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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반독점 규제에 깔린 메타버스 대장주 

▲ 글로벌 산업-테마 

Analyst 정은수 
02. 6454-4887 
esjung@meritz.co.kr 

 2022년은 메타버스 ‘옥석 가리기’의 해: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할 필요  

→ 메타버스 산업 내 안정적 포지셔닝 + 실적 직관성 보유한 H/W 업체 매력 부각될 것  

 글로벌 메타버스 대장주, 메타의 부진. 지난주 FTC 2차 제소로 반독점 규제 리스크 재부상 

→ FTC 조치 현실화 가능성 및 실효성 점검 필요. 핵심은 1) 경쟁사 M&A, 2) 가격 전가력 

이용 M/S 확대 여부 

 올해 메타는 자체 메타버스 H/W, 플랫폼, 컨텐츠 역량으로 산업 선두 입지 공고화 전망 

 

2021년, 메타버스의 해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였다. 3월 메타버스의 Pure-player인 로블록스의 상장으

로 테마가 급부상, 10월에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Meta)’로 전격 변경하고 메

타버스 종합회사로의 본질적 변화를 공표했다.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메타버스 테

마형 ETF가 다수 상장, 메타버스의 4개 소섹터(플랫폼, 소프트웨어/컨텐츠, 인프

라, 하드웨어) 관련 업체로의 관심이 이어졌다. 연말에는 코인과 NFT가 테마에 

추가되며 메타버스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그림1  '메타버스(Metaverse)' 검색 트래픽 추이 

 

주: ‘22년 1월 9일 기준 과거 12개월 주단위 데이터 
자료: Google, Nav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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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메타버스 ‘옥석 가리기’의 해 

2021년에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컨텐츠 업체 위주로 기대감이 반영됐다. 시장에

서 12MF PSR 기준 10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업체가 등장했던 사실이 이

를 뒷받침한다. 이 관점에서 작년은 초기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던 해, 올해

는 메타버스 산업의 본격 ‘옥석 가리기’의 해로 전망한다. 여기서 ‘옥석’은 시장의 

기대감을 메타버스 산업향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한다.  

2022년 옥석 가리기의 중심에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컨

텐츠 업체들은 기존 게임/엔터 산업과 메타버스 간 경계가 불분명했던 반면 하드

웨어 업체들의 메타버스 산업 내 포지셔닝과 실적은 비교적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VR/AR 기기 및 부품 판매량(Q) X 가격(P) = 메타버스향 매출액).  

여기에, 올해 출시 예정된 다수의 신규 VR/AR 기기들은 하드웨어 업체들의 메타

버스 산업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다. 2022년 주요 하드웨어 업체들의 신규 기

기 출시 예상 스케쥴은 다음과 같다; 메타: 1H22E, Oculus Quest Pro 및 MR 

HMD ‘캠브리아(Cambria)’ / 소니: 2H22E, 2세대 VR HMD / 마이크로소프트: 

2H22E, 첫 소비자용 MR HMD / 애플: 2H22E, MR HMD 및 AR 글래스. 

이를 발판으로 2022년 연간 글로벌 VR/AR 기기 출하량은 역대 최대치 및 성장

률(YoY)을 시현할 전망이다(‘22E 3천만대; +173% YoY). 

 

그림2  글로벌 VR/AR 기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그림3  애플 AR 글래스 렌더링 이미지 - 2H22E 출시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Pintere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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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타버스 대장주, 메타 

당사는 지난 7월,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차기 수혜 산업으로 하드웨어를 꼽은 바 

있다. 기존 디바이스(PC, 스마트폰 등)로 2D까지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나날이 

고도화하는 메타버스 컨텐츠는 VR/AR 디바이스 없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하드웨어(VR/AR) 고도화인데, 이러한 하드웨

어의 중심에는 메타(Meta Platforms)가 있다. 

메타의 메타버스 관련 움직임은 2014년 3월, VR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Oculus)’ 

인수로 시작됐다. 이후 신규 모델 출시를 거듭하며 경쟁사 대비 차별된 기술력을 

증명, VR 기기 산업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년 9월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마침내 세계적 흥행을 이끌었고, 글로벌 VR 기기 출하량의 75%를 점유하며

(1Q21) 시장 내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월에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Horizon Worlds’를 정식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 내재화 수준을 높였다. 

그간 시장은 메타가 보유한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근간

하는 광고(본업)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우려해왔다(직전 5개년 평균 광

고 매출 비중 98.2%). 그러나 ‘20년부터 고성장 중인 메타버스 관련 매출(기타)

은 기업가치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메타는 메타버스향 매출을 모두 ‘기

타’ 부문으로 인식(4Q21E 실적부터 Breakdown 공개)해왔기 때문인데, 기타 매

출 중 7~80% 정도가 오큘러스 및 메타버스 관련 사업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최근 발표된 3Q21 기타 매출은 7.3억달러(+194.8% YoY; +47.7% QoQ)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메타의 기타 매출 비중과 주가 수익률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이유다. 

 

그림4  글로벌 VR 기기 시장 점유율 추이 그림5  메타 분기별 기타 매출 비중 추이 그림6  메타, S&P 500 상대 수익률 추이 

   
주: 출하량 기준 1위 Oculus, 2위 Sony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eta Platform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2년 1월 14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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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메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 ‘21년 12월 북미 정식 출시 

   
자료: Meta Platform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오큘러스 신규 MR 시리즈, ‘Cambria’ – 1H22E 출시  그림9  메타 VR 촉각 장갑 시연 – ‘21년 11월 시제품 

 

 

 
자료: Meta Platform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eta Platform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대장주 주가를 억누르는 반독점 규제 

최근 나쁘지 않은 본업, 꾸준한 메타버스향 매출 증가에도 주가는 좋지 않다. 불편

한 매크로 환경 영향도 있지만 메타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추

려진다: 1) 애플 광고 정책 관련 이슈(프라이버시 정책 관련 소송 진행 중), 2) 10

월 불거진 내부고발자 알고리즘 관련 폭로, 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의

회의 반독점 규제.  

지난주 FTC의 2차 제소가 법원에서 승인되며 반독점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

고 있다. 10월 연방법원이 1차로 각하했던 소송이 승인된 것이다. FTC 위원장인 

리나 칸은 궁극적으로 메타가 보유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원하는 반면, 

메타는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메타 주가를 억누르는 3가지 이슈  

반독점 규제 이슈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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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가능성은 낮음  

리나 칸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요소는 2가지로 정리된다: 1) 경쟁사 M&A, 2) 가격 

전가력 이용 M/S 확대 여부. FTC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스타그램과 왓츠

앱 매각으로 이어지면 메타의 주가 폭락은 필연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첫째, 미국의 과거 반독점 규제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없다. 

EU 제외, 미국 정부가 직접 반독점을 빌미로 자국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전

례 또한 없다. 미국 정부는 1998년, MS를 반독점 제소하고 2000년 분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으나, 이듬해 MS의 적극적 태도로 명령을 기각했다.  

둘째, 메타의 본업인 SNS는 재화가 아닌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더군다나 범위가 불분명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하는 메타를 FTC는 경쟁사 M&A

를 통해 소비자 가격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여러 사

업을 영위하는 다른 빅테크와 달리 메타의 사업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여러 산

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 현실화 시에는 미국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GAFA 합산 S&P 500 시가총액 비중: 약 18%). 

결론적으로 FTC의 승소가 메타의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다. FTC의 조치보다 치명적인 것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반독점 규제 5법’이다. 

GAFA의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

한 입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국 상원 의석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일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만 통과가 가능한 구조 아래에서는 입법이 

어렵다. 최근 CES에 비트코인 관련 세션 연사로 출연한 한 하원의원은 미국 정부

는 1)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2) 중국 신산업 발전 견제를 위해 혁신성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 밝히기도 했다.  

 

표1  6월 하원 법사위 통과, 현재 계류 중인 반독점 규제 관련 5가지 법안 

법안명 핵심 내용 

플랫폼 독점 종식법 
 대형 플랫폼은 이해충돌 소지 사업 소유/운영 금지, 해당 플랫폼으로 판매되는 산업 진출 금지 
 법무부 또는 FTC가 빅테크 기업들을 쪼개거나 문제가 된 사업부를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반독점 관련 소송의 법원 배정 권한을 각 주 검찰총장에게 이임하는 내용을 담음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여 시장경쟁 행위를 묵살하는 행위 금지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플랫폼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디지털 서비스간 이용할 수 있는 현행법 개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10억달러 이상 기업 M&A 신청 비용 인상 

자료: 언론보도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FTC’s Checklist 

실질적 성과 전무 

데이터 입증 필요 

FTC < 반독점 규제 5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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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01년 반독점 리스크 해소 당시 MS 사업 부문  그림10  2021년 메타 사업 부문 및 비중 

 

# 사업 부문 

1 Desktop 

2 Enterprise Software 

3 Consumer Software 

4 Services 

5 Devices 

6 Consumer Commerce Investments 

 Expedia 

 HomeAdvisor 

 MSN CarPoint 

7 기타 

 

 

자료: Microsof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3Q21 기준 
자료: Meta Platform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GAFA 합산 S&P 500 시가총액 비중 추이  표3  S&P 500 시가총액 비중 Top 10 

 

 

 

# 종목명 비중(%) 

1 애플 6.4 

2 마이크로소프트 5.3 

3 알파벳 4.2 

4 아마존 3.7 

5 테슬라 2.4 

6 메타 플랫폼스 2.1 

7 버크셔 해서웨이 1.6 

8 엔비디아 1.5 

9 비자 1.1 

10 제이피 모건 1.1 

주: 연말 종가 기준. GAFA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1월 14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미국 내 인기 SNS 플랫폼 Top 7  그림13  주요 글로벌 SNS 플랫폼 MAU 현황 

 

 

 

주: 1Q21 기준. 18세 이상 성인 1,502명 대상 응답률 
자료: Pew Research Cen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3Q21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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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전 포인트는  

메타에게 2022년은 메타버스 선두 입지를 다지는 상징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

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메타버스향(기타) 외형 확대다.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의 

대장주로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메타버스향 실적 성장을 이어나가야 한다. 

올해 메타에게 성장 모멘텀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 3가지로 정리

된다: 1) 상반기 출시 예정인 Oculus Quest Pro와 MR HMD ‘캠브리아(Cambria)’ 

흥행 여부, 2)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Horizon Worlds’ 서비스 지역 및 이용자 연

령 확대, 3) 자체 플랫폼 및 디바이스 구동 양질의 컨텐츠 제작. 현재 GAFA 중 

F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메타와 구글은 시장 밸류에이션 수준에 머물러 있다

(12MF P/E: S&P 500 21.2배 vs. 메타 21.4배 vs. 알파벳 22.3배). 현재 당면한 

리스크 요인보다 기업 본연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 판단한다. 

 

그림14  메타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주: 전망치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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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이종빈 연구원 

 

로테이션과 정상화 사이 

  

자료: Refinitiv,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화두는 ‘정상화’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 되며, 시장금

리가 반응하고,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IT,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작년 초 경기성장 ‘기대’ 속 금리 상승기 시장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에너지, 금융주는 여전히 강세이나 산업재, 소재 등 여타 경기민감업

종의 주가와 실적의 상승탄력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기요인으로 금

리가 오르고 경기민감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기 보단 정상화의 관점에서 

원유 수요의 정상화와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개별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바이러스 피해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원유 수요 정상화 기대는 운송, 

이동수요의 정상화를 반영하며, 이는 곧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정상화 기대

와 근접한다. 작년에도 백신, 델타변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이벤트 때마다 

미국 10년물 금리, 에너지, 금융 그리고 여행/레져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변곡점에서의 경기/정책의 기대가 결국 코로나19로부터의 정상화를 내포하고 있

음을 시사하는 움직임이다.  

경제구조 상 이동성에 더 민감한 유럽증시의 경우 시장반응은 더 극명하다. 

EuroStoxx 내 여행&레져업종 지수는 한달 간 11.6% 가량 상승하며 강세를 이

어가고 있는데, 산업재(+0.1%), 화학(-0.7%) 등 전통적인 경기민감업종은 부진

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정상화는 소비자 지출비중의 정상화와 곧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종목이 금리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

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실적회복과 기타 자산군의 정상화 사이클은 동행

할 수 있는 환경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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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로부터의 정상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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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강봉주 연구위원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ESG 등급, 활용하는 방법은? (Forbes) 

2021년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나 하반기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고 현재는 2021년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 

대비 절반 정도의 구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 중 ESG 등급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한 것 또한 큰 이유다. 상이한 ESG 등급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발표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Stock Price Reactions to ESG News: The Role of ESG Ratings and Disagreement’ 는 각 기관이 평가한 ESG등급이 실제로 미래

의 ESG뉴스를 예측할 수 있는지, ESG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다 

연구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ESG 등급이 높으면 향후 ESG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가기관끼리 등급에 대한 견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두 번째로 주가는 ESG 뉴스에 반응한다. 따라서 평가기관

들이 모두 ESG 등급을 높게 책정한 종목들은 ESG뉴스가 좋게 나올 확률이 높고, 성과 또한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종목은 이미 ESG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어 긍정적인 ESG 뉴스 보도에도 주가 반응이 미미하다. 이에 연구

는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MSCI가 평가기관 중 가장 예측능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평가기관마다 ESG 등급이 상이한 종목은 주

가에 향후 ESG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안됐을 것이라고 가정한 점을 활용해 MSCI 등급이 높으나 여타 평가기관 등급이 낮

은 종목은 매수, 반대 종목은 매도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연구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장 수익률 대비 연간 

초과수익률 4.27%를 달성했다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ESG 등급은 여전히 ESG 투자의 큰 문제점이다. 이를 활용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연구를 소개한다. 

 

 
ESG 투자 관심 감소: 복합적 이유 

2021년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국내

ESG에 대한 관심은 감소했고, 현재는 2021년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점 대비 

절반 수준 검색량이 나타난다. 이는 하반기 이후 국내 ESG 관련 종목 투자수익률

이 낮았던 것(MSCI KOREA 지수 대비 6% 언더퍼폼), 최근 금리인상 및 비트코

인 등 다른 투자 이슈들이 더 큰 관심을 받은 것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다. 

그림1  국내 ESG 구글 검색 빈도: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 

 

자료: Google Tre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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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국 ESG 리더스 지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등급을 책정하는 평가기관마다 ESG 평가기준 및 등급이 상이해 이를 투자에 활

용하기가 힘들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다. 투자 참고자료로써 신뢰성

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편 상이한 ESG 등급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발표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SG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ESG 등급과 ESG 뉴스의 상관관계 

‘Stock Price Reactions to ESG News: The Role of ESG Ratings and 

Disagreement’ 는 각 기관이 평가한 ESG등급이 실제로 미래의 ESG뉴스를 예측

할 수 있는지, ESG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다. 연구에서는 MSCI, Thomson Reuters, Sustainalytics의 ESG 등급을 참

고했고, 뉴스의 자연어를 분석해 긍정적인 뉴스인지, 부정적인 뉴스인지 구분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SG 등급이 높으면 향

후 ESG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평가기관 간 

ESG 등급에 대한 평가가 유사한 수준일 때 성립한다. 평가기관 간 등급 차이가 

클 경우 상관관계는 급격히 낮아진다. 

두 번째, 주가는 ESG 뉴스에 반응한다. 긍정적인 ESG 뉴스가 발표된 종목은 업

종 평균에 비해 발표 직후 주가상승률이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ESG 등급이 높은 

종목은 ESG 뉴스가 보도됐을 때 업종 평균 대비 0.07% 초과수익률로 주가 반응

이 미미했다는 점이다(ESG 등급이 낮은 종목은 0.4% 초과성과). 이는 ESG 등급

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에는 ESG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가기관들이 모두 ESG 등급을 높게 책정한 종목들은 ESG 뉴스가 좋게 나올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성과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등급이 낮은 종목

들은 성과가 나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모든 평가기관에서 ESG 등급을 높게 

평가한 종목들은 이미 ESG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초과수익률이 미

미했다고 분석한다. 

ESG 등급과 ESG 뉴스의  

상관관계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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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략: ESG 퍼포먼스 기대 미반영 종목 찾기 

이에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향후 ESG 퍼포먼스가 좋을 종목들 

중 이미 기대가 반영된 종목들은 주가 반응이 미미하므로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각 기관이 모두 높은 ESG 등급을 책정한 종목은 이

미 주가에 기대가 반영됐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후 연구결과 단독 향후 ESG 퍼포

먼스 예측능력이 가장 높았던 MSCI를 기준으로 등급이 높은 종목을 선별한다. 

MSCI 등급은 높지만 다른 두 평가기관의 등급이 낮은 종목은 향후 ESG 퍼포먼

스가 좋을 확률은 높으나 ESG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안된 종목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MSCI 등급은 높고 다른 평가기관 등급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반

대의 경우 매도한다. 해당 전략은 연구기간(2010년 1월~2018년 6월) 동안 시장

수익률을 4.27% 아웃퍼폼했다. 

 

연구의 의미 

연구는 ESG 투자에 대해 명쾌한 전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ESG 뉴스에 주가

가 반응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또한 ESG 등급이 높은 종목이 향후 ESG 퍼

포먼스가 높을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을 연구결과로써 확인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ESG등급을 활용한 투자전략은 소개할만하다. 전략의 

가정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ESG 등급의 상이

성을 활용해 투자한다는 아이디어는 아직 획일화된 ESG 등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참고할만한 투자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원문: Does positive ESG news help a company's stock price? 

 

 

 

MSCI 등급 높고 다른 평가기관 

등급 낮은 종목 매수, 반대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