선호하는 신세대 전지 기술 공급 업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시장 가격
시장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LG 화학의 전지 부문은 아직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롯데 케미칼은 동종 업체의
주가 비교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노출이 없는 한국의
석유 화학 업체로 석유 화학 사이클 호조에 힘입어 2015
년에 LG 화학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2016
년초기에 롯데 케미칼과 LG 화학은 비슷한 장부가 대비
현재가치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증가하는 규제 준수 비용을 고객 및/또는 공급망에
전가해야 할 수도 있는 필요성의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이는 차량의 판매 가격이 낮은 경우 중소 디젤 차량
제조업체에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이것은 글로벌 및 미국
주식형 펀드의 일부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한 상향식
주식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우리는 특히 이머징 마켓 주식 펀드를 대상으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량 및 전략을 토대로 여러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부 배터리 제조업체와 같이 시장에서의 전화
노력을 지원/제공하기에 적합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종합 석유 화학 제조사인 LG 화학은 리튬 이온 배터리
선두 제조업체이며 국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LG 화학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투자해 왔으며 2016년에도 전기 자동차
손익이 평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LG 화학의 전지 부문은 아직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롯데 케미칼은 동종 업체의 주가 비교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노출이 없는 한국의 석유 화학 업체로
석유 화학 사이클 호조에 힘입어 2015년에 LG 화학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2016년초기에 롯데 케미칼과 LG
화학은 비슷한 장부가 대비 현재가치로 거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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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수익 영향 평가

부문/산업

필수 소비재

회사

Alliance Trust Investments

통합 기

수익

작성자

Martyn Jones

소비재 분야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세 가지 사업 활동,
즉 식량 생산, 가정용 화학 물질 생산 및 이들 모두의
소매업을 의미하며, 이 사업에서는 수입이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주제에 의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동향 파악
우리는 1972년에 유제품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최대 규모의
가장 진보된 재료 및 가향 기술 회사 중 하나로 진화한 140억
유로의 아일랜드 상장 회사 Kerry 그룹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2 및 3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비감염성

질환(NCD)에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소시켜 3.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비만은제 2형 당뇨병, 심장병 및
뇌졸중을 비롯하여 무수한 비감염성 질환(NCD)과 관련이
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이 신흥 경제 및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계적 전염병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비만이 198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다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전체 그룹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성분 및 향료
부문(the ingredients and flavour division)이 건강한 식생활
선호의 구조적 경향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표 1: Kerry 그룹의 매출을 이끄는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

SDG 2

매출액

건강 및 웰니스

제로 헝거
(Zero Hunger)

SDG 3

양호한 건강과 웰빙

EPS
(주당순이익)

물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SDG 14/15

마진

원자재

에너지 효율성

Kerry는 식품 재구성 전문성(동일한 맛, 질감, 느낌 및 유통
기한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설탕, 소금 및 포화 지방 함량을
줄임) 및 신제품을 위한 더 건강한 성분 개발 덕분에 식품 분야
주요 기업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요인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 공개는
회사들이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다루도록 안내를 도울
수 있고, 완화 전략은 특히 환경 영향 감소와 관련된 운영
효율성을 위한 기회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Kerry 그룹은
탄소, 물, 폐기물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환경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회사는 원료 투입으로

해양 생태계 보존 노력
(Life below water)
육상 생태계 보존 노력
(Life on land)

SDG 13

기후 행동

인해 나타난 삼림 벌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4 년에는 100% RSPO 인증 지속 가능 공급 팜유로
전환했습니다.이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고 평판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며, 대형 식품 제조업체에게 투명 라벨링
및 추적 가능한 공급망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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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성분 및 향료 부문의 성장을 평가할 때, 이러한 주요 추세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201417년 추정치를 여러 번 변경합니다.
■■

SDG 2와 SDG 3에 대한 해당 사업 부문의 노출 및 보다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해 물량이 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우리의 최고 매출 예측은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약 150bps
앞선 것으로, 운영 레버리지의 결과로 마진 확대 기대치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으로 예상 수익은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100bps 이상 높은 연평균 12%로 성장률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이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꾸준한 성장과 수익을 제공하는 Kerry가 그 품질면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동종업계 대비 프리미엄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지금까지 우리의 분석이 실시된 이래
우량주와 가치 상승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회사의 성과가
지수와 부문을 능가함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위험 경고 - 투자 전문가에게만 해당됩니다.이 문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가 신뢰해서는 안됩니다.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투자 가치는 하락 및 상승할 수 있습니다.투자자는 원래 투자한 것보다 적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주식의 예는 우리의 투자 철학을 입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그것은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운용사의 견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Alliance Trust Investments Limited는 Alliance Trust PLC의 자회사이며 스코틀랜드에 SC330862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회사 주소는 8 West Marketgait,
Dundee DD1 1QN입니다. 금융 행위 감독 기관(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의해 허가되고 규제되며, 회사 참조 번호 479764입니다.Alliance Trust Investments
는 재무나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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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직장 관행은 소매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문/산업

소매업

회사

ClearBridge Investments

통합 기술

영업 비용

작성자

Neal Austria

우리는 고유한 모델을 통해 주주 수익과 고객 가치를 직원 및
지속 가능성 책임과 성공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주요 미국
소매 업체를 평가했습니다.이 소매 업체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제품에 대해 큰 할인을 받는 대신 연회비를
지불합니다.회사는 일반적인 소매 업체보다 제품 종류를
갖추고 있으며(약 3,700개 품목 보유. 미국 최대 소매 업체의
경우 10만 개 이상 보유), 주로 대형 팩 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대량 구매 모델은 구매력 증가로 공급 업체에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벌크 포장은 제품 전시 및 배송을 위해 동일한 포장을
사용하여 필요한 재료의 양이 적고,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벌크 제품은 재고 비축에 노동력이 더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직원 당 매출 창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도표 1의
오렌지색 기둥).

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이 소매 업체를 좋아합니다.
■■

연회비(영업 이익의 약 70%)에서 얻는 높은 반복적인
수입 흐름

■■

이미 낮은 산업 마진으로 인해 다른 소매 업체보다 더
낮은 온라인 중개인 제거 리스크

■■

우리는 이 회사의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위험 노출이 경쟁
업체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표 1: 직원 당 매출액자료:ClearBridge Investments 회사 보고서

600

567

미화 1,000달러

500
4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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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71
213
166

100
0

소매업체에게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인건비이며, 미국은
점점 더 어려운 노동 공급과 최저 임금 상승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최저 임금이 3년 사이에 38%
증가하여 시간당 미화 11달러를 기록했으며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이 시간당
미화 15달러로 인상될 것입니다.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이 미화
7.25달러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주정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전국적인 임금이 시간당 미화 9달러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향의 한 예로, 미국 최대 소매업체는 시작 최저 임금을
전국적으로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고 전체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12.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이로써
추정 세전 비용 27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이는 회사의
미래 수익 가치를 즉각적으로 11% 감소시켰습니다(도표 3
의소매업체 2).또 다른 주요 소매업체는 비슷한 임금 인상을
발표했으며 수입이 8% 감소할 것입니다(도표 3의 소매업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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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미국 연방 최저 임금 대 주 인구 가중치 전국 최저 임금자료:ClearBridge Investments, US Dept. of Labor

$9.00

10%

$8.50

$ 시간 당 임금

$7.50

6%

$7.00
4%

$6.50
$6.00

연도별 변화

8%

$8.00

2%

$5.50
0%

전국 변화

회사는 이것이 직원의 매출 감소에 기여하여 매장에서의
더 나은 실행(재고 관리의 효율화/도난 방지 및 매장 재고
손상 방지/ 매장 청결), 높은 매출 생산성 및 높은 멤버십
갱신률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이 소매업체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임금 인상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이
소매업체가 EPS의 영향을 단 2%로 임금 구조 변화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의 논문이 정확함이 입증되었습니다(도표 3의
소매업체 1).

2017

2016

2015

도표 3: 3대 미국 소매업체의 임금 압박 영향 자료: ClearBridge
Investments, Bloomberg, 회사 보고서

소매업체 A 소매업체 B 소매업체 C

주당순이익 2014
임금 압박
기타 요소

$5.02
-$0.08
$0.63

$5.07
-$0.54
-$0.34

$3.16
-$0.25
$0.58

주당 순이익 2016

$5.56

$4.19

$3.49

2%
13%

11%
-17%

8%
10%

임금 압박

-$0.08

-$0.54

-$0.25

주가에 대한 잠재적 영향*
시가총액에 대한 잠재적 영향($백만)
발표시 주가 %

-$2.00
-$883
1%

-$8.64
-$28,011
-10%

-$5.00
-$3,480
-8%

2014년 주당순이익의 임금 압박 %
2년간 변화

*2년전 주가수익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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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3

전국 - 주 인구 가중치

연방

우리가 평가한 소매업체는 창고형 회원제 모델로 인해 직원
당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다른 소매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점유 비용 및 광고비(임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유용한 대용물)를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판관비는 이
소매업체가 직원에게 업계 평균보다 평균 27%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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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치에 대한 중요 ESG 이슈의 영향 계산

부문/산업

반도체

회사

RobecoSAM

통합 기술

영업 이익 및 할인율

작성자

Matthias Muller

장기적 가치 창출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해
(또한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1.

우리는(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의 구성 요소
결정에도 사용되는)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의 지속 가능성 점수를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지속 가능성 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투자 가능한 기업 영역에서 제거합니다.

2.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 평가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가장
유망한 회사를 식별합니다.

3.

우리는 지속 가능성 정보를 재무 모델(경제적 부가 가치
모델)에 통합하고 회사의 공정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유망 회사 발굴

(회사의 투자 자본 이익률로 측정)이 시장 가격(회사의 기업
가치로 측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회사 주식이
할인가에 거래 되는지, 따라서 이것이 장기 매수 기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도표 2의 가로축 참조).
포트폴리오 회사 Infineon은 반도체 업계의 사례로서, 혁신
경영, 인적 자본 관리,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윤리, 공급망
관리 및 환경 관리 등의 주요 요소를 포함합니다.동종업계와
비교할 때Infineon은 혁신 경영, 부문 주도 인적 자본 관리
및 뛰어난 기업 지배 구조 관행에서 탁월한 성과에 힘입어
긍정적인전반적 지속 가능성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점 금지 문제로 인해 기업 윤리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Infineon 역시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 수익을
보였으나, 이것이 이미 부분적으로 주가에 반영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가치 평가 스크린에서 중립적입니다(도표 1).

지속 가능성 분석가는 주어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 요소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합니다.
이와 동시에,주식 애널리스트는 기본 비즈니스의 수익 잠재력

중립
부정적

지속가능성 지표

긍정적

도표 1: 투자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통합 견해

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L

비매력

Infineon Technologies
회사 Y

회사 F
회사 G

회사 I

회사 H

회사 E

회사 K

중립

매력적

가치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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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가치평가에 통합
주식 애널리스트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 요인(성장, 수익성 및
위험)에 대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의 재무 영향을 추정하여
지속가능성 애널리스트의 정보를 통합하는 EVA(Economic
Value Added) 모델을 구축합니다.
Infineon의 사례에서 지속가능성 애널리스트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혁신 역량과 인적 자본
관리의 선도적인 위치에 기인함), 리스크(WACC)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환경 이니셔티브로 인한 운영
효율성 향상은 또한 영업 이익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통합하여 회사의 과거 5년 평균 영업
마진보다 높은 영업 이익률을 적용했으며 강력한 유기적 매출
성장을 가정했습니다. 독점 금지 문제가 리스크 프로파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로 인해 상쇄되었고, 기업 지배 구조에서 전반적인
양호한 성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스크 가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nfineon의 전체 공정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 초과 이익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분석된 회사의 공정 가치에서 산업 평균 수익을 적용한 공정
가치를 뺀 나머지 초과 수익이 지속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도표 2). 이는 이전에 확인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각 크기에 비례하여 분할됩니다.
Infineon의 경우, 혁신 경영, 인적 자본 관리, 기업 지배 구조 및
환경 이슈로 인한 운영 효율성 이익은 공정 가치에 각각 4%,
3%, 2%, 1%씩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즈니스 윤리는 2%
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표 2: Infineon Technologies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공정 가치 기여도

102%
1%

100%

-2%

2%

100%

기타

공정 가치

2%

98%

3%

96%
4%

94%
92%
90%

91%

88%
86%
84%
초과 수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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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인적 자본

지배 구조

환경 효율성 비즈니스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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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ESG 영향 평가

부문/산업

광업

회사

Morgan Stanley Research

통합 기술

현금 흐름 및 운영 비용

작성자

Jessica Alsford, Alain Gabriel

담수화
업계가
이상의
법안을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광산
선호하는 해결책으로 보입니다.칠레는 초당 150리터
물을 사용하는 모든 광산에서 해수를 이용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담수화로 인해 자본 집약도에 톤당
미화 2,000 - 2,800달러가 추가되고, 연간 운영비에는 톤당
92달러가 추가됩니다. 무차입 프로젝트 IRR 15%(세전)를
유지하려면 구리 1톤당 예상 가격 미화 6,724 달러가 톤당
미화 400 - 500달러 상승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리는 안토파가스타의 Los Pelambres
확장에 대한 환경 감시가 프로젝트의 IRR을 14%에서 11%로
감소 시켰다고 믿습니다.
90kt-95kt 구리 프로젝트는 처음에 2018년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환경 허가를 얻는데 2-3년
지연되어 Los Pelambres의 생산량 증가는 2021년 이후에나
실현될 것입니다.

도표 1: 수처리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로 인한 자본 집약도 증가

계속 증가하는 용수비
구리 생산에는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세계 20대 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78%가 현재 수자원 문제에 처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칠레(2014년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33%
담당)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하게 되는 반면,대상 지질의 변화(낮아지는
품질과 증가하는 황화물 함량)와 같은 구리 광업의 구조적
변화는 보다 많은 수자원 집약적인 과정을 요하게 됩니다.
광산 회사와 지역 사회 사이의 다툼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담수 사용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토파가스타에서 가장 큰 광산에서 구리 선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최근 시위는 가장 심각한 혼란
사태이며, 이는 안토파가스타, 더 나아가 광산 산업, 그리고
칠레에서의 활동에 대해 사회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허용은 환경 문제, 특히 담수 사용 및 인근
공동체에 대한 광미사의 영향을 둘러싼 지역 공동체와
광업 회사들 사이의 증가하는 마찰의 영향을 받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도표 2: 수처리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로 무차입 투자 세후 IRR 14%에서
11%로 감소

16%

60,000

14%

50,000

12%

40,000

10%
8%

30,000

6%

20,000

4%

미화 천불

10,000

2%

0

0
최초
capex

최초
최초
capex + capex +
담수화 담수화
(최소*) (최대*)

전체량 (90-95kt)

최초
capex

최초
capex +
담수화
(최소*)

최초
capex +
담수화
(최대*)

순량 (40-45kt)

최초
capex

최초
capex +
담수화
(최소*)

최초
capex +
담수화
(최대*)

LT Cu @ $3.05/lb (real)

최초
capex

최초
capex +
담수화
(최소*)

최초
capex +
담수화
(최대*)

LT Cu @ Spot $2.7/lb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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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영향
2015년 4월 우리는 회사의 구리 광산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Antofagasta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물 사용 분쟁으로 인한 생산 중단과 새로운
프로젝트 지연을 고려할 때 회사의 완만한 성장세가 악화될 수
있고, 매출 증대, 품질 감소 및 암반 경도 증가 영향의 상쇄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즉, 담수화 플랜트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해
자본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이것은 2021
년까지 톤 당 약 48%까지 사용자본액을 증가시켜 구리 가격
회복으로 인한 이익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유지하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마진이
더 줄어듭니다. 추가 지출 및 허용 지연은 기본 가치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 7월 22일 Morgan Stanley Research에 게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이는 어떠한 증권/투자 상품 매매나 거래 전략 참여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리서치 발표 시점의 중요한 내용은 원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Insight: Copper & Water – expensive solutions”. Morgan Stanley
와 관련된 중요 현재 정보는 Morgan Stanley의 공개 웹사이트에서 이 기사의 대상인 발행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morganstanley.com/
research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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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통합

부문/산업

소매업

회사

Trillium Asset Management

통합 기술

할인율

작성자

Jeremy Cote

우리는 성별 및 인종을 포함한 회사 및 이사회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 요소로 보고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다양성을 투자
리서치 절차에 통합했습니다. 성별 및 인종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ROI 및 기타 전통적인 재무 지표로 측정했을 때
동종업계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1 2.

기업
표는
지배
증분

우리 애널리스트는 개선 또는 악화되는 기업 지배 구조 요소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평가할 때
할인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eBay에서 우리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업 지배 구조가 잠재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3자 리서치를 바탕으로3, 우리는

평가 분석에 사용된 할인율을 25bp 조정했습니다.아래
현금 흐름 할인 평가 모델에서 사용된 자본 비용 계산,
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 주식 가치의 증분 변동률 및 예상
포트폴리오 알파를 보여줍니다.

2012년에 포트폴리오 회사들과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인
회사 및 다양성에서 뒤처지는 동종업계 회사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주 제안권을 제출 또는 공동 제출한
회사 중 다수가 여성을 이사회에 임명했습니다. eBay는 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에서 추구하는 특성에 성별과 인종 다양성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으며, 2015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성을 이사회에 임명했습니다.

기본 사례 가치 평가

조정 가치 평가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8.30%

8.05%

내재가치 추정치

$32.00

$33.40

현재 주가
1년 후 예상 주식 수익

$28.50
12.30%

17.20%

중요 고지 사항:이 자료에 제공된 정보는 언급된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 권유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그러한 증권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이 있었거나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안됩니다.특정 유가증권이 언급되는 범위에 있어, 각 증권은 언급에 표현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저자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자문 고객을 위해 구입, 판매 또는 권유된 모든 유가 증권을 대표하지 않습니다.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출처에서
작성되었지만, 적시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요약이나 진술이 아닙니다.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리서치 보고서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1 “Does the Gender of Directors Matter?” Miriam Schwartz-Ziv 2012년 11월
2 https://www.credit-suisse.com/us/en/about-us/responsibility/news-stories/articles/news-and-expertise/2012/07/en/does-gender-diversity-improve-performance.html
3 El Ghoul, Sadok and Guedhami, Omrane and Kwok, Chuck C.Y. and Mishra, Dev R.,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the Cost of Capital? (2010년 7월 1일).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35, Issue 9, pp. 2388-2406, September 2011. SSRN 링크: http://ssrn.com/abstract=154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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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베타에 미치는 영향 계산

부문/산업

식품업

회사

Sycomore Asset Management

통합 기술

베타

작성자

Bertille Knuckey

유럽의 식품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명확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부문 전체가 더
많은 인구 증가로 이익을 얻습니다).
상향식,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해 ESG 고려 사항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가치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기회 및 리스크를 모델로 통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물로 기업이 공급업체/사회/국가, 인간, 투자자, 고객
및 환경(SPICE)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SPICE 모델은 재무 및 ESG 리서치 활동을
구성하며 독자적인 연구 및 평가 도구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기회 및 리스크 평가
기회
추정치는 현재 이용 가능한 식품의 양과 2050년까지 필요한
양 사이에 거의 70%의 차이를 나타냅니다.식량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환경을 보호하고,
한정된 자원을 보충하고, 땅을 경작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덜
낭비하는 이들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향후 30년 동안 민영
및 공공 부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공급업체,
사회 및 국가

환경 리스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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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EU 및 미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단일 경작 용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었습니다.영양분
저하 및 침식은 토질에 영향을 미칩니다.자원 고갈과
수질 및 공기 오염 또한 우려됩니다.

경제적 및 사회적 리스크:
■■

대규모 식품 생산업체와 유통업자는 힘의 균형을
옮겼으며, 현재 대부분의 가격 결정권을 취하여
농민들에게 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성(예: 2014년 러시아의 EU 식품 금지,
유럽의 우유 쿼터 종료)으로 인해 특정 식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농민의 수입에 한층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

보다 엄격한 환경 및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지난 10
년간 농민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소비자들은 육류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가금류와
같은 극소수의 육류만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이 주도하는 시위는 종종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공유 가
치의
5개축

리스크
■■

투자자

사람

고객

투자 영역에 속한 각 회사에는 SPICE 등급이 부여되고 주식을
검토하는 펀드 운용사는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SPICE 등급

베타 조정

A+

-20%

A

-10%

B

0%

C

+10%

C-

+20%

주식 투자를 위한 ESG 통합 실용 가이드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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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영향
아래 표는 SPICE 등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ESG 이슈가
기업의 조정된 베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식품과
관련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회사명

최초
베타

SPICE
점수

ESG의 주요 장점 및 단점

조정 베타

긍정적 요소:
직원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진정한 참여

■■

Bonduelle

1.25

A

■■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농업 기술

■■

투자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사회 구성원

1.13

부정적 요소:
소수 주주에게 권리를 거의 주지 않는 지배 구조

■■

긍정적 요소:
제품 라벨링을 통해 환경 인식을 제고한 최초의 기업

■■

Casino

1.15

B

부정적 요소:
■■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회계 구조
■■

1.15

경영권 방어 장치

긍정적 요소:
제품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엄청난 노력

■■

Fleury
Michon

■■

1.35

식품 공급망 및 제품 라벨링의 투명성 기준 제고

A

1.22
부정적 요소:
상대적으로 높은 결근과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있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업무

■■

긍정적 요소:
책임 거래, 공급망 내 리스크 관리 및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전세계적인 계획

■■

■■

Tesco

0.80

투자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사회 구성원
0.80

B
부정적 요소:
큰 목표가 전 세계적으로 BAU(Business As Ssual)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

사기 및 회계 리스크

긍정적 요소:
매우 야심찬 지속가능성 리더십 2020년 목표 설정

■■

Unilever

0.70

A

Wessanen

1.05

A+

부정적 요소:
■■
제품 내용 및 제형에 대한 단일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요소:
건강에 좋은 천연 및 유기농 제품

■■
■■

0.63

0.84

환경, 직원 및 공급업체에 대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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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SG 이슈 시나리오 분석

부문/산업헬

스케어

회사

RBC Global Asset Management

통합 기술

시나리오 분석

작성자

Ben Yeoh

별도의 ESG 분석가가 아닌 우리 Global Equities 팀의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분석을 수행 및 통합하여
근본적으로 주식 가치 평가를 더 잘 수행하고, ESG 정보를
투자 절차에 완전히 통합하며 투자한 회사와 의미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ESG 정보의 여러 소스를 사용하고, 이는
해석이 필요한 ESG 관련 의견 과다를 의미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이 조언을 여과하고 이것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및
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두 개의 주요 ESG 리서치
제공업체의 평가는 절반 이상 정도만 연관성이 있고 주총 안건
분석 자문기관(Proxy Voting Agencies)은 대개 위임 투표에
반대 의견을 취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ESG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펀더멘털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비즈니스의 경쟁적 위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에
포함시키고 우리의 평가 모델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점유율 기회, 최종 시장 성장, 경영 및 ESG 등 우리
모델의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우리 Global Equities 팀은 미국 보건 의료 지출의 5%를
담당하는 선도적인 건강 관리 보험 회사이자 의료 비용 관리
및 IT 공급업체인 UnitedHealth(UNH)의 여러 ESG 리스크(우발
채무) 및 기회(우발 자산)를 확인했습니다.

리스크
UNH은 수백만 명의 개인 및 의료 정보 관리자로서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파일 보관은 규제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및 고객 및 광범위한 사회와의 사회적
계약의 잠재적 손상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고,
경영진에게 그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경영진은 웹 사이트에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몇몇 경영진 임원은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정책, 교육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의 품질에 대해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개인
정보 데이터 침해의 영향을 고려한 현금흐름할인(DCF) 가치
평가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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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UNH가 과거 스톡 옵션 회계 문제(당시 CEO의
권리 행사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채 소급됨)
가 있었고, 이것이 2006년에 밝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Apple과 같은 많은 회사들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비슷한 스톡 옵션 회계 문제를
겪었음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UNH의 경우 회사의
지배 구조 정책 및 관행에 있어 완전한 전환의 시작을 이끌어
냈음을 발견했으며, 현재의 보상 구조가 공정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본이익률과 자기자본수익 요소를
포함시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UNH와의 대화는 두 개의 주총 안건 분석 자문기관이 회사의
지배 구조 관행에 관해 최근 제출한 긍정적인 보고서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전 분석에서 지적되었던 회계 또는
관리 문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
우리는 UNH의 Optum 데이터 분석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력한 경쟁 우위와 ESG 우발자산으로 기업, 정부
및 환자를 위한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 옵션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Optum 데이터 분석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 150명과 그 중 123명이
텍사스에 있음을 밝혀냈고, 덕분에 고객이 예방 건강 기술을
사용하여 상세 위치에 기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Optum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메릴랜드 주에서는 특정
거리와 건물에서 천식 환자 집단을 발견했으며, 이 건물들에
바퀴벌레가 들끓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여 여기에
책임이 있는 집주인들을 기소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석에 대한 영향
우리는 이 모든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회사의 4 가지
장점 요소(비즈니스 모델, 시장 점유율 기회, 최종 시장 성장,
경영 및 ESG)에 대해 등급을 부과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중요한 ESG 리스크 및 기회를 포함하여 DCF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할인율이나 종료가치 조정보다 DCF와
매출, 마진, 자산 회전 등을 더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분 합계 및 표준
재무 비율 평가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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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은 우리 팀 내에서 제삼자 검토를 받았으며, 가정은
등급 및 가치 평가가 확정되기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시험을 받았으며 다듬어졌습니다. 제삼자 검토에서는,
가정이 실시간으로 변화하여 가치 평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향 조정 시나리오에

대한 EBIT 마진 및 매출 성장 증가와 하향 시나리오의 경우
정상화되어 낮아진 성장률(3%)과 그에 따른 1년 이상 기간
동안의 매출 영향 검토가 포함됩니다.

기본 사례 DCF 시나리오 (현금흐름 투자수익률 체계)

44% 목표 회사
주가 상승

ESG 자산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발 자산에서 발생하는 가치.

+12% 포인트

가정: 5-10 년 사이에 매출은 1-2% 증가했지만 EBIT 마진과 자산은 기본 사례가 됩니다. 자본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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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부채 시나리오(하향 시나리오): 복구 전 1년 동안 비즈니스(매출, 마진, 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다고 가정

‘22 2024

가정: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해의 매출에 약 7%, EBIT 마진에 3%의 영향을 미치고, 향후 5 %의
매출 증가로 회복하지만 EBIT 마진은 기본 사례 예측보다 1-2 % 낮습니다. 자본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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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예측 조정 및 시나리오 분석 분석

부문/산업

섬유업

회사

Caravel Management

통합 기술

수익 및 시나리오

작성자

Usman Ali, Jamieson Odell

우리는 파키스탄의 주요 섬유 회사가 유럽 연합(EU)의 무역
쿼터 증가의 수혜자임을 발견했습니다. EU는 최근 파키스탄에
GSP+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ESG 문제의 건전한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수여되는데, 유럽과의 무역에서
특별 처우를 제공합니다.

기회

우리는 잠재적인 공급망 문제의 영향을 반영하여 하향
시나리오를 모델링합니다. 주당 미화 100달러의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하향 시나리오에서는 공정 가치가
주당 49 달러가 됩니다. 리스크 조정 NAV를 구하기 위해 하락
케이스에 확률이 적용될 수 있지만,이 접근법의 가치는 특정한
부정적인 ESG 관련 이벤트 하에서 하향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

중단 기간: 노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의 비슷한
회사의 과거 사건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6
개월의 가동 중단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수출 부문에 대한 기본 사례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목표 가격이 주당 9달러 하락했습니다..

■■

계약 상실: 우리는 아동 노동 문제의 영향으로 회사가
계약의 1/3을 잃는다고 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가 주당 27달러 추가로 낮아집니다.

■■

더 높은 인건비: 정부의 처벌 및 과거 사건을 토대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인건비를 10% 영구히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가 주당 8달러
낮아집니다.

■■

기업 지배 구조 할인률: 위 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순자산가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NAV에 대해 10%
의 기업 지배 구조 할인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최종적으로
주당 7달러 낮추었습니다. 이는 주당 49달러의 하락
케이스 시나리오를 산출합니다.

이 회사는 일류 글로벌 의류 및 생활용품 회사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공급망 준수에 대한 강력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럽으로 의류 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3년 동안 연간 의류 생산량을 2배, 즉 1,250
만 벌로 늘릴 것이며, 이로 인해 매출이 10%, 매출총이익이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의류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연결 매출총이익은 15%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크
회사의 전체 공급과정에 걸쳐 아동 노동의 사례는 알려진 바
없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노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회사의 유럽 수출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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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중요성 이해

부문/산업

IT 서비스업

회사

MFS Investment Management

통합 기술

시나리오 분석

작성자

Rob Wilson

2013년 중반 우리 ESG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부채에 시달리는
선진국이 공격적인 세금 축소 때문에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다국적 세금 축소 전략에
관한 규제 및 사회적 기대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대외 원조에서 받는 것보다 절세에서
잃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기업의 절세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에게
초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세 전략을
연구한 후, 각 회사의 세금 격차, 즉, 매출액의 지리적 조합에
기초한 회사의 가중 평균 법정 세율과 회사의 손익 계산서에
표시된 실효 세율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이 더
높은 회사들의 초기 집단을 파악했습니다.
세금 격차가 큰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거나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에 특히 중점을 두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

인식할 수 없는 세금 혜택 잔액이 크거나 증가하는 경

■■

매우 낮은 외국 실효 세율

■■

회사의 세금 각주에 사용된 새로운 공개 정보 또는 언어
변경

■■

세금 관행에 관한 최근의 언론 또는 정부 조사

우리는 여러 회사를 확인하고 경영진과 협력하여 위험 평가를
세부 조정했습니다.

분석에 대한 영향
ESG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슈의 재정적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부 주제별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산업 분석가
및 포트폴리오 관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여 실시된 주식
수준의 세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수행한 한 가지 간단한 예는 IT 서비스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ESG 애널리스트는 회사의 세무
전략을 조사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CFO)와 논의 후 회사의
세율이 향후 몇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 애널리스트는 더 빠른 규제
조치의 위험을 포함하는 하락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광범위한
팀이 주식의 잠재적인 하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표
1).
Figure 1

기본 사례
분석

기본 사례
분석

실질 세율

14%

20%

P/E 배수

14.5x

12.5x

세전 EPS 영향

-2

세율 EPS 영향

-7

하락 케이스 조정의 총
EPS 영향
하향 Vs. 기본 사례

-9%
-21%

이 회사는 경상 수익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향 시나리오 조정이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세율의 추가와 세제 위험의 실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평가 및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이 애널리스트의 기본
사례 가정보다 EPS가 9%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락
시나리오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의 공정 가치가 2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이 작업의 결과로 여러 포트폴리오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여러 애널리스트는 재무 모델에 사용된 세율을 표준화(증가)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은 현저하게 높은
세율이 부과될 경우 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분석에 상당한 세금 인상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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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을 영업 이익에 연계

부문/산업

포장업

회사

Robeco

통합 기술

영업 이익

작성자

Willem Schramade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포장 회사는 과점 시장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경질 캔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생산 공간을 감안할 때, 운영상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측정, 보고 및 분석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Norsk Hydro는 이 회사의 주요 공급
업체로서 공장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 간에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포장 회사가 150개 공장에 대한
개요를 파악한다면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보고된 항목 외에도 동종업 일부 회사와 마찬가지로
중단 시간 보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
어떻게 문화에 스며들어 운영 성과를 이끌어 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가장 중요한 문제 식별
및 집중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 요소의 영향 분석

가치 창출 요소 가정을
조정하기 위한 정량화

더 나은 의사 결정

보통 RobecoSAM
애널리스트:

양쪽 애널리스트:

글로벌 주식
애널리스트의 책임:

예: 더 높은 신념, 더
나은 위험-수익 관점

산업 및 회사, 회사 성과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깊은 성찰. 지름길과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

경쟁 순위, 이슈별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상대적 성과
결정.

지속가능성 투자 애널리스트

가치 창출 요소 당
수의 여러 중요
이슈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표현.

주식 애널리스트

투자 사례를 구축할 때, 우리의 주식 애널리스트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성 투자 상대측과 상의합니다. 독자적인 지속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추가 분석 및 주식 애널리스트와의 토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투자 분석가는 회사 프로파일에서
의견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나열되고,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경쟁
우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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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ESG 이슈를 경쟁력 위치 및 가치 창출 요소에
연결함으로써 ESG 요인을 평가 모델 및 의사 결정에
통합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애널리스트는 ESG의 강점과 약점의
결과로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회사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나쁜지를 평가합니다. ESG 문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애널리스트가 결론을 내린 경우
그것들은 동종 업계보다 뛰어난 가치 창출 요소 즉, 높은
성장률, 높은 마진 또는 낮은 자본 부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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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반의 경우, ESG 요소가 서로 상쇄되거나, 불충분한
확신에 도달하거나, 업계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회사가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가치 창출 요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 분석은 일반적으로 주식
애널리스트에게 회사 경영 품질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CFO와 IR 팀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회사와 논의한 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그들은 정보 공개에
있어 개선점을 보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가능 경영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중요성 평가 및 후속
목표 설정 뿐만 아니라 IT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안전과
같은 간접 재무 항목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포장 회사는 마진, 안전 기록 및 개별 공장에서의 재료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향상을 통해 잠재적으로 수 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 베이시스 포인트의 마진
증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 포장 회사의 경우, 지속가능성
투자 애널리스트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의 약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사는 안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목표 및 KPI는
없습니다. 회사는 공장 수준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성과 기준 및 잠재적인 인사 평가에 연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관리, 공급망 관리 및
인적 자본 대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양한 개선 정도는 목표 가격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반 시나리오: ESG
개선 없음

상당한 ESG 개선
시나리오

매우 강력한 ESG
시나리오

EBIT 마진(세전 영업이익)

11.5%

12.5%

13.5%

NOPAT 마진(세후 영업이익)

8.9%

9.6%

10.4%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9%

2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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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전략
양적 전략 개요
양적(퀀트) 전략은 벤치마크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데이터, 수학적 모델 및 통계 기법을 활용합니다.
퀀트
권장
퀀트
또는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투자 및/또는 포트폴리오 가중치
사항을 만드는 모델 및 규칙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과거 및 예측 모두의 기술적 및/
펀더멘털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자산 가격 움직임 및/
회사 펀더멘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투자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및 통계 테스트 분석
일부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투자 기간에 걸쳐 데이터 집합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패턴, 상관 관계
및/또는 요인을 찾습니다. 다른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가치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가격이 잘못
계산된 유가 증권을 식별합니다.

2)

3)

모델 구축 및 백 테스팅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백-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우수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략 실행
백 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면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모델을 이행합니다. 시장 조건의 변화로 인해
완전한 통계적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운용사가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SG 통합을 수행하는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가치, 크기,
모멘텀, 성장 및 변동성과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통합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ESG 데이터 및/또는 등급은
투자 절차에 포함되며, 증권의 가중치가 0으로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ESG 요인을 퀀트 모델에 통합하는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요소들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ESG 요인을 투자 위험 및/또는 리스크 조정 수익과
연결시키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ESG가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주식의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것

■■

ESG 데이터 집합과 다른 요인들 간의 통계적 관계에 따른
투자 영역의 각 증권

New Amsterdam Partners의 포트폴리오 구축 절차는 첫번째
접근법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ESG
등급과 리스크 조정 수익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퀀트 모델은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해 ESG가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주식의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합니다.
자산 관리는 또한 ESG와 회사/투자 성과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지속가능성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주식의 비중을
0으로 줄입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수익 및 변동성에 ESG
등급 연계 – New
Amsterdam Partners

모듈형 투자 과정을 통한
주식 선택 – Arabesque
Asset Management

컴퓨터는 모델을 실행하고 투자 결정 제안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도구와 함께 체계적인 규칙 및
포트폴리오 구성 기법은 포트폴리오 가중치 권장 사항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모델은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운용사의 거래
주문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모델 산출물이 투자팀의 전략과
의도를 반영하도록 리스크 관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SG 통합은 과거에 펀더멘털 전략과만 연관 지어져 왔지만,
몇몇 퀀트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이 현재 ESG 요인을 평가 모델
및 투자 결정에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ESG 데이터가 보다 보편화되고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비교 가능해지면서, 요인과 알파 생성하고/또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격 움직임 간의 상관 관계를 식별하는
통계 기법을 수행할 운용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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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사례 연구

ESG 중요성 프로파일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형성
– Auriel Capital

예측 총위험 모델 강화 –
Analytic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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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el Capital과 분석적 투자자들은 두 번째 접근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Auriel Capital은 ESG 요인과 투자 수익 사이의
통계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포트폴리오 내의 증권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ESG 점수를 만듭니다. ESG 등급과 미래
리스크 사이의 연계에 대한 연구로 인해 분석적 투자자들의
투자 절차는 회사의 ESG 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주식 특정
최대 포지션 한도를 낮추기 위해 리스크 조정 과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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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및 변동성에 ESG 등급 연계

회사

New Amsterdam Partners

작성자

Michelle R. Clayman

관계 형성

투자 절차에 통합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ESG 등급과 주가 수익률, 변동성 및
리스크 조정 수익률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높은 수익률의
기업은 ESG 등급이 높았지만 ESG 등급과 주식 변동성 간의
음의 상관 관계는 더 강한(부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이러한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부문 통제 이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ESG 등급과 위험 조정 수익 사이의 상관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긍정적 상관 관계는
최저 등급의 주식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투자 애널리스트가 완성할 ESG 섹션을 포함하는
투자팀 및 리서치 보고서에 ESG 리서치를 통합합니다.

잘 기록된 낮은 변동성 이상(변동성이 낮은 주식의 초과
수익률)을 고려해 볼 때, ESG와 변동성 사이의 음의 관계는
더 심층적으로 탐구되었습니다. 통계적 가설을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카이 스퀘어 빈도 테스트는
ESG가 높은 주식이 저 변동성 그룹에 속하는 경향이 있고,
거꾸로 ESG 등급은 저 변동성 효과와 무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ESG 등급 기업의 하위 꼬리를 삭제해도 포트폴리오 수익(위험
조정 포함)이 낮아지지 않았고, 수익률 확률 분포가 평균보다
높고 최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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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자 절차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계산을 위해
독자적인 가치 평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최고
기대 수익에 대한 리서치 영역이 생성됩니다. 이는 다시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 기법(시장 점유율 및 경쟁 분석, 재무
분석 및 가치 평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ESG 리서치는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해 ESG 등급이
낮은 주식의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을 알려줍니다.

투자 결정 영향
Kroger는 기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슈퍼마켓 체인으로,
주가수익률은 동종 업계 수준이지만 ROE가 훨씬 높으며
견고한 대차 대조표와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살펴보면, 건강 및 안전
문제, 공급망 노동 기준 및 잘못된 환급 청구와 관련된 사고로
벌금이 부과되는 등 많은 ESG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상점 중 일부는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총기류를
판매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을 거칠 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주식의 가중치가 줄어들어 ESG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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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투자 과정을 통한 주식 선택

회사

Arabesque Asset Management

작성자

Andreas Feiner

ESG와 회사/투자 성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규칙
기반 퀀트 전략에는 펀더멘털 분석,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리스크 관리는 물론 지속 가능성 절차가 포함됩니다.이 전략은
일일 유동성을 가지며 레버리지, 공매도, 파생 상품 또는 주식
대여를 사용하지 않으며, 분리 구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단계 투자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지속가능성 절차;

2.

펀더멘털 증권 분석;

3.

퀀트 리스크 및 투자 기술.

점수)와 같은 표준 개념은 매도측 중개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수익 압박 조치와 함께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기업의 수익 추정에 행동 경제학에 의한 통계
모델을 적용합니다(이 또한 매도측 중개인 조사를 기반으로
함).

3) 양적 리스크 및 투자 기술
적용: 매일
양적 투자 모델은 적격 투자 영역 내 약 1,200개 주식 중에서
100개까지 선택합니다.그것은 다음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1) 지속가능성 절차

■■

각 주식의 모멘텀에 의해 주도되는 자산 배분 모델;

적용: 분기별

■■

투자 함수 세계의 모든 주식의 목표 함수 g-점수, f-점수,
소득 압력 및 개별 가격을 통합하는 CVaR-포트폴리오
최적화.

우리의 지속 가능성 절차는 투자 영역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

포렌직 회계(공격적인 회계 및 지배 구조 관행을 가진
회사를 식별함);

■■

UN 글로벌 콤팩트 준수;

■■

독자적 ESG 점수;

■■

선호도 기반 심사(예: 산업 또는 회사 제외).

우리는 0으로 넘어가지 않는 주식의 가중치를 줄이며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77,000개의 주식에 이 과정을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약 1,2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적합한 투자 영역이
구축됩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ESG 점수를 계산할 때, 4개의 데이터 제공
업체로부터 200개 이상의 ESG 기준을 받아 분석합니다. 이
ESG 정보는 환경 문제 5개, 사회적 문제 4개, 지배 구조 문제 3
개 등 총 12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됩니다.
기업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부문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들 각각에
독점적인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결과로 얻어지는 ESG 점수는
비논리적인 상관 관계를 피하고 실행 및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돕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 연구와 통계적 분석의
조합입니다.

분석을 매일 적용하면 변동성 또는 더 큰 주식 시장 축소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택에 대한 영향
우리의 절차는 개별 환경, 사회 또는 지배 구조 요소를
기반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하고 미묘한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태양광 발전업체인 SunEdison
은 환경 자격증명만을 토대로 하여 매력적인 ESG 제안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가 현금 포지션을 과장한 혐의로
회사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된 후 주식 가격이
붕괴되었습니다(2016년 4월 초 현재 회사는 파산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SunEdison은 지속가능성 과정을 통과할 때 회계 및 지배
구조 리스크(AGR)에 대해 득점이 좋지 못했으며, 적극적인
회계 관행으로 인해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식은 지속가능성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 가중치는 0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환경 자격증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펀더멘털 증권 분석
적용:분기별
적격 투자 환경에서 대략 1,200개 주식 각각에 대해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 점수를 계산합니다. g-점수 및 f점수(성장 전망이 좋고 대차 대조표가 튼튼한 회사를 식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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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요성 프로파일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형성

회사

Auriel Capital

작성자

Larry Abele

우리 리서치팀은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점수와 투자 수익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리서치 기관의 점수를
사용하여 상세한 실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공급 업체
간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백 테스트 결과는
그러한 지표에서 직접 순위가 매겨진 포트폴리오가 과거
데이터를 크게 능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ESG 통합 퀀트 모델은 각 기업의 전체 ESG 점수(도표 1의
"ESG 프로파일")를 결정할 때 기업의 ESG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업계의 주요 문제와 관련된 ESG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독자적 요소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섹터
매트릭스의 가중치가 독자적 요소에 적용되어 ESG 프로파일이
계산됩니다.

약한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는 한걸음 물러서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시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3-5 년 동안 각 산업 부문이 직면하는 3-8 가지 주요 환경 및
사회 문제 (식음료 산업의 물 부족, 채취 산업에서의 노동권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권리, 은행 업계의 지배 구조 및 대중의
신뢰 등)를 조사했습니다.

특정 회사에 대한 우리의 투자 관점을 결정할 때, ESG
프로파일은 우리의 장기적인 "확신”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기타 알파 소스는 단기간의 구성 요소(최대 2주까지)를
나타내며 우리의 투자 영역에 대한 전술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는 투자한 6개 지역 각각에
대해 30개 섹터 × 27개 팩터로 구성된 섹터-팩터 매트릭스를
개발했으며, 데이터 공급 업체를 통해 매트릭스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요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프록시 선택을 마친 후에는
각 요소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및 지배 구조
요인에 상대적인 모든 환경 외부성의 상대적 금전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환경 요인의 가중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산

ESG 프로파일

애널리스트

아래 표는 ESG 프로파일이 최종 포트폴리오와 최종 위치
크기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알파 소스(이 경우 애널리스트의
수정 패턴, 실적 예측 및 평균 회귀)에 어떻게 추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Koninklijke DSM은 포트폴리오에서
30bps의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지속가능성
프로파일이 없다면, 경쟁 업체보다 단위 매출당 환경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약 10bps 정도 롱
포지션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수익 예측

평균 회귀

가중합

수정 패턴
AKZO NOBEL NV

0.48%

-0.16%

0.52%

0.15%

0.69%

0.59%

ARKEMA

-0.14%

-0.07%

-0.46%

-0.08%

-0.75%

-0.64%

BASE SE

-0.01%

-0.34%

0.09%

0.30%

0.04%

0.03%

BRENNTAG AG

0.14%

0.29%

0.06%

0.18%

0.67%

0.57%

CLARIANT AGR

-0.24%

0.24%

0.04%

-0.50%

-0.46%

-0.39%

0.31%

0.12%

-0.33%

-0.17%

-0.31%

-0.26%

K S AG

-0.11%

0.08%

0.32%

0.18%

0.47%

0.40%

KONINKLIJKE DSM NV

-0.43%

0.08%

-0.24%

0.24%

-0.35%

-0.30%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0%

GIVAUDAN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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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총위험 모델 강화

회사

Analytic Investors

작성자

Dennis Bein

퀀트 전략에서 ESG 등급이 왜 유용할까요?
ESG 실행이 미래의 리스크, 즉 미래의 높은 가격 변동성의
지표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ESG 지표가 전통적인 기본
위험 모델을 통해 포착되지 않는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ESG 등급을 사용하면 전통적인 위험
모델에서는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에서 발견되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도표 1은 MSCI World 주식을 총 예상 위험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빈(Bin)'으로 분류합니다.1. ESG 등급의 모든 품질이
각 빈에서 비슷한 양으로 발견된다면, 도표는 ESG 등급이
전통적인 기본 위험 모델이 계산하는 예측 총위험과 상관
관계가 없다고 시사합니다.

ESG 등급이 전통적인 근본적인 위험 예측에서 발견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도표 2는 MSCI
World 증권의 잔존 변동성2 을 시험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위험 모델에 의해 예측되지 않는 변동성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ESG 관행에 대한 열위가 낮은 주식은 잔존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나은 ESG 등급의 주식보다 더 큰
수준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가지며, 우리는 ESG 등급이
높은 미래 가격 변동성이 있는 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도표 1: 예측 총위험 5분위 내 ESG 등급 백분율(2014년 12월)

리스크 5분위 수에 따른 ESG 순위
(2014년 12월 31일 기준)

ESG 순위 %

100%
80%
60%
40%
20%
0%

1

2

3
예측 위험 5분위

낮음
AAA

AA

A

BBB

BB

B

4

5
높음

CCC

1 예측된 총위험은 Barra의 기본 글로벌 주식 위험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잔여 변동성은 국가, 산업 및 기타 스타일 효과를 제거한 수익의 평균 미래 12개월 표준 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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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평균 잔여 변동성(2007-2014)

12개월 잔여 변동
(2007-2014)
7.00%
잔여 변동성

6.75%
6.50%
6.25%
6.00%
5.75%
5.50%
AAA

AA

A

퀀트 전략에서 ESG 등급 이용 방법
우리는 ESG 관행에서 열등한 등급을 받은 기업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포트폴리오 구축에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우리는 개별 주식의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 관련
최대 포지션 한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를 지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옵티마이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렌즈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위험 조정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주식 관련 최대 포지션 한도를 줄였습니다.
이 절차는 모든 주식에 체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ESG 리서치 결과를 리스크 조정 절차의 렌즈로
통합합니다. 회사의 ESG 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모델은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특이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을 반영하여 최대 허용 포지션을 줄입니다.

투자 결정에 대한 영향
근해 시추 회사인 Seadrill Limited는 기본적, 통계적 관점
모두에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라서 최대 허용
포지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1.5%입니다.
Seadrill은 호주 최대의 해양 기름 유출 사고에 관련되어 결국
부분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8월 Montara Oil
Spill은 74일 동안 계속되어 호주와 인도네시아 해역에 약 15
만 배럴의 기름을 쏟았습니다. Seadrill은 건강 및 안전 사고 및
탄화수소 유출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재무 및 평판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2009년 이후 이러한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Seadrill의 ESG
등급은 CCC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추가 ESG 리스크로 인해 최대 허용 포지션이 2/3 만큼,
포트폴리오의 약 0.5%까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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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

CCC

Seadrill의 예가 흥미롭긴 하지만 기본적 및 통계적 모델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주식은 무엇입니까?
의료 회사 Baxter International은 낮은 기본적 리스크를
보이지만 수많은 제품 안전 문제를 겪었습니다. 2013
년 12월, 혈액 희석제 헤파린과 관련된 사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달, 그들은 일리노이 공장의 제조
표준 위반에 대한 반복적인 서한을 받았으며 작년 5월에는
심각한 부작용에 연루된 SIGMA Spectrum Infusion Pump를
리콜했습니다.
기초 및 통계 모델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저 위험으로
간주하며, 실제로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은
평균 주식보다 약 20% 낮습니다. 따라서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가 회사의 위험도가 낮고 3%의 포지션 규모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약한 ESG 평가는 최대 허용 포지션 크기를
1.9%로 축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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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베타 전략
스마트 베타 전략 개요
스마트 베타 투자는 수동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둘 다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시장 자본화의 구성
요소를 시가 총액 이외의 요인(가치, 배당 수익률, 모멘텀,
성장, 품질 또는 변동성)으로 지수에 비교하거나, 주가 하락
위험을 낮추거나 배당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자본화
지수의 구성 요소에 비중을 둡니다. 일부 스마트 베타
전략은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유사한 노출을 초래할 수 있는 수학적 가중치 체계를
사용합니다.
다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시가총액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기존 지수와 다른 특성 및 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치 요소
주가수익률로 가중치 적용된 스마트 베타 포트폴리오는 더
낮은 PE 주식 비율로 구성되므로 실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지수는 시가 총액이 큰 회사를 향한
자연스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시가 총액
회사의 주가 성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스마트 베타 제품의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험 기반 가중 방법은 모든 구성 요소에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간단한 경험 기반 규칙을 사용하여 유가 증권의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가중 지수의 각
지수 구성 요소의 가중치는 주식의 모멘텀 점수를 모든
구성 요소의 모멘텀 점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른 인기있는 경험 기반 가중치 전략은 동등한 가중치,
기본 가중치 및 위험 클러스터가 같은 가중치입니다.
최적화 기반 가중 방법은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복잡한 최적화 기법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저 변동성 가중 지수는 각 지수
구성 요소의 미래 변동성을 예측한 후, 고/저 변동성 주식에
각각 저/고중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마트
수익을
리스크
사용할

베타 전략에서 ESG 요인 및 점수는 초과 리스크 조정
창출하고, 하락 위험을 줄이며, 포트폴리오의 ESG
프로파일을 향상시키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비중으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ank J. Safra Sarasin은 지배 구조 지표와 하락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구축 절차에서 연구를
활용했습니다. Calvert Investments는 자신의 "스마트 워터”
제품에 대한 혁신적인 물 솔루션 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리서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식량, 종이 또는 반도체와
같이 수자원 집약도가 높은 분야의 기업에서 물 효율성 및 물
영향에 대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파악합니다.
ESG 요소를 스마트 베타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는 운용사는
종종 위에서 언급한 다른 가치 요인, 즉 주가수익률과 같은
다른 요인에 대한 보유량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중 하나에서 AXA Investment
재무적 및 장기적
Managers는 높은 수익성, 높은
지속가능한 성과 목표
품질의 수익, 낮은 위험도의
– AXA Investment
프로필 및 최고 ESG 점수를
Managers
가진 회사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스마트 워터 지수 구축 –
Calvert Investments

스마트 베타 전략에 지배
구조 통찰 제공 – Bank J.
Safra Sar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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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및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과 목표

회사

AXA Investment Managers

작성자

Lise Renelleau, Catherine Soulier, Katy Sullivan

통계 백 테스트를 통해 E, S 및 G 데이터와 전통적인 주식
펀더멘털 간의 낮은 상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자산
소유자에게 투자 신념을 손상시키지 않고 책임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ESG 고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재무적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급 최강의 ESG 통합을 제공합니다.

(2) 다양화

우리가 달성한 한 가지 영역은 스마트 베타 전략입니다.

(3) ESG 통합

포트폴리오 다양화는 시가 총액 가중 지수에서 볼 수
있는 대기업의 집중을 피하면서 독점적인 가중치 적용을
적용함으로써 유지되며 반면에 가장 작은 기업에 비현실적인
과다 노출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가중치 계획은 다른 가중치
부여 계획보다 유동성과 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필터, 다양화 가중치 계획 및 ESG 점수를 결합하여
목표 리스크 프로파일(높은 수익성과 낮은 변동성) 및 강력한
ESG 자격 증명을 갖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스마트 베타 전략 구축
스마트 베타 ESG 전략을 수립 할 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합니다(도표 1 참조):

(1) 필터
투자 시작 영역의 모든 주식은 원하는 요인 노출(수익의 질과
낮은 변동성)과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투기 가치와 금융 불안)
을 다루는 4개의 필터를 통과합니다.

ESG 규칙은 스마트 베타 기본 속성에 관계 없이 가장 낮은
ESG 점수, 경제 부문에서의 최악 사례 및 가장 심각한
논란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여 실행됩니다.포트폴리오의 ESG
프로파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ESG 점수가 높거나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회사는 체계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각 필터에는 점수가 부여되며, 모든 점수는 각 회사의 단일
점수로 합쳐져 필터가 상호 작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예상 위험/
수익 프로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되지 않은
위험을 체계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도표 1: 투자 절차

1

필터

2

다양화

ESG 통합

▶ 품질 및 저 변동성 노출

▶ 리스크 집중 회피

▶ ESG 통합

▶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통제

▶ 유동성 관리

▶ 저비용 실행

지속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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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ESG 통합

자동 실패
▶ 매우 낮은 ESG 점수
▶ ESG 하위 요인 2개 에 대해 매우 낮은 점수
▶ 심하거나 심각한 논란

부분 통과
▶ ESG 중간 점수
▶ 논란 없음

완전 통과
▶ 높은 ESG 점수
▶ 논란 없음

비중 감소

비중 증가

최하위 실패
▶ 모든 ESG 하위 요인 최저 사분위수

논란 없음
0

10

ESG 점수

우리의 ESG 점수는 자원 부족, 기후 변화, 인구 통계학적
변화, 규제 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파악한 장기 사회적 경향과
과제에 회사가 직면하는 방식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구성된 독자적 ESG 분석 체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ESG 원 점수의 보완 공급 업체를 선택하고 다양한 ESG
하위 요인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전체 점수(0~10 범위)는 ESG 하위 요인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가중치는 독자적이며, 각 경제 부문이 직면한 핵심 ESG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 회사의 경우, 우리는 사회적 고려(인적 자본,
비즈니스 행동)에 중점을 두고
근무 조건(건강 및 안전), 고용주-직원 관계 및 경력 관리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식 예시
A사와 B사는 전체 필터 점수가 같고 시가 총액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다양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두 회사 모두 어느 ESG
하위 요인에서도 최악의 점수를 받거나 논란에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B사의 전체 ESG 점수는 A사의 ESG 점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비중이 증가합니다. 회사 C는 전반적인 ESG
점수가 낮기 때문에 최종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표 3 참조).
회사 C와 같은 주식을 제외하면(시가 총액 기준) 투자 영역의
약 30%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회사 B와 같은
강력한 펀더멘털 프로파일을 가진 최고 수준의 주식으로
재배정되며, 최고의 ESG 회사에 할당된 자본을 두 배로 늘려
스마트 베타 ESG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합니다.

도표 3: ESG 점수가 가중치에 미치는 영향

전체 필터X
점수

X

다양화X
가중치

X

재조정=
ESG 점수

=

스마트베타
ESG 포트폴리오*

회사 A

1

0.3%

4.0

0.8%*

회사 B

1

0.3%

8.0

1.2%*

회사 C

1

0.3%

0.0

0.0%*

* 최종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투자되도록 재조정됩니다. 이 재조정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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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터 지수 구축

회사

Calvert Investments

작성자

Andreas G. F. Hoepner, John Streur

스마트 베타 절차
ESG 표준을 포함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ESG 기준과 관련하여 자본 시장의 특정 부문(주식 및
부채)을 포괄적으로 채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품질의 ESG 스마트
베타 투자 과정을 개발하고 ESG 연구를 전통적인 투자 의사
결정 절차에 통합 할 수 있습니다.

3.

재무 데이터 과학: ESG 속성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 뿐만 아니라 추진 요인
간의 계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은 가치 특성과 기업 지배
구조 중 어느 쪽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됩니까?)

4.

파괴적 데이터 검색: 위험과 기회 및 기타 기술 혁신을
나타내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지속적으로 검색하면
절차가 향상됩니다.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투자
절차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차에는 4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1.

2.

회사 및 포트폴리오 수준 속성: 스마트 베타 전략은 일부
특성 있는 전략이 수행하는 것처럼 일부 개별 기업의
큰 성과 달성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기업에 일관된 긍정적인
성과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을 추구합니다. 스마트
베타는 일반적으로 수백 가지가 아니라도 수십 개의 작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검색하여 함께 결합하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성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베타 투자 절차는 개별 회사 수준에서 특성을 평가하고,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회사의 올바른 조합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팀과 연구가 일반적으로 자산 클래스별로 분리되는
전형적인 자산 관리 절차와는 달리 과정을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중요한 ESG 신호의 연구로 시작합니다. 모든
ESG 신호는 모든 자산 클래스 팀과 공유되고 나타나는 팀에
적용됩니다. 저위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도표 1).

데이터 품질 및 독립성: S스마트 베타는 기업이 동일한
속성에 대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독립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표 1: ESG 고려/통합(왼쪽)을 통한 고전적 자산 관리 절차 및 ESG 전문가의 전문성 중심 자산 관리 절차(오른쪽)

고전적인 자산
관리 절차

주식

채권

재무 분석

재무 분석

ESG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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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의 자산 관리 절차

ESG
통합

ESG를 포함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신호에 대한 리서치 전문성

적극적
주식

스마트
베타

소극적
주식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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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구성
위의 과정을 기반으로 Calvert Water Research Index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수도 공급 부문에서 구성 요소 선택;

■■

다음 요소 식별:
■■
■■

수자원 집약 산업에서 활동하는 회사;
혁신적인 수도 공급 솔루션 제공업체.

3개의 수도 공급 부문(유틸리티, 인프라 및 기술)에서 인덱스
구성 요소를 최초 선택하기 위해 상장 기업 30,000개로 구성된
투자영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가총액,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및 방대한 유가증권 리스트에 있는 종목 약
6,000개의 20일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필터링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 관련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회사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검토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수도 공급 솔루션 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우리는
독자적인 리서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식품, 종이 또는 반도체와
같이 수자원 집약도가 높은 분야의 기업들의 물 효율성 및
물 영향에 대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파악하고, 특히
전세계적인 수도 공급난에 대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을 포함시킵니다.
지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특화된 수도 상품과 수도 공급
부문은 수정된 시가 총액에 의해 가중치가 매겨지며, 3개 부문
각각은 전체 지수 가중치의 1/4을 받습니다. 물 솔루션 제공
업체는 전체 지수의 4/4을 차지하기 위해 똑같은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지수 자체는 분기별로 재조정되고, 증권 당
최대 5%, 신흥 시장에 대해 총합계 20%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재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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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스마트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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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베타 전략에 지배 구조 통찰 제공

회사

Bank J. Safra Sarasin

작성자

Andreas G. F. Hoepner, Pierin Menzli

절차

Sustainable Investing Laboratory의 목표는 재무 데이터
과학이 제공하는 기회, 즉, 빅 데이터의 통계 분석, 투자 관리
및 컴퓨터 과학 등 세 가지 분야의 교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 지표가 이론적으로 중요한지 예상하여 그 중 하나만
분석하는 금융 경제학의 접근 방식과 달리, 재무 데이터
과학은 모든 성과 지표를 분석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한 모든
신호를 식별합니다.

데이터 분석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5단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베타와 지속가능한 투자가 화제임을 감안하여,
Sustainable Investing Laboratory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베타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지표는 종종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96가지 지표를 조사하여 지배
구조 지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지배 구조 데이터와 관련 금융 시장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터 품질을 확인합니다.

2.

우리가 식별하고자 하는 하락 시 보호 및 상승 기회를
설명하기 위한 성과 측정 기준을 정의합니다.

3.

30개 이상의 주식에 대해 수만개의 가설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합니다.

4.

리스크가 감소하는 대신 제한된 수익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 발현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성을 테스트합니다.

5.

샘플 밖의 데이터로 분석을 반복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지배 구조 지표가 광범위하게 실행 가능한
성능 동인이 되도록 합니다.

도표 1: 범위를 벗어난 프레임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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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차이 및 해당 기간의 75% 동안 우수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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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하고 성과 기준을 정의한 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30개가 넘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매년
업데이트되는 수십 만개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투자 가능
주식 영역으로부터 최대 8년까지의 최근 샘플 기간 동안의
지배 구조 지표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들 모두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호소력 있는 결과의 대가로
제한된 알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결과들은 30개 종목을
초과하여 너무 많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차이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리스크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단계는 잠재적인 상승 제약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 감소 기회에 대한 다양한 견고성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배 구조 지표를 바탕으로
6개 이상의 견고하고 재무적으로 중요한 투자 신호를
식별합니다.

열악함으로 분류된 회사 간의 등가 균형과 기업 지배 구조의
관할 특정 성격으로 인해, 동 전략은 산업적 기울기는 크지
않지만 국가 노출은 미국에 치우쳐 있습니다.
5단계 절차에서 얻은 통찰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베타
전략에 반영되어 투자 절차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통찰력은:
■■

기업의 ESG 평가의 관련 측면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투자 영역을 창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ESG 분석의 핵심 부분입니다;

■■

지배 구조 위험을 줄이고, 초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스마트 베타 전략의 하향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포트폴리오 구축 절차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샘플 이외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단계에서
확인된 6가지 강력하고 재무적인 투자 신호를 바탕으로 몇
가지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정의한 후, 재무 중요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샘플 이외의 기간에 이러한 전략에 대한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을 반복합니다.

실제:임원 보상 검토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훌륭한 지배 구조(N=2149)와 열악한
지배 구조(N=2097)로 분류된 기업 간의 균형이 가장 좋은
전략은, 2013년 1월에서 2014년 12월 사이에 지배 구조가
훌륭한 기업이 해당 기간의 75% 동안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훌륭한 지배 구조 포트폴리오가 수 백 베이시스 포인트의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호함으로 분류된 회사와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배 구조 지표 중 6개 중 하나는 CEO
를 위한 장기적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주식 소유 가이드 라인이 있는 경우(최고 경영자의
주식 소유가 연봉의 5배 이상인 경우) 회사는 훌륭한 지배
구조를 보입니다. 이 요소의 견고성을 세계적으로 테스트 한
결과, 모든 선진 시장과 3개 중 2개의 신흥 시장(도표 2)에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표 2: 지역별 CEO 주식 정책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의 준표준편차(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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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및 인핸스드
패시브 전략
패시브 전략 개요
이 자료는 시가총액 가중 지수의 수익률을 면밀히 추적하여
시장 또는 시장 부문의 실적과 일치하는 패시브 투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

완전 복제 방법론에서는 인덱스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매수해야 합니다.

■■

부분 복제 방법론(층화 샘플링이라고도 함)에서는
투자 운용사가 펀드가 시가 총액 및 산업 가중치와
같은 인덱스의 특성과 일치하도록 인덱스의 구성 요소
샘플 세트에 투자하고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샘플이 인덱스를
밀접하게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적 오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인덱스가 많은 주식 및/또는
유동성이 낮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종종
사용됩니다.

■■

또 다른 접근법은 파생 상품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합니다. (전체 복제 및 부분 복제 접근법은 파생
상품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추적하는 패시브 투자는 기본 지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식을 매매합니다.
인핸스드 패시브
패시브 투자의 투자 목적이 시가총액 가중 지수의 성과와
일치시키는 것인 경우, 인핸스드 패시브 투자의 목적은
시가총액 가중 지수에 비해 하향 리스크를 줄이거나
그보다 높은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덱스와
그 구성 가중치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사용하고, 특정
증권의 매각, 구성 요소의 가중치 조정 및 파생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제한된 적극적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성취됩니다.

패시브 전략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PRI 서명 주체는 통합
기술을 이러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열심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패시브 전략에서
능동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ESG 요인이 패시브
투자에 통합될 수 없으므로 성과가 벤치마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패시브 전략은 ESG 요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상위 펀드의 구성 요소 가중치를 사용하여 ESG
리스크 프로파일 또는 특정 ESG 요소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분 복제 방식을 사용하는 펀드는 높은 ESG 리스크
또는 낮은 ESG 등급을 가진 회사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벤치마크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술을 사용하여
추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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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 기법을 인핸스드 패시브 전략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핸스드 패시브 전략에서는 지표 구성비 조정
및 특정 주식을 모두 제외하여 하락 리스크를 낮추거나
벤치마크를 능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운용사는 ESG 요인을 이러한 전략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책임 투자 지수 및 맞춤 벤치마크
책임 투자 지수 시장은 25년 전에 처음 시작된 이래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대부분의 주요 지수 제공 업체가 현재
이를 제공합니다. 대다수는 특정 절대적 요인(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 대한 개입)에 기반하거나 또는 모든 회사를
상대 평가하고 최악의 경우를 제외(동종 최고 접근법)
시킴으로써 회사를 제외하지만, 일부는 구성 요소의 가중치를
재조정합니다.
■■

MSCI 글로벌 저탄소 목표 지수(MSCI Global Low Carbon
Target Index)는 탄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상위 지수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하고 추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술을 적용합니다(사례 연구 참조).

■■

iSTOXX SD-KPI 지수는 각 지수 구성 요소에 대한
비즈니스 성과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ESG 요인을 식별하고, ESG 점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사례 연구 참조).

투자자가 정책 및 전략과 일치하는 이미 만들어진 책임
투자 지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정 ESG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맞춤
벤치마크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Northern Trust Asset Management는 MSCI와
협력하여 MSCI 신흥 시장 맞춤 ESG 지수(MSCI Emerging
Markets Custom ESG Index)를 만들었습니다. 상위 MSCI EM
지수를 시작으로 맞춤형 버전은 UN 글로벌 콤팩트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담배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여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회사를 먼저
걸러 냅니다. 두 번째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사회 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를 제외합니다.
패시브 투자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투자 지표를
적극적 투자의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상위 지수보다 초기 ESG 리스크
프로파일이 낮은 투자 영역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 투자 지수는 또한 상위 지수의 구성 회사가 ESG
공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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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사례 연구

주요 ESG 요소들에 따라
STOXX의 주류 지수
주식에 가중치 부여 –
SD-M

저탄소 지수의 가중 및
배제 – M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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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SG 요소들에 따라 STOXX의 주류 지수 주식에
가중치 부여
회사

SD-M

작성자

Dr Axel Hesse

STOXX와 SD-M은 EURO iSTOXX 50 SD-KPI, iSTOXX Europe
50 SD-KPI 및 iSTOXX Europe 600 SD-KPI 지수를 개발하여
기관 투자가가 패시브 포트폴리오를 추적하거나 또는
활성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전략/정책이 심사보다는 ESG 통합을 선호하는 경우,
다른 ESG 지수보다 투자 전략 및 정책을 더 잘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STOXX Europe 600 SD-KPI는 STOXX Europe 600의 주류
인덱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방법론은 작은 추적 오류와
이용 가능한 유동 파생상품과 함께 증분 변경 접근법을
수반합니다. 상위 지수의 600개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지만

지속가능 개발 핵심 성과 지표(SD-KPI)에 따라 비중 확대 및
비중 축소됩니다. 이는 주류 지수 및 기타 ESG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의 편향을 줄입니다.
SD-KPI는 SD-KPI 표준 2010-2015 및 SD-KPI 표준 2016
에서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가 정의한 68개 부문의 비즈니스
성과에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3가지 ESG 지표에 따라
선택됩니다. 각 주식에는 해당 부문 관련 SD-KPI에 대한 주가
성과를 바탕으로 0에서 100 사이의 SD-KPIntegration 점수가
할당됩니다.

SD-KPIntegration 점수

요소 비중

0 ~ 20

저비중 50%

20.01 ~ 40

저비중 25%

40.01 ~ 60

변동 없음

60.01 ~ 80

과비중 25%

80.01 ~ 100

과비중 50%

실제로 SD-KPINTEGRATION 점수
2010년 4월 20일 Deepwater Horizon이 폭발하기 전에 BP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등급에서 동종 업계 최고 였지만, 집중
SD-KPI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3개 SD-KPI가 2010년 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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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KPI 1 "생산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비중이 41%였고
2010년 1월 BP는 100점 만점 중 75점을 받았습니다.

■■

SD-KPI 2 "제품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38%, BP는 0점을
기록했습니다.

■■

SD-KPI 3 "유해 폐기물 배출 및 유독 물질/기름 유출"
은 21%의 비중을 가졌습니다. BP는 Deepwater Horizon
폭발 이전에도 작업 사고 기록이 좋지 않아 10 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SD-KPIntegration 누적 점수는 32.85였습니다. 이는
iSTOXX Europe 600 SD-KPI 지수에서 BP의 비중은 25%로
STOXX Europe 600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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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지수의 가중 및 배제

회사

MSCI

작성자

Thomas Kuh

우리는 기관 투자가들이 (탄소 리스크를 완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탈 탄소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고탄소 주식(MSCI 저탄소 목표 지수) 재평가;

■■

각 부문에서 대부분의 가장 배출 집약적이고 보유량
집약적인 업체 제외(MSCI 저탄소 선도 기업 지수, the
MSCI Low Carbon Leaders Indexes).

도표 1: MSCI 저탄소 목표 지수(MSCI Low Carbon Target Indexes)와 MSCI 저탄소 선도 기업 지수(MSCI Low Carbon Leader Indexes)의 비교

인덱스 설계에
사용된 접근법

목표

설정 기회

MSCI 글로벌 저탄소 목표 지수

MSCI 글로벌 저탄소 선도 기업 지수

재평가

선정 및 재평가

오차 사전 추적을 목표치(기본값: 30bps)에 대한
기준치로 제한하면서 탄소 익스포저(시가 총액
대비 배출 강도 및 매장량)를 최소화합니다.

모든 MSCI 시가 총액 가중 지수

시가 총액 대비 탄소 배출 강도 및 매장량을
기준으로 제외하고, 탄소 보유량을 시가 총액 및
배출 강도 대비 최대값
(기본값: 50%)으로 제한하면서 추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모든 MSCI 시가 총액 가중 지수
상위 지수의 최대 배출 업체 수의 상위 20% 및
모든 섹터에서 최대 비중 30%

제외

제외 없음
최대 매장량 보유자(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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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글로벌 저탄소 목표 지수

MSCI 글로벌 저탄소 선도 기업 지수

주어진 제약 조건에 따라 시가 총액 대비 배출
강도를 최소화하고 보유량을 최소화함
벤치마크까지 오류를 사전 추적: 지정 대상(기본값:
30 bps)
최적화 / 가중치
조정

매출 제약: < 10% 반기
부문 제약: < 2% 에너지 비중축소, 비중확대, 또는
제약 없음
국가 제약: < 2% 비중축소 또는 비중확대

시가 총액 대비 배출 강도 및 보유량 기준으로
제외
사전 추적 오류를 벤치마크까지 최소화
시가 총액 대비 배출 강도 및 보유량을 최소한
50% 감소(기본값)
매출 제약: < 10% 반기
부문 제약: < 2% 비중 축소 또는 비중 확대
국가 제약: < 2% 비중 축소 또는 비중 확대

모델: Barra GEM3

모델: Barra GEM3

단기 리스크

최적화를 사용하여 상위 지수에 대한 추적 오류
감소

최적화를 사용하여 상위 지수에 대한 추적 오류
감소

장기적 가설

완벽하게 설정된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좌초
자산에 가장 취약한(즉, 현재 및 미래의 배출에
노출된) 회사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해
최적화 이용

현재의 낮은 탄소 배출 및 낮은 화석 연료 보유
기업 선정을 통한 익스포저 감소

공식적 입장

기업 참여 허용

이용자가 기업 행동에 영향을 줄 의도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MSCI ACWI 저탄소 목표 지수
우리의 글로벌 저탄소 목표 지수는 탄소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재평가합니다. 이 지표는 탄소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오류 추적 목표 수준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입력 데이터에는 개별 증권의 탄소 배출 및 탄소 보유량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상위 지수에 비해 30 베이스 포인트의
추적 오차 제한에 따라 탄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적화 매개 변수에는 국가 가중치, 부문 가중치 및 기타 제약
조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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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인덱스는 유사한 리스크 특성의 익스포저를 가진
동일한 부문의 두 가지 증권을 포함할 수 있지만, 탄소 노출이
낮은 주식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탄소 익스포저가 높은 주식은
비중을 줄입니다.
도표 2는 MSCI ACWI 저탄소 목표 지수 내의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의 활성 가중 성분을 개략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중 감소 및 비중 확대 주식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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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MSCI 저탄소 목표 지수의 상위 및 하위 활성 가중치

국가

부문

가중치 (%)

활성 가중치
(%)

브라질

에너지

0.2

0.2

Spectra Energy

미국

에너지

0.2

0.2

American Water Works Co

미국

유틸리티

0.2

0.2

Formosa Petrochemical Co

대만

에너지

0.2

0.2

Grupo Mexico B

멕시코

기초 재료

0.2

0.2

Enbridge

캐나다

에너지

0.2

0.2

PrairieSky Royalty Ltd

캐나다

에너지

0.1

0.1

Inter pipeline

캐나다

에너지

0.1

0.1

Fortis

캐나다

유틸리티

0.1

0.1

Transcanada Corp

캐나다

에너지

0.2

0.1

Exxon Mobil Corp

미국

에너지

0.0

-1.0

Chevron Corp

미국

에너지

0.1

-0.4

프랑스

에너지

0.0

-0.3

Royal Dutch Shell B

영국

에너지

0.0

-0.3

Royal Dutch Shell A

영국

에너지

0.0

-0.3

BP

영국

에너지

0.0

-0.3

Occidental Petroleum

미국

에너지

0.0

-0.2

Duke Energy Corp

미국

에너지

0.0

-0.2

NextEra Energy

미국

에너지

0.0

-0.2

Southern Company

미국

에너지

0.0

-0.1

Ultrapaper part On

상위 활성
가중치

Total

하위 활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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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부문 리서치
매도부문 중개인들은 15년 전에 ESG 요소를 리서치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재무적 정보
시스템, 회사 경영에 대한 접근, 부문 집중 주류 투자 분석가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하여 ESG 정보를 전통적 재무 정보와
통합하여 리서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매도부문 중개인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원했던 투자 운용사들에 의한 ESG 통합
리서치를 발표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이들 투자 운용사들은
광범위한 ESG 테마가 경제,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특정 ESG 이슈가 포트폴리오 및 투자 영역에 속한
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도부문 중개인은 ESG 테마
및 문제점을 다루는 다양한 유형의 리서치를 제작했습니다.
매도부문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접근법 중 어느 접근법을 투자
권장 사항에 얼마나 깊이 통합시켰는지는 각기 다릅니다.
매도부문 애널리스트는 투자 운용사가 통합할 아이디어와
투자 테마를 생성하거나, ESG 요인을 공정 가치와 투자 권유
사항에 직접 통합할 수 있습니다(예: 매수/보유/매도).
이 장에서는 매도부문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ESG 통합
리서치의 주요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ESG 통합 리서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책임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모든 매도부문 애널리스트에게 리서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주식 시장 분야, 지역 및 연구
유형을 다루는 84개의 리서치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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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항공 우주 및 방위, 자동차, 은행, 음료, 건축 및
건설, 화학, 교육, 전기 장비, 에너지, 식품 소매, 식품, 가정
및 개인 위생 (HPC), 보험, 미디어, 금속 및 광산, 제약,
부동산, 소매, 반도체, 기술, 통신, 운송, 유틸리티;

■■

지리 – 아시아, 호주, 유럽, 미국, 글로벌;

■■

리서치 형식 – 회사 메모, 부문 노트, 교차 부문 주제별
보고서, 가치 사슬 분석, 매크로 경향 연구, 이벤트 영향
분석.

통합 연구에 대한 접근
매도 부문 애널리스트는 ESG 요인을 기타 재무 요인과 함께
회사의 예측 재무 및/또는 모델(일반적으로 현금 흐름 할인
모델)에 통합합니다. (1장: 통합 기술 에 사용된 다양한 통합
기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무 예측 단계에서의 통합
ESG 고려 사항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및 회사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및 현금
흐름표를 통해 회사의 예상 재무(예: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세율 등)에 적용됩니다.

경제 분석
매도 부문 애널리스트는 ESG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측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고, 이를 회사의 예측
재무에 적용합니다.
인구 고령화, 생명 공학 및 신흥 시장 성장과 같은 책임 투자
분석의 기초를 형성하는 다른 ESG 관련 트렌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 구조는 오랫동안 경제학자의 예측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 전망에
대한 개별 ESG 요인의 영향을 뚜렷이 조사하려는 아이디어는 (
주로 이 문제에 대한 발행자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국채에 대한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의 결과로) 최근에야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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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

Energy Darwinism II (2015년 8월)

매도 부문 중개인

Citi

수석 애널리스트

Elaine Prior, Jason Channell, Liz Curmi

Citi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예상 완화 및 적응 비용을 연결하여 기후 변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에
기여합니다:
■■

무행동 시나리오: "우리는 거시 경제학이 배기 가스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고 에너지 수요를 순전히(종종 단기적인)
경제 및 연료의 즉각적인 가용성에 기초하여 에너지 수요를 유도하도록 허용합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시나리오는 세계를 위한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을 고려해야합니다. “

■■

행동 시나리오: "우리는 배출 가스, 경제, 회피 비용 및 기후 변화의 함의를 종합하여 우리의 미래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구성을 저탄소 에너지 복합체로 전환하는 데 얼마의 '추가’ 비용이 드는지, 기후 변화
회피 비용과 상쇄될 GDP 감소, 좌초 자산 등으로 인한 다른 관련 비용은 얼마인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

2015년-2040년의 각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전세계적 지출(행동 = 미화 190.2조 달러, 무행동 = 192.0조 달러)과 관련 피해
비용(무행동으로 인한 누적 손실은 후속 연도에 미화 2조-73조 달러 또는 GDP의 1.5%-5%로 추정됨)을 평가함으로써, Citi는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에너지 및 기후에서 경제 성장 전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가시적인 논증을 구성합니다.
도표 1: 다양한 할인율이 갖는 중요한 효과를 보여주는 기후 변화의 잠재적 비용의 3가지 시나리오. 자료: Citi Research

상실된 “GDP”의 순현재가치(NPV)
할인율

최저 (미화 조 달러)

중앙 (미화 조 달러)

최대 (미화 조 달러)

0%

-20

-44

-72

1%

-14

-31

-50

3%

-7

-16

-25

5%

-4

-8

-13

7%

-2

-5

-7

산업 및 회사 분석
산업 및 기업 분석에 ESG 요소를 통합하면 산업에 대한
부문별 요인의 영향과 그 산업 내 기업의 경쟁적 위치가
강조됩니다.
가치 동인 조정
이러한 유형의 통합 리서치는 특정 부문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ESG 요소를 식별하여 해당 부문의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 및 투자 권유 사항에 통합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례 연구와 함께, 이 접근법의 예는 다음
보고서에서 제시됩니다. ESG가 프로젝트 비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 Morgan Stanley Research i이 보고서의 1장에서
Morgan Stanley는 물 부족이 광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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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itle

What keeps energy analysts awake at night (2015년 6월);
What keeps utilities analysts awake at night (2015년 6월),

Sell-side broker

Credit Suisse

Lead analysts

Sandra McCullagh

Credit Suisse의 부문 애널리스트는 해당 부문에 영향을 주는 메가 트렌드를 확인한 후, 어떤 특정 ESG 이슈가 해당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이슈가 개별 회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도표 3: 유틸리티 부문 MSCI ESG 등급 및 목표 주가 영향

도표 1: 유틸리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지속가능성
설명

AGL.AX

APA.AX

회사

목표
주가
(AUD)

ESG
하락 포함

시장 시가
총액 (
백만
달러)

ESG 영향
(백만
달러)

AGL.AX

18.10

-2.1%

10,775

229

APA.AX

8.10

-3.0%

10,218

316

DUE.AX

2.40

-1.0%

3,794

38

ENE.AX

8.00

-3.1%

1,201

39

ORG.AX

11.00

0.0%

14,680

-

AST.AX

새로운 리스크
재생연료/화석 연료 회피
에너지 저장

부정적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폐기물 및 재활용
신소재
도표 2: 유틸리티 부문 환경 문제

등급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

긍정적
중립
긍정적

환경
탄소 배출
업스트림 탄소 배출물
에너지 효율성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한
보험
재생에너지 기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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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경고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주식 투자를 위한 ESG 통합 실용 가이드 | 2016

보고서 제목

Two degrees (20C) of separation (2016년 3월)

매도 부문 중개인

Barclays

수석 애널리스트

Mark Lewis

Barclays는 독일 유틸리티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환경 요인을 평가합니다:
■■

핵 자금 불확실성에 빛을 잃은 두 회사의 단기 전망;

■■

COP-21과 화석 연료 생성에 대한 장기적 영향.

이는 주요 기업(RWE 및 E.ON)의 가치 평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Barclays는 첫 번째 요인으로 두 회사의 SOTP 가치
평가에 원자력 자금 할인을 적용하여 목표 가격을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요인의 영향을 평가할 때, Barclays는 가스가 석탄을 대체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유량이 20C에 상응하는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충분한 양으로 증가하기 위해 필요한 EUA(탄소 배출권 가격)를 계산합니다. 이 가격은 독일 전력 생산의
메리트 오더에 적용되며 아래에 표시된 자산 가치 평가 결과가 적용됩니다.

도표 1: E.ON의 독일 및 유럽 화석 연료 자산의 우리의 20C분석에 대한
민감도(백만 유로). 자료: Barclays 추정 자료

3,000

1,500

2,673

2,500

2,240
1,492

1,000
500

1,181

1,028
433

경질 석탄

500
18

경질 석탄

153
갈탄

기본 사례

0
갈탄

0
가스/석유

총 화석연료

2oc 델타

-500

0
가스/석유

427

409
161

0
0

0

1,196

1,035

1,000

2,000
1,500

도표 2: RWE의 독일 및 유럽 화석 연료 자산의 우리의 20C 분석에 대한
민감도(백만 유로). 자료: Barclays 추정 자료

총 화석연료

20c

2oc 델타

-1,000

기본 사례

20c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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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

Getting Real: The New Emissions Era (2015년 10월)

매도 부문 중개인

Exane

수석 애널리스트

Stuart Pearson, Edoardo Spina, Dominic O’Brien, Erwan Créhalet

Exane은 폭스바겐 스캔들에 이어 규제 준수 비용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과 파워트레인 믹스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며,
규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2021년까지 총 배출량 준수 비용으로 220억
유로를 추산합니다. 그 중 56억 유로는 폭스바겐 사건 이후로 증가한 금액입니다.”
Exane은 배기 가스 및 자동차 부문에 대한 검토에서 4가지 가치 평가 관련 결론을 도출합니다. 각각의 결론은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디젤 엔진에 대한 대기의 질 문제로 인해 OEM의 제품 구성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제품 간 마진이 다르다는 것은 조정된
프로젝트 믹스로 인해 마진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산화탄소 준수 목표는 '현실’ 테스트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준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파워트레인 주문"(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출현을 위한 OEM 업체의 준비는 현재의 발자국 및 R&D 설비
투자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디젤 차량의 감소로 인한 공급 업체의 리스크 및 기회는 매출에 반영되지만, 증가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의 침투
영향은 디젤 차량의 감소와 균형을 이룹니다.
도표 1: 기술 분야별 유럽의 CO 감축량 및 잠재적인 추가적 역풍, g/km
CO2. 자료: Plastic Omnium, Exane BNP Paribas 추정 자료

도표 2: 그램 당 증분 CO2 감축 비용 (2014년 비용), EUR/g.
자료: Exane BNP Paribas 추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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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익스포저
ESG 통합 리서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는 어떤
산업이 ESG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 내의
회사들을 탐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는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

Investing in Education (2014년 9월)

매도 부문 중개인

Kepler Cheuvreux

수석 애널리스트

Samuel Mary

1 단계 - Kepler Cheuvreux는 교육에 투자하며 시장의
크기에 주목합니다. "매년 4조 6천억 달러가 세계적으로
교육에 지출되고, 이는 의료 분야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방
및 R&D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급여로 지급되어 교육을 투자가
부족한 영역이 되게 합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 총액은 미화
700억 달러이며, 의료 서비스는 4조 달러, 방위 산업 3,700
억 달러에 달한다. \[…] 글로벌 교육 시장은 일련의 수요
거시적 동인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초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정부 지출, 고등
교육을 위한 글로벌 시장 성장, 세계적인 중산층의 성장 등
경제학자와 업계 참가자들이 근년에 심층적으로 상세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2 단계: 투자 가능한 진입점 확인
주식 투자를 통해 시장에 어떻게(조금이라도) 익스포저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고서 제목

You’ve been hacked! (2015년 9월);
Feed the world (2015년 3월)

매도 부문 중개인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수석 애널리스트

Sarbjit Nahal

2 단계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

"사이버 보안 테마를 실행하고 분석, APT, 사고 대응
자동화, 생체 정보, 클라우드 보안, 인지 보안, 컨설팅,
핵심 인프라 및 국토 안보, 전자 상거래 및 지불, IoT
엔드 포인트 보안, 암호화, 모바일 보안, 차세대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PAM 및 위협 정보 등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를 위한 여러 진입점";
“식량 안보 테마를 실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8
개의 진입점 : (1) 농업 장비, (2) 농업 투입, (3) 농업
관련업, 단백질 및 유제품, (4) 농업, (5) 식품 안전 및
동물 건강, (6) 물, (7) 건강한 식생활, (8)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1 단계: 트렌드 파악
ESG 테마에 노출된 시장의 규모와 세그먼트를 확인하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예측합니다.
보고서 제목

Telecom: the great equaliser (2016
년 4월)

매도 부문 중개인

HSBC

수석 애널리스트

Robert Walker

1 단계 - HSBC 애널리스트들은 모바일 서비스의 향후 시장
성장 잠재력을 예측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머니, m-Health 및 m-Education)
의 누적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5배 이상으로 2,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모바일 머니가
이동 통신 사업자의 최상위 라인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론적으로 은행 요구 사항이 일반적으로 기본, 즉
예금 및 인출이 되는 농촌 지역의 기존 금융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단계: 주식 식별
테마에 노출된 개별 주식 확인.
보고서 제목

Telecom: the great equaliser (2016
년 4월)

매도 부문 중개인

HSBC

수석 애널리스트

Robert Walker

3 단계 - HSBC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은행이 모바일
머니 및 기타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협력의 혜택을 받는 두 개의 케냐 은행\[...]을
찾았습니다. 둘 다 매수로 평가합니다.
■■

"2015년 3월 케냐 상업 은행(KCB)은 케냐 최대 이동
통신사인 Safaricom과 공동으로 휴대폰 기반 대출 및
예금을 제공하는 KCB M-Pesa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KCB M-Pesa는 불과 9개월 만에 (i) 470만명의 고객,
(ii) KCB의 순 대출금의 2.6%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iii)
총 216억 케냐 실링의 거래를 달성했습니다(2014년
거래액의 거의 두 배에 해당)."

■■

"2014년 4월에 Equity Group Holding은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운영자(MVNO) 라이센스를 받고 케냐 Airtel
과 제휴하여 휴대폰 기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quity Group의 MVNO는 Equitel입니다. Safaricom
M-Pesa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2016년 1월 현재
Equitel 가입자 수가 1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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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주식 익스포저 분석
회사가 얼마나 테마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량화합니다.
최고의 주식 익스포저 분석은 회사의 정확한 수익 익스포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보고서 제목

"Green Impact Screener” (2014년 4월)

매도 부문 중개인

Kepler Cheuvreux

수석 애널리스트

Samuel Mary

4 단계 - Kepler Cheuvreux는 녹색 테마에 대한 EBIT 및/또는 매출 익스포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도표 1: 녹색 테마에 대한 익스포저(2013년 and 2016 예상치)

회사

부문

익스포저 (2013년)

익스포저 (2016년 예상치)

자본재

그룹 총합: 매출액의 56%

매출액의 60%
EBIT의 48%

철도 운송:
매출액의 28%
EBIT의 21%

철도 운송:
매출액의 30%
EBIT의 25%

에너지 효율(그리드 관리 솔루션):
매출액의 19%
EBIT의 14%

에너지 효율 (그리드 관리 솔루션):
매출액의 20%
EBIT의 16%

재생 에너지(발전):
매출액의 9%
EBIT의 6%

재생 에너지(발전):
매출액의 10%
EBIT의 7%

대체 에너지 및 운송
Alstom

o/w:

Ansaldo STS

자본재

매출액의 100%

매출액의 100%

CAF

자본재

매출액의 100%

매출액의 100%

Groupe Eurotunnel S.A

운송

94%

해당사항 없음

Vossloh

자본재

매출액의 100%

매출액의 100%

종이

매출액의 27%

매출액의 27%

바이오매스 자원
Ence

보고서 제목

Semiconductors - a driving force for energy efficiency (2015년 7월)

매도 부문 중개인

DZ Bank AG

수석 애널리스트

Marcus Pratsch

4 단계 - DZ Bank는 에너지 효율이 반도체 산업의 주요 수익 동인이라고 주장하며, CO2 배출량 저감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산업
분야의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수의 회사를 확인합니다. "IFX(Infineon Technologies)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 및 솔루션으로 약 60%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IFX는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nfineon 반도체는 다른 것들 외에도\[…] 전기 구동, 가정용 기기 및 조명 시스템의
전원 공급을 제어합니다. IFX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1999년에서 2014년 사이 약 9%의 평균 연간 매출 성장률을
보고했습니다. 핵심 과제인 에너지 효율성, 이동성 및 보안에 초점을 맞춘 4개 부문은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FX는 과거 성장률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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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주식 평가 및 투자 권유
ESG 테마, 시장 추세, 진입점 및 해당 회사의 주식 평가와 함께
개별 회사의 노출을 연결하여 ESG 중심의 투자 권유 사항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제목

Battery Rush (2015년 12월)

매도 부문 중개인

CLSA

수석 애널리스트

Ken Shin

5 단계 - CLSA의 아시아 청정 기술 보고서 “배터리 수요
급증”은 기후 변화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출현, 전기
자동차 시장의 예상 성장, 그에 따른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 배터리 시장의 역학, 그 안에서의 회사의 위치 및 그
회사들의 가치 평가를 연결합니다.

통합 성과 벤치마크
ESG 문제가 한 업계에서 경쟁 역학을 형성하는 데 분명히
중요할 때, 이것이 회사의 재무로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애널리스트는 종종 점수를 적용합니다.
애널리스트는 ESG 및 기타 재무 요인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한 다음, 절대 성과 및 업계 동종 업체와 비교하여 성과를
반영하는 점수를 할당합니다.
이 점수는 매수측 투자자에게 해당 요인에 따라 성과가 좋고
나쁘게 수행된 주식을 안내하므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ESG 문제의 재무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므로 ESG 리서치 제공자가 매기는 ESG 등급과
다릅니다.

보고서 제목

Red Flags: Forensic analysis of accounting anomalies (2015년 8월)

매도 부문 중개인

CLSA

수석 애널리스트

Desh Peramunetilleke

양적 백 테스트를 통해 CLSA는 수입 - 이익의 질 리스크 점수(EQRS)와 대차 대조표 품질 리스크 점수(BQRS)의 두가지 점수로
결합된 20가지 지표 세트를 개발하여 투자자가 만성 가치 파괴 또는 갑작스런 회계 불능을 감추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하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권유(즉, "퀀트 스크린에 의해 제기된 모든 경고 신호는 스모킹 건이 아니다")에 대한 즉각적인 판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또한 어떻게 "EQRS 점수가 높은 기업이 2000년 이후 연 7% 저조했고 "BQRS
점수가 높은 기업은 연간 18% 낮은 성과를 보였는지” 강조합니다.

도표 1: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와 대차 대조표가 있는 회사를 식별하는 체계

이익의 질 리스크 점수
(EQRS)

자본비용
무질서

1. 자본비용
연평균 성장률
>>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2. 순 고정자산
변동 이상의
자본비용

운전
자본
상승

1. 외상
매출 회수
기간 증가
2. 재고
기간
증가

비 핵심
또는
무형 자산
투자

1. 상승
무형의 물건
2. 상승
비 작동의
수입

이익의 질 리스크 점수
(EQRS)

느린
현금
회수

1. 양
발생액 (순
이익-영업
현금 흐름)
2. 감가 상각률이
떨어지고있다.

현금
고갈

과도한
이점

빈번한
모금 활동

유동성
우려

운영상의
스트레스

1. 부정
FCF

1. 상승
이점

1. 회사채 발행
배당금 + 환매

1. 낮은/
감소하는
현금 비율

1. AR 상승
+ 인벤토리
일

2. 부정
운영중인
현금 흐름
(Op CF)

2. 상승하는
그물
기어링

2. 지분
희석화

2. 낮은
부채 상환
덮개

2. 낮은/
감소하는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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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벤치마킹
이는 개별 부문 내 경쟁력 포지셔닝에 잠재적인 혼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술의 지표는 부문별로 구분되며 유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의 경쟁 역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목

Natural beauty: Controversial chemicals in the HPC industry (2015년 10월)

매도 부문 중개인

Societe Generale

수석 애널리스트

Carole Crozat

이것은 HPC 산업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화학 물질을 검토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소비자 접근 가능 정보(시장 조사, 캠페인
조직 및 웹 검색)를 활용하고, 업계 내 경쟁력 순위에 대한 잠재적 혼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표를 가중시키기 위해
이를 운영 및 재무 지표(범주 별 노출 및 미국 시장 노출)와 결합시켰습니다.
도표 1: 논쟁의 여지가 있는 HPC 2015년 매트릭스

0%

매수
유지
매도
NC*

20%
30%
40%

0%

20%

40%

50%
60%
P&G
70%

L’Oréal
의사소통 실기주

최고 운영

90%

Burberry
LVMH

J&J
RB

Henkel
Unilever
Colgate Palmolive
60%

80%

100%

Beiersdorf
Church & Dwight
Shiseido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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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o Boss

10%

Estee Lauder
최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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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치 평가 모델 단계에서의 통합
이것은 애널리스트가 모델을 조정하고 회사의 공정 가치/목표
가격을 계산하는 평가 절차의 단계입니다.

보고서 제목

Aerospace & Defence: is ESG ready for lift-off? (2011년 12월)

매도 부문 중개인

Oddo Securities

수석 애널리스트

Jean-Philippe Desmartin

평가 단계에서 통합 기술을 적용하는 매도부문 리서치의 한 예는 Oddo Securities의 WACAC(가중 평균 자본 비용)
개발입니다. Oddo는 떠오르는 환경 및 사회적인 주제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이를 현금 흐름
할인(DCF) 평가 내에서 사용되는 자본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도표 1: 기업의 다양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확대된 파노라마

전통적
대차
대조표

연장 대차
대조표

고정
자산

유형 고정 자산,
금융 자산

자기 자본

발행 자본, 준비금,
비지배 지분

자본

유동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재고,
계정, 선급 비용

부채

외상 매입금, 충당금,
금융 및 세금 부채

인적
자원

전문 지식, 동기 부여, 충성도,
팀 정신, 성실성

인적
자본

교육 의무, 잠재적 퇴직금,
미래 급여 인상

사회적
자원

자유, 재산권,
관습법, 운영 면허,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사회적
자원

규정 준수, 법률
규제 준수, 로비, 자선,
자원

자연
자본

산업 현장 정화, 물
보존, 에너지 소비
감소, 폐기물 감소

자연
자본

산업 현장 정화, 물
보존, 에너지 소비
감소, 폐기물 감소

이 접근법은 자연 자본과 인적 자본을 자본 비용과 부채 비용에 더하여 모든 자본의 가중 평균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WACAC=

E
E+D+N+H

re +

E
E+D+N+H

rd +

E
E+D+N+H

rn +

E
E+D+N+H

rh

Oddo는 또한 "자기 자본의 비용도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정된 자기 자본 비용 = Rf+ ßsE[Rs - Rf ] + E(Rc)
여기에서 Rf 전통적인 무위험 비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RS는 특정 위험에 비추어 투자자가 부문에
요구하는 수익성에 해당합니다. 환경적 및 사회적 리스크가 평가되고, ESG 강도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및 지적 자본 강도가 할당되고 결합됩니다(가중치 기저). 그러면 ESG 강도 점수는 주식 가치 평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제출된 예에서 유럽 부동산 부문의 다음과 같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부문에 ESG 강도 점수가 2점
지정되어 있으므로, 목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ibail-Rodamco: 그룹이 ESG 강도가 약한 부문에서 강한 기회 (1) 추천을 받기 때문에 목표 가격이 207.0유로에서 222.5
유로(+7.5%)로 상승합니다..

■■

Klépierre: 평균 ESG 강도를 가진 부문에서 기회 (2) 추천을 얻었으므로 목표 가격은 39.0유로에서 41.0유로(+5%)로
상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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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통합 리서치를 위해 매도측 장려
ESG 요인이 경제, 산업 및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 사례의 강점뿐만 아니라, 매도 측의
ESG 통합 리서치 제작은 매도 측의 요청 및 커미션 기반
인센티브에 의해 동기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매도 부문 커미션에 대한 배경

우리의 연구는 ESG 통합 리서치에 배정될 커미션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기반을 확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수측 투자자는 주식 거래 활동을 최고
리서치를 제공하는 중개인에게 지시함으로써 매도측
조사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

중개 수수료 비율
전체 커미션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ESG 통합 연구를
더욱 장려.

■■

펀드 별 수수료 비율
전문 책임 투자 펀드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정
비율 할당.

■■

중개인을 위한 투표
ESG 전문가 및 운용사를 포함한 투자 팀은 어떤 판매측
중개인이 최고의 ESG 통합 리서치를 제공하는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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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점수 부여
ESG 통합 리서치 및 오퍼링이 기본 점수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중개인은 선정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등급이 기본
점수보다 낮은 등급은 기본 점수를 초과하는 데 1년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 선택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용사는 개별 거래에 태그를 지정하거나
(예: "나는 Jenny Jones가 쓴 소득 불평등에 관한 위대한
리서치 때문에 ABC Capital Markets를 통해 이 거래를
하고 있다") 또는 애널리스트와 투자 운용사가 어떤 매도측
애널리스트와 영업 사원이 최고의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지
검토하고 이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일반적으로 분기) 동안
커미션 할당 가중치를 설정하는 중개인을 위한 투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구가 제공되는 시점에 고정된 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투자 운용사의 재량과 앞으로의
기간의 거래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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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운용사 평가
ESG 고려 사항을 외부 관리 자산에 통합하기 위해, 자산
소유자(또는 투자 컨설턴트)는 외부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선정, 임명 및 모니터링(SAM)
과정을 통해 이를 수행하여 위임 계약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운용사를 식별, 고용 및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 소유자는 운용사의 투자 접근 및 성과, 리스크
관리, 주식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결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산 소유자의 기존 SAM 절차의
각 단계에서 외부 투자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자산 소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2013년 출판물 기대치 조정 – 자산 소유자를 위한
가이드 을 기반으로 하고 ESG 요소를 관리자 선정, 지정 및
모니터링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 투자 기대 사항을 개발,
검토 및 설정하고 통합, 심사, 주제별 투자, 투표 및 참여 등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투자 관행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관리자 선정, 지정 및 모니터링
아래 표는 관리자 선정, 임명 및 모니터링 절차 전반에
걸쳐 ESG 고려 사항을 통합 할 수 있는 기회를 개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회는 이 장의 "선정", "임명” 및 "
모니터링”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집니다.

선정

평가 주제

투자 정책 및 회사 구조
투자 절차
적극적 소유 관행
보고

평가 방법

시장 심사
제안 요청서(RfP)
설문지
미팅

임명

계약서 문제

투자 접근법
모니터링
적극적 소유 관행
보고

모니터링
평가 주제

보안 분석 및 선택
활성 소유권 예제

평가 방법

보고
동종 업계 분석
설문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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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통합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1장 참조: 통합 기술), 자산
소유자가 ESG 통합이 투자 전략, 정책 및 SAM 프로세스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
소유자는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ESG 통합의 수준 및
스타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외부 운용사를 평가할 수
있으며 투자 운용사는 이러한 기대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와 상호 작용할 때 자산 소유자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

위치: ESG 통합은 전세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 운용사는 일반적으로 유럽
운용사와 동일한 통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크기: 소기업은 ESG 요소를 절차에 통합할 책임 투자 도구
및 직원이 적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과 동일한 ESG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일부 중소기업은 책임 투자
전문가이므로 통합 기술을 특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

■■

스타일: 다양한 투자 스타일은 서로 다른 통합 기술과
상이한 ESG 위험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 투자 운용사는 ESG 기준에 따라 이전에 잘못 수행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개선
징후와 알파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사가 ESG 성과가 열악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회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ESG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ESG 경험: 최근에 통합 관행을 시작한 운용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온 운용사보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각 운용사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양방향 대화
투자 운용사는 고객의 투자 전략 및 정책, 통합 실무 기대
사항 및 다른 외부 운용사의 통합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질문 예시::
■■

투자 전략 및 정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ESG
이슈 및 주제는 무엇입니까? 중요성을 유도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기대는 무엇입니까?

■■

ESG 요소가 관리자 선정 및 모니터링 절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

투자 운용사에 대한 통합 관행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

우리의 투자 절차, 통합 관행 및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정기적인 보고서를 포함하여 어떤 정보가 포트폴리오
보유에 필요합니까?

■■

투자 운용사가 ESG 요소를 평가 모델에 통합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 노출을 모니터링합니까?

운용사는 또한 투자 전략, 정책 또는 운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타 변경 사항과 같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은 논의의 깊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정책은 매우 빈번하게
변하지 않지만 운영 환경 내의 요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

68

■■

투자 전략이나 정책이 변경 되었습니까?

■■

운영 환경이 변경되어 투자 범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까?

■■

다른 운용사와 ESG 통합 모범 사례의 예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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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운용사 선정 절차는 정보 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및/또는 제안 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s) (때때로
설문지와 함께)를 발급하기 전에 위임장에서 포트폴리오 요구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최종 후보 투자 운용사는
일반적으로 보다 상세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산 소유자와
1-2회의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그 후에 투자 운용사가
선정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자산 소유자마다, 포트폴리오
수준의 기대치, 투자 시간 및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 소유자의 투자 선호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려면 운용사의 투자 접근 및 성과, 투자 절차,
주식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투자 운용사의 ESG 통합 기법에 대한 실사는
아래에 나열된 각 평가 방법 내에서 기존 선정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평가 주제

투자 정책 및 회사 구조
투자 절차
적극적 소유 관행
보고

평가 방법

시장 심사
제안 요청서(RfP)
설문지
미팅

평가 주제
투자 운용사가 효과적으로 ESG 통합 관행을 수행하려면, ESG
요소가 투자 관리 회사의 모든 절차와 도구에 체계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ESG 통합에 관한
질문은 위에 나열된 주요 평가 항목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예시:

투자 절차
■■

ESG 요소가 귀하의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 과정(예:
자산 배분, 투자 영역의 정의, 포트폴리오 구축, 펀더멘털
또는 부문 분석, 주식 선택)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

ESG 요소를 투자 과정, 가치 평가 및 의사 결정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ESG 데이터, 연구, 자료 출처, 도구 및
관행을 이용합니까?

■■

의사 결정 절차 및 투자 결정에 ESG 요소가 갖는
가중치는 무엇입니까?

■■

얼마나 자주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 노출을 검토하고
과거 ESG 리서치 및 투자 가능한 범위를 얼마나 자주
검토합니까?

■■

주식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축 중 재무 및 ESG 기준
모두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입니까?

투자 정책 및 회사 구조
■■

귀하의 투자 정책이 통합 관행에 적용됩니까? 그렇다면.

■■

어떤 사람/팀/위원회가 책임 투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투자 과정에서 누가 ESG 분석을 담당합니까?

■■

조직에 ESG 전담 팀이 있습니까?
■■

■■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 팀이 ESG 팀과 함께 일하는 방식;

■■

ESG 팀의 책임과 투자 팀이 ESG 팀의 업무를
사용하는 방법;

■■

ESG 팀이 투자 팀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 및 빈도;

■■

투자 운용사와 관련하여 ESG 팀의 위치(예:
동일한 건물, 같은 층).

그렇지 않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

주류 분석가/운용사가 ESG 문제에 대해 교육
받았다면, 교육 받은 방식;

■■

주류 애널리스트/운용사가 수행하는 ESG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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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소유
자산 소유자는 내부적으로 주주 권리를 보유하고 집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소유권을 투자 운용사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 다음 질문이 적절합니다:
■■

귀하의 적극적인 소유 관행은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투표 및 참여 활동에서 얻은 정보가 투자 결정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적극적인 소유 활동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

보고
■■

■■

귀하는 ESG 통합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예: 회의, 서면 보고서) 보고합니까?
ESG 통합 성과를 이해 관계자(예: 투자자, 직원, 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 중개자)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ESG 관련 질문을 ESG 관련 섹션으로 분리하지 않고 질문지에
삽입하면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별도의 팀이 아닌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응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팅
자산 소유자가 RfP 단계를 통해 운용사와 갖는 회의는
운용사의 투자 접근 방식, 투자 절차 및 ESG 통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 투자 팀 및 ESG 팀(운용사가 있는 경우)
을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비 투자 운용사의 팀을
방문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책임 투자에 대한 확신 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접근 방식과 성과를
직접 논의하려는 의사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정 단계에 대한 자산 소유자 인터뷰
사례 연구

사례 연구

Zurich Insurance Group

The Pensions Trust

사례 연구

사례 연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평가 방법
자산 소유자가 위에 나열된 질문을 사용하여 투자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심사
자산 소유자는 컨설턴트 또는 사내 팀을 통해 시장을 선별하여
ESG 통합을 비롯하여 투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적격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또는 사내 선정팀은 운용사의 연간 재무 보고서,
책임 투자 보고서 및 PRI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투명성
보고서를 사용하여 투자 운용사의 투자 성과, 의사 결정 및
ESG 통합 접근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PRI의 평가 보고서는 운용사의 ESG 통합 역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 발표는 자발적입니다.
운용사가 자료를 이미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자산 소유자는
운용사에게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투자 운용사의 성과 및 통합 관행은 그들이 미래의 가능성
있는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선택을 고려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RfI) 및 제안 요청(RfP)
자산 소유자는 운용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걸음 자원으로 운용사에게 RfI 및/또는 RfP 내의 ESG 통합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설문지
자산 소유자는 ESG 통합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RFP 및 1차 회의(실적, 최근 투자 성과, 투자
스타일, 기업 구조 및 지배 구조, 투자 절차 및 투자 정책 등)에
포함된 설문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투자 절차에 ESG
요소가 포함되는 방법, 이용되는 ESG 리서치의 종류 및 ESG
요인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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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회사

Zurich Insurance Group

인터뷰 대상

Manuel Lewin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 절차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우리는 외부 운용사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사내 자산
관리자 선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
컨설턴트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추적 기록, 투자 성과, 투자 유형, 회사 구조 및 투자 절차, 투자
신념, ESG 통합 및 기타 많은 측면(물론 수수료 포함)을 살펴
봅니다.

우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

우리는 외부 운용사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모든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SG 고려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임
사항에 따라 5% 가중치가 적용되며, 책임 투자 및 운용사 선정
팀은 ESG 성과 평가에 대해 공동 작업합니다.

1.

2.

포트폴리오 지침 정의: 다음을 정의하여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투자 목적 또는 위임의
일부가 될 포트폴리오;

b.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유형;

c.

ESG 통합 요구 사항을 포함한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특성.

정보 요청서(RfI) 및/또는 제안 요청서(RfP) 교부: 특정
위임에 대한 후보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RfI 발송 후 RfP
를 발송합니다.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때로는 RfP만 발행합니다.)
그런 다음 실사 검토를 위한 성공적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3.

실사 수행: 실사 수행은 현장 방문과 발표로 구성됩니다.

4.

후보자 선정: 최종 후보자를 평가한 후 위임 계약
관리자가 선정됩니다. 우리는 실사 검토 수행 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운용사 선정팀이 수행하고 운용사 선정 위원회가
감독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임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의 최고 투자 책임자, 대차 대조표
대표 및 지역 투자 운용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의 ESG 요소는 평가의 비 ESG 요소와 다르게 취급되지
않으며, RfI, RfP 및 실사 단계에서 핵심 절차의 일부입니다.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ESG 이슈가 수익 및 리스크 관점에서 관련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운용사의 주식 선택 절차의 일부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통합 분석 접근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네 가지
요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및 내부 관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선정 및 모니터링 단계 뿐
아니라 RfI 및 RfP 내의 질문의 기본 체계를 구성합니다.
1.

교육 및 인식 - ESG 이슈가 복잡하고 항상 직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중요한 ESG 요소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자와 주식 애널리스트가 받는 관련 ESG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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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에 대한 접근 - ESG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면
애널리스트와 관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ESG 데이터, 등급, 분석 및 리서치에 대한
액세스가 요구됩니다.
■■

3.

4.

관리자 및 애널리스트가 ESG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리서치, 분석 도구 등)은
무엇입니까?

투자 절차 - 일단 교육을 받고 리서치에 액세스한 후에는,
중요한 ESG 요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증권 분석 및
선택에 통합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증권/자산 선택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요소를 투자 절차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ESG 관련 리스크 또는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실행 중인 절차가 어떻게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소유 - 관리자는 ESG 문제를 다루는 모범 사례
정책을 기반으로 프록시 투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정기적인 회사 회의의 일부로 또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관련 ESG 문제를 피투자 회사와의 논의에 통합해야
합니다.
■■

참여 활동의 일부로 피투자 회사 경영진과 특정 ESG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까? 그렇다면, 과정을 설명하고
세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을 평가할 때, 답의 내용이 특정 지역이나 전략에만 적용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진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ESG 통합 관행이 특정 위임 계약과 해당
직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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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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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회사

The Pensions Trust

인터뷰 대상

Jennifer Anderson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외부 펀드 운용사에게
아웃소싱하므로, 올바른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임명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의 절차는 Mercer의 운용사 검색 데이터 베이스를
심사하여 잠재적으로 우리의 검색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운용사 목록을 길게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운용사에 대한 이용 가능한 모든 리서치를 검토하여 긴 목록을
4-5명의 선호 운용사 목록으로 줄입니다.
다음 단계는 추려진 운용사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무실에서 반나절 동안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투자 철학, 투자 절차, 비즈니스 모델 및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팀과 조직
문화에 대한 감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추려진 운용사와의 회의가 모두 완료되면 투자 팀이 모여
운용사들의 장점을 논의합니다. 우리는 선호하는 운용사를
투자위원회에 초청하기 전에 후보자 중 한 두 명과 함께 2
차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 구조 관점에서 볼 때,
투자위원회는 적어도 모든 대체 자산 클래스에 대해, 최종
승인을 책임집니다.

선정 절차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산 클래스 및 투자 운용사의 스타일에 따라 기대 수준을
조정하지만, 운용사의 ESG 통합에 대한 검토는 이제 선정
절차에 상당히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ESG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책임
있는 투자/ESG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철학에 대해, 또한
우리 투자 신념 및 정책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CEO 또는 CIO 수준의 참여에 대한
증거와 운용사가 동종 업계 내에서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기업 정책이 우리가 할당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한 두 개 증권으로 파고 들어가기 전에,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요소가 가치 평가 및 투자 결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수준과
지역 및/또는 부문 수준에서 ESG 통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관련 주제를 두 가지 정도 선택하고 이를 더 자세히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점을 두었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이것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능동적인 주식 투자 운용사들과
많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궁극적으로, 능동적 투자 운용사의 경우 운용사가 벤치마크
지수 또는 성과 목표를 능가하는 데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일련의 속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 모델, 적절한 보상 구조,
장기적인 사고 방식,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율,
장기적인 사고 방식,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율, 강력한 리스크
관리, ESG에 포함되는 의사 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여 운용사가
찾는 핵심 특성을 설정하는 내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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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뒷면 ESG 통합
관행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운용사가 책임 투자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우리의 투자 정책과 일치하는 책임 투자에
대한 장기 투자 철학을 가진 운용사를 선택하고, 그 운용사는
ESG 요소가 리서치 및 투자 결정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 투자 철학에 부합하는 한 ESG를 처음
접하는 운용사와도 함께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 애널리스트를 위한 내부 교육과 함께 일부
ESG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좋은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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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회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인터뷰 대상

Brian Rice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내 선정팀은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턴트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우리는 우선 포트폴리오(예: 미국 대형주 가치
펀드)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운용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RfP
에는 ESG 관련 질문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요구 사항과
운용사가 질문 목록에 응답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운용사의 응답에 따라 인터뷰와 실사 검토를 위한 하위
질문 세트를 선택합니다.컨설턴트는 RfP 검토에 참여하여
인터뷰 대상을 추천하고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운용사들에 대한 더 폭 넓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운용사의 ESG 통합 사례를
검토합니다. RfP에는 ESG 관련 질문, 실사 관련 질문, 실사
설문 및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4P를 아우르는 질문을
합니다:
■■

철학
귀하의 철학에 ESG 통합이 포함됩니까? 귀하는 투자
대상의 ESG 문제를 고려합니까?

■■

절차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ESG 요소를 전략에 통합하고, ESG
요소를 리스크 분석의 일부로 포함시킵니까? ESG 리서치
및 도구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ESG 문제에 대해 직접
평가하십니까? 혹은 제 3자 ESG 등급을 이용합니까?
적극적인 소유 관행과 성과는 어떻게 투자 결정에
통합됩니까?

■■

사람
팀의 투자 및 ESG 전문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팀에서 ESG
전문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ESG 전문가가 있습니까?
ESG는 모든 사람들의 중점 사항입니까?

■■

성과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를 측정합니까?

우리는 운용사 후보를 한층 더 걸러내어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채용하고, 나머지는 미래의 RfP를 위해 사전 심사 완료
대상으로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선정 절차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우리가 4P(철학, 절차, 사람 및 성과)로 일컫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가 있습니다:
■■

■■

철학
귀하의 전반적인 전략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차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증권에
투자할 때,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권을
재평가할 때 검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사람
포트폴리오의 핵심 기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성과
전략과 관련된 실적은 무엇입니까?

ESG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절차와 좋은 직원을
확보하고 전략을 준수하지만 ESG 구성 요소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 우리
평가에서 결과가 좋은 유사한 운용사들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한 운용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우수한 ESG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통합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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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는 또 다른 접근법은 운용사의 성과와 관행을
선정 절차에서 후보자로 간주하기 전에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때로는 컨퍼런스에서
운용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성과 업데이트 및 피치 북을 읽고
우리의 신념에 부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조직을
이해할 것입니다.
컨설턴트는 또한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운용사가 중요한 ESG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지
분석합니다. 우리는 운용사가 구매한 ESG 등급을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평가를 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용사가 ESG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문하여 설문지의 답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운용사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인터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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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선정 절차

회사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인터뷰 대상

Faith Ward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 절차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검토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한 후에 새로운 위임에 대한 포트폴리오 지침을
정의할 것입니다. 모든 위임 사항에 대한 지침과 기대치는
다양하며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머징 마켓의 위임 계약에서는 주식을 선택할 때
환경, 사회 및 환경 리스크 식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선정 단계에서 우리는 관련 실적, 투자 스타일 및 우리가 6P로
요약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 봅니다: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고 RfP가 작성되면, 사내 선정팀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운용사의 통합 관행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하는 ESG 전담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컨설턴트들과 협력합니다.
일반적으로 8명 정도되는 패널이 후보자 명단에 오른
운용사들의 RfP를 평가하고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채점합니다.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운용사의 전반적인
점수에 기여하도록 합산합니다. 운용사들을 평가 및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 후, 약 5명의 운용사를
최고 연금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 최고 책임 투자 및
리스크 책임자와의 인터뷰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투자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제안이 투자위원회에 제시되며,
투자위원회는 운용사 임명을 승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임
계약 이행 초기에 운용사 사무실에 실사를 방문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검토하고, 포트폴리오
수석, ESG 리더 및 다른 직원들의 일상 업무 수행과 팀 간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와 책임 투자 및 리스크 관리자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운용사를 평가합니다. 동일한 임원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고 있음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1.

철학
ESG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부가 가치를 제공하고
이것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철학;

2.

정책
ESG 정책 포함;

3.

사람
관련된 사람들, 그들의 자질 및 외부 자원 이용;

4.

과정
투자 절차가 ESG를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에 명확하게
통합하는지 여부;

5.

참여
산업 그룹에 참여;

6.

파트너
우리의 투자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려는 그들의 의지.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운용사들에게 관심 표명, 제안 요청 및 인터뷰
단계에서 ESG 고려할 수 있는 기술 역량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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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위임 계약과 RfP는 예비 운용사에 대한 ESG 기대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합니다. 운용사는 ESG 정책, 역량, 실적
및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잠재적 위임 계약과
운용사의 전체 점수 중 특정 비율(10%-25%)을 운용사의 ESG
역량 및 통합에 할당합니다. ESG 통합은 투자 제안, 운용사의
실적 및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여 다른 영역에 점수를 매길
때에도 고려됩니다.
인터뷰 단계에서 투자 팀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와 ESG 통합에
대해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자, ESG 리더 및 고객
포트폴리오, ESG 리드 및 고객 연락 담당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또한 고객의 PRI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하여 응답을 확인하고
현장 미팅에 대한 질문을 만듭니다.

예비 포트폴리오 운용사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운용사들이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문제가 피투자
회사의 향후 전망이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습니다. 따라서 대면 회의를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ESG 리더와 ESG 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 리더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에게 존중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ESG 성과에 대한 운용사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증거를 보고자 합니다. 운용사가 ESG 통합 기술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경우, 운용사가 강력한 ESG 자격 증명을 보유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펀드의 스타일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능동적 펀더멘털 전략의
경우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회사 내 ESG 문제에 대한
리서치를 자체 제작하고, 체계적인 전략의 경우, 리서치는
과정(예를 들어, ESG 지표가 사용될 수 있음)에 중점을 두며,
패시브 전략의 경우 관리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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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가장 적합한 자산 운용사가 선택되면, 자산 소유자는 ESG
조건을 투자 운용 계약(IMA)에 포함시켜 기대를 공식화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고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구에 관해 조언
할 수 있습니다.

IMA 및 이면계약서에 ESG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운용사에게 임명 과정에서 합의된 ESG 정책, 관행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자산 소유자는 대신, 혹은
추가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사가
합의된 정책 및 관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섹션 C 참조).

자산 소유자의 희망 사항과 운용사의 준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이면계약서는 IMA에 ESG 특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수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명

계약서 문제

투자 접근법
모니터링
적극적 소유 관행
보고

계약서 문제

보고

예시 조항:

■■

운용사는 ESG 통합에 관한 정책, 절차 및 펀드 조건의
개발 및/또는 실행에 관해 고객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

운용사는 보고 기간 동안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포함하여 투자를 할 때 운용사가 ESG 요소를 고려한
방법에 대해 고객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투자 접근
■■

운용사는 ESG 이슈가 투자 위험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의사 결정의 전통적인 요인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장기 위험 조정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운용사는 ESG 리스크, 기회 및/또는 성과를 투자 과정에
통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운용사는 ESG 요소가 투자 리스크 또는 기회를 창출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관련 데이터
및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예와 투자 운용 계약 예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CGN’s Model Contract Terms Between
Asset Owners and Managers.

모니터링
■■

고객의 (책임) 투자 정책에 명시된 투자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운용사는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를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 구조 문제(ESG 요소들)과 같은 관련 장기적인
요소들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유
■■

운용사는 투자 운용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ESG
통합 및 적극적 책임과 연계하여 직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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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사례 연구

Zurich Insurance Group

The Pensions Trust

사례 연구

사례 연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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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임명 절차

회사

Zurich Insurance Group

인터뷰 대상

Manuel Lewin

IMAS에 ESG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투자 운용 계약(IMA)에 ESG를 포함시키고,
운용사가 우리가 선택 과정에서 주목하는 4가지 요소(교육
및 인식, 정보 접근, 투자 절차, 적극적 소유)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포트폴리오의 ESG 성과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IMA에 ESG 문구를 소개하기 위한 견본으로
사용됩니다:

““고객의 투자 지침에 명시된 투자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투자 운용사는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를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 구조 문제(‘ESG 요소’)
과 같은 관련 장기적인 요소들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ESG 요소가
투자 위험 또는 기회를 창출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자
운용사는 직원들이 적절한 교육과
관련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고, 이 과정에 적절한 주의와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투자 운용사는 투자 의사 결정 시 (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ESG
요소를 고려하여 <고객>의 최선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자
운용사는 투자 운용사의 평가에서
더욱 우수한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관행을 보여주는 증권을 선호할
것입니다. "

ESG 조항은 아직 우리의 모든 IMA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시작하여 ESG 조항을 IMA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해 기존의 운용사들과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이전부터 새로운 IMA에 ESG 조항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ESG 조항을 소급하여 기존 IMA에
통합해냈습니다.
우리는 운용사와 협력하며 그들이 4가지 요소 영역에 걸쳐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통보가
아닌 토론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언젠가 미래에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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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임명 절차

회사

The Pensions Trust

인터뷰 대상

Jennifer Anderson

IMAS에 ESG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3년 전부터 IMA에 대한 ESG 및 책임 투자에
관한 문구를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ESG가
일부 자산 클래스 및 전략에 더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IMA에
포함시키는 문구를 조정합니다.
아래는 ESG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IMA에
포함된 문구 유형의 예시입니다.

운용사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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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환경적, 사회적 및 지배 구조
("ESG") 요소를 연구, 분석하고,
크레딧 리서치 및 대출 절차에
통합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 규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장기간의 투자 리스크 및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고려하고 운용사가 고 탄소
부문에 투자할 때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자의 방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투자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본 투자의 중요한 ESG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며, 성과가
저조한 경우, 관련 피투자 회사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기별 및 연간 성과 보고서의
일부로 ESG 정보를 투자자에게
다시 알릴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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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임명 절차

회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인터뷰 대상

Brian Rice

IMAS에 ESG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운용사의 투자 분석이 21가지 사전 정의된 ESG
리스크 요인을 포괄해야 한다는 ESG 조항을 포함합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의 투명성, 데이터 보급, 회계,
지불 시스템, 중앙 은행, 증권 규제, 감사, 재정 투명성, 기업
지배 구조, 은행 감독, 지불 시스템, 원칙, 부실 체계, 돈 세탁,
보험 감독, 인권 존중,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정치적 권리
존중, 인종, 성별,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차별,
노동자 권리, 환경, 전쟁/갈등/테러 행위, 인류의 건강 등.
이 목록은 특정한 투자 거래에 적합한 모든 형태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관련 요소 중
일부가 간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운용사는 우리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한 요소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ESG 조항이 신규 위임 계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기존 위임 계약을 변경하여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웠지만, 점점 쉬워지고 있으며 우리는
일부 기존 운용사들에게는 원래의 위임 계약을 수정하지
않고 ESG 리스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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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임명 절차

회사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인터뷰 대상

Faith Ward

IMAS에 ESG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운용사가 펀드에 대해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리스크 및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커버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주식 및 채권 운용사는 포트폴리오 탄소
발자국 측정을 포함하여 연례 환경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커버넌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과 운용사가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수행, 지속가능성의 통합
및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ESG)
리스크의 통합이 장기적인 성과를
성공적으로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견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고객은
운용사를 임명했습니다. 고객은
수탁의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운용사가 이 위임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장기 투자신탁인 것과
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모든 IMA에 ESG 조항을 항상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위임 계약서에서는 ESG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커버넌트에서 일부 사항을 다루는 것이
대화를 개선하고 고객과 운용사 간의 관계가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커버넌트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위임 계약에서 자체 IMA를 사용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집합 투자기구인 집합 펀드를
이용할 때,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ESG 관점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 업체와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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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모니터링 단계는 운용사가 임명된 이용 약관의 실제 이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위임 계약 및 투자 운용,
계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투자 접근 방식과 의사 결정 ESG 통합 관행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투자 성과 및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검토하기 위해 자산
소유자는 투자 운용사와 모니터링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선하고, 설문서를 작성하거나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또는 동종 업계 평가, 내부 채점 시스템 및
포트폴리오 분석 도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평가 주제

보안 분석 및 선택
활성 소유권 예제

평가 방법

보고
동종 업계 분석
설문지
미팅

평가 주제

■■

투자 운용사가 효과적으로 ESG 통합 관행을 수행하려면, ESG
요소가 모든 투자 결정에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ESG 통합에 관한 질문은 위에 나열된
주요 평가 항목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유

질문 예시:

■■

적극적인 소유 활동을 통해 수집된 ESG 정보는 투자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는 데 어떻게 사용 되었습니까?
이것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참여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수량화가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질적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적극적인 소유 활동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

참여 활동이나 투표의 결과로 주식이 매수 또는 매도된
예는 무엇입니까?

증권 분석 및 선택

포트폴리오 내의 X사에 대해 최근 밝혀진 사실과
관련하여, 왜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했습니까? 또는 왜
보유 주식을 증가/감소시켰습니까?

■■

보고 기간 동안 ESG 통합 절차가 변경 되었습니까(예:
재원 또는 정보 출처 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고 기간 동안 어떤 통합 관행/도구가 효과가 있었거나
또는 효과가 없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SG 요소가 투자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보고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보유에 대해 파악된 주요 ESG
리스크의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며, 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까?

■■

추적 오류에 대한 우려로 ESG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매각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

매도 및 매수 결정에 기여하는 ESG 요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ESG 고려
사항으로 인해 어떤 회사 대신 다른 회사를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까?

■■

ESG 요인으로 인해 가치 평가가 조정되는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평가 방법
자산 소유자가 위에 나열된 질문을 사용하여 투자 운용사의
통합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
자산 소유자가 투자 운용사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양, 빈도 및
유형은 위임 계약, 합의된 ESG 정책과 관행,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자산 소유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운용사의 투자 절차 및 통합 기술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현재 보고 연도의 ESG 통합 사례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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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14개의 영국 연금 기금 그룹이 A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ing in Public Equity, (공적
주식에 대한 책임 투자 보고 가이드)를 발행하여 운용사를
위한 바람직한 ESG 통합 보고 요건을 몇 가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모니터링 단계에 대한 자산 소유자 인터뷰

사례 연구

사례 연구

Zurich Insurance Group

The Pensions Trust

사례 연구

사례 연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동종 업계 분석
자산 소유자는 책임 투자 보고서 또는 PRI의 투명성 보고서와
같은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ESG 통합 성과의 동종 업계
분석을 직접 실행하거나 투자 컨설턴트에게 실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I의 평가 보고서는 운용사의 ESG 통합
역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 발표는
자발적입니다. 운용사가 자료를 이미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자산
소유자는 운용사에게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설문지
질문은 특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주식 선택에 중점을 두어
이전 페이지의 표에 나열된 평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설문지 내의 정보는 모니터링 회의 시 토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세부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미팅
ESG 통합은 투자 성과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자산
소유자는 투자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ESG 팀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권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회의에서는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 포트폴리오 내의
투자 리스크 수준, 투자 절차 및 통합 관행의 변화, 그리고
투자 운용사가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ESG 관련 질문은 운용사의 통합 기술을 입증하고 책임 투자
확신 수준을 밝히는 특정 주식 및 부문 사례를 포함하여, 통합
관행, 포트폴리오 구성 및 주식 선택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회사에 중요한 특정 사안(예: 은행의
사이버 리스크, 단순히 일반적인 ESG를 언급하기 보다는
공급망에서의 노동 기준 언급) 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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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모니터링 절차

회사

Zurich Insurance Group

인터뷰 대상

Manuel Lewin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운용사(보다 정량적인 분석으로 구성)들과
분기별 성과 검토를 실시하고, 여러 위임 계약을 보유한 주요
운용사와의 연례 관계 회의(보다 질적인 평가로 구성되며,
운용사 관행에 대한 더 많은 측면을 다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ESG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용사의 질적 평가에 기반한 내부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투자팀 및 광역 투자 운용사는
성과, 서비스, ESG 통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산 운용사를
평가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선정 절차는 운용사의 역량과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것인
반면, 모니터링 절차는 운용사가 실제로 실제로 무엇을 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 성과와 투자 방식에 대한 모든 변화,
포트폴리오가 위임 계약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용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검토합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ESG 요소 통합이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ESG 통합은 매년 연례 관계 검토에서 논의되며, 2015년
이래로 매년 분기별 성과 검토 중 한번은 특정 포트폴리오의
ESG 성과를 논의합니다.
보다 광범위한 절차에서 책임 투자를 위한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위에 언급 된 네 가지 요소에 기초한
질문을 포함되며 일년에 한 번 발송됩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를 바탕으로 운용사는 내부 투자 운용사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ESG 통합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완전하게 통합시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운용사가가 ESG 문제에 얼마나 친숙한지 알아보고 ESG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통합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운용사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에 증권 XYZ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포트폴리오는 ESG 등급이 낮은 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COP21에서 기대했던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보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운용사는 ESG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를 이해해야 하며, ESG
문제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증권 ABC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절차의
견고성을 보여주는 특정 포트폴리오 보유에 대한 대화입니다.
누군가가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가늠하지 않고, 단순히 ESG 등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시작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그 본질에는
절차보다는 개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 운용사의 경우 조직의 여러 부분에서 관리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대화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직원 명단을 작성해 주십시오.

■■

ESG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투자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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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모니터링 절차

회사

The Pensions Trust

인터뷰 대상

Jennifer Anderson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니터링 절차에는 투자 보고서를 분석하고 운용사와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투자팀은 또한
운용사와의 특별 회의를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조직 및 투자팀의 변경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운용사의 철학과 절차 및 포트폴리오 내 적용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시장에서 일어났던 또는 예상되었던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는 있는지;

■■

지난 6-9개월 동안 이루어진 투자 결정의 근거;

■■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이유를 포함한 사례들;

■■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ESG 이슈는 특정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존 운용사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운용사를 모든 자산 클래스와 전략에 걸쳐 평가하는 ESG 평가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ESG 관리자 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기반합니다:
1.

가치 및 투자 철학

2.

ESG 통합

3.

관리

4.

투명성 및 보고(문서 상)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점수를 검토하고 연례 보고서와
웹 사이트에서 A, B, C 및 D 등급을 받은 운용사의 수를
공개합니다. 등급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 및 포트폴리오의 ESG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ESG 및 책임 투자와 관련하여 기대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운용사가
A 또는 B 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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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운용사의 PRI 평가 보고서, 분기별 투표 기록 및
참여 활동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완전하게 통합시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이슈를 논의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특정 보유 재산 또는 자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포트폴리오에
통합되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ESG 요인을
통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는 또한 ESG
및 책임 투자에 관한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많은 운용사가
계속해서 입력하는 곳인 마지막의 별도의 대화가 아닌, 토론
전반에 걸쳐 ESG 통합의 증거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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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면T

모니터링 절차

회사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인터뷰 대상

Brian Rice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분기에 한 번 운용사들과 이야기하고, 일 년에 한 번은
그들을 방문하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방문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투자 성과 및 리스크, 요인 분석, 보유 자산 및
ESG 분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발표 자료를 준비합니다. 설문
조사는 없지만 Global Equities 팀은 운용사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 대한 자발적 설문 조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대화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이 있으며, 무엇이 그들의 주식 선택과 포트폴리오 구성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직 변경 및 인사 변경(예: 신규 직원, 직원 축소 또는
지원 직원 변경)이 있었는지, 투자 절차가 변경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운용사가 어떠한 동기로 특정 주식을 사게 되고,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트폴리오에서 증권 XYZ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1가지 ESG 리스크 요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어주십시오.

■■

에너지 익스포저가 크지만 재생 에너지 회사 익스포저는
크지 않습니다. 클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회사는 수질 악화 지역에 있습니다. 물 리스크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보았습니까?

■■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주요 동인은 무엇입니까?

■■

왜 이 부문에 익스포저가 많이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정기적인 미팅 및 현장 방문 뿐 아니라 제 3자 리스크
분석 도구 또한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내부 관리자가
개별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및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익스포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도구는 또한
내부 관리자가 ESG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하도록
촉진합니다.
리스크 분석 소프트웨어의 결과물은 포트폴리오 보유 자산과
포트폴리오 및 개별 증권 위험 노출 정도를 알려주지만, ESG
분석이 투자 분석에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 또는 투자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SG 점수가 좋고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가 감소한 회사를 선택하여 운용사가
운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운용사가 ESG 요인을
고려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나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분석 소프트웨어의 결과물은 운용사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운용사가 ESG 요소를 투자
분석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의 도구에 따르면, 이 포트폴리오는 이 ESG 문제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유가 증권 분석 시 이 ESG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ESG 기준에서 낮게 평가된 증권 2
개를 찾았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 ESG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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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완전하게 통합시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운용사와 직접 대화하여 ESG 통합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고, 그들의 주식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의사 결정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를 검토할 때에 운용사 중 하나가 ESG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전환 및 용수 사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제조업계에 꽤 익스포저가 있었고, 따라서
장기 투자 성과가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 운용사를 재촉하지 않아도 되었고, 운용사가 ESG
질문에 답 할 수 있었고, 또한 ESG 이슈를 그들의 장기 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운용사는 ESG 요소를 투자
분석에 통합시켰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운용사와의 회의에서는 우리는 운용사가 의류
제조업체에 상당한 익스포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피투자 회사와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 요소를 분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회사와 고객에게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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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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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절차

회사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인터뷰 대상

Faith Ward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운용사들에게 ESG 요소 통합 방법에 대해 분기별
또는 매년(주로 투자 절차에 맞는 것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 클래스에 대해 다른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연례 검토 외에도, 우리는 운용사가 행사에서 만날
때와 같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운용사와 함께 정책, 절차 및 인력의 변화,
그리고 주로 투자 성과를 처음부터 그리고 1년, 3년 및 5
년 이상 검토합니다. 더 긴 기간은 성과를 평가할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펀드 운용사가 ESG 고려 사항이나 수행한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논란이 되는 투자나 투자 회사
그리고 ESG 문제에 대해 피투자 회사와 함께 한 참여 활동 및
투표에 대해 설명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회사의
사례 및 특정 ESG 문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현재 재무적으로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사내 또는
외부 중개인 리서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 및 투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합니다.
능동적인 주식 및 채권 운용사는 포트폴리오 탄소 발자국
측정을 포함하여 연례 환경 운동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08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 탄소 발자국을 5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ESG 통합 관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운용사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 기준과 유사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운용사는 여러
영역에서 “탁월한 초과 기대치"에서“ IMA의 잠재적 위반"(ESG
요구 사항 중 많은 부분이 투자 운용 계약의 일부임) 까지 5
단계 척도로 평가됩니다.

해당 영역이 각 운용사에 대해 동일하더라도 등급은 위임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

철학

■■

사람/재원

■■

투표

■■

참여

■■

ESG 통합

■■

투명성

■■

보고

■■

사고 리더십

■■

옹호

■■

리서치 (RI/ESG)

■■

부가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있지만, 각
운용사의 성과는 투자 소위원회에 연 3회 보고됩니다.
우리는 또한 운용사의 PRI 평가 보고서 및 점수를 요구하고
검토합니다. 이는 또한 PRI 평가 보고서와 함께 매년
투자위원회에 보고됩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완전하게 통합시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정말 직감의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책임 투자,
ESG 이슈 및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 그가 실제로 ESG 요인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통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징후는 내부 ESG 통합 리서치
보고서와 책임 투자 업계 내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옹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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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에 대한 영향
새로운 또는 기존 투자 과정에 ESG 요소를 완전히 통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종종 시행 착오가 발생합니다. 많은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접근 방식은 조직 간, 심지어는 팀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투자 운용사가 ESG 요소를 투자 절차 및 통합
관행에 통합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자산 소유자에게
투자 운용사가 사용하는 절차 및 모델에 대한 우수 사례를
설명합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 가능한 첫 번째 단계는 ESG 요소를
투자 절차에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관해 고위
경영진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고위 경영진이 ESG 통합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원 및
인력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팀 구성

통합 투자팀: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투자 애널리스트는 ESG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전반적인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에
통합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ESG 이슈와 최신 ESG
주제를 연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야 하며,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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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요소는 기타
중대한 투자 리스크 및
기회와 함께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리서치에
포함됩니다.

■■

ESG 이슈는 다른
중요한 투자 리스크 및
기회와 함께 토론에
포함됩니다.

■■

ESG 이슈에 대한 참여
활동에는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긍정적 요소:
■■

투자 운용사에는 ESG
통합을 지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투자 가능 영역 및
포트폴리오 내의 모든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ESG 리서치.

■■

■■

ESG 통합을 조직 구조에 통합하기 위한 두 가지 공통된
선택이 있습니다:

■■

ESG 전담팀 및 투자팀: ESG 팀은 ESG 분석을 수행하며, 이는
투자팀이 전체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에 통합합니다

부정적 요소:
■■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종합적인 ESG 연구를
수행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ESG 문제 및 동향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ESG 요소에 대해
회사와 소통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SG 팀은 ESG 분석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위해 주식
애널리스트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ESG 이슈에 대한 참여
활동이 수행됩니다.

부정적 요소:
■■

ESG 팀은 포트폴리오
관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ESG 팀이 수행 한
ESG 분석을 읽을 수
없습니다.

■■

ESG 리서치는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가치 평가 모델에
통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ESG 팀이 수행하는
참여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SG, 투자 리서치 및 팀 간의 정보, 특히 ESG의 중요성 및 투자
가치 평가 및 결정에 대한 ESG 영향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팀 사이에
사례 연구
일관된 시의 적절하고 능동적인
ESG 전담 팀 및 펀더멘털
의사 소통이 있어야하며, 이는
팀의 분석 결합 – bcIMC
위해 팀 간의 정기적인 회의와
가까운 거리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the (참조: ESG 전담
팀 및 펀더멘털 팀의 분석 결합
– bcIMC) and close proximity.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자와
함께 앉아 있는 ESG 전담팀,
투자팀 및 통합 전문가를
특징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이
통합 전문가는 ESG 전문가, 투자 애널리스트 또는 ESG 요소를
분석에 통합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포트폴리오 관리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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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유
그러나 팀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결합하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팀과 투자팀 간의
대화를 개선하고, ESG팀의 주식 선택,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타 재무 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팀이 ESG 리서치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요약 보고서의 ESG 정보
보고 – AMP Capital
Investors

사례 연구
ESG 분석을 중앙 집중
데이터 베이스에 통합
– Sycomore Asset
Management

자원을 결합하는 한 가지
방법은 ESG 전담 리서치 시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ESG
리서치 섹션 및 전통적인
리서치 노트/주식 시트에 대한
점수 포함). 이것들은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애널리스트가
ESG 데이터 및 기타 재무
데이터를 나란히 검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에 정량적 ESG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 요약 보고서의 ESG 정보
보고 – AMP Capital Investors).

또 다른 방법은 외부 ESG 연구 제공자가 제품 및 서비스 변경
사항, 새로운 논쟁 및/또는 외부 ESG 리서치 제공업체의 ESG
등급 변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참조: 기존 보유 현황 검토 –
Boston Trust &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사례 연구
중요 요소 식별 – APG
Asset Management

사례 연구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Robeco

데이터 베이스 및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참조: ESG
분석을 중앙 집중 데이터
베이스에 통합 – Sycomore
Asset Management),
여기에서는 두 팀이 전통적인
재무 데이터, ESG 데이터
및 가치 평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ESG 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모든 리서치가
관련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참조: 중요
요소 식별 – APG Asset
Management).
또한, ESG 요인이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합니다(참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Robeco).
리서치 절차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ESG 통합 관행이
근본적인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리서치 검토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 및 부문 ESG 연구는 시장
이벤트에 의해 주도되며 포트폴리오 및 투자 영역에서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ESG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많은 양의 ESG 리서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시간 및 자원 집약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투자 데스크와
포트폴리오/펀드를 다루는 ESG 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례 연구
기존 보유 현황 검토
– Boston Trust &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기존 ESG 리서치를 검토하는
한 가지 방법은 투자 전문가
및 ESG 전문가가 뉴스, 기업
비즈니스 모델 수정 및 ESG
리서치 변경, ESG 등급 및 투자
가치 평가에 대해 토론하는
정기적인 부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ESG 리스크 수준(절대 기준 및 선택된
벤치마크 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ESG 리스크가 높은
주식 보유량을 회피하거나 상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개별 보유의 ESG 프로파일
모니터링 포함)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은 보유 자산 및 더 넓은 투자 영역에
대한 내부 토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애널리스트, 운용사 및
고객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 Columbia
Management
Investment Advisers

독자적 도구를
사용하여 참여 알리기
–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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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분석
일부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일반적인 성과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포트폴리오 수익에 미치는 ESG 요인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과 분석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전담 성과 팀이 투자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례 연구
ESG 요소의 성과 기여도
확인 – Auriel Capital

사례 연구
성과를 ESG 요소의
덕분으로 여김 –
Quotient Investors

ESG 요소의 성과 기여도 확인
– Auriel Capital 은 ESG 요인이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성과 기여 분석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과를 ESG 요소의 덕분으로
여김 – Quotient Investors
는 다원적 성과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의 크기
(대형주 대비 소형주의 초과
수익률), 가치(성장주에 대한
가치 주식의 초과 수익률), 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지배 구조
요인을 찾아냅니다.

적극적 소유 관행
통합
투자 의사 결정에 적극적인
소유 관행을 통합하는
것은 완전히 통합된 투자
절차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투표 및 참여가
수행되는 경우, 이는 ESG 팀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해
시작되며 투자 절차에서 분리되어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참여
활동/결과 및 투표 선택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드쇼 및 애널리스트 미팅과 같이 피투자 회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커뮤니케이션에는 ESG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드물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별다른
영향을 없을 수 있습니다.
전담 ESG 팀을 이용하는 조직의 경우, 정기적인 팀 간 미팅 및
공유 자원에 적극적 소유 데이터 포함시키기와 같은, 위에서
언급한 도구와 절차 중 일부가 도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검토 및 리스크 모니터링 도구는 ESG 리스크가
높은 포트폴리오 보유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그 후 참여 및/또는 투표 결정을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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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 ESG 통합 투자 프로세스는 투자 대상 회사의
참여에 대한 상호 작용/응답의 수준 및/또는 참여 결과를
반영하여 포트폴리오 보유 자산을 재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갖습니다(참조: 포트폴리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
VietNam Holding Ltd).
또 하나의 모범 사례는 적극적인 소유 관행이 현재의 보유
자산 뿐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투자에도 연결되는
사례 연구
절차입니다(참조: 지속가능성
전략에 기업들의 주의 끌기
포트폴리오 구축에
strategy – Ownership Capital).
영향을 미치는 참여 –
이는 기업의 행동에 큰 영향을
VietNam Holding Ltd
미칠 수 있으며,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고, 포트폴리오의 ESG
프로파일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지속가능성 전략에
기업들의 주의 끌기 –
Ownership Capital

언제나 참여 및 투표 활동에는
장기 목표가 있어야 하며,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ESG
전문가는 회사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 협력하여 회사 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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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전담 팀 및 펀더멘털 팀의 분석 결합

Company

bcIMC

Author

Amy Chang, Randy Evans

우리는 유틸리티 회사의 IPO(기업 공개) 실사 중 펀더멘털
리서치 및 ESG 전문가 모두의 분석 전문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투자 절차를 통한 ESG 통합
IPO 평가와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밝혀진 ESG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
■■

■■

■■

■■

최대 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경영진 보상 계획에 있어 성과
측정 지표를 둘러싼 상세한 자료
공개 부족
공기업에서 상장 기업으로의
복잡한 전환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부 임원 및 이사회의 부문별
전문 지식 부족

긍정적
■■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노사 관계
리스크를
완화하는
직원 주주
계획

■■

안내 문서 공개에 지나치게 의존;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

■■

짧은 실적(종종 새로운 경영진 및 이사회로 인한);

■■

제 3자 리서치의 부재;

■■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빠듯한 일정.

유틸리티 회사를 평가에 있어, ESG 분석이 직접 가치를 더한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계는 도표 1에서 별표로
강조 표시되고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및 공시
기초 및 ESG 팀 모두 투자 설명서 및 기타 공시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도표 1

시작
초기 실사
투자 활동
•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 투자 설명서 및 공시*
• 산업 보고서
• 재무 모델

투자 결정

투자 결과
• 투자 권유*
• 최종 포트폴리오
관리자 프레젠테이션

후속 실사
• 초기 포트폴리오
관리자 브리핑*
• 경영진 인터뷰*
• 매도부문 리서치

분석
투자 명제

• 재무 모델 가정 및 입력
• SWOT 분석*

• 투자 점수 공식*
• 투자 가치 평가 및 수익
ESG 䋩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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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포트폴리오 관리자 브리핑
두 팀의 보고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팀의 발표로 결합되는데,
여기에서 위에 언급된 핵심 문제들에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확인되었습니다. 발표 형식을 이용하여 투자 기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고 폭 넓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진 검토
이 검토는 ESG 중심의 질문을 포함하여 유틸리티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질문을 생성했습니다. ESG 중심의 질문은
펀더멘털 리서치 팀이 실사 과정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한 결과, 포트폴리오 관리 팀이 제기한
주요 문제를 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ESC 고려 사항이 bcIMC의 최우선 사항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SWOT 분석
SWOT 분석은 실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도표 2 참조).
투자 점수 및 리서치 추천
우리는 SWOT 체계 및 기타 펀더멘털 리서치를 포함한 분석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투자 점수를 수립했습니다. 전반적인
점수에는 가중치가 적용되고 리스크 조정된 ESG 점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펀더멘털 리서치 및 ESG 팀의 공동
의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ESG 점수는 해당 분야에 고유한
여러 가지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요인에 대한 독점적인
가중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체 투자 점수는 다른 네 가지
펀더멘털 영역의 독점적인 가중치와 함께 펀더멘털 리서치
팀의 투자 권장 사항의 핵심 구성 요소를 형성했습니다.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

최대 주주가 이사회 지명 과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

■■

임원의 성과가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

도표 2: 유틸리티 회사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

대규모

■■

경영진 보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 부족

■■

현금 흐름 안정성

■■

임원 및 이사회의 부문별 전문 지식 부족

■■

낮은 자본 비용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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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s

■■

높은 진입 장벽(독점적)

■■

공기업에서 공개 기업으로의 복잡한 전환

■■

구조적 규제 환경

■■

성장 기회에 대한 경쟁 압력

■■

운영 효율성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

■■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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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고서의 ESG 정보 보고

회사

AMP Capital Investors

작성자

Ian Woods

우리의 ESG 회사 연구는 고정 이자 및 상장 주식 팀 모두
다양한 투자 스타일(예: 양적, 펀더멘털, 단순 매수, 롱/숏 펀드)
및 목표(예: 소득, 윤리적, 핵심 위임 계약)를 가지고 다양한
펀드를 위해 이용합니다. 이것은 부문 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익스포저와 회사의 무형 자산을 식별하는 부문 검토의
일환으로 수행됩니다.

이 분석은 양적 및 질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최근의 프록시
투표 분석과 함께 ESG 요약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ESG 요약 보고서는 모든 투자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표 1: ESG 요약 보고서. 자료: AMP Capital Investors
2016년 2월 20일

AMP Capital Investors ESG Research

ESG Profile

XYZ

XYZ Limited

ESG 부문:

다각화 금융기관

애널리스트:

ESG 및 지속가능성 평가 요약이전
ESG 점수 요약

XYZ

(CG) 기업 지배 구조:
(E) 환경:
(W) 직장:
(C) 지역 사회:

5.0
4.0
4.0
4.0

ESG 점수

4.5

(CG,E,W,C)

!

부문
평균
4.0
4.0
3.6
3.7

지속가능한 펀드 요약

XYZ

지속가능성 점수:
ESG 점수 (CG, E, W & C)
ES 점수 (ESG 및 지속가능성):
등급 (지속가능한 펀드):

3.0
4.5
5.0
비투자등급

4.2

RIL 뉴질랜드

부문
평균
2.9
4.2
4.4

OK

제외
도박
주류
담배
핵
무기
외설물
기타

Y/N
N
N
N
N
N
N
0

해당 사항 없음

검토일:

2015년 12월 22일

검토일:

2015년 12월 22일

세부사항

기업 지배 구조 요약이전
구조 평가
이사회
구성:
의장:

대부분 독립
독립

-

감사 위원회
구성:
의장:

완전 독립
독립

-

보수 위원회
구성:
완전 독립
다수 반대 투표. 이전 보상 리포트?예 Y !!

지난 3년간 관계자 거래
관계자 거래:
의장/임원/msh 포함아

니오
니오

투표 요약
연도

유형

투표

서신

2015

AGM

모두. Mr Spock 제외

Met

설명
자기 지명한 Mr Spock을 제외한 D/E 지지. RemR 및 LTI 지지. 주: 신규 CFO에 과도한 계약금액

2014

AGM

모두 지지

-

D/E 지지 및 RemR. 보상 관련 상당한 참여. 급여는 주식 비중이 높지만 이익 측면에서 높고 중요합니다. 복잡한 구조의 철저한 공개
(및 언베스티드 주식 배당금)

2014

EGM

모두 지지

-

CEO의 보수 및 퇴직 보상금 지원. 주주들과 광범위하게 공동 협의. 지배권 변경 시 자동 연금 수령권 박탈.

2013

AGM

모두 지지

-

D/E 지지, RemR 및 퇴직 위로금. 일년 내내 광범위하게 공동 참여. 급여가 상당히 개선됨. 이제 퇴직 시 자동 연금 수령권 박탈.

2012

AGM

5&8에 반대되는 것 모두 지지

지완료

D/E 지지, 명의 변경, 주식 환매. RemR 및 LTI 반대(수익을 매우 약화시킴, TSR과 EPS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 장애물임, 변화로 인해 이전 가격이
하락지고 수량이 증가함 등)

2011

AGM

RemR 자제

이전

D/E 지지, RemR 자제 - 작년에 ‘반대’한 이후 약간 나아짐. 하지만 아직도 수익을 약화시킴 - 장애물, 이상적 상황 아님. 대출.

2009

AGM

6&7 반대, 나머

완료

RemR 및 LTI 반대. 다양한 우려 사항 포함. 관대한 옵션은 성과 장애물이 아님. Abs EPS 또는 abs TSR 성장 장애물 목표 달성 시 옵션 부여.

ESG 동인 (부문 수준)
지속가능성 동인 (다각화 금융)
1)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지속가능성 관련 제품)
2) 인구통계와 생활 양식 변화(인구 노령화, 베이비 붐 세대)
3) 규제 변화(Johnson report, Cooper review, Henry tax review, FOFA)
4) 기술 변화 및 복잡성 증가(제품 복잡성)

무형 동인 (다각화 금융)
1) 기업 지배 구조
2) 리스크 관리 및 공시
3) 작업장의 질 (인적 자원을 끌어 들이고 유지하는 능력)
4) 인적 자본 및 절차의 질(수행 능력)
5) 지속가능성 및 환경에 대한 헌신
6)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

ESG SWOT 분석 (회사 수준)

검토일:

강점 (S) / 기회 (O)

약점 (W) / 위협 (T)

(O) 수명 증가는 소득과 수익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XYZ는 지속가능성
동인의 혜택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퇴직자를 위한 투자 상품은 성장 기회입니다.
(S) XYZ는 전원이 독립적인 위원회와 다수가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관련 기술/경험의 폭 넓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 XYZ는 좋은 직장 관리에 중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에 대한 공개는 향상
될 수 있지만, XYZ는 반기별 참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성별 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였으며, OH&S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탄력근무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 XYZ에는 지역 사회 기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지역 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사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S) XYZ는 자사의 임차에 대한 NABERS 에너지 인증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
재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내부 조치를 취합니다.

2015년 12월

주요 ESG 관련 취약점 및 위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W) 이사들의 옵션 사용 - 각 NED는 24c에 대해 20만 개의 옵션을 주식 발행 시에
행사 가격 2.65달러(발행 가격에 115% 프리미엄)에 샀으며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이 옵션은 2015년 12월 7일 기준으로 3.30달러에서 82,000달러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W) 일반적으로 ESG 리스크 관리 체계 또는 ESG에 대한 논의/정보 공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정책은 성별 다양성 및 보상과 같은 지배 구조 문제와
관련됩니다.
(W) 회사는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것이 소비자 금융 전반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T) APRA가 2016년 증권화 규칙을 변경함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가능성. XYZ
는 대출과 리스를 증권화합니다.
(T) 입법 변경. 2013년 연방 정부는 FBT가 계산되는 방식을 변경하도록 제안했는데,
이는 로그북이 비즈니스 용도 신청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The Federal
Coalition은 제안된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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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정량적 평가
이것은 기업 지배 구조, 환경, 직장 환경 및 지역 사회 등의 네
가지 주요 ESG 영역에서 회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ESG 점수는 네 영역 각각에 대한 점수의
부문별 가중치를 바탕으로 생성됩니다.
이 섹션에는 ESG 점수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업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평가합니다. 전체 ES 점수는 ESG 및 지속가능성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회사가 다양한 펀드에 대해 ESG 관점에서 투자 등급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화석 연료와 같이 우리가 투자를 제외하거나
우려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업 지배 구조
이는 기업 지배 구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려되는 분야의 회사를 포함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간 투표 결과를 설명합니다.

3. 회사의 정성적 평가

이 분석은:
■■

주식 순위 시스템 입력을 제공합니다(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요 ESG 관심 영역을 식별합니다;

이것은 ESG SWOT 분석을 통한 회사의 정성적 평가를
설명합니다. 이는 투자 애널리스트가 회사의 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정성적 오버레이의 일부를 구성하고 ESG 토론에
중점을 둡니다.

도표 2: 주식 순위 시스템의 스크린샷

티커

지속가능성

확신
-3 to +3

목표
가격

총 주주
수익

모멘텀
-3 to +3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에
대한 회사 등급
1 to 6

ESG 및
지속가능성
등급 요인

총 점수

순위

COH

1.5

2

106.83

30%

0.99

4.0

2.5

1.97

1

RHC

1.5

1

75.43

30%

0.52

3.5

2.0

1.54

2

2

11.00

29%

-0.37

3.0

3.0

1.39

3

1

26.35

-13%

0.15

4.0

4.0

0.75

48

MRM

0

2.24

75%

-0.10

3.5

4.0

0.75

49

VRT

0

6.13

22%

0.17

4.5

3.0

0.74

50

PRG

0

26%

0.06

4.0

4.5

0.46

94

PME

0

0%

0.28

5.0

4.0

0.45

95

SUL
WBC

-0.54

MQG

1.18

0

61.59

-17%

0.85

5.0

4.5

0.45

96

TCL

0.91

0

8.87

-8%

-0.05

4.0

4.5

0.18

140

FLT

0

33.00

-5%

-0.81

3.5

3.5

0.18

141

FBU

0

4.54

-23%

0.07

4.0

4.5

0.18

142

FMG

0

2.14

38%

2.10

4.0

5.5

-0.89

186

CDD

0

2.10

-25%

0.01

5.5

5.0

-0.95

187

CCL

0

9.00

4%

-0.59

4.0

5.0

-1.00

18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펀더멘털 주식형 펀드 각각에 대한
정량적 점수는 모멘텀, 애널리스트 확신 및 회사 목표 주가
(도표 2)와 같은 기존의 재무/애널리스트 지표와 함께 주식
순위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ESG 요약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ESG 팀과
투자 애널리스트가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하는
상호 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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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포트폴리오 회의 및 공통 회사 회의에 ESG 팀을
포함하는 통합 조례 회의;

■■

매주 ESG 회의;

■■

ESG 부문 리포트 발표;

■■

회사 실적 또는 공지 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

주식 투자를 위한 ESG 통합 실용 가이드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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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석을 중앙 집중 데이터 베이스에 통합

회사

Sycomore Asset Management

작성자

Bertille Knuckey

도표 1: 회사의 SPICE 등급을 보여주는 SYCOVALO의 스크린 샷. 자료: Sycomore AM

시장 대비
증권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주가의
베타는
회사의
기본적인
SPICE 등급
\[A] 때문에
1보다
낮습니다

SYCOVALO는 우리의 독자적인 중앙 집중 데이터 베이스 및
평가 도구입니다. 15명의 투자 전문가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며, 다음 기능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주요 재무 및 ESG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영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 가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또는 부문별 뉴스 및 논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SYCOVALO는 또한 확고한 가치 평가 체계를 제공하며, 절제력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 및 퇴출 가격이
체계적으로 결정됩니다.
2015년에 팀은 재무 및 ESG 주제를 다루는 150회의 현장
방문을 포함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회사와 1,700개의
연락처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재무 및 ESG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애널리스트 및 운용사가
회사를 평가할 때마다 ESG 요인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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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자산 검토

회사

Boston Trust &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작성자

Aaron Ziulkowski

투자 운용사가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회사들을 한 번 모니터링
하는 절차는 초기 매수 결정만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정보(특히 ESG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사의 ESG 프로파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ESG 검토 방법은 신흥 이벤트에 의해 촉발된 특별
검토와 함께 3가지 유형의 체계적인 검토(제품, 논란 사항 및
부문별)를 포함합니다.
모든 회사는 분기별로 제품 및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되고, 월별로 제 3자 리서치 제공 업체의 도구를 사용하여
논란 사항에 대해 검토됩니다.
우리는 또한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성과 스펙트럼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년마다 고객 포트폴리오의
모든 회사들을 포트폴리오 외부의 부문 리더들과 비교하여
GICS 섹터의 보유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뉴스 속보는 즉각적인 검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ESG
기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잠재적 ESG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이 이 절차를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2007
년, Nestlé를 분석하여 ESG 리스크가 투자하기에 너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estlé 병입 시설 주변의 지하수 이용의
지속가능성에서부터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 및 용기 회수, 제품
영양,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오점이 있는 기록,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비판 받는 유아용 유동식 등과 같은 다양한 운영, 환경
및 사회적 어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제 노동 관행에 대한 우려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코코아
열매 구매를 통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 것에
관여된 혐의였습니다.
다음 2년 동안 우리는 Nestlé를 모니터링하여, 회사의 관행과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간행물,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수행한 분석과 전통적인 자원에서 얻어지고 인터넷
및 미디어 검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Nestlé와 관련된 투자자 그룹 및 NGO와 미국과 유럽의
솔직한 비평가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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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Nestlé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해결하고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아용 유동식의 마케팅 관행을 크게
개선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트륨, 지방 및 설탕 감소와 같은
일부 제품의 영양 품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회사는 포장재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관련 공공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사의 ESG 자료 공개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새로운 CEO와 이해 관계자의 압력에 따라 Nestlé는 2008
년 최초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Creating Shared Value 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우리는 주요 ESG 분야의
가시적인 진전과 회사와의 연계 계획에 따라 Nestlé를 수용
가능한 투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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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요소 식별

회사

APG Asset Management

작성자

Terhi Halme

우리의 산업 체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산업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요약합니다:
■■

회사 분석 지원

■■

투자 결정 안내

■■

회사 참여 안내

■■

용이한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산업 체계는 지속가능성 및 지배 구조 전문가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UN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을 특정 산업의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이어서 2014년에는
UN 글로벌 콤팩트(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각 주제별로 네
가지 내부 개발 문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산업 체계의 결과물 중 하나는 각 UNGC 주제 내에서의
리스크 익스포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38개 산업(도표 1) 문제
지도입니다.
우리는 초기 18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각 산업별로 어떤
이슈가 비즈니스 리스크 및 대중의 관심사로 가장 중요한
것인지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은행 업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를 데이터 보안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더 빈번하고 정교해지는 리스크로 인해 회사의 시스템이
최신이 아니고 강력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중요한 비즈니스 및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지속가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체계를 이용하여 분석됩니다.

도표 1: 문제 지도 예시

익스포저:

높음중

절제있는

모니터

비즈니스 리스크

공공성

윤리적 기업
행동 및 관행

뇌물 및 부패
정치적 영향력
고위험 국가의 규제/운영 불충분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경쟁 행동
제품 품질 및 안전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쓰레기
생물 다양성
(천연) 자원의 희소성

인권

이해 관계자 참여
분쟁 지역 및 보안군으로부터 자원 조달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기본적 필요에 대한 접근성

노동

노사 관계
작업 중 건강 및 안전
인력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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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검토

회사

Robeco

작성자

Willem Schramade

2014년 1월, 글로벌 주식 팀은 ESG 요인의 중요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ESG 통합이 투자 절차 및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회사 가치 평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포트폴리오 보유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우리가 ESG 요소 통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처음부터 ESG 분석을 통합하므로, ESG
분석이 목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려면 가치 평가를
재검토하고 ESG 요소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ESG 관련 경쟁
우위와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평가하였고, ESG 분석이
통합될 때 도달한 목표 가격에서 이것을 차감했습니다.

투자 결정의 범주
E의사 결정에 미치는 ESG 요인의 영향은 투자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결정을 기록하기
전에 세 가지 범주를 정의했습니다(도표 1 참조).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ESG 고려 사항은 처음 살펴볼
위치와 그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탐색할 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시장의 ESG 익스포저에 대한
하향식 심사를 통해 금속 재활용(Umicore) 및 의료 폐기물
(Stericycle)과 IT, 산업재, 자재 및 소비재 부문의 자동차 배출
가스 감소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사했습니다. 상향식 ESG
성과(회사가 운영되는 방식)는 회사에서 (플러스이거나
변곡점일 경우)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또는
부정적인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매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도표 1: 3가지 투자 결정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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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아이디어 창출

재고 분석/투자 사례

• 하향식(시장/익스포저)
• 상향식(회사 운영 방법)

• 사전 평가 모델
• 가치 동인과 신념이 사례에
미치는 영향

포트폴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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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석/투자 사례 단계에서 애널리스트의 결정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우리는 현재 보유 주식에 대한 확신이 커진 사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현재 보유 자산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없었고 처음에는 잘 심사된 주식을
발견했으나, 음의 ESG 값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아니므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글로벌 주식 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7건의
투자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사례의 52%에서, ESG 요인은
-23%에서 +71% 범위 사이의 조정을 통해 회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이익률(모든 경우의
46%)이었고, 그 다음은 매출 성장(35%)과 자본 비용(13%)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몇 가지 경우에만 자본 비용
및 운전 자본이 조정되었습니다.

대신, ESG 고려 사항은 보유 자산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쳐
포트폴리오 구축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표 2: 평가 조정 빈도

도표 3: 목표 주가 대비 가치 평가 조정

플러스
가치
평가
조정
사례 (%)

마이너스
가치 평가
조정
사례
(%)

13%
39%

48%

가치
평가 조정
없는
사례의 비율(%)

같은 기간 동안 Robeco NV Fund는 178개의 포트폴리오 변경
(90개의 추가, 88개의 감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28%
에서 ESG 고려 사항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9%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SG 고려 사항의 영향을 받은
28% 중 1/3이 하향식 ESG 이슈(경향 노출 또는 세그먼트 뷰와
같은)와 관련이 있었고, 71%가 상향식 고려 사항(개별 요소
또는 경영 품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ESG 요인은 매도 의사
결정(3분의 1)보다 매수 결정(ESG 관점에서 내린 결정의 3분의
2)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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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자 사례를 통해 부문별로 중요한 것과 그 요소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SG를 평가 모델에 명시함으로써 ESG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팀에서 5
년간 ESG를 통합한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관리자에게도
인지도와 규율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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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운용사 및 고객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회사

Columbia Management Investment Advisers

작성자

Malcolm A. Ryerse

우리의 글로벌 리서치 팀은 제 3자 ESG 데이터 세트가
주류 투자 절차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은 내부 연구 및
외부 연구를 통해 이 도구를 보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ESG 데이터 모음에서 포트폴리오, 부문, 발행자 및 리스크
수준의 고품질 분석을 개발함으로써, ESG 요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객의 늘어나는 ESG 익스포저에 대한
통찰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입력(예: 프로그래밍 시간, ESG 데이터 및 벤치마크/
재무 성과/시계열 데이터)을 최소화하면서 산출물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예: 수 십 개의 포트폴리오의 수 천개의
회사에 대한 ESG 요소)을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사용자가 ESG 리스크
요소의 근원인 ESG 기준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여러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를 인포그래픽, 히트 맵, 팝업 박스 및 상세한 차트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포트폴리오 수준
또는 발행자 수준의 ESG 데이터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관의 전반적인 ESG 점수 또는 등급에 의존하여 증권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대신, 이 도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 소스는 사용자가 특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빨강에서 초록색까지 우선
순위를 매겼습니다. 사용자는 색상으로 코드화된 리스크를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기본 데이터, 정의 및 데이터 소스를
압축하여 여러 해 동안 위험을 완화하려는 회사 경영진의
노력과 함께 리스크의 성격과 범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발행자의 ESG 요소 범위를 해당 부문 또는 업계
동료와 비교하거나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색, 황색 또는
녹색 코드 위험이 있는 해당 부문의 발행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포트폴리오의 모든 ESG 등급을
색으로 구분된 히트 맵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히트 맵에서 발급자를
클릭하면 기본 ESG 요소(및 기본적인 기준, 출처 및 정의)
가 히트 맵, 시장 가중치의 조합과 위험 등급 기반으로 한 '
박테리아 차트’ 또는 표에 표시된 부문 별로 포트폴리오가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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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를 테스트, 수정, 보강 및 구성하여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업무 흐름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걸친 전체 ESG 리스크 익스포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또는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 팀과 이 툴을 사용하는 투자 팀은 독립 실행형 ESG
전문가 팀 또는 고립된 절대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ESG 통합을 권장합니다.

실제
이 도구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노출이 포트폴리오의 증권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발행자의 점수 및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 경영진의 대응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인에 대한 노출, 부문, 포트폴리오 가중치
또는 벤치 마크 가중치를 기준으로 목록을 정렬하여 발행
기관에 쿼리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리스크와 대응책을 분석한 후,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리스크가 발행자, 고객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평가 및 지속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발급자를 다루는 펀더멘털 분석가와 만납니다. 필요에
따라 발행자와의 참여를 더욱 알리기 위해 내부 및 외부
발행자 별 ESG 리서치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제 리서치가
참고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증권 보유 감소 또는 매도가 고객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ESG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하여
잠재적 대체 투자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개의 발행자에 대한 ESG 리스크 데이터와 내부 펀더멘털
및 정량 평가가 포함되며, 이것들 모두 등급, 부문 또는
벤치마크에 의해 스크리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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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아래의 그림은 도구의 산출 결과물 샘플로 제공됩니다. 산출물은 ESG 위험이 일반적으로 벤치마크와 비슷한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특정 증권 및 등급에 대한 언급은 증권을 매매, 매도 또는 보유할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105

사례 연구

뒷면T

투자 결정 및 투자를 안내하는 독자적 도구 이용

회사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작성자

Will Pomroy, Louise Dudley

ESG 요소를 모든 자산 클래스와 투자 전략에 걸쳐 통합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각 투자 팀은 글로벌 주식
팀에서 개발한 ESG 대시보드 및 ESG 포트폴리오 모니터라는
두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책임 팀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당사의 계약 팀인 Hermes EOS의 참여가 필요한 ESG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각 투자 팀과 협력합니다.
각 투자 팀은 ESG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투자 가능 영역의
각 주식에 대한 고유의 그리고 제 3자 ESG 리서치에
접근함으로써 ESG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또는 전 세계적으로
동종 업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회사가
ESG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우리가 각 주식에 할당하는
고유의 점수가 포함됩니다..
이 특정 주식에 대한 분석은 초기 투자 결정과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절한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
기여합니다.

우리의 책임 팀은 우리의 펀드 및 관리 직무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우리의 정책 개발과 후속 통합을 조정합니다.
투자 팀과 함께 분기 별 회의를 개최하여 포트폴리오를
논의합니다. 포트폴리오 모니터는 회의 이전에 포트폴리오
내의 ESG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회의 중에 팀은 위험에 처한 회사를 식별하고 데이터가 전체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추후 분석을 위해
표시합니다. 회사는 포트폴리오의 ESG 위험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과 중요 관심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토론을 토대로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공식적인 회의가 각 투자 팀과
임시적인 논의를 통해 열리며 ‘리스크가 있는’ 주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ESG 분석에 대해 의논합니다. ESG 전문가 및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분석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경우 참여
목표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이정표에 대한 진척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참여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합니다:

ESG 포트폴리오 모니터는 대시보드의 주식 관련 정보와 함께
포트폴리오 수준의 조망을 제공합니다.

1.

회사와 함께 문제 제기;

2.

회사가 그 우려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

이 도구를 사용하면 절대 및 벤치마크 대비 조건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의 총 ESG 리스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팀은 이러한 조치를 환경, 사회 또는 지배 구조의 리스크
요소로 분류할 수 있고, 전체 및 개별 측면에서 각 포트폴리오
회사의 ESG 지표 및 최우수 및 최악의 성과를 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현재 관리 팀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 참여의 진전 여부 및 총회에서 경영진에 반대
투표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4.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

마케팅 및 영업 팀은 기존 및 잠재 고객과 소통할 때 제공된
정보도 사용합니다.

데이터 이용
리스크 감독
우리 투자 팀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투자 팀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잠재적인 문제 영역을 식별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작용하면서 지속가능하고 리스크 조정된
알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들며 펀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 모니터 보고서를
사용하여 팀 내 및 팀 간 주제별 ESG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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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전체 그림 얻기

탄소 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수준 보기는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투자가 가장 큰
공헌자를 포함하여 포트폴리오의 예상 탄소 수준과 강도를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주식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 데이터는 또한
펀드의 특정 성과 및 고객과 합의한 리스크 목표의 맥락에서
탄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상의 옵션을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적극적 소유가 우리의 리스크 평가를 안내합니다
지능형 투표와 함께 효율적인 참여만으로 ESG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경우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참여 및 투자 활동은 가장 관련성이
높고 중요한 위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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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ESG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의 결과

Hermes 미국 전체주 주식형 펀드 (47개 주식) vs. Russell 3000 (3006개 주식)
QE

QS

QG

Trucost
GHG

91% (47%)

83% (35%)

81% (35%)

74% (39%)

43.5% (51.9%)

중간값 대비 총 QESG 점수 %

Sus
논란

EOS
논란

3 (6.4%)

EOS
참여

2 (4.3%)

EOS
찬성 투표

14 (30%)

30 (64%)

QESG 점수
USAC
91%
83%
81%
74%

QESG
QE
QS
QG

벤치마크
47%
35%
35%
39%

중앙값
37
0
14
67

Hermes의 독자적 QESG 점수는 사내에서 계산되며 Sustainalytics, Bloomberg, Trucost 및
Hermes EOS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며 100이 가장
좋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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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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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에서 중간값보다 높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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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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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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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 중간값보다 높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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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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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92%

이사회
구성

98%

포트폴리오 내의 2개 주식은 심각도가 높습니다

문제 없음

낮음

중간

높

보상

포트폴리오 비율 %

벤치마크 100% 범위

상기타

적극 참여

벤치마크 비율%

비참여

벤치마크 62% 범위

Trucost Greenhouse Gases
Trucost 온실 가스 배출량, 범위 1 (직접) 및 범위 2 (간접), 톤 CO2e 수익 미화
백만달러 당.

포트폴리오 익스포저 대비 벤치마크(포트폴리오와 벤치마크 중간값의 차이)

전체

43.5

벤치마크
51.9

차이
8.5

소비재

34.1

43.6

9.5

79.7

119.9

40.2

283.8

257.6

-26.2

금융

13.6

13.3

-0.3

헬스케어

49.6

42.8

-6.9

산업재

89.5

109.7

20.2

필수 소비재
에너지

IT
원자재

23.7

32.3

8.6

270.7

313.4

42.7

39.5
25.2
-14.3
통신
121.5
1172.7
1051.2
유틸리티
포트폴리오의 42%의 주식이 벤치마크 중간값 상회 (33% 벤치마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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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요소의 성과 기여도 확인

회사

Auriel Capital

작성자

Larry Abele

우리의 정량적 전략은 ESG 요인에서 파생된 장기 예측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견해는 불리한 단기적 가격
변동으로부터 장기 포지션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단기, 전술적 거래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됩니다. 그들은 기업의
수익 발표 시의 행동 통찰력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가가
평균 가격으로 되돌아 가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용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우리의 요인 분석에는 포트폴리오 네 가지 거래 장부(ESG,
수입 예측, 애널리스트의 수정 및 평균 회귀 패턴)의 수익
기여도를 측정과 분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장기
ESG 견해 및 전술 거래 프로그램에 일치하는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 다중 관리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각 거래 장부의 거래가 별도로 제출되어 어떤 거래 장부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거래 장부
전체의 리스크 상관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으로
집계되고 실행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8월 가동 이후 ESG 요인이 펀드
수익에 연간 약 65bps(도표 1 참조)를 더하였고, 변동성을
보상하기 위해 연간 32bps를 더했습니다. (변동성은 ESG 거래
장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사후 변동성을 차감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도표 1: 거래 장부의 요인 분석.

ESG

수익 예측

애널리스트 수정 패턴

평균 회귀

합계

호주

0.0%

-0.9%

0.6%

0.4%

0.1%

캐나다

0.8%

-0.4%

0.8%

1.0%

2.2%

유럽

1.1%

1.7%

2.5%

1.5%

6.8%

북유럽

0.7%

2.0%

0.9%

0.6%

4.1%

일본

0.9%

-0.5%

1.0%

0.5%

1.9%

영국

0.1%

3.3%

1.0%

0.6%

4.9%

합계:

3.6%

5.1%

6.8%

4.6%

그런 다음 ESG 거래 장부에서 27개의 독자적 지표의 수익
기여도를 검토합니다. 우리는 지표를 환경, 사회 또는 지배
구조 지표로 분류하고, 6 개 영역 각각에 대한 수익 기여도를

더해 지배 구조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도표 2에 표시된 테이블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요인이 있고, 사회적 요인들은 아주 적게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보입니다.

도표 2: ESG 지표의 기여도 분석

환경

사회

지배 구조

0.2%

0.0%

-0.2%

-0.5%

0.3%

1.0%

유럽

0.6%

-0.1%

0.6%

북유럽

0.4%

-0.2%

0.4%

일본

0.5%

-0.3%

0.6%

영국

0.1%

0.2%

-0.2%

합계:

1.4%

0.03%

2.2%

호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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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ESG 요인의 기여

회사

Quotient Investors

작성자

Andre Bertolotti, Andreas G. F. Hoepner

우리의 귀속 방법론은 투자자가 펀드 수익에 대한 ESG 통합의
영향을 파악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성과에 대한 ESG 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미국 대형주 Sustainable Alpha 펀드는 ESG 특성이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잘못 계산되고 ESG와 다른 펀더멘털
데이터를 결합하여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SG 요소가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펀드의 월간 수익률 및 2010년 1월부터 2015
년 6월까지 벤치마크 Russell 1,000의 월별 수익을 포함하여
성과 기여 분석을 실시합니다. 또한 Kenneth French 데이터
베이스에서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과 Russell 1,000의 크기
요소 및 가치 요소를 검색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면 파마-프랑스(Fama-French) 모델을 사용하여 성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시장의 초과
수익률, 크기 요인(대형주에 대한 소형주의 초과 수익률) 및
가치 계수(성장주에 대한 가치주의 초과 수익)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ESG 속성 분석을 위해 샘플 기간 동안 러셀 1,000
기업의 ESG 등급도 검색합니다. 파마-프랑스 모델이 크기와
가치 요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30% 제한에 따라,
우리는 (i) 환경적으로 상위 30%, (ii) 사회적으로 상위 30%,
(iii) 상위 30%의 기업 지배 구조 평가 기업의 기본 요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요소가 시장
벤치마크와 상관 관계가 없도록 하는데, 이는 단순 매수
주식형 펀드의 최대 동인입니다.
Sustainable Alpha 펀드의 경우, 시장 지수에 벤치마크하는
능동적 전략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 벤치마크 변화는
수익률 변동의 92.0%를 차지합니다. 그림 1은 나머지 8%의
세부 내용을 보여줍니다..

도표 1: 지수 투자자의 실적 기록에 대한 기여 분석

3%
2.7%
2.4%

2.5%

2%
1.6%
1.5%
0.9%

1%

0.5%

0%

0%
기업 지배
구조

환경

사회

크기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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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및 기업 지배 구조 요인은 각각 1.6%, 2.4% 및 2.7%
의 초과 수익률을 설명합니다. 우리 펀드의 수익률은 가치
요소로 설명할 수 없지만, 수익률의 0.9%는 크기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우리는 펀드 수익률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펀드 수익률의 실제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베타가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 변동 (우리의 경우 1.1

또는 110%)에서 펀드의 수익을 하나의 단위로 환산한 것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여 이를 수행합니다(도표 2).
크기와 가치 요소 수익률이 1% 증가했을 때, 펀드 수익의
증가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0.10% 미만으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사회적 및 지배 요소 요인이 독립적으로
1% 증가했을 때, 펀드 수익률은 각각 0.47%, 0.44% 및 0.52%
증가했습니다.

도표 2: 요소 수익률의 변화에 대한 지수 수익률의 평균 반응(즉, 기업 지배 구조 수익률이 1% 증가하면 Quitient 수익률이 0.52% 증가)

시장

크기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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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0

0%

20%

40%

60%

80%

100%

120%

주식 투자를 위한 ESG 통합 실용 가이드 | 2016

사례 연구

뒷면T

포트폴리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회사

VietNam Holding Ltd

작성자

Ezra Vontobel

VietNam Holding Ltd.(VNH) 펀드의 투자 과정에는
광범위한 ESG 심사(도표 1)와 투자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기적인 애널리스트 방문과 VNH 이사회 구성원 및 펀드의
자산 관리자인 VietNam Holding Asset Management Ltd.
(VNHAM)의 개인적인 참여가 포함됩니다.

Figure 1: Integrating ESG factors into investment process

투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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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X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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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VNH 피투자 기업은 재무 지표와 엄격한 ESG 기준
충족에 따라 설정되고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3 가지 그룹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강한 신념(그룹 A), 신념(그룹 B) 또는
의구심이 있는 신념(그룹 C). 그룹 A 회사는 VNH의 NAV(주당
순자산 가치) 중 최대 7%, 그룹 B는 5%, 그룹 C는 3%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디렉터 참여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피투자 회사의 재무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두었지만, 2010년에는 비상임 이사회의
중요성과 이점을 비롯하여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소개하고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이 프로그램은 VNH/VNHAM 디렉터의 피투자
회사 방문에 상당한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리스크 관리
및 참여

• 중요한 ESG
문제
• 매도 규칙
• 투자 한도
• 정기

디렉터 참여 프로그램은 시험되고 검증된 KPI를 사용하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존합니다. 절차 및 기준은 VNHAM의 운영
매뉴얼에 요약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검토됩니다.
T임원 참여 프로그램의 결과와 더 자주 구현되는 애널리스트
참여 프로그램은 결과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다시
조정합니다. 특정 ESG 문제가 있는 회사가 발견되면 VNHAM
은 해당 회사를 더 낮은 투자 신념 그룹으로 격하시킬
것입니다. ESG 문제가 해결되면 회사는 최초의 신념 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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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재조정: TRAPHACO
Traphaco (TRA)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약초 제조업체입니다.
TRA는 전통 아시아 의학을 바탕으로 자연 재배된 성분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제약 회사로서,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이미
훌륭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핵심 ESG
영역에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5 인
이사회가 이사회 내에서 집행 기능을 갖춘 이사들로 전부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TRA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그룹 B VNH 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VNH는 2013년 말 TRA에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 년 초, VNH는 Tran Tue Tri 여사를 독립
이사로 승인했습니다. Tri 여사는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일
뿐만 아니라 TRA에 소유권이 없는 현재 7인 이사회의 유일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ESG 개선에 따라 VNH는 TRA를 A 그룹 투자 범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투자 시점의 VNH NAV의 최대 허용 한도인
7%까지 보유를 증가 시켰습니다. VNH는 현재 Traphaco의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DONG PHU RUBBER
및 TAY NINH RUBBER
베트남 국영 베트남 고무 그룹 (VRG)의 두 부분인 Dong
Phu Rubber(DPR)와 Tay Ninh Rubber(TRC)가 2007년 VNH
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VNH의 첫
번째 투자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DPR은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특히 실적이 좋았으며 투자를 재검토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NGO Global Witness는 VNHAM에 연락하여
펀드가 모기업 VRG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패, 산림 지역 및 농경지의 모호한 인수, 산림 벌채
및 고무 농장을 만들기 위한 논 밀기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의 원주민과 환경이 이러한
조치에 의해 매우 열심히 타격을 입었음이 분명 해졌습니다.
숲 전체가 고무 농장 재배를 위해 파괴되었으며, 반면에
현지 농민들은 이전에 (국유) 논을 경작할 수 있었지만, 고무
회사는 주로 마을 주민들에게 식량과 수입원을 빼앗고 그들
쪽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주민 강제 이주의
징후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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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HAM은 즉시 Global Witness와 일련의 대화를 시작하여
이후 두 피투자 회사 모두를 NGO의 주장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시켰습니다. 어떤 회사도 VNHAM
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DPR은 VNH의 NAV 4.7%, TRC
는 1.2%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 5월, VNHAM은 Global
Witness의 연락을 받은 지 2개월도 안 되어 두 회사의 매각을
시작했으며, 2013년 8월 초에 완전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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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업의 참여

회사

Ownership Capital

작성자

Francois Schockaert

우리의 투자 심사 팀은 내부 심사 과정을 통해, 경쟁이
치열하고 분열된 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 지위,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둔 문화 및 고품질 경영진을 바탕으로 미국
한 산업 측정 도구 제조업체를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가졌으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조적
고객의
도구를
전략을

펀더멘털 분석에 따르면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동인 중 하나는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욕구였는데 이것은 대상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필요로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채택하면, 회사의 상업적 신뢰도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리더를 위해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회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CEO 및 광범위한 경영진과의 초기 실사 회의에서 우리는
분석을 공유하고 회사가 지속가능성 노력을 향상시키고 이해
관계자와의 진전을 알리는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로드맵에 전념했기 때문에
지분 증가의 전망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회사는 지속 가능성 로드맵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도표 1: 지속적인 참여 사이클

근본적인
장기적 분석

참여
주제 식별

참여
대화

참여
결과
모니터링

참여 결과의 지속적인 측정
및 우선 순위 재평가

로드맵
회사와의 초기 회의 이후 두 달 이내에 경영진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중앙 집중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내부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사의 탄소 발자국 및 에너지
사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 측정을 시작하기 위해 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CEO로부터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후, 우리는 직원 유지율 및 교육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더욱 전념했습니다.

이어 몇 달 후, 회사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기준 측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및 사회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보유
차량을 교체하고 판매 및 서비스 기술자의 동선을 최적화하여
탄소 배출량을 11%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약 1,850 대의
중형차의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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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이듬해에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한 두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상당한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결과 및 교훈
참여 프로그램에 의해 자극을 받은 이 회사는 에너지 소비량을
3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였으며, 이를 2020
년까지 10% 더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에 따라 지분 소유를 늘리겠다는 인센티브 기반 접근
방식은 회사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가 강력한 재무 성과(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과 500bps 이상의 수익성 증대 포함)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경영 노력을 공유하면서 개선한
내용은 만족 스럽지만, 추가 개선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참여 주기는 물 소비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추가 개선을 포함하도록 분석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우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직접
측정 가능한 비용 절감 및 가격 책정 혜택이 현재 세전
연간 운영 비용 절감액 미화 1,23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재 주가수익률 배수로 계산할
때, 5년 간의 보유 기간 후 총 시가총액이 2억 4,300만 달러가
증가되고, 연간 수익은 60bp가 추가됩니다. 직접 참여 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고객을
위한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더 나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혜택이 있다고
믿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귀속되거나 측정 가능한 이익보다 더
큰 장기적인 재무적 혜택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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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가는 길
우리는 이 발행물에 공헌한 자산 소유자, 투자 운용사 및
매도부문 중개인의 고급 통합 관행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례 연구및 통찰력은 ESG 통합 관행이 더욱
정교해지고 ESG 이슈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화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ESG 요소를 다른 재무 요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사 ESG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ESG 통합 자산에 유입되는 자본 및 ESG 통합에 대한 교육도
늘어납니다.
ESG 통합의 도입을 늘릴 또 다른 시장 요인은 자산 소유자의
요구입니다. 투자 운용사가 ESG 요소를 자신의 투자 절차 및
투자 결정에 포함시킬 것을 바라는 자산 소유자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용사 선택 및 모니터링 절차에는 ESG
통합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과 ESG 요인의 영향을 받은
투자 결정 및 거래 활동의 특정 사례에 대한 요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판매측 중개인들로부터 고무적인 징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ESG 통합 매도부문 리서치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매도측 중개인에게 PRI
에 리서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그 중 일부는 2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수부문에서 ESG 통합 리서치에
대한 수요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도 측의 노력이
두드러지는 거의 100건의 리서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산 소유자, 투자 관리자 및 매도측 중개인이
본 간행물에 잘 나타난 리더들이 지금까지 이룬 진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간행물이 ESG 요소를 투자 분석 및
결정에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모든 단계의 모든
투자자를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투자 운용사는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서 보여 주듯이 ESG 통합은 펀더멘털, 양적, 스마트
베타 및 패시브를 포함하여 액티브-패시브 투자 스펙트럼을
따라 모든 투자 전략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산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투자 유형에 관계 없이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ESG 요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운용사의 절차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투자 운용사는
ESG 통합 자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ESG 요소가 체계적으로
투자 결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도구를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판 사항
저자: Justin Sloggett, CFA
기고자: Don Gerritsen, Mike Tyrrell (contractor)
리뷰어: Kris Douma, Tomi Nummela
편집자: Mark Kolmar
디자인: Alessandro Boaretto, Thomas S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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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PRI는 국제 투자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책임 투자를 위한 6가지 원칙을 실천합니다.
PRI의 목표는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문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
러한 문제를 투자 및 소유권 결정에 통합하는 서명 주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PRI는 서명 주체, 금융 시장, 이들이 속한 경제 및 궁극적으로는 환경 및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책임 투자 6대 원칙은 ESG 이슈를 투자 관행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일
람표를 제공하는 자발적이고 포부가 큰 투자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투자자에 의해 투
자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함으로써 서명 주체는 보다 지속가능한 글로
벌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 정보: www.unpri.org

PRI는 다음 기구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자 구상입니다

UNEP Finance Initiative 및 UN Global Compac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
UNEP FI(유엔 환경 계획 금융 구상)는 유엔 환경 계획 (UNEP)과 세계 금융계 간의
독특한 파트너십입니다. UNEP FI는 UNEP FI 지속가능 발전 성명서에 서명한 200개
이상의 금융 기관 및 지속가능성과 재무 성과 간의 연계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연구 및
훈련을 통해 UNEP FI는 모든 수준의 금융 기관 운영에서 최상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행 확인,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추가 정보: www.unepfi.org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
는 10가지 원칙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운영 및 전략을 조정하며, 조치 지속 가능한 개
발 목표에서 구체화된 UN 목표 및 이슈를 지원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유엔 글로벌 콤
팩트는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의 개발, 실행 및 정보 공개를 위한 리더십 플랫폼입니다.
2000년에 시작되어 세계 160개국 이상, 8,800개 이상의 기업과 4,000명의 비영리 서
명 주체 및 80개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
셔티브입니다.
추가 정보: www.unglobalcompac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