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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1. UNEP,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Project 경과보고
 2016년 12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Generation Foundation은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라는 3년 중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최근 프로젝트 경과보고서를 발표함43)
○ 이 프로젝트는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개념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기관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기관투자자가 투자행위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신인의무가 이른바 정당한 장애요인(legitimate barrier)
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됨
○ 현재까지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400명 이상의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을 상대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ESG 이슈가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움
- 투자자 의무에 관한 글로벌 성명서(Global Statement on Investor Obligations and
Duties)에 123개(22개국) 서명이 이루어짐
- 개별 국가 단위로 ESG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변화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행 중에 있음
<국가별 경과보고 요약>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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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성과 및 향후 과제

한국

-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2015)
-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되었고(2016),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이 도입 의사를 표명함

영국

- 영국 법률위원회(UK Law Commission)의 보고서(2014)에 따르면, 연기금은 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무적(financially)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이슈를 고려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
여야함
- 연금 규제당국(Pension Regulator)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funds)을
운용하는 경우,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세부지침을 개정함
- 다만, 투자 규제(Investment Regulations) 상 사회·환경·윤리 문제가 혼재돼 있고 ESG 이슈가 옵
션사항으로 제시돼 있어 상당수의 수탁자가 신인의무 개념을 계속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
- 향후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연금 펀드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이슈를 검토하도록 투자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수탁자 의무에 관해
소개할 필요가 있음
-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독립된 지배구조 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의 ESG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https://www.fiduciaryduty21.org/resources.html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함
Investment Guidance Notes : IGN-004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Factors
Regulation 28은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시한 규제안으로 연금펀드법(Pension Fund Act)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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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성과 및 향후 과제

EU

- EU 지침(EU Directive) 수준에서 투자 의사결정시 ESG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통해 유럽 회사에게 적용되는 ESG
요소에 관한 최소 공시기준을 마련함(2014)
- 보험 및 직업연금지침(IORP Directive),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 자산유동화
지침(Securitisation Directive), PRIIPS(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조항에 ESG 규정이 추가됨
- 향후 EU는 신인의무 요건과 ESG 통합(integration)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 온타리오 주정부는 연금법(Pension Benefits Act, PBA)을 개정하여, 온타리오에 등록된 연기금으로
하여금 투자정책 또는 투자절차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려
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함
- 온타리오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 FSCO)는 연금제도 관리자가
위 내용을 적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투자가이드라인45)을 제정함
- 향후 연금 규제당국은 온타리오 연금법에서 정한 ESG 요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주(州)에 확대 적용
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금융감독위원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는 ESG 중요성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

-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의 도입으로 주주권리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선택
법의 통과를 막을 필요가 있음

브라질

- 브라질 연금 규제당국(The National Superintendency of Complementary Social Security,
PREVIC)은 산업별 투자실무에 적용되는 Resolution CMN 3.792의 개정을 승인하여, 투자실무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정함
- 연금 규제당국은 2018년 3분기까지 모범사례집 내 ESG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브라질 보험감독원(Superintendence of Private Insurance, SUSEP)은 2018년까지 규제 프레임
워크 내 PREVIC의 ESG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임
- 향후 연금 규제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정된 Resolution 및 폐쇄형 연금 펀드를 위한 지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VM)는 브라질 자본시장
투자협회(Association of Capital Market Investors, AMEC)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독일

- 재무부는 연금보험법(Pension Insurance Act)을 개정하여 모든 기관투자자가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이슈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호주

- 호주 금융당국(Australi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은 건전성실무가이드(Prudential
Practice Guide) 34, 36 단락을 개정하여 ESG 이슈가 위험과 수익 분석에 중요하다는 것을 연금펀드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

- ‘Investor Obligations and Duties and ESG integration in China’에 관한 리포트가 2018년에
발간될 예정임

일본

- 보건복지부는 모든 연금 정책(pension scheme)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에서 ESG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Board, FSB)는 Regulation 2846)이 남아프리카
연금제도의 투자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제공하고 실무 개선을 적극적
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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