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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ESG 위원회’ 출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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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애쓰자’ 캠페인의 새 슬로건 ‘NH답게, E롭게, S롭게, G혜롭게’
2 영등포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3 곡성군 농촌 마을 공동체에 전기레인지 지원
4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5 NH투자증권 사옥

경영전략 부문에서는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

황과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채널을 마련하고, 관련 대

가능경영에 대한 회사 의지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외 공시 채널을 개선해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모건스탠리캐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다.

피털인터내셔널(MSCI), CDP 등 대외 평가등급 향상에도 힘을 쏟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탄소 정보 공개프로젝트

고 있다.

(CDP)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 사회공헌단을 통해 41개

전사적으로 ESG 활동을 추진한 결과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한국

사내 봉사활동 단체를 운영·관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 활

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통합 A등

동을 벌이고 있다.

급(환경 A·사회 A+·지배구조 A)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응

또 임직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협의회’를 설치해 ESG 추진계획

NH투자증권은 시장 환경과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한 ESG 상품과 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ESG 관련 포럼 및 IR 행사를 확대해

하고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ESG 전문가(삼정KPMG

비스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SG 채권 발행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자본시장 내 입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그린 임팩트

위원으로는 박민표·홍석동·홍은주 사외이사와 서대석 비상임이사

ESG & 전략실행 담당 상무)를 선임했다.

친환경 기술 투자 등 ESG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금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발굴해 임직원이

를 선정했다. ESG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ESG 위원회를 통해 지

임직원 대상 환경·인권·투자 등 다양한 ESG 교육과 더불어 친환경

지속가능보고서 발행 외에도 홈페이지 등에 NH투자증권 ESG 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구조 차원에서 ESG 경영 전략을 세우는 등 ESG 경영 방향성을

전기차 전환 및 조명 LED 교체를 추진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설정할 예정이다.

ESG 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기업 가치에 ESG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NH투자증권도 이에

NH투자증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

발맞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별화된 ESG 경영체계

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증권업계 최초로 1천100억 원 규모의 ‘원화

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협금융지주에서 선포한 ‘ESG 전환 2025’ 비

ESG 채권’을 발행했다. 이 자금은 녹색 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전 확립을 위한 그룹 내 주력 계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분야의 투자 재원으로 쓰였다. 올해는 외화 ESG 채권 발행을

지난 2021년에는 ESG 전담 조직인 ‘ESG추진팀’을 신설하고, 지난

검토하고 있다.

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ESG추진부’로 승격했다. ESG추진부는

리서치 부문에서는 본부 내 ESG 담당 애널리스트를 선발해 업계

ESG 추진과제 관리·경영성과 평가·캠페인 기획을 담당한다.

최초로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 연2회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최근에는 농협금융 ‘ESG 애쓰자’ 캠페인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분석 자료를 비롯해 ESG 인덱스 및 이벤트 등 ESG 관련 정보를 제

ESG 슬로건 및 ESG 매니저 네이밍 공모를 열고 ‘NH답게, E롭게,

공한다.

S롭게, G혜롭게’과 ‘그린 리더(Green Leader)’를 각각 선정했다. 향

또 ESG 인덱스 개발팀을 신설해 ‘ESG 지주회사 인덱스’를 개발했

후 각 부점 별로 그린 리더 1명씩 뽑아 부점 내 ESG 교육·활동 및

다. 올해 초에는 ‘ESG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품화했다. 향

ESG 경영 현장 지원 등을 담당한다.

후 섹터별 ESG 인덱스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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