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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관련 위험과 기회요소들은 날로 중요한 경영변수로 등

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요소는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 인사관리 등과 같은 

전통적 경영영역 못지 않게 중장기적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ESG 변수와 재무성과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서스틴베스트는 기업의 ESG 성과, 즉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수준을 평가 분석하는 씽

크탱크입니다. 또한 (주)서스틴베스트는 ESG 성과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기

업으로부터의 독립성' 과 '평가자로서의 객관적 전문성' 을 동시에 겸비한 국내의 대표적

인 리서치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

(주)서스틴베스트의 평가를 통한 SRI 투자의 확대, 투자를 통한 국내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여는데 저희 구성

원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_ 류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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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업과 사회의 전략적 관계 설정, 기업 조직의 혁신 등 기업의 비

재무적 기회 및 위기요소는 미래 투자와 산업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

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가 독자 개발한 ESGValueTM 모델은 상장 기업의 

ESG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사 인사말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을 국내에 이식하고 전파하며 서스틴베스트는 고유의 힘과 색, 경

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의 과학적 연구 및 분석이 기업과 투자자, 환경

과 사회전반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뤄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팀장_ 백 재 열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이사_ 오 호 준

INVESTING IN THE FUTURE고객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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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SRI펀드 자문서비스 제공사로서 기업의 ESG<환경, 사

회, 지배구조> 정보 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국내 최다 ESG 리서치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

의 대표적인 리서치 기관입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ValueTM 모델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ESG성과를 평가하

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을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발

굴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서스틴베스트 소개

ESGValueTm

Framework

서스틴베스트 소개

ESGValueTm

ESGValueTM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분석하기 위해 서스틴베스트가 독자

적으로 개발한 고유평가 모델입니다. ESGValueTM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과 ESG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평가/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와 영향을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ESGValueTM 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분석 프레

임워크를 반영하였고, 국내 ESG 관련 정책,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증권

사 애널리스트 대상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해서 개발된 평가 모델

입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분석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SGValueTm

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혁신 활동 

- 혁신 역량

- 친환경 제품 개선

- 친환경 특허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투자 

-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 사회공헌 프로그램

- 지역사회투자

인적자원관리 

- 근로조건

- 노사관계 관리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공급망 관리 

- 공정거래 프로그램

- 협력업체 지속가능성

평가

- 상생협력

마케팅 및 고객관리 

- 고객정보보호

- 친환경 마케팅

- 소비자만족경영

생산활동

- 자원/에너지/물 효율성

- 온실가스 관리

-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지배구조

- 주주의 권리

- 정보의 투명성

-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 이사의 보수

- 관계사 위험

경영인프라

-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관리

- 지속가능경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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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RI 자문
· SRI 전략 수립 및 운용 자문

- ESG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맞춤형 SRI펀드 상품 개발 : 기후변화 / 지배구조 / Engagement 등

-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보고서 발간

- 교육 및 방문 세미나

· ESG 분석 보고서 발간

- 이슈 보고서 : SRI 및 ESG 관련 국내외 이슈, 규제 변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

- 종목 보고서 : 각 종목의 ESG 심층 분석 보고서

- Controversy 보고서 : ESG 관련 주요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 SRI 인덱스(Index) 개발

- 지속가능성, 탄소 효율성, 기업지배구조 등 SRI 관련 벤치마크 인덱스 개발

리서치

·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 제공

-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리서치 및 조사 연구

- SRI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 개발 : 책임투자 원칙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책임투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정책 연구

- 해외 동향 및 Best Practice 분석

기업 지속가능성 분석

·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 진단 및 Peer analysis 서비스

-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 진단 (ESG Compass 서비스)

- 국내외 동종 업체 대비 비교분석

- 기업 및 공급망의 환경영향 평가 및 진단

스튜어드십 컨설팅 서비스

·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 제공

-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견결정 자문

- 풍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의견 제시

- 기관투자자의 투자철학을 반영하도록 컨설팅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 재무적/비재무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게이지먼트 실행 대행 및 지원

Data 제공 서비스

· 상장기업의 ESG DB와 환경정보 DB를 구축하여 고객맞춤형 데이터 제공

- 맞춤형(Tailored) 데이터 제공

서스틴베스트 주요 서비스

서스틴베스트 주요 서비스



87 SUSTINVEST INVESTING IN THE FUTURE

SERVIcES 

SRI 자문
· SRI 전략 수립 및 운용 자문

- ESG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맞춤형 SRI펀드 상품 개발 : 기후변화 / 지배구조 / Engagement 등

-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보고서 발간

- 교육 및 방문 세미나

· ESG 분석 보고서 발간

- 이슈 보고서 : SRI 및 ESG 관련 국내외 이슈, 규제 변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

- 종목 보고서 : 각 종목의 ESG 심층 분석 보고서

- Controversy 보고서 : ESG 관련 주요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 SRI 인덱스(Index) 개발

- 지속가능성, 탄소 효율성, 기업지배구조 등 SRI 관련 벤치마크 인덱스 개발

리서치

·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 제공

-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리서치 및 조사 연구

- SRI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 개발 : 책임투자 원칙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책임투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정책 연구

- 해외 동향 및 Best Practice 분석

기업 지속가능성 분석

·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 진단 및 Peer analysis 서비스

-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 진단 (ESG Compass 서비스)

- 국내외 동종 업체 대비 비교분석

- 기업 및 공급망의 환경영향 평가 및 진단

스튜어드십 컨설팅 서비스

·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 제공

-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견결정 자문

- 풍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의견 제시

- 기관투자자의 투자철학을 반영하도록 컨설팅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 재무적/비재무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게이지먼트 실행 대행 및 지원

Data 제공 서비스

· 상장기업의 ESG DB와 환경정보 DB를 구축하여 고객맞춤형 데이터 제공

- 맞춤형(Tailored) 데이터 제공

서스틴베스트 주요 서비스

서스틴베스트 주요 서비스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주주권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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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테널리틱스는 글로벌 ESG리서치 회사로, 책임투자분

야에서 25년 동안 ESG리서치 경험과 명성을 쌓아왔습니

다. 2020년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Morningstar)

에 인수되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보스톤, 프랑크푸르

트, 파리, 토론토 등 세계 14개국 사무소와 2개국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 약 

200명의 ESG 리서치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투자자, 금융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에게 국제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138개 산업의 약 11,000여 개 기업의 

ESG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Sustainalytics Global Platform

전세계 기업의 ESG연구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플랫폼

• Global compact compliance Service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인 UN Global Compact 준수여부를스

크리닝하는 서비스

• controversial Weapons Radar

논란의 여지가 있는 6가지 종류의 사업<무기의 개발이나 생산, 정비 등>을영

위하는지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서비스

• country Risk monitor

개별 국가의 ESG risk수준을 평가하고 등급화한 정보 제공

• corporate Sustainability Intelligence

기업이 지속가능성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 시 경쟁사와의 벤치마크 비교와실

행 우선순위 판단을 돕는 정보<경쟁자분석, 산업별 Best Practice등>를 제공 

PaRTNERSHIP

SUSTaINalyTIcS
서스테널리틱스

www.sustainalytics.com

서스틴베스트 파트너십

서스틴베스트 파트너십

서스틴베스트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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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maNaGEmENT

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투자는 ‘Triple Bottom 

Line’으로 지칭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균형 있게 투자에 반영하는 사회책임투자

에서 파생되었으나 최적의 투자성과를 강조하는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를 최우

선시 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회 책임투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글로벌 책임투자원

칙인 UN PRI 출범 초기에는 대형 연기금들이 책임투자의 흐름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사와 보험회사 등 투자업계 전반으로 책임투자 전략이 확산되는 추세로, 대안적 

투자로 등장한 책임투자는 이제 주류적 투자의 한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의 
방향성

* Financial Performance - 수익성 / 안정성 / 성장성 / 주주가치

* Sustainability Performance - ESG 리스크관리 / 기회요인분석

RI - RESPONSIBLE INVESTMENT

Finan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Perform

ance

PositiveNegative

Positive
N

egative

책임투자지속가능경영

책임투자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환경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지배구조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업전략과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성과<Triple Bottom 

Line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경영방식입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주주를 비롯한 

종업원, 협력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입니다.

Triple
Botto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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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회장 |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현) 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자본시장분과

- (현) 이사 | KSD(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 (현) 위원 |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 (현) 위원 |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

- (전) 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 (전) 위원 |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 (전) 자문위원 |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전) 대우교수 | KAIST 경영대학원

- (전) 평가위원 | 동반성장위원회

- (전) 심사위원 | 공기업경영평가

- 증권업계 근무 (현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 MBA, 영국 Ashridge Business School

- MA, BA,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백승엽 / 부사장

- (전) CIO, 동양자산운용 자산운용총괄

- (전) 동양증권 리서치본부장, Whole sale 본부장, Retail 본부장

- 한국펀드대상 채권형펀드 우수운용사 선정 (매일경제신문, 2013)

- 올해의 중소형주식형펀드 선정 (머니투데이, 2014)

- MBA,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BA,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양인목 / 환경평가 본부장

-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에너지융합공학과

- 연구소장, 에코디자인연구소

- 전문이사, 영국표준협회(BSI)

- Ph.D,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 MA,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환경공학과

- BA,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정석오 / 연구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교수

- (전) 미국 조지아 대학교 Research 컨설턴트

- 한국통계학회(KSS), 미국통계학회(ASA) 정회원

- Ph.D,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 MA, BA,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서스틴베스트 맨파워

maNPoWER 
서스틴베스트 맨파워

류영재 / CEO

서스틴베스트는 최고의 지속가능성 분석전문가 집단을 지향합니다

INVESTING IN THE FUTURE

오승재 / 상무이사

- (전) 하나금융투자 소속 변호사

- (전) 우리금융지주 소속 변호사

- 변호사 자격 취득(2009)

- MBA,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대학원

- BA, 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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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서스틴베스트 연혁

· 공무원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프랭클린템플턴, 메리츠자산운용

· 우정사업본부 SRI형 위탁운용자금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메리츠츠자산운용

· ESG평가데이터 제공(5개년 데이터)  * 국민연금

· 국내주식 위탁스타일(사회책임투자형) 벤치마크 사업자 선정 (FnGuide 컨소시엄) * 국민연금

· ESG평가지표 및 모형개발 컨설팅 * 국민연금

· 국내 주식 의안분석서비스 * 국민연금

· 고용·산재보험기금 책임투자 도입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 국내 500대기업 ‘이데일리 기업천사지수’ 평가 * 이데일리

· 지속성장기업주식형펀드 ESG분석 서비스 제공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2013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미래에셋자산운용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운용전략 자문 및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레오투자자문, 프렌드투자자문

· 우정사업본부 및 고용·산재보험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국투신운용

· 의안분석 서비스(Proxy Analysis) 론칭

· 국내 200대 기업 '이데일리 기업천사지수' 평가 * 이데일리

2012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운용전략 자문 및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 IBK 좋은기업 바른기업 주식형 펀드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IBK자산운용

· 에코이노베이션 인덱스 개발(~2013) * ASEM ASEIC

· HEOS의 국내 주요 상장기업 Engagement 행사대행

서스틴베스트 연혁

2010 
·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공정거래 측정모형 개발 * 중소기업청

·  자회사 포함 환경영향평가 및 진단 * KT

· KAIST금융전문대학원 환경영향 DB 제공 및 교육(~2013)

· Trucost의 국내 주요 상장기업 환경영향 DB구축

2009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운용전략 자문 및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프랭클린템플턴

·  영국 환경영향평가 전문회사 Trucost와 전략적 제휴 * Trucost

2008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운용전략 자문 및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국투신운용, 마이다스에셋

· 배구조 주 더 좋은 지식형 펀드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국투신운용

·  국내 100대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2013) * 경향신문

·  사회책임투자 해외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참여 * 지식경제부

2007
· 업지속가능 기성 평가모델 ESGValueTM 개발

· UN PRI 서명

2006
·  ㈜서스틴베스트 설립

2014 ~ 2015

2016 ~ 2020
·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서비스, ESG Compass 론칭 * 현대차, CJ제일제당, 효성 외 다수

· 에코앤파트너스 자회사 (주)지속가능 금융센터(SFC) 인수

· 고객사 확대 * 트러스톤, NH-Amundi, 키움, KTB 외 다수

· 스튜어드십 코드 컨설팅 서비스 론칭 *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공무원연금 외 다수

· 인게이지먼트 펀드 자문 서비스 론칭 * 메리츠자산운용

· ESG 평가데이터 및 ESG 이슈리서치 제공  * 국민연금

· 환경부 ESG 환경부문 국가표준평가체계구축 연구용역 수행



2010
·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공정거래 측정모형 개발 * 중소기업청

· 자회사 포함 환경영향평가 및 진단 * KT

· KAIST금융전문대학원 환경영향 DB 제공 및 교육(~2013)

· Trucost의 국내 주요 상장기업 환경영향 DB 구축

2009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운용전략 자문 및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프랭클린템플턴

· 영국 환경영향평가 전문회사 Trucost와 전략적 제휴 * Trucost

2011
· 한화백년기업 SRI펀드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화자산운용

· 사학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프랭클린템플턴

· 국내 주요 상장기업 '중앙일보 그린랭킹' 평가(~2013) * 중앙일보

· FnGuide, Trucost와 Carbon Effi ciency Index 론칭

· 세계적 ESG 리서치회사 Sustainalytics와 전략적 제휴

· 영국 주주권행사 대행 회사 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와 전략적 제휴

· Sustainalytics의 국내 주요 상장기업 ESG분석 DB구축(~2014)

2008
· 국민연금 SRI형 위탁운용자금 운용전략 자문 및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국투신운용, 마이다스애셋

· 더 좋은 지배구조 주식형 펀드 ESG 분석 서비스 제공 * 한국투신운용

· 국내 100대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2013) *경향신문

· 사회책임투자 해외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참여 * 지식경제부

2006 ~ 2007
· 기업지속가능성 평가모델 ESGValueTM 개발

· UN PRI 서명

· (주)서스틴베스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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