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권 12호

KCGS Report

Global News
1. InvestmentNews, ESG 투자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 투자전문 언론사인 InvestmentNews는 ESG 투자전략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from upstream to mainstream : ESG at a tipping point’라는 보고서를
발표함49)
○ 재무자문가(financial advisory professional)와 투자자인 고객(client)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ESG 투자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ESG 투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가 어떤 측면에서 재무자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살펴봄50)
-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첫째, ESG 투자에 대한 고객 및 자문가의 관심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포트폴리오 구성 시 ESG 요소 고려하는 자문가는 전체의 46%로 전년대비 11%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29%에 불과하였고 ESG 분석이 유용하지 않다고 답변한 전문가가 19%임
○ 포트폴리오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고객은 전체의 21.9%로 전년대비 4.3% 증가함
- 포트폴리오 내 ESG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6%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36.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둘째, 고객 및 자문가가 속한 세대(generation)와 부(wealth)의 수준에 따라 ESG 투자에
대한 관심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남 (<그림 1> 참고)
○ 고객 및 전문가가 X세대･밀레니얼 세대이거나 고객이 부유할수록 ESG에 대한 관심이 크고
책임투자 방식을 더 빨리 받아들인다고 설명함
- 부유한 고객들은 전문가를 통하여 ESG 투자전략을 실천하려는 경향을 보임51)
○ 한편 ESG 투자성향에 있어 성 편차(gender gap)가 상당하다고 설명함
- 여성 고객의 책임투자 실천 비중(33%)이 남성 고객의 경우(21%)보다 높게 나타남
- ESG 요인과 재무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여성 자문가의 4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남성 자문가는 30%에 그침52)

49) https://www.investmentnews.com/dcce/20181031/4/4/WP_SPONSORED/3526147
50) 300명 이상의 재무전문가와 8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51) <그림 1>의‘high net worth’와 ‘very-high-net-worth’에 속한 고객 중, 전문가의 도움으로 ESG 투자에 응하겠다고 답한 투자자는
각각 43%, 39%였고, 각자 알아서 하겠다는 답한 투자자는 36%, 43%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투자자는 21%,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52) https://www.investmentnews.com/article/20181119/BLOG18/181119912/female-advisers-more-likely-to-consider
-esg-investing-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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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ESG 투자에 관한 고객과의 대화는 기후변화(43%), 폐기물 및 배출량(35%), 청정
기술(32%) 등 환경 관련 이슈들 중심으로 이루어짐 (<그림 2> 참고)
 넷째, ESG 투자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전문가의 부족(38%), 성과평가의 어려움(28%), ESG
투자 연구의 어려움(28%) 등이 있음
[그림 1] 고객 및 전문가 특성별 ESG 관심 수준
FIGURE 3: Investor and Advisers’ client interest in ESG (Extremely very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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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dvisers’ client interest in ESG (Extremely/Very Interested)

2018

2017

13%
12%
14%
11%
15%
14%

Middle market (Below $100K)
Mass affluent ($100K-$1M in assets)
High net worth ($1M-$5M in assets)
Very-high-net-worth ($5M-$30M in assets)

19%

13%

Ultra-high-net-worth ($30M+)

26%

10%

출처 : Calvert, 「from upstream to mainstream : ESG at a tipping point」
[그림 2] ESG 투자 관련 주요 관심사
FIGURE 5: Most common ESG criteria brought up by Advisers’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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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alvert, 「from upstream to mainstream : ESG at a tipp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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