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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ESG펀드 보고서 발간 

2021년 펀드시장의 주인공 ESG펀드, 조정장 속 초과수익률 달성 
 

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21년 하반기 국내 ESG펀드*의 동향과 

ESG성과를 분석한 ESG펀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ESG펀드가 2021년 

펀드시장을 이끌었으며,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펀드공시 투명성 개선 등의 규제환경 변화 및 투자자의 관심 증가로 2022년이 

‘ESG 옥석’을 가려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ESG펀드는 투자설명서 상 투자전략에 ESG 및 지속가능경영 관점을 고려하는 펀드를 의미 

 

먼저 ESG펀드 트렌드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기준 ESG펀드는 116개로 전년 

말(60개) 대비 56개가 증가하였다. 2021년 신규 출시·변경된 ESG펀드 중 27개 

(46.55%)가 친환경 테마 펀드였으며 자금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친환경 테마 

펀드가 ESG펀드의 대세로 떠올랐다고 보았다. 

국내 ESG펀드 순자산 규모는 상반기 대비 4.69%(전년 대비 146.94%) 증가한 

7조 9,064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성장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성장세가 둔화됐다. 주로 금리 

인상 등 매크로 변수의 영향으로 자금흐름이 위축되어 6,168억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했다. 

국내주식형 펀드로 한정할 때, 일반펀드는 규모가 축소된 반면 ESG펀드는 성장을 

이어나갔다. 2021년 하반기 국내주식형 일반펀드의 순자산 규모 58조 1,628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국내주식형 ESG펀드는 20% 증가하여 

3조 4,232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하반기에 국내주식형 일반펀드는 4조 

3,034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 ESG펀드로는 약 3,737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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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에서는 유럽에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이 시행됨에 따라, 

ESG펀드의 재정의·재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기존에 

대동소이했던 ESG펀드의 투자전략이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ESG펀드 공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SG펀드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 수익률 측면에서 ESG펀드는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2021년 하반기에 국내주식형 ESG펀드는 하락장세 속에서 수익률 

−3.30%(1년 6.05%)를 기록했고 KOSPI 대비 6.38%p(1년 2.42%p), KOSPI200 

대비 6.87%p(1년 4.82%p) 초과수익률**을 달성했다. 하반기에 중·소형 기술주가 

우세를 보임에 따라 ESG펀드 중에서도 친환경 기술주 투자 비중이 높은 친환경 

테마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KOSPI 하반기 수익률: −9.68%(1년 3.63%), KOSPI200 하반기 수익률: −10.17%(1년 1.23%) 

또한, 친환경 테마 ETF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환경 테마 

지수로 KRX Eco Leaders 100·KRX/S&P 탄소효율그린뉴딜·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ETF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수소경제·친환경차·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테마의 친환경 지수와 펀드가 

출시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펀드 단위의 ESG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 

국내주식형 ESG펀드 49개의 펀드 포트폴리오 ESG 점수(SUSTINVEST Fund 

Portfolio ESG Score)***를 분석한 결과, ESG펀드의 평균 ESG점수는 KOSPI200을 

추종하는 KODEX200의 ESG점수보다 소폭 낮았으며 28.57%(14개)의 펀드가 

KODEX200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투자를 표방하는 

ESG펀드의 성과가 시장보다 낮다는 점에서 ESG워싱(ESG Washing)의 우려가 

있으나, 단기적인 ESG점수만으로 ESG의 진실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스틴베스트의 ESG ValueTM체계에 따라 평가한 기업 ESG성과를 바탕으로, 펀드가 보유한 

투자종목 구성에 따라 펀드 단위의 ESG성과를 평가한 점수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투자수요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점점 더 ‘진짜 ESG’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화된 ESG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투명한 펀드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이 ESG투자가 여러 자산군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 ESG투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기였다면, 2022년은 여러 차원에서 

‘ESG 옥석’을 가려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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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SG펀드 트렌드 

 

1. 2021년 하반기 ESG펀드 동향 

□ (일반현황) ‘21년 하반기 기준, ESG펀드는 총 116개로 전년동기대비(YoY) 

56개의 ESG펀드가 추가로 편입되었다.* 2019년 하반기 대비 ESG펀드는 총 

40개에서 116개로 약 190% 증가하였다.  

* 해당 수치는 당사 ESG펀드 편입 기준에 따른 2021년 ESG펀드의 증가 개수임. 실제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출시·변경된 ESG펀드 개수는 58개임 

<그림1: 반기별 국내 ESG펀드 개수 변화 추이> 

 

○ ‘2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실제로 신규 출시·변경된 29개의 펀드 

중에서 15개가 환경테마 펀드였으며, ‘21년 말 전체 ESG펀드 중 

37개(31.9%)의 펀드가 환경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 

○ ‘20년 하반기부터 ESG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ESG펀드 전체의 순자산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7조 

9,064억원이었다. 자금 또한 ‘20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유입되어왔지만 ‘21년 

하반기에는 각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약 6,168억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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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국내 ESG펀드의 분기별 순자산 및 현금흐름 (단위: 억원)> 

 

 

○ ‘21년 하반기 국내주식형 일반펀드의 순자산 규모 58조 1,628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국내주식형 ESG펀드는 20% 

증가하여 3조 4,232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하반기에 국내주식형 

일반펀드는 4조 3,034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 ESG펀드는 상반기보다 

유입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약 3,737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림3: 국내주식형 일반펀드와 ESG펀드 순자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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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내주식형 일반펀드와 ESG펀드 자금흐름 비교 (단위: 억원)> 

 

 

□ (투자전략별 현황) ESG펀드는 주로 스크리닝(Screening)*, 통합(Integration)**, 

테마(Thematic)*** 전략을 사용해 펀드를 운용한다. ‘21년 하반기 기준 ESG펀드 

116개 중 Integration 전략이 51개(44%)로 가장 많았으며, Thematic 전략이 

40개(34%), Screening 전략이 25개(22%)였다. 

* Screening: 특정한 ESG 기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방법 

** Integration: 전통적인 기업의 재무적 요인과 ESG 성과를 통합적으로 투자에 고려 

*** Thematic: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테마를 설정 후, 테마에 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년 하반기부터 

‘21년 하반기까지 Thematic 전략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개수가 25개에서 40개로 

증가하여, 전략유형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이번에 Thematic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의 순자산은 총 1조 4,409억원으로 성장하였고, 전략유형 중 

유일하게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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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황) ‘21년 3월 유럽 연합이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발표하면서 ESG펀드의 재정의·재분류가 진행되고 있어 ESG펀드의 개수, 순자산, 

자금흐름이 재측정되고 있다. 

○ ‘21년 4분기에는 전세계적으로 5,932개의 ESG펀드가 존재한다. 그 중 

4,461(75%)는 유럽 기반이고, 534개(9%)가 미국 기반이다. 이번 분기에 

신규 출시된 266개의 펀드 중 유럽과 미국이 각각 160개, 45개를 

출시하여 여전히 ESG펀드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림5: 지역별 4분기 신규 출시 ESG펀드> 

 

○ Morningstar는 ‘21년 4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 보고서 수치와 

연관성 및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하여 SFDR보다 강화된 ESG펀드 분류기준 

수립을 밝혔다. 이에 ‘21년 3분기 보고서 대비 글로벌 ESG펀드 개수는 약 

1,000개 이상, 순자산 규모는 약 1조 1,602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2. 2021년 하반기 ESG펀드 수익률 분석 

□ (수익률 양상) ‘21년 하반기 기준,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수익률은 

−3.30%으로 KOSPI(-9.68%) 대비 6.38%p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KOSPI200(−10.17%) 대비 6.87%p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였다.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6.05%로 동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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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3.63%)와 KOSPI200(1.2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국내주식형 ESG펀드는 주로 중·대형주의 편입 비중이 높지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유비중은 평균 35.22%로, KOSPI200을 추종하는 

KODEX200의 53.57%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21년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 (상위펀드) 하반기 기준,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 펀드는 아래와 같다. 

10개의 펀드 모두 액티브 유형이었으며, 환경(E)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4개의 

액티브 ETF* (삼성KODEX K-신재생에너지 액티브증권 ETF, 미래에셋 TIGER 

퓨처모빌리티 액티브증권 ETF,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증권 ETF, 삼성KODEX K-미래차 액티브증권 ETF)가 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 액티브 ETF: 펀드매니저 재량으로 종목 선정, 비율 조정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비교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 

 

<ESG펀드 수익률 TOP 10> 

<기준일: 2021.12.31>                                                       출처: 서스틴베스트, KFR 

순위 펀드명 펀드설정일 
패밀리순자산

(단위: 억원) 

수익률

(6M) 

수익률

(1Y) 

수익률

(3Y) 

1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1 2020-09-14 523.91 16.61 23.22 - 

2 
삼성KODEXK-신재생에너지액티

브증권ETF 
2021-05-24 795.72 15.49 - - 

3 
미래에셋TIGER퓨처모빌리티액티

브증권ETF 
2021-05-21 757.14 13.59 - - 

4 
한국투자네비게이터친환경자동차

밸류체인액티브증권ETF 
2021-05-24 356.57 7.03 - - 

5 
삼성KODEXK-미래차액티브증권

ETF 
2021-05-24 673.12 5.17 - - 

6 KTBESG1등주증권투자신탁 2019-03-20 525.35 3.58 15.63 - 

7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 2018-03-12 1,278.20 0.03 19.82 70.20 

8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 2021-02-04 227.33 -0.99 - - 

9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 2007-04-05 387.67 -1.76 9.17 67.77 

10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2009-04-20 7,646.40 -1.99 12.68 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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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테마 지수)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탄소배출권 등 특정 섹터·상품

에 집중한 지수나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측정하여 상위 종목으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는 지수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후자의 방법으로 크게 3가지 

종류의 친환경 테마 지수(KRX Eco Leaders 100, KRX/S&P 탄소효율그린뉴딜, KRX 

기후변화 솔루션)를 출시하였다.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특정 섹터

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테마 지수가 상장되었고 이를 추종하는 ETF는 국

내 펀드시장의 하락세 속에서도 꾸준한 순현금유입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테마 지수 비교> 

지수 내용 

KRX Eco 

Leaders 

100 

발표일: 2015-12-21 

지수사업자: 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ESG평가 3요소(환

경, 사회, 지배구조) 중 환경점수가 개선되거나 우수한 1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개별종

목의 환경점수 비중으로 가중하는 방식의 지수 

KRX/S&P 

탄소효율그

린뉴딜 

발표일: 2020-11-16 

지수사업자: KRX, S&P DJI 

S&P Korea BMI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서, 시총규모, 유동성, 탄소배출량 정보 

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라 산업군 內 비교를 통

해 비중을 조정하는 지수 

KRX 기후

변화 솔루

션 지수 

발표일: 2021-07-19 

지수사업자: KRX 

KRX BMI의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전탄소 전환점수에 따른 분류상 

Solutions에 해당하는 상위종목과 저탄소 특허점수 상위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KRX300 기

후변화 지

수 

발표일: 2021-07-19 

지수사업자: KRX 

저탄소 전환점수를 KRX300에 적용해 원지수내 편입 비중 대비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의 

편입 비중을 확대한 지수 

KOSPI200 

기후변화 

지수 

발표일: 2021-07-19 

지수사업자: KRX 

저탄소 전환점수를 코스피200에 적용해 원지수내 편입 비중 대비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의 편입 비중을 확대한 지수 

출처: 서스틴베스트, K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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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펀드 포트폴리오 ESG 점수 분석 

 

□ (중요성)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ESG 금융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나아가 ESG워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펀드 단위의 

ESG성과를 살펴봄으로써 ESG충실도가 높은 상품과 ‘무늬만 ESG’인 상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ESG점수 분석)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펀드 ESG성과*를 분석한 결과 

ESG펀드의 평균 점수가 KOSPI200을 추종하는 KODEX200보다 소폭 낮았으며, 

28.57%의 펀드가 KODEX200 보다 낮은 ESG점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서스틴베스트의 ESG ValueTM체계에 따라 평가한 기업 ESG성과를 바탕으로, 펀드가 

보유한 투자종목 구성에 따라 펀드 단위의 ESG성과를 평가한 점수임 

** 펀드의 보유종목 정보는 1개월의 시차가 있어, 2021년 하반기 분석은 

2020.10.01~2021.09.30 동안의 펀드의 분기별 보유종목 구성에 기반함 

○ 이번에 평가 반영비중이 증가한 ‘20년 하반기의 기업 ESG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펀드의 ESG점수가 전기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상반기: 70.91점 → 하반기: 74.88점) 

○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E) 영역에서, 환경 테마펀드는 ①공시 수준이 

낮은 중·소형주 비중이 많고 ②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높은 환경 점수를 받는 탄소집약적인 소재·에너지 섹터의 대형주들이 투자에서 

제외되거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환경 테마 펀드의 환경(E) 점수가 

다른 유형 대비 낮았다.  

<서스틴베스트 펀드 포트폴리오 ESG점수 평균> 

  BM ESG 펀드 

  KODEX 

200 

ESG 펀드 

평균 
Passive Active Screening Integration Thematic 

ESG 점수 평균 75.74 74.88 75.78 74.51 75.04 74.92 74.70 

E 점수 평균 66.70 60.86 63.21 59.92 60.47 62.14 58.08 

S 점수 평균 57.64 55.22 56.93 54.54 55.88 56.06 52.99 

G 점수 평균 55.77 55.96 55.70 56.18 56.21 54.58 55.77 

출처: 서스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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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점수 상위 펀드) ESG점수 상위 10개 펀드를 살펴보면, 10개 중 5개가 

패시브 펀드이며 나머지 절반은 액티브 펀드였다. 상위 10개 펀드 중 9개가 

2020년 전에 출시된 펀드로, 기존의 ESG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ESG성과를 가진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스틴베스트 펀드 포트폴리오 ESG점수 상위 펀드> 

 

기준일: 2021.10.01, 단위: 억원 

순

위 
펀드명 

설정일(ESG

펀드 

변경일) 

패밀리 

순자산 

액티브

/패시

브 

투자전략 ESG E S G 

1 KB KBSTAR 

ESG 사회책임투자증권상장지수투자

신탁 

2018-02-26 3,335 Passive Screening 79.39 67.24 62.25 56.74 

2 삼성 KODEX 200 

ESG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019-11-13 526 Passive Screening 79.39 71.63 61.41 57.33 

3 트러스톤 ESG 제갈공명증권투자신

탁 
2011-05-02 409 Active Integration 77.86 67.69 58.82 56.71 

4 미래에셋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

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021-05-21 698 Active Thematic 77.57 56.62 51.58 54.26 

5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

신탁 
2009-06-05 544 Passive Thematic 77.55 74.21 62.66 54.48 

6 미래에셋 TIGERMSCIKOREAESG 유

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018-02-06 144 Passive Integration 77.03 67.26 58.75 57.45 

7 키움올바른 ESG 증권투자신탁 1 2019-06-04 443 Active Integration 77.03 67.99 58.76 56.32 

8 미래에셋좋은기업 ESG 증권자투자

신탁 
2004-01-02 185 Active Integration 77.03 61.01 57.88 57.19 

9 삼성 KODEX MSCI 

ESG 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018-02-06 179 Passive Integration 76.99 66.66 58.72 57.52 

10 한화코리아레전드 ESG 증권자투자

신탁 
2018-12-17 168 Active Integration 76.97 68.09 56.32 56.45 

출처: 서스틴베스트, K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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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상관관계 분석) 펀드의 ESG점수와 2021년 상반기 초과수익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반면, 2021년 하반기에는 ESG점수와 

초과수익률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 ESG펀드의 ESG성과가 알파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은 섣부르다. 현재 

분석에 쓰인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개수는 50개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실제로 ESG펀드들이 2021년에 KOSPI 및 

KOSPI200 대비 초과수익률을 실현한 바 있으므로, 향후 ESG펀드 개수가 

증가하고, 장기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때 ESG점수가 높은 ESG펀드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우수한지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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