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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SNUCSR 31기 회장

송지민 드림

2023

지난 하반기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ESG에 관한 규제와 법이 활발히 논의 및 추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공급망 실사 의무를 법제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각각의 실사체계와 지침이 어떠한 법

안에 근거하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세계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유럽의 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가 발표되면서 기업의 비

재무적 데이터에 대한 공시 기준이 더욱 고도화되어가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 역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SNUCSR도 이에 맞는 새로운 주제

들을 발굴하고 탐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규세션은 케이스 스터디, ESG 모의등급평가, 논문 세미나,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현황 연

구,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학기의 산학협력 세션은 아모레퍼시픽,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

자동차와 함께하였으며, 각 회사에서 논의하고 계신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고민에 대하여 SNUCSR만의 인사

이트를 담은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학기에는 특히 외부 기관과 연계한

협업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 팩트북 제작'을 주관한 한국표준협회의

협업 제의를 받아 본 프로젝트에서 직전 2개년 간 발간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 표준협회에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

한 인사이트 및 분석 결과를 기업 담당자분들께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DGB 금융지주에서 주관한 '2022년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세미나'에서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 팩트북' 제작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

를 바탕으로 국내 ESG 정보 공시 트렌드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

되는 서울대학교 ESG 보고서에도 대학 기관의 ESG 수행 및 교육기관 ESG 평가지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SNUCSR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9호에는 한 학기 동안 학회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흔적들을 최대한 담아

내고자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제도, 공시 기준, 기업 경영 사례, 마케팅, 글로벌 동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였고, 주제별로는 그린 파이낸싱, EU 원자재법, 이중 중대성 평가, ESG 마케팅 등 학회원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특색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직에 계신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의 키워드 아래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한 것들이 이번 Sustainability Review

를 통해 MZ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항상 저희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

원을 보내주시는 기업과 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구성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31기 학회장 송

지민입니다. 이번 학기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저희 학회의 활동과 고민

을 담아낸 39번째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모든 학회 활동을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외부로 보

다 활발히 교류하고 정규세션과 함께 외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많이 성장하고 배워나갈 수 있었던 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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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2022 가을학기

활동 살펴보기

ESG 일반교육 및
케이스스터디

ESG 모의등급평가 산학연계프로젝트
연사초청강연
및 기업탐방

- ESG 교육세션
: ESG와 CSR 개념, 관
련 지표와 정책적 동향
에 관한 일반 교육

- 케이스 스터디
: ‘거버넌스’, ‘공정운영’, 
‘지역사회’, ‘노동관행’, 
‘환경’, ‘소비자’, ‘인권’ 7
가지 주제에 관한 지표
소개와 주요 이슈 분석

-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
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
해 자체 평가 진행 후 제언

- 논문 스터디: ESG 관련 논
문을 분석해 최근 동향 등을
조사 및 발표

- ESG 공급망 실사 기초연구:
세계 주요국 및 주요 기업의
ESG 공급망 실사법 현황, 정
책 및 제도 등 연구

- 한국표준협회 :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팩
트북 제작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항공업에 적합한
ESG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인천공항의 ESG
수준을 비교 진단 및 전략 제언
- 현대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OEM사들의
TCFD 공시 변화 추이 및 현황 리서치,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 분석과 국내 대기업
우수 사례 분석 및 전략 제안
- 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의 ESG 평가지
표 개발 및 아모레퍼시픽의 ESG전략 제언

- 한국생산성본부 김상
일 센터장님
- 딜로이트 이옥수 파
트너님
- 법무법인 태평양 이
연우 전문위원님
- 아모레퍼시픽 이명화
팀장님
- 크레비스파트너스 기
업 탐방

31기 최현재

2022-2학기 SNUCSR 활동로드맵

11/4 MT

11/11 연사 초청강연 (3) + ESG 공급망 실
사 기초연구 기말 발표

11/18 기업 탐방 + 홈커밍

11/24 한국표준협회 기말 발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11/25 연사 초청강연 (4) + 단체사진 촬영

11/28 2022년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3차 세미나 참여

10월9월

12월

12/2 산학연계 프로젝트 중간 발표

12/9 기말고사 휴회

12/16 산학연계 프로젝트 기말 발표

9/16 오리엔테이션 + 케이스 스터
디 교육 세션

9/23 케이스 스터디

9/30 연사 초청강연 (1)

10/7 연사 초청강연 (2) + ESG 모의
등급평가 교육 세션

10/14 ESG 모의등급평가 발표 + 한국
표준협회 중간 발표 + 논문 스터
디 교육 세션

10/21 중간고사 휴회

10/28 ESG 공급망 실사 기초연구 중간
발표 + 논문 스터디 발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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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일반 교육 및 케이스 스터디

2022년 가을 학기 1차 교육 세션에서는 ESG 및 CSR의 개념과 지속가능경영의 발전, 그리고 관련 지표를 소개하는 일반 교육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ESG 평가기관별 특징을 소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EU Taxonomy, TCFD,

NGFS,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등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CSR의 모호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CSR에 관한 학술적 모형과

CSR과 CSV 개념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UN SDGs, UNGC 10 Principles, ISO26000를 포함한 지속가능 표준을 소개하였다.

ISO가 정의하는 CSR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첫 발표 세션을 진행하였다. ‘거버넌스’, ‘공정운영’, ‘지역 사회’,

‘노동관행’, ‘환경’, ‘소비자’, ‘인권’의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 지표를 정리한 후, 해당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업의 최근 사례까지

찾아보면서 각 영역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K-ESG모의등급평가 및연구 활동
모든 학회원을 대상으로 K-ESG 가이드라인 v1.0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ESG 공급망 실사 기초연구팀과 K-ESG 모의등급평가

및 논문 스터디를 하는 팀으로 나누어 2차 교육 세션이 이루어졌다. 모의등급평가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v1.0을 바탕으로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총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한 항목 정의서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업군별

가중치를 적용해 등급을 매겼다. 이번 학기에는 SK텔레콤이 공시한 보고서와 DART 전자공시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해당

기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개선시켜야 할 부분을 제언하였다. SK텔레콤 모의등급평가를 한 학회원들은 <여성이사의

비율과 기업가치>를 주제로 논문 스터디 및 발표도 진행하였다. 국내외 여성이사 현황과 관련 논문을 검토 및 발표하고 한계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ESG 공급망 실사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해외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 현황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세계 대기업들의 ESG 실사 정책을 검토하였다. 섬유,

자동차, 금융 등 주요 산업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과 최근 이슈들도 함께 연구해 여러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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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연계 프로젝트

한국표준협회

지난 학기에 이어 가을 학기에도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고서 DB를 고도화하고

기업별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자산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발간된 206개 및

2022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218개의 SR을 전수조사한 후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사업이었다.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제공받은 SR을 조사하고 각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활동을 통해 각 보고서의

검증기관과 활용한 가이드라인,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국내 동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학 기 에 진 행 한 2021 년 도 지 속 가 능 경 영 보 고 서 분 석 과 이 번 학 기 에 진 행 한 2022 년 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결과물을 11월에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ESG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른 글로벌 공항 및 인천공항의 수준 진단과 개선사항 제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ESG 표준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및

항공업에 적합한 ESG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수준을 비교 진단 및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K-ES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논의를 통해 공항에 부적합한 항목을 제외하고 MSCI, DJSI,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지표 및 평가기관과 논문을 참고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비교 진단을 위해

미국의 애틀랜타 국제공항, 독일의 뮌헨 국제공항,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을 벤치마킹해 함께 조사를

진행한 후 각 공항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인천공항이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제시하였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OEM사들의 TCFD 공시 변화 추이 및 현황 리서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 분석과

국내 대기업 우수 사례 분석 및 전략 제안>을 주제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국내 TCFD 대응 우수사례

3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의 공시 방식과 시나리오 분석, 리스크 관리 등을 분석하였다. 현대자동차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동차 산업 업계 동향을 검토하고 현대자동차의 비전하우스 즉, TCFD를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강점으로는 지배구조와 기술,

약점으로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문제와 신차 출고 대란, 기회로는 전기차 시장 입지 확대와

폐배터리 사업, 그리고 위협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문제를 꼽았다.

분석 작업을 종합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개선점들과 폐배터리 재활용과 책임 광물 보고서 공시를

제안하였다.

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의 ESG 평가지표 개발 및 아모레퍼시픽의 ESG전략 제언>을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기업과 산하 브랜드에 대해 지속가능한 기업 혹은 브랜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기업 및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충족조건 파악 및 전략 제언을 실시하였다. ESG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뷰티

기업 및 브랜드 10개를 선정했고, SR 및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ESG 주요 활동, 인증 및

이니셔티브를 조사하였다. 아모레퍼시픽과 벤치마킹할 뷰티 브랜드들의 ESG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기업들의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인사이트를 종합하여 기업 전사 및

브랜드 단위 전략 4개를 제언하였다. 이때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지속가능한 소비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이미지 제고 및 고객들의 인지도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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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 육민서 32기 정혜림 장유나

1.그린파이낸싱의정의와유형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금융에 관심이 늘고 있다. 녹색금융이 녹색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을 지속가능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하, 2022).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친환경적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협의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통상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와 같은 환경위험을 줄여 나

가는 제반 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녹색금융은 크게 방지적 녹색금융, 지원적 녹색금융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지적 녹색금융은 미국의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s,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서의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과

같이 기업의 환경침해활동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의 기업인수 시 해당 기업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일정

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적 녹색금융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의 제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 등을 진

작하기 위해 해당 산업 및 기술개발, 나아가 소비 등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말한다.

녹색금융의 구현방식에는 투자, 여신, 보험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도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로

서 녹색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녹색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는 녹색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자본시장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활용분야를 살펴보면 녹

색프로젝트파이낸싱, 녹색증권유동화, 녹색벤처캐피털, 녹색공모·사모펀드, 녹색선물거래 등이 있다. 여신은 녹색기술 개발 및 기업

에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의 경우 투자와 달리 원본상실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민

법상 금전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 녹색여신의 예로는 친환경자동차 구입대출, 친환경건축 대출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

여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제한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린파이낸싱(Green Financing)과

그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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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보험은 보험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분야이다. 보험사가 자금운용을 위해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하

지만 이는 금융투자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보험사에서 녹색금

융과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재물복구비용특약의 경우 재물이 손상된 후 이를 복구할

때 친환경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비

용손해 특약을 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등이 검출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친환경교통수단을 이용하

다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활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에, 근래 녹색금융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출과정에서 담

보로 하고 있는 적격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서 녹색 금융을 실현하고자 한다. 녹색기술의 도입과

녹색공정의 실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함으로써 중소 기업에 대한 녹색

자금의 공급을 확보할 수도 있다(최승필, 2022).

2.녹색금융의변화과정

녹색 금융은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 의

제로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1992년의 UN

환경계획의 금융 부문 이니셔티브(Finance Initiative, FI) 출범

이 있다. FI는 유엔 환경 계획(UNEP)과 금융 부문 간의 협력

관계로 전자펀드사, 보험사 등 200여 금융기관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2015년 이전까지 환경 파괴에 대응

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여러 이니셔티브, 국제협약 등을 토

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일례로 2014년의 유엔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라는 국제 금융 기구를 조성하였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녹색 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

의는 더욱 활발해졌다(금융위원회, 2021). 2015년 각국의 금

융당국과 금융 기업들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

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설립되었다. 2017년에는 녹색금융 협의체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가 설

립되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앙 은행의 역

할과 권장 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3대

주요 목표와 10대 실행 계획을 정립한 EU의 지속가능금융

실행 계획 발표, 국제 보험감독자 협의회(IAIS)의 기후 리스크

감독 방안 연구 등 녹색 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로 들어섰다.

국내의 녹색 금융 논의는 2020년도 전까지 비교적 더디게 진

행되었다. 2009년에 정부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

표해 환경을 위한 금융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적은

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사업의 형태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환경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후 리스크 관

련 정보공시의 내용도 추가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

로 이어졌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이준서, 2022).

그러나 최근 그린 뉴딜 및 탄소 중립 의제화에 따라, 녹색 분야

로의 자금흐름 전환 및 녹색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논의

가 부각되었다(박재하, 2022). 또한, 국내외 투자자의 환경 정

보 공개 요구와 코로나 19를 계기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20년부터 환경에 대한 금융 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고 일부 주요 금융회사들이 독립적으로 녹

색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관련 이니셔티브를 획득하는 등의 성

과를 내었다(안지연, 2022). KB 금융 그룹은 TCFD 전략 중 하

나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여 2021년

10월 전세계 금융기관 최초로 TCFD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신한

금융그룹은 2020년 10월 국내 최초로 TCFD 전략을 채택하

여 2043년 그룹 탄소중립, 2050년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2021년부터 녹색금융을 제도화하려는 노

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녹색 금융 활성화를 포함시켰으며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기

후 리스크 포럼을 발족시켰으며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 또

한 발간하였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5개 금융협회는 2021년

12월 녹색 금융 핸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하였으며 환경부는 ‘한

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참여 은행 및 기업 6

곳에서 6400억원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3.녹색금융의함의및한계

1) 기업측면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발간된 금

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은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권고안의 내용

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와 리스크 관리를 수행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금융위원회, 2021).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자원이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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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준수할 수 있다.

금융기업의 녹색금융 원칙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

으로 신한금융그룹은 SBTI 방법론에 기반한 ‘Zero Carbon

Drive’라는 탄소중립전략을 세워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

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시중 은행 중 처음으로 녹

색채권을 발행한 신한은행은 2030년까지 30조 원 가량의 친

환경 금융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21년 TCFD에 가입한 KB금

융그룹은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수립하여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

립 달성을, 2030년까지는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화에

뒤처져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활발한 녹색금융 참여는 산업계

의 탄소중립 기술과 더불어 국내 금융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업은 녹색채권, ESG 펀드를

중심으로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벤처투자 등의 방

법으로 녹색금융에 참여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녹색채권

신규 상장 금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누적 신

규 상장 금액은 약 20조 원에 이르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

다. 국내 금융기업도 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는 글로벌 동향에

잘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기업은 녹색금융의 성장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그

린워싱, 그린버블과 같은 문제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린

워싱(Greenwashing)은 친환경적이지 않으나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을, 그린버블(Green bubble)은

친환경 관련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현

상을 의미한다. 기업은 그린워싱을 방지하도록 녹색금융 핸드

북 등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꼼꼼하게 준수하고, 그린버블이

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가치 폭락과 같은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무분별한 친환경 투자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2)정부측면

정부는 입법, 제도화, 정책금융 등을 통해 녹색금융에 참여한

다. 대표적인 입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세

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였다는 의

의가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50 탄

소중립 비전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기후대응기금 등이

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자금의

유입 확대를 유도하며, 시장 인프라를 정비한다. 정책금융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 지원을 의미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자금의 유입 확대

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환경부는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정

의와 기준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법

제화와 제도화를 통해 녹색금융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금융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즉, 정

부는 녹색금융이 실제 국내 산업과 성공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

기업, 금융산업이 협력하여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기후변화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

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기업에는 효과적이나,

중소기업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제시된다. 중소기

업의 자체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녹색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

어지고, 친환경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책

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집중

적으로 녹색금융 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을 하여 중소기업의 자

체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파리협정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구온난화의 억제는 세계

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의 참여를 필

요로 하고 있다.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확대는 기

후변화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여러 난관을 부여했지만 오히려

인류에게 기존의 경제활동 및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환경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이는 기존의 경제구

조와 통상질서를 벗어나 녹색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

가 되었다. 한국 정부도 관련 법규의 제정 및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추진 등을 통해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역시 녹색금융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상황이다.

녹색 금융은 녹색 성장과 국내 금융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

지만 아직 체계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확산하는 녹색금융

및 원활한 녹색투자를 위해서 정부는 배출량 감축계획에 맞추

어 법규제와 금융 체계를 정비하고 녹색금융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 의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기후변

화 리스크의 금융 규제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기업의 정보

공개에 환경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그린워싱 문제

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Winter 2023 12



참고문헌

1. 논문 및 보고서

박재하, 임대웅(2022).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안지연 외 4인(2022).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수환(202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준서(2022). E.S.G. 법제 정책연구(1) –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활용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 기타

금융위원회·각 금융기관협회(2021).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금융위원회·환경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손지현(2020.11.15). 신한금융, 탄소제로 선언…2050년까지 달성 목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547 

이미령(2022.06.14).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누적 신규상장금액 200조 돌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147300002

이용우(2013.02.15). [경제기사야 놀~자] 정책금융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4/2013021402891.html

한국은행(2021). 금융안정보고서: 참고8. 대·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 및 시사점.

13 Sustainability Review



1. 서론

지난 2022년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4인의 TV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를 물은 후로, RE100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대선

토론의 주제로 등장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담은 이 개념은, 일 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RE100의 의미와 목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구체적인 가입 현황 등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에 놓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환경보호라는 목적과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 논의해 보겠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쉽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의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된 바 있다.

RE100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단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여러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21년 미국에서 이상 한파로 영하 41도를 기록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50도까지 치솟는 백 년만의 폭염으로 100여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7월에 중국과

서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숫자의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상기후는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NCEI)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총

18건의 기후재난으로 총 피해액이 약 125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Swiss Re)는 지구 평균 온도 2.6

도 상승 시 우리나라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9.7%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GDP 규모에

적용해봐도 188조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피해이다. 2021년 유엔의 최신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 알람이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크게 울리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기후위기는 전대미문의 위기이다(그린피스, 2022). 따라서 RE100은 더 이상 인류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376곳이다. 한국은 미국(96곳), 일본(72곳), 영국(48곳)에 이어

RE100 가입 기업이 4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롯데칠성 등이 RE100 참가를 선언하였다(서울신문,

2022). 이어서 본론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구체적인 RE100 실천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한민국의 RE100 현주소

: 국내외 RE100 이행 현황 비교
31기 양지영, 전혜린 32기 권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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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RE100 동향

먼저 RE100에 대한 전반적 세계 동향을 살펴보자. 전세계적으로 RE100에 가입하는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총 397개 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14년에 처음 RE100 이니셔티브가 개시되고 당해 13개 기업들이 가입한

후 9년 간 30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56개 기업이 가입을 선언하였다 (TheRE100, 2023).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 선언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2023년 1월 발간된 ‘2022년 RE100 정보공개 보고서(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2)’에 의하면 RE100 회원

기업들은 한 해 동안 소비한 총 전력의 49%인 184TWh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2021년 수치에 비해 4%p

상승한 수치이며, 2016년에 비해 17%p 높은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전세계적 평균으로 볼 때 ‘RE49’를 달성한 셈이다.

RE100 선언의 이행 수단 비중 역시 변화하고 있다. RE100의 공식적 이행수단은 인증서 거래제도(Unbundled EACs),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직접계약, PPA이다. 인증서 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자가 실제 재생에너지와 별개로(unbundled)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기업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REC가 이와 유사한 제도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은 기업(전력구매자)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즉 전력생산자)로부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고정금액으로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이행수단 중 PPA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전세계 RE100 선언

기업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29%가 PPA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는 2021년에 35%까지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RE100 이행방안은 ‘인증서 거래제도(Unbundled EAC)’ 로, 2021년 기준 39%를 차지하여 PPA와 그 비중이 유사해지고

있다. RE100 이행수단으로써 PPA의 확산은 BloombergNEF의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 총 32개국의 137개

이상 기업들은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인 31.1GW의 재생에너지를 PPA를 통해 조달하였다 (Bloomberg NEF, 2022). 그 중

미국이 17GW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유럽 역시 8.4GW로 역대 최고 거래용량을 기록하였다. 반면 아시아권은 2GW에그쳤다.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보고한 76개 기업 중 2022년 RE100 연간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RE100 달성 기업은

31개로, 아래 표와 같다.

기업명 국가 산업군 기업명 국가 산업군

Airbnb 미국 숙박업 Alstria 독일 서비스업

Anthem 
(현 Elevance Health)

미국 서비스업 Atlassian Corp. 영국 서비스업

Aurora Organic Dairy 미국 식음료 및 농업 British Land 영국 서비스업

Canary Wharf Group 미국 서비스업 Clif Bar&Co. 미국 식음료

Etsy 미국 소매업 Fifth Third Bank 미국 금융업

Group Cajamar 스페인 서비스업 HNI 미국 제조업

Hudson Pacific 미국 서비스업 Interface 미국 제조업

Jupiter Asset Management 영국 서비스업 Koninklijke KPN 네덜란드 서비스업

Lego Group 덴마크 제조업 Llyods Banking Group 영국 서비스업

Lyft 미국 서비스업 Mirvac Group 호주 인프라

Proximus 벨기에 서비스업 Radio Flyer 미국 제조업

S.A.DAMM 스페인 식음료 및 농업 Steelcase 미국 제조업

Sungrow 중국 제조업 Tesco 영국 소매업

T-Mobile 미국 서비스업 Vaisala 핀란드 제조업

Virgin Media 미국 서비스업 Voya Financial 미국 서비스업

Zalando 독일 소매업

표 1. 2021년 RE100 달성 기업 목록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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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업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달

성했다고 보고한 기업들 중 일부만 RE100 연간보고서 상 ‘RE

100% 달성’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RE100을 달성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2년 RE100 연간보고서 상 각각 99.3%,

0% 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재생

에너지 조달 자료가 RE100의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

우 2021년 연간보고서 기준 100% 달성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2022년에 RE100 기술기준이 업데이트되면서 마이크로소프

트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RE100 달성을 인정받은 31개 기업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52%로 가장 많으며 ‘제조업(Manufacturing)’이

23%, ‘소매업(Retail)’과 ‘식음료 및 농업(Food, Beverage &

Agriculture)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그 중 ‘서비스업’에는

Fifth Third Bank와 같은 금융기관, Atlassian Corporation과

같은 IT기업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RE100 달성 기업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에 위치한 기

업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이 6곳으로 뒤를 이었다.1

아시아 내 기업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인버터 솔루션 기업

Sungrow가 유일하였다. 이처럼 북미와 유럽 지역의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우수한 RE100 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RE100 회원 기업들 수가 유럽 127개, 아시아-태

평양 지역 130개, 북미 98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RE100 이행 실적의 차이가 RE100 달성 목표를 세운 회원

수의 차이에서만 기인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북미와 유

럽 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실적은 각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

급량 및 RE100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바탕과 협력체

등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먼저, 기업이 RE100 이행을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유럽의 에너지믹스를 살펴보

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다. 2020년 기준으로 유럽연

합은 에너지믹스의 26.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였다. 개별

국가의 에너지믹스를 살펴보면 독일이 40.6%, 영국이 40.9%

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0). 미국의 경우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2.9%로 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발전량 자체를

살펴보면 총 발전량 4286.6TWh 중 12.9%인551.7TWh가 재

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조달하기

에는 충분한 용량이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1 기업이 속한 국가는 본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 에너지믹스 중 6.5%인 37.0TWh만이 재생에너지이며,

이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 모두가 RE100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RE100 이행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

시 미국과 EU 기업들의 RE100 성과를 돕고 있다. 특히 전력시

장이 한전 독점구조로 오래 유지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

과 유럽에서는 에너지 시장이 시장에 개방되면서 PPA와 같은

RE100 이행수단 역시 활성화될 수 있었다. 미국은 2005년에

Energy Policy Act가 제정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규제가 이완

되었으며, 정부가 기업 PPA에 대해 연방소득세 감면 인센티브

를 제공함으로써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PPA 계약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Thanh Doan, n.d.). EU의 PPA 시장

역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S&P Global의 2021년 조사결과

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에 체결된 PPA 용량은 12GW를 넘으며 2019년 체결된

8.2GW보다 증가했다. 기업이 체결한 PPA 건수는 2018년에

는 2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 53건, 총 5.9GW의 PPA

가 체결되면서 기업들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에 더 활

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 RE100 실천 현황

RE100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 사이에서 화두가 되

고 있다. 2021년 9월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RE100에 참여

하지 않으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액이 2040년 기준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

했다. ESG 시대에 RE100은 일종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기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말에 SK 계열사 6곳(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이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2022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4곳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는 국내 최대 통신사이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가 RE100

에 가입했고, 7월에는 LG이노텍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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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RE100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

했을 때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이다. 먼저 2022년 6월 기준 우

리나라의 RE100 참여기업은 총 21곳이다. 반면 2022년 7월

기준 미국은 95개, 일본 72개, 영국은 48개 기업이 RE100에

참여 중이다. 애플과 메타 등은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한다. 즉,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수치는 적은 편이다.

또 다른 문제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전력 소비 상위

5개 기업들은 2021년 약 48TWh를 썼는데, 같은 기간 국내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3TWh였다. 즉, 5개 기업만 따져도

기업이 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모자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RE100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타기 위

해 한국형 RE100 (K-RE100) 제도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K-RE100은 기업의 글로벌

RE100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재생에너지 적용 활성

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K-

RE100제도는 국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캠페인

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참여 가능하며

글로벌 RE100과 동일한 2050년 100%의 이행 목표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수단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1)녹색프리미

엄, 2)인증서 구매, 3)제3자 PPA, 4)지분 투자, 그리고 5)자가

발전이다. 1)녹색프리미엄의 경우,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

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

기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

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2)인증서 구매의 경우 전기소비자가 RPS2 의무이행

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3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다.

3)제 3자 PPA는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지분투자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 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다. 5)자가 발전은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

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법으

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전기소비자는 사용실적을 K-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K-RE100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인센티브도 설계한

바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에는

K-RE100 라벨링이 부착된다. 또한, REC 구매, PPA, 자가설치

같은 이행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면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형 RE100의 성과는 어떨까? 시행 후 1년 간의 성

과를 연구한 포스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 시행 전에

는 국내 전력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

었는데,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와 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

분의 기업은 전기 요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

을 활용했고, REC 거래는 약 30건이 진행되었다. 녹색 프리미

엄 판매량의 0.3%에 불과한 물량이었으며, 2022년 초 기준

제3자 PPA 체결 사례는 없었다.

이는 주요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가령 전기사용자가 직접 발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발전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가 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크

다. 전기사용자가 발전설비 및 전용 전기선로에 대한 초기 투

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설비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가격이 저렴한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고

다른 조달 수단은 관망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대규모 재

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접 PPA 방

식을 기대하나, 현시점에서는 비용 대비 효익이 적어 단기간

내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제3자 PPA는 사용료, 구매계약단가 등의 항목과 관련된

협상에서 한전이 정한 세부기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따라

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

운 환경이고,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제도가 되기 어려운 실정으

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재생에너지 신규 수요 창출 및 산업계 친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RPS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

도를 의미한다.

3 REC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를 의미한다. 발전 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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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된 RE100의 의미와,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의 실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RE100을

모범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 또한

이루어져야만 환경보호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RE100을

아느냐, 모르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인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다국적 기업의 입장, 그리고 업계

표준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될 터이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원자재와 제조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 소비와 공급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초에 발표된 《2021년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한 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력

성장세는 신규 설비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상당한 회복세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1년 연간

보고에 참여한 315개 RE100 회원사는 2020년 전력 소비량의 45%를 재생에너지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 기업의 전력

소비량 340TWh은 세계에서 전기를 12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영국과 비슷하다고 하니,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에너지정보소통센터,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 RE100 회원사가 언급한 ‘재생에너지 장벽’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부재가 한국의 가장 큰 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조달 장벽이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곳이 신뢰성 있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를 표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로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독점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발전시설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분야이자 전력 소비가 큰 제조업 분야에서 RE100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RE100은 전 세계 새로운 무역질서로 자리잡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100% 공정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아예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RE100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즉 한국형 RE100은 국내 전력 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현위치를 명확하게

진단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 생존을 위한 도전과 혁신에 함께 나설 필요가 있겠다.

우선 정부는 지역과 중소기업 등도 참여가 가능한 한국형 RE100 시행 계획을 정비하여, 당장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형 RE100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PPA,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등의 수단을 제안했지만,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당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 많지 않다면, 이때의 참여는 그야말로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도 RE100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기업 및 계열사 상호 간에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에너지정보소통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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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 백주연, 이재훈 32기 김준호, 임주혜

1. 서론

지난 22년 2월 23일,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

표하였다. 해당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금전적 제재 혹은 기업의 특정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률로서 목재, 분쟁 광물, 삼림 벌채 산업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산

업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EU 기업 외에도 고용인원 수와 매출

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제3국 기업에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해당할 국내 기업들의 실사 대응 체

계 보유 여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공급망 실사법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기업의 실사 대응체계를 중점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서 유럽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을 사례로 활용하였다.

2. 본론

2.1.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

우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를 세계 각국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주도하는 ESG 요인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이미 ESG 경영 트렌드에 비교적 밝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ESG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접

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직 공급망 실사법에 대비

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망실사법과리스크관리
– 국내 영향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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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공급망 실사 전반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도적인 기반과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공급망 실사의 경영 간섭 문제이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의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에 있어 아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제 실사 지침을 따르려 할 경우 기업에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다수의 기업의 경우 공급망 이슈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사업부만이 아닌

경영활동과 관련한 해외 사업장 역시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환경과 제도가 상이하여 실사 가이드라인, 인권

가이드라인 등 체계 마련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사례

2.2.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We Buy Value, We Pay Trust’라는 구매 비전을 가지고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갖추고자

다양한 공급망 관리 정책이 기업에 내재화되어있다. 삼성전자의 공급망 관리 정책은 크게 신규 협력회사 선정과 기존 협력회사

관리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살펴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신규 협력회사 선정 과정에서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된 행동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해당 기업의 기본 인권 보장 기준, 노동 관행

준수 정도를 파악 후, 조직 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밀도 있게

식별하고 있다.

자사의 공급망 내에 들어오게 될 신규 협력회사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기존의

협력회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관련 8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진단 툴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현장점검과 3차 검증 과정을 거쳐

협력회사의 근로환경과 RBA 준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한다 (그림 1 참고).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종합평가를 따로 실시하여,

협력회사의 개선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이행 과정 전반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자가평가

•RBA 기준을 활

용한 자사 체크리

스트를 통해 평가

실시(연 1회)

현장점검

•고위험 협력회사

대상 현장점검 진

행, 개선점 도출

제3차검증

•RBA 공인 제3

자 검증기관이

협력회사를 무작

위로 선정하여

RBA 기준에 의

거하여 심사 진

행, 개선 이행결

과 또한 확인

상시점검

•삼성전자가 제

공하는 평가 기

준에 따라 협력

회사 자율적 평

가 수행

자율점검

•자율 평가 이후

자체적으로 개선

•삼성전자 차원

의 리스크 모니

터링과 피드백

제공

종합평가

•연말 협력회사

평가 최종 결과

공지

사후관리

•협력회사 개선

계획 수립 및 이

행 지원

이처럼, 삼성전자의 내부 관리체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공급망 실사법의 대응 방안으로서 우수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로 자율점검을 통해 식별하고, 2차로 종합평가, 외부 인증을 통해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슈 발생 협력업체에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후 검증까지 지원하며 공급망 내 이슈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1.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관리 체계

*삼성전자(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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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공급망 관리 정책 및 체계 정립’, ‘윤리적 조달

체계 확보’,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제보’ 그리고 ‘정보공개’라는

4가지 테마 아래 여러 정책 및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 정책 및 체계 정립’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은

Green Balance 2030이라는 목표하에 공급망 관리 체계를

‘공급망관리 목표 및 협력사 분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동반성장 ESG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KPI 내 ESG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중

요도와 ESG 리스크 노출도라는 두가지 기준을 토대로 협력사

를 네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는 프로

세스를 거치고 구매과정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상생협력 활동(경영, 교육, 금융, 기술), 공정거래와 소

통창구, 책임 있는 구매와 같은 동반성장 ESG 프로그램을 적

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차원의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 국제기

구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조달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자사 차원에서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를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공급망 내 업체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원재료의 윤리적 조달과 책임 있는 사용

을 권고하는 국제기구인 GBA와 RMI에 가입하여 윤리적 조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배터리 동맹’(GBA: Global

Battery Alliance)은 2017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배터리 산업 내

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글로벌 연합체인데, SK이노베이션은

GBA에 가입한 후 GBA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을 위한 10대 원칙’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10대 원칙은 아동

/강제노동 금지, 배터리 생산성 극대화,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추진,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및 공급망 관리 연합’(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도 가입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아동 착취와 같은 인권 문제, 환경 문제없는 원재료를 구

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RMI에 가입한 다

른 기업들과 사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공급망 내 업체들의 윤리적 조달 현

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시한다. 이때 평가 기준은 OECD Due Diligence

Guideline 및 SK Battery Responsible Sourcing Guidelines

를 사용하고 있으며 RMI 등 외부 전문 기관 Audit을 통해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3. 결론

2017년부터 최근까지 유럽연합(EU) 내 공급망 실사법을 법제

화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이 있으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EU 내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과 향후 EU 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법 구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실사법이

왜 기업에 주요 ESG 이슈로 간주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다. 공급망 실사법의 경우, ‘공급망’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인권,

환경을 포함한 ESG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

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다수 기업도 이에 해당하며, 실사 대

응체계 보유 여부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의 향후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

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삼성전자와 SK이

노베이션을 기업사례로 활용하여, 국내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를 살펴보았다.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의 공급망 실사법 대응체계를 살펴

본 결과, 두 기업 모두 공급망 내 발생 이슈를 철저하게 관리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신규협력

회사와 협력회사들에 자체 개발한 평가 지표와 공급망 실사 관

련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국제기

구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 정책을 통해 자사의

공급망을 관리하며, SK 이노베이션 또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로 자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표를 개발하여 자사의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EU 공급망 실사법 의무화로 인해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

소기업도 자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협력회사들

을 관리하는 지표 및 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아

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선두로 대응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공급망 평가지표 및 정책 수행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의 선

제적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부담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및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필요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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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발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 2022년

6 월 에 는 미 국 중 심 으 로 자 유 주 의 진 영 이 ‘ 핵 심

광물안보파트너십(MPS: 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을

결성해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8월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표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내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EU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2022년 9월에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최근 급변하는 경제안보 상황 속에서 개방성과 자율성의

목표를 지닌 공급망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CRMA를 통해

공급망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입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증산 비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RMA가 지리적 차별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다소 차이점들이 있다. EU는 CRMA 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2023년 3월에 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1기 최현재, 허정 32기 강채림

EU는 CRMA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여섯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1) 공급망 다양성 부족, 2) 미흡한 역내

공급능력 개발 및 투자, 3) 취약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능력,

4)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5) 기존 규제의 한계,

그리고 6) 연구 및 혁신 부족이다. 1) 공급망 다양성 부족의

경우, 현재 EU가 중국과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정에 취약하다. 2)

미흡한 역내 공급능력 개발 및 투자의 경우, 투자가 부족해 EU

역내 광산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 운영, 허가 절차, 자금 조달

등 여러 문제점이 EU의 역내 공급능력 확대를 막고 있다. 3)

취약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능력의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할 시 EU 차원의 핵심 원자재 공급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체계가 불충분하다. 4)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핵심 원자재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3국에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5) 기존 규제의

한계로 인해 핵심 원자재의 저조한 재활용과 회수율 등이

있다. 6) 연구 및 혁신 부족의 경우, EU 역내에 부족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EU는 여섯 가지의 과제 외 네 가지의 정책 목표도

선정했다. 1) 핵심 원자재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 2)

모니터링, 위험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3)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가치사슬 강화, 그리고 4) 역내 단일시장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1) 핵심 원자재의 우선순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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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경우, 경제적 중요성, 공급망 집중도 등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핵심 원자재를 선정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

이다. 2) 모니터링, 위험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의 경우, 회원국

기관들을 포함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가치사슬 강

화의 경우, 핵심 원자재의 환경적·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역내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역내 단일시장 전체에서 지

속 가능한 경쟁환경 조성의 경우,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표준과 핵심 원자재 재활용 의무 등 다양한 요건을 설정해

역내외 공정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EU는 경제, 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핵심 원자

재(CRM: Critical Raw Materials)를 2011년부터 선정해 왔다.

2011년에 14개로 시작해 2014년에는 20개, 2017년에는 27

개, 그리고 2020년에는 30개로 확대됐다. EU는 현재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CRMA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

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초 금속, 배터리 원자재 금속 및

희토류 금속 세 가지의 주요 원자재 그룹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금속에 해당되는 주요 원자재 종류 및 공급망 현황, 관

련 산업군과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검

토할 것이다.

2. 본론

2.1. 기초 금속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기초 금속은 에너지 전환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금속을 뜻하며,

주요 금속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과 규소(실리콘)가 있다.

알루미늄, 구리와 아연의 경우 에너지 전환에 필수인 태양광,

풍력, 전력 네트워크, 전기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산업에 모두 필요하며, 규소는 태양광과 전기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에 주요 원자재이다. 기초 금속 부분에서는 태양광 패널,

전력 네트워크 및 수소 산업을 다룰 예정이며, 타 산업은 배터

리 원자재 금속 및 희토류 금속에서 분석할 것이다.

태양광 패널, 전력 네트워크 및 수소 산업 확대를 비롯해 에너

지 전환이 기초 금속의 수요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알루미늄

은 현재 건설, 전기 제품, 기계 및 소비재 생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력 그리드와 태양광 패널 생

산을 위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는 현재 전기

차 생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력 네트워크 확

장을 포함해 많은 에너지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

연의 경우 현재 건설, 운송 및 이동과 소비재 등에서 사용되며,

앞으로 모든 에너지 전환 기술, 전기차 생산과 태양 전지판 등

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규소는 현재 반도

체, 화학 및 알루미늄 산업에 필요하며 장래 태양광 패널과

알루미늄 합금 요소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태양광은 EU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 용량은 165GW로 풍력과 수력에 이어 3위를 차

지했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이 발표한 REPowerEU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600GW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생산망을 구축해야 하고, 2025년까지 역내

연간 20GW 생산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 관련 금속에 대한 수요가

2050년까지 657,000톤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 네트워크의

경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전기차 수가 늘어나면 전

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기 그리드 또한 함께 확대될 것이다.

전기 네트워크에는 특히 알루미늄과 구리가 필요하며, 전기 네

트워크에 필요한 금속 수요가 2020년에 297,000톤에서

2050년에는 511,0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연합

은 전기로 대체할 수 없는 산업에 수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아

직 역내 녹색 수소 의 생산량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U는 녹색 수

소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및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수소 발전에 필요한 구리, 알

루미늄, 니켈 등 관련 금속 수요가 2050년에 3,950톤으로 증

가할 전망이다(KOTRA, 2022).

각 기초 금속의 역사적 흐름과 공급망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평균

적으로 4.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50년까지는 평균적으

로 3.0%, 유럽에서는 1.5% 성장할 것이다(KOTRA, 2022). 국

제알루미늄연구소(IAI: International Aluminum Institute)에

의하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59.2%를 중국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바레인, 사우디아라

비아, 카타르 등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들이 8.9%, 그리고 중

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6.7% 차지했다. 구리에 대한 수요

는 1990년 이후 2.4%씩 성장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

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앞으로 2.7~3.0%씩 성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최대 4%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유럽에서는 약 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KOTRA,

2022). 2020년 기준으로 칠레가 세계 구리 생산의 27.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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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으며, 2위는 페루(10.4%), 3위는 중국(8.3%)이다(무역협회, 2022). 아연 시장은 1990년부터 2.7%씩 성장했지만

2050년까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KOTRA, 2022). 그러나 아연이 전기차 생산과 태양광 패널 생산을 위해 주요

원자재인 관계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아연 생산의 34.8%를 차지했으며, 2위는

11.6%로 호주가, 3위는 9.9%로 페루가 차지했다(Government of Canada). 규소 수요는 평균적으로 3.5% 성장해왔으며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이지만 최대 2.2%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KOTRA, 2022). 하지만 아연과 유사하게 전기차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과 태양광 패널 등을 위해 주요 원자재인 관계로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수이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규소

생산량의 77%를 차지해 2위인 러시아의 약 10배를 생산했다(KOTRA, 2022.07.26).

이처럼 기초 금속이 에너지 전환에 필수 원자재인 관계로 안정적인 생산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이슈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기초 금속의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굴 및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한 예는 국제구리협회(ICA: International Copper Association)이다. ICA는 구리

산업의 여러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ICA 회원인 Antofagasta Mineral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30% 줄일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구리 채굴에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Minera Zaldívar 광산에서 2020년 7월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했으며, 다른 광산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Copper Alliance, 2022.10.27). 또한, ICA 회원인 LS MnM이

2022년 연말에 SK와 파트너십을 맺어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구리를 재활용해 한국의 순환경제 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Copper Alliance, 2022.10.14).

태양광 패널 산업의 경우, 세계 1위 업체인 중국의 Jinko Solar 기업이 RE100 과 EP100 에 가입했으며, 영국 및 호주의 현대판

노예법에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Jinko Solar). 세계 2위 기업인 Canadian Solar 또한 ESG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기업은

2017년 대비 2021년의 탄소배출량을 17% 감소시켰으며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발표했다. 사회적 이슈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여성 직원 비중을 36%에서 40%로 늘리고 Jinko Solar와 유사하게 공급망을 모니터링해 현대판 노예를

방지하는 TF도 설립했다(Canadian Solar). 이 외 금속을 재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 감축 차원에서도 장점을 지닌다.

국제구리협회는 구리를 재활용하는 것이 새로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85% 절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전 세계

아연 생산량의 약 30%가 재활용된 아연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2. 배터리 원자재 금속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에너지 전환 필수 원자재 중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는 배터리1 원자재 금속으로

구분되고 있다 . 2019년 기준으로 배터리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의 판매량이 2백만 대를

넘어서며 전체 신규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

제조사에 무공해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가 촉구되면서 더욱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Dr. Jamie Hamilton). 현재로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LIB: Lithium Ion Battery)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원자재 채굴, 소재 가공, 소재 생산, 배터리 생산, 전기차 생산, 재활용 단계로 구분된다.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주로 배터리 팩 조립에만 치중하고, 채굴, 소재, 가공, 셀 제조 산업은 한국·일본·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양극재 기술 개발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핵심부품인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KOITA, 2022). 하지만 원자재 가격급등과 해외 원자재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과 달리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 배터리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변환, 저장하여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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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전체 수요 중 배터리 수요가 89%에 달하고 2040년에는 수요가 2020년 대비 42배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친환경 산업이 각광 받으며 전기차 시장이 증가하고,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에 리튬이 채택될 경우 리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리튬 수급 및 공급망 구축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리튬 6대 기업이 리튬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리튬 생산은 호주, 칠레, 중국이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나 중국이 이 중 65%를 생산 공급하여, 고순도 리튬으로 제련되어 주요국에 공급되고 있다. 다만 리튬은

공급이 수요와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으로 진행되어, 수급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리튬 생산은 1~2년 단위로 계획되고,

광상 개발에 4~7년이 소요되지만,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튬은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어 왔고,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변동 폭이 다른 원자재에 비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 리튬의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리튬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타이트할 전망이나,

중기적으로 생산기업의 증설로 안정될 전망이다(KITA, 2022).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며 친환경 기술에 적용되는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 리튬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리튬은 채굴 및 제련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따라서 리튬은 친환경에

필요한 핵심 원료이지만 생산 시 높은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튬 규제안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여 ESG를 고려한 생산 방식이 도입될 경우 리튬을 수입하는 국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KOITA, 2022).

배터리 공급망 문제는 리튬뿐만 아니라 배터리셀의 주 원자재인 코발트, 니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희소 광물인 배터리 원자재들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다량 공급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코발트 매장량이 가장 높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아동 노동 착취 문제와 처우

문제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리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더불어 수자원 고갈

가능성의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다.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지역에서는 리튬 채굴을 위해 지하수

증발 작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나 식수 등을 사용하여 수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KOTRA, 2022).

이처럼 배터리 원자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지역사회와의 갈등, ESG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오늘날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에서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의 희소성과 탄소 중립을 고려할 때, 원자재에서 생산 기술,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이 고려돼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은 책임감 있는 원자재 조달의

방법론을 다룬 <Responsible Raw Materials Report>를 2021년에 발간했으며, 해당 보고서에 주요 원자재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방법론을 다루고 공급망에서 환경 및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Volkswagen, 2021).

국내 기업들 또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관리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지회사 중 가장 처음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높은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은 ESG Report에 본 기업의 배터리 공급망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리포트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 및 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원재료 구매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매 부문 내 전담 부서를 통해 코발트 공급망의 제3자 기관을 통한 리스크

검증 및 개선 사항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리튬, 니켈, 천연 흑연 등 핵심 원재료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LG에너지솔루션은 더 나은 공급망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s) 등 다양한 협의체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의 완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망 대상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 외에도 원재료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공정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탄소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LG 에너지솔루션, 2021).

2.3. 희토류 금속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상 3족인 스칸듐(Sc), 이트륨(Y)과 란타넘계 원소 15종 등 총 17종의 원소를 지칭하며,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희소금속 35종 중 하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희토류는 돌, 흙 등 지구의 지각에 고루 풍부하게

분포하지만, 지구화학적 성질로 인해 희토류 원소는 경제성 있는 농축된 형태로는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기에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원재료로서의 희토류는 흙에 불과할 뿐, 화학적 가공을 통해 다양한 기능 소재로 탈바꿈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생겨난다. 희토류의 독특한 성질로는 자석 성질, 발광 성질, 열과 마모에 강한 성질, 전기적 성질, 방사선 차폐

효과 등이 있는데, 이러한 희토류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희토류는 첨단산업에서 매우 필수적인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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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의 현재의 기술과 비용 조건상 경제적으로 채굴가능한 자원량인 가채광량은 2021년 기준 총 1억 2천만 톤으로 추정된다.

희토류를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분류하였을 때, 중희토류가 경희토류에 비해 부존량이 적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희소 금속에 비해서는 풍부한 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6.7%, 베트남이 18.3%,

브라질이 17.5%, 러시아가 10.0%로 희토류가 분포되어있다. 그다음으로 인도, 호주, 미국, 그린란드 등이 뒤를 잇는다. 전 세계

희토류의 생산량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총 24만 톤이 생산 가능한데, 그중 중국이 비공식 생산을 제외하고 14만 톤으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여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미얀마, 호주를 포함한 4개국이 전 세계 희토류 원광

생산량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말이 되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 및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거의 장악하게 되는데,

다양한 희토류 소재 기술도 확보하게 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김연규,

2021). 2011년부터 호주가 희토류 생산을 시작하고, 여러 환경 문제들로 인해 희토류 생산을 중단했던 미국도 2018년부터 생산을

재개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의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요 이슈는 바로 추출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이다. 희토류 원광

안에는 여러 희토 원소가 낮은 농도로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를 분리하여 농축하는

과정이 까다롭다(한국무역협회, 2021). 희토류 속에 혼재하는 원소들을 각 물질 별로 분리 및 농축하기 위해서는 황산, 암모니아,

불소 등을 이용한 복잡한 화학적 처리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폐수, 가스가 발생하며, 선광을 통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된다. 자세하게는, 희토류를 회수하고 있는 광물들은 몇 가지로 한정되는데, 해당 광물들은 모두 토륨과 우라늄 등 장수명

방사성 원소를 품고 있다. 희토류 산화물을 얻는 과정 역시 문제인데, 희토류 개발 과정 중 선광공정에서는 비산먼지, 방사성함유물질,

중금속 등 함유 폐석과 찌꺼기가 발생하고, 정제공정에서는 유해가스, 중금속, 방사성함유물질, 유기물함유 폐수 및 광물찌꺼기가

나온다(김동환, 2021). 이러한 독성 가스와 독성 폐수로 인해 토양, 하천 및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이전에 희토류 광산 및 제련소를 운영했던 과거 사례를 살펴보아도,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들을 무단 폐기하는 바람에

노동자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질병 및 기형아와 같은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 현재 중국 다음으로 많은 희토류 생산량을 가진 호주

역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제 공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후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을 뿐이다. 중국 역시

동일한 환경 및 인권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방사성 분진을 마시며 작업 중이며 이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주변 자연환경 및 가축에도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희토류의 수요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전환 수요와 관련된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영구자석, 연마제,

자동차 촉매, 배터리 합금, 금속 정제, 유리 첨가제, 세라믹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데,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가 더 증가할

곳은 영구자석이다. 특히 희토류 금속 중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이

영구자석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닌 자석으로, 대표적으로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의

핵심 재료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각종 가전제품에도 널리 사용된다. 전기차에서는 전기차의 구동 모터를

만드는 데 이 자석이 사용되며, 풍력발전기에서는 발전기의 터빈을 제작하는 데 해당

자석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가 급부상하면서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이 희토류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된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기차는 영구자석 수요의 9%를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30%, 2029년에는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743GW였으나, 2025년까지 약

1,210GW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기에 터빈용 영구자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Roskill, 2019). Eurometaux에서 발표한 세계 희토류 금속 수요 전망에

따르면, 디스프로슘은 2030년에는 5,000톤, 2050년에는 12,000톤, 네오디뮴은

2030년에는 65,000톤, 2050년에는 140,000톤, 프라세오디뮴은 2030년에

20,000톤, 2050년에 450,000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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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 세계적 수요 증가 현상으로 인해, 희토류의 공급망

및 수급 불안이 전망되고 있다. 중국 외 다른 나라들은 매장량

이 적기도 하고 경제성이 낮기에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없으며, 환경 및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차츰 희토류 생

산을 포기하고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의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희토류는 원소별로 따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

지 희토류가 함께 생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수요는 불균형적이

다. 세륨, 란타넘 등 경희토류의 경우 기술 변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어 일부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중희토류는

매장량이 적고 거의 중국에서만 생산된다. 이로써 중국은 17종

의 원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과 동시에, 영구

자석의 핵심 원료인 중희토류의 분리 공정을 58%의 비중으로

글로벌 독점 공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중국에

대한 영구자석 의존도가 98%에 이르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

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의 중요성 및 해외 의존에 따

른 위험성을 인식하여 공급망 행정명령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신규 생산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희토류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재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비축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25년까지 단일 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역내 공급

망 구축을 계획하여 2030년까지 역내 수요의 20%를 생산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굴, 공급망 다양화, 재활용을 통한

원자재 조달 노력과 동시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는 역외 공급에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구자열, 2021).

3. 결론

한국의 기초 금속, 배터리 및 희토류 금속 공급망은 시장 점유

율, 기술력, 생산, 품질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소재 혹

은 원자재 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EU 역

내 공급망 구축 전망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금속 원자재의 특

성상 단기간 내 생산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굴 사

업의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와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

제 준수, 프로젝트 승인 절차 등으로 신규 광산 개발이 억제되

는 상황이다. 특히 러·우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니

켈, 알루미늄, 구리, 팔라듐 등의 원자재 공급망이 악화되고, 원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공급 제약에 대한 주의 또한 필요

해 보인다. EU 측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광물을 비롯

해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할 전망이

다. ESG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국제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에

도 관련 요건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KOTRA, 22-017).

EU의 공급망 재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도 자원 국유화 이슈에

대비하여 재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해외 광산개발 투자 활성화를 진행하고, 자원 외교를 복원하며,

원자재 제련사업을 육성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 혹

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급한 경우에만 보

조금을 지급하는 제약이 새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남미 리튬

삼각지대 및 멕시코에서는 리튬 국유화로 통제권을 높이려는

시도가 검토되고 있어 추후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1년 블룸버그는 한국을 원자재 수급과 환경 분

야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한국의 원자재 수급 불안과 탄소

배출 구조를 지적하였다. 향후 특정국 원자재 의존이 해소되지

않고 환경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급망 경쟁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KITA, 2022).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원자재 제련산업을 육성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원

자재를 생산하고, 탄소발자국에 반영될 수 있는 원자재 탄소

배출의 저감을 통해 ESG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

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기존 첨단 산업 중간재 및 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

진하였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국

으로부터 수입이 불안정해진 품목은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으며, 원소재 생산 여부,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

국과 양자 혹은 다자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늘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2022).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원자재는 점차 늘어나고 있

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의 준비 없이 무분별한 자원 개발 및 착

취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환경 파괴와 오염은 돌

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친환경 기술 준비를

통해 청정생산공정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

기관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사

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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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중대성평가도입 실태 및 현황
31기 송지민 32기 강대윤 정혜림

1. 들어가며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치 역시 매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히 기업

홍보용으로 활동 성과만 간략히 작성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방면으로 기업의 활동을 분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중대성 평가’ 란이다.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관심 수준을 명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단계에서는 GRI standards, SASB, TCFD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 및 이니셔티브, ESG 평가기관 인덱스, 미디어 리서치, 동종산업 벤치마킹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슈 Pool을 구성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고객,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경영 전략, 미디어 분석 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향도(Business Impact)와 이해관계자 관

심도(Importance to stakeholders)를 파악하여 이슈를 검토하고, 각 이슈별 중요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슈 중요도 및 우선순

위 결정 과정을 통해 10가지 내외의 핵심 이슈를 선정한다.

이러한 중대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ESG 경영 전략에

반영하여 향후 기업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경영활동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주요한 이슈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책임있

는 경영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현재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 연계되어 구축된 전략 및 KPI 모두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투명하

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중대성 평가’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GRI(Global Reporting Index) 지표 하에서 만든 개념으로, 기업의 활동 중 ESG와 관련된 중대한 이슈를 뽑는다는 점에서 큰 틀은 기

존의 중대성 평가와 같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단일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만 집중했다면, 이중 중대성 평가는 이와 더불어 기업이 역으로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 이슈와 관련된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Inside-Out, Impact Materiality), 각 이슈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Outside-in,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특히 유럽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경우 본 개념을 차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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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중 중대성 평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이중 중

대성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맥락에서 지니는 근거와 이중 중대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 후, 국내에서 이중 중대

성 평가 방법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중 중대성 평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맥락과 본 평가가 지니는 한

계에 대해서도 알아본 뒤, 최종적으로 이중 중대성 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이중중대성평가의긍정적맥락

이중 중대성 평가는 GRI(Global Reporting Index) 지표 하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처음 관련 개념이 발표된 것은 2019년 6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중 중대성 개념을 포함한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이다. 이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20년 3월 발간

한 ‘Embracing the New Age of Materiality Harnessing the Pace of Change in ESG’도 이중 중대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2021년 4월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를 발표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것임을

발표했고, 마찬가지로 GRI역시 2023년부터 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을 필수사항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유

럽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초안에서도 이중 중대성 개념을 차용하여 ESG 공시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가 갖는 지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GRI Report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에 관해 가져온 원문이다.

GRI report: The double-materiality concept Application and issues

The concept of ‘double-materiality’ was first formally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19) in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Supplement o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 published in June 

2019. It encourages a company to judge materiality from two perspectives (European Commission, 2019, p.6): 1) “the 

extent necessary for an understanding of the company’s development, performance and position” and “in the broad 

sense of affecting the value of the company”; 2)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of the company’s activities on a broad 

range of stakeholders. The concept also implies the need to assess the interconnectivity of the two.

본 자료에서는 이중 중대성 평가의 두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는 기업의 발전, 성과, 위치 및 기업 가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두번째는 기업의 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야기한다. 지속가

능성 이슈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최종적

으로 이중 중대성의 개념은 이 두 가지 요인의 상관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인 ESRS에서는 2개의 공통 표준과 11개의 주제별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일반 원칙을 다루는 ESRS

1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CSRD에 포함된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

대성 평가 실행 절차 및 보고서 내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표준에서는 지속가능성

에 대한 영향과 재무적 가치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ESRS General Requirements에서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부문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여러 시간적 관점의 환경 및 사회적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을 모두 평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연우 외, 2023).

이처럼 유럽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에 대한 적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유럽의 금융 시장에서 이중 중대성 개념을 수용하

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DWS와 로베코(Robeco), JP모건체이스, 피델리티(Fidelity)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신형, 2022). 독일의 자산운용사인 DWS의 경우, 자사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게 이중 중대성을 고려하라고 요구하며 주식

형과 채권형, 혼합형 펀드의 투자 판단 과정에서 이중 중대성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로베코 역시 전체 운용 자산 중 5분의 1에 해당하

는 자산에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JP 모건체이스 역시도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이중 중대성 분석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피델리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중대성 지도(Materiality map)을 사용하여 총 127가지 항목을 평가

하여 기업마다 1-3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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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 중대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기존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기

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 넓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중요 이슈를 파악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익은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핵심 주주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다. 이처럼 단순히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 간에 상호작용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중 중대성 평가는 점차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기업사례

이중 중대성 평가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서도 이중 중대성 개념이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작년 9월 개최

된 ‘제2차 대한상의 업종별 ESG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지속가능보고서 중요요소로써 선정하는 등 이해관계자들

주도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발간하는 사례가 점차 늘

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인 한화시스템과 신한금융지주의 이중 중대성 평가를 사례로 하여 이중 중대성 평가의 방법론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은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화시스템의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

론은 총 3가지 단계를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ESG 이슈 풀(Issue Pool)을 구성했다. 국제 표준 및 ESG평가 지표 분석, 유사 산업 트렌드 분석, 글로벌 선진사 및 동종업계 분

석, 미디어 분석 등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52개의 잠재 이슈 풀을 구성하였고, 전년도 이슈 분석 및 주요 유관

부서 인터뷰를 통해 26개의 이슈 풀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회·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다음 4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① GRI Standards, UN SDGs, K-ESG, ISO 26000 등 국제 표준 지표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을 검토하였다.

②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해 환경, 사회, 경제 성과 및 ESG 이슈 관련 기사를 약 1,500건 검토하여 미디어 분석을 진행하였

다.

③ 글로벌 선진사 및 동종기업 11개 기업을 벤치마킹 분석하였다.

④ 임직원, 고객, 주주/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 미디어 등을 상대로 ESG 이슈 관련 분석 및 의견을 수렴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

견을 반영하였다.

사회 문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다음 2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① MSCI, S&P CSA 글로벌 ESG 평가 지표 및 SASB, TCFD 권고안 등 ESG 재무 관련 국제 스탠다드 권고안 및 평가기관을 분석하였

다.

② 임원, 관리직, 일반직 등 재무 영향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경영 이슈 및 ESG 이슈별 재무 중요도를 측정

하였다.

셋째, 최종 ESG 중대 이슈 10개를 선정 및 보고하였다. 이슈별 환경·사회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를 계량화하여 실시한 종합 평가

를 통해 중대 이슈를 도출해냈다. 최종 10개의 중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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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의 중대성 평가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론은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게끔 중대 이슈를 선정하게

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개의 최종 중대 이슈 중 ② 비즈니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⑤ 전사 재무 및 비재무 리

스크 통합 관리 체계 강화, ⑥ 친환경 청정기술 개발 전략 및 투자 확대는 재무적 영향 평가보다 환경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중대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최종 이슈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실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무적 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지라도, 외

부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비전에 적용되었다. 이처럼 이중 중대성 평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

해 기업이 행동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3.2.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GRI Standards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고하고 ESG 이

슈를 관리함에 그치지 않고,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으로 사회

·환경적 중요성을, 기업이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으로 재무적 중요성을 파악한다. 이때 사회·환경적 중요성의 핵심 이해관계

자로는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투자자를 제시하고, 재무적 중요성의 핵심 이해관계자로는 투자자를 상정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한 분석은 다음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GRI, CSRD와 같은 글로벌 기준 내 원칙에 기반한 평

가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재무적 영향 및 사회·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풀을 구성하기 위해 국제표준 검토, 규제사항 검토, 이해관

계자 설문,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분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56개의 이슈 풀을 구성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9개의 주

요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다.

신한금융지주의 9개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②선제적 환경 경영 전략, 정책,

시스템, 공시 고도화 ③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④여성 리더십 확대 ⑤고객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⑥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

영 ⑦ESG 통합경영체계 확립 ⑧경영활동 및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시 ⑨건전한 거버넌스 확립. 신한금융지주는 이러한 핵심 이슈를

친환경, 상생, 신뢰라는 3가지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관련 성과 및 활동을 공개하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핵심 이슈 및 그 외 이슈가 사회·환경, 재무상태,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을 미치는지 표로 도식화해서 나타냈다. 영향력의 정도는 High Impact / Medium Impact / Low Impact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핵

심 이슈별로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이슈별로 이중 중대성을 충족하는지와 단일 중대성만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35 Sustainability Review

분류 중대 이슈

거버넌스 ① 미래 성장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신규 기술개발(R&D) 강화

② 비즈니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③ 건전한 거버넌스 확보

④ 불공정행위 및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를 통한 투명한 기업 운영

⑤ 전사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통합 관리 체계 강화

환경 ⑥ 친환경 청정기술 개발 전략 및 투자 확대

⑦ 사업장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사회 ⑧ 책임있는 제품 생산과 제품 안전 품질 관리

⑨ 핵심 인재 유치 및 임직원 역량 개발

⑩ 임직원 복리후생 및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구현



①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②선제적 환경 경영 전략, 정책, 시스템, 공시 고도화 ⑥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

영 ⑦ ESG 통합경영체계 확립 ⑨건전한 거버넌스 확립 이슈는 환경·사회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에 모두 높은 영향(High Impact)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이슈들은 ‘이중 중대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③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④ 여성 리더십 확대

⑤ 고객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⑧ 경영활동 및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시 이슈는 재무적 영향도에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기존의 ‘단일 중대성’에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이중중대성평가의한계

이중 중대성 평가의 필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한편, 이중 중대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국제지

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는 작년 10월 21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

표했다. 대신에 ISSB는 국제회계기준재단 IFRS에서 사용하는 ‘중대성’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IFRS에서 말하는 ‘중대

성’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나 대출 등을 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포함한다. 즉, 이중 중대성 평가의 구성 요소인 사

회·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 중 재무적 영향에만 주목하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관한 재무정보만을 들

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을 강조하는 ISSB가 IFRS 회계기준의 중대성 개념을 수용하면서 EU 및 GRI 등에서 주장해온 이중 중대성의

개념을 업계에서 바로 통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펀드평가 및 금융정보 제공업체 모닝스타의 작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성의 정

의를 놓고 20개의 주요 자산운용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중 중대성에 동의하는 그룹과 ISSB의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중대

성에 동의하는 그룹, 국가별로 유연하게 ’중대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3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DWS, 알리안츠, 아문디 등

주로 유럽계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그룹은 EU의 의견에 따라 이중 중대성을 옹호했다. 이중 중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캐피탈그룹, 뱅가드 등 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그룹은 ISSB의 중대성의 정의에 동의하였고, 미국의 5대 자산운용사

로 일컫는 블랙록, 인베스코,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티로우프라이스는 국가별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중 중대성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며 이중

중대성 평가의 도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일 중대성의 대안적 역할

단일 중대성(Single Materiality)이 이중 중대성을 대신하여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중 중대성을 도입할 필요성이 부족

하다는 주장이다. 이중 중대성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ISSB의 재무적 영향에 중점을 둔 중대성의 정의에 동의한다. 이를 단일 중

대성, 또는 재무 중대성, 금융 중대성이라 일컫는다.

백태영 ISSB 위원은 단일 중대성의 기준이 이중 중대성의 기준에 비해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라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

업이 사회·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데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투자의 철회, 언론의 비판, 소비자의 외면 등 해당 기업에 부정적인 영

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즉, 기업가치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 외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통해 다양한 요

소들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관점의 공시라고 해서 투자자만이 해당 공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의 일차적 이용

자는 주주지만 협력업체나 정부, 소비자, 노조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 기업가치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도 투자자 등 일차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일 중대성은 기업의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중

중대성이 등장했다. 그러나 사실 단일 중대성은 이미 기업가치 관련 정보에서 해당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었고, 오히려 이중

중대성이 중첩된 정보를 담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ISSB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중 중대성의 도입을 반대하고 단

일 중대성의 유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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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의 모호성

이중 중대성이 가진 모호성은 이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중 중대성을 옹호하는 여러 지침에서는 이중 중대성의 도입

을 지시하면서도 이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보이지 않는다. 중대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

았고,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기준 선정을 비롯한 평가의 요소들을 기업에 전가하는 방법은 기업

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고민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상세한 기준이 없는 가이드라

인이 그 자체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이중 중대성 개념과 이중 중대성 평가의 긍정적 맥락과 이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사례, 그리고 이중 중대성 평가의

부정적 맥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중 중대성은 사회·환경적인 이슈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인 단일 중대성을 넘어, 기업

의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GRI에서 처음 제시된 개

념으로, GRI가 새롭게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 Standard 2021에서 2023년부터 GRI를 적용하는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ESRS 초안에서도 이중 중대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 중대성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과 신한금융지주가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

시하여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중 중대성을 반영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나타난다. ISSB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IFRS의 회계기준에 근거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는 단일 중대성만으로 이중 중대성의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중 중대성 방법론이 모호하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결국 어떠한 표준에 더 동의하는지에 따라 이

중 중대성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었고, 현재 유럽계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그룹은 이중 중대성을 옹호하는 반면 미국계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그룹은 이중 중대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중 중대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로 통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ESG 보고에 있어 기업들은 IFRS나 GRI의 기준을 이용하는데,

두 기준이 이중 중대성의 적용 여부에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된다. 현재 IFRS는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 초안을 아직 발표

하지 않은 반면 GRI는 GRI Standard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GRI의 표준에 따를 경우

이중 중대성 평가를 고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추후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발표된다면 IFRS가 중대성

개념을 단일 중대성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중대성 평가의 적용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FRS

와 GRI 중 어떤 기준을 따를지에 따라 이중 중대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중 중대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같이 외부의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이중 중대성의 적용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떤 공시 표준을 선정해야

할지 정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주시해야 하고, 이미 선택한 공시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의 내용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공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GRI를 준수하는 기업이라면 2023년 보고서부터 이중 중대성 평가를 반영해야 하

나, 이중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

서 먼저 이중 중대성의 개념에 대해 국제 기준들 간의 통일이 필요하고, 중대성의 구체적인 공시 방법론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안을 마

련하여 이중 중대성 평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과 그 구체적 방법론인 중대성 평가가 등장하였다. 중대

성 평가의 목적은 ESG 경영 전략에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투자적 관점에 근거한 재무적 가치가

기업 경영에 유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재무적 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비재무적 영향이

다시 기업에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적 관점의 중대성 개념에 해당하여,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핵심은 단일 중대성인지 이중 중대성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니

라, 어떠한 개념이든 기업이 사회, 환경, 그리고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중대

성 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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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석유, 석탄,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문제가

부각되며 자원 효율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를 위해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국가 정책으로 이미

수립되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은 다른 말로 순환경제 구조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순환경제는 생산, 소비, 폐기의 선형적

흐름에서 탈피하여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의 체제는 재활용경제로 몇 번의 재활용 후 자원을

폐기하는 형태이며 투입되는 천연자원과 폐기되는 물질의

양이 최소화되고 경제 내에서 순환되는 물질의 양을

극 대 화 하 는 궁 극 적 인 순 환 경 제 체 계 와 는 동 떨 어 져

있다(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완전한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활용 용이성, 제품 수명 연장 등 다각적인

방면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순환경제의 기조에 맞추어 최근 자원효율성의 기준에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투입 자원 대비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효율성을 그 측정방식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 순환경제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투입 자원과 부가가치

31기 육민서, 이재훈 32기 김준호

만이 아닌 두 요소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보조 지표로 고려하고 있다(곽인호, 2019).

EU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2022년 3월 에코디자인

규 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은 생산, 유통, 판매의 주체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규제

대상 제품의 종류 및 지침 영역의 확대와 소비자 정보 공개를

두 가지 핵심 축으로 한다(한국무역협회, 2022).

먼저,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 지침이 주목했던 영역인

에너지 효율성에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발자국을 더하였다.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순환경제 구조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영역을

추가한 것이다(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소비자 정보 공개의 경우, ‘디지털 제품 여권’의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였다. 이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은 규제 품목별로 해당 품목의 에코디자인

관련 정보를 담는 전자표식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소비자들은 해당 표식을 통해 상품의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매 이전에 파악할 수 있다.

EU와 Ecodesign 및
Digital product passport

39 Sustainability Review



2. 에코디자인 관련 논의

2.1. 요구 조건 및 적용 품목 확대

2022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

정은 각 품목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마련하고,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선 요구 조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규정이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주 요구조건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새 규정에서는 각 제품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조

건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그 조건들 중 기능 조건으로 내구성

(durability), 재 활 용 가 능 성 (reusability), 수 리 가 능 성

(repairability), 재활용원재료 비율(recycled content), 환경발

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조건의 표기에 관한 조건인 표기조건으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기능조건과 관련된 정보가 포장, 라벨, 웹사이트

또는 설명서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무역협

회, 2022). 이러한 기준의 확대 및 강화는 ‘2020년 EU 신-순

환경제 실행계획(CEAP)’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데, 해당 계획

의 하위 전략 중 하나로 에코디자인 규정이 포함된 것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적용되는 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에너지 소

비 및 에너지 관련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개정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physical products)’으로 범위

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더욱 진전된

논의에 따라 품목별로 영향 평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

적인 품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외의 규제로는 기업의

무분별한 재고 처리와 폐기에 대한 규제, 자율규제안 제출 등

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2.2. 한국의 대응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은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국은 ‘자원효율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U의 규제를 비롯

한 글로벌 표준을 지키는 것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

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2022년 4월 ‘환

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

정하여, 자원효율등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에 해당

한다. 한편 규제와 관련하여 EU 인증 표준과 자원효율등급제

간 인증 표준을 가급적 통일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

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에코디자인 관련 규제가 對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정부는 자원효율등급제를 추진함과 동

시에 EU측과 기술규제와 관련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 제3차 세계무역

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하여 에코디

자인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한 5건의 특정무역현안(STC)

을 제기했다. 그중 EU에 대해서는 무선통신기기, 전자디스플

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여, 관

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은 EU 규제를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벌고 무역 장벽

으로 기능할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외교적으로도 해당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으로 에코디자인 관련 규

제가 잘 정착하여 기업들이 EU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필요한 일

일 것이다.

2.3. 에코디자인 규제를 둘러싼 우려

그러나 아직 에코디자인 규제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엔 어려

운 측면이 있는데, EU의 ESPR 개정안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EU 이사회에서

나타난 의견들에 따르면, 다수의 회원국들이 디지털 여권과 에

코디자인 규제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또 일부

회원국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 우려의 내용으로는

ESPR 규정에 따라 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개별 회원국들의 현

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여권 자체에 대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

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기업의 기밀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에코디자인 관련 논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제품 여권 또한 ESPR의 일부로 올해 초 소개되었다. 디

지털 제품 여권은 EU에 수출되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디지털

정보를 부착하는 것이다. 담기는 정보는 제품의 부품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비율, 수리 및 해체 가능 여부, 수명 정보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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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청소기 등 EU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디지

털 제품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 여권이

EU의 순환경제 규칙의 핵심 의제이고 에코디자인 규정의 범위

가 장기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적

용 범위가 섬유, 가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강노경, 2022).

디지털 제품 여권은 소비자가 쉽게 공급망 정보를 알 수 있다

는 점에서 편의성과 EU 감독하에 기록된 정보라는 점에서 객

관성을 지닌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를 촉진시키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의 제약 요인에는 크게 6개가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무력감,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의 어려움, 지속가능한 소

비에 대한 무관심,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의심, 기반의 부족

과 경제적 문제이다(김정원, 2022). 디지털 제품 여권은 이 중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의 어려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의심,

기반의 부족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의 어려움은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소비

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번거로운 일로 치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전자 제품 여권의 목적 자체가 정보 공시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인만큼 그 방식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예시 이미지와 같이 디지털 제품 여권은 스마트폰을 통

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

접근 방식(QR 코드 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매 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의심은 기업의 마케팅, 브랜드 및 제

품에 대한 개인의 불신에서 시작한다. 기업의 친환경 관련 제

품 및 서비스 혹은 ESG 경영의 이면에는 영리 추구라는 궁극

적 목적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소비자는 친환경 광고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 친환경 제품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김정원, 2022). 하지만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전

달하는 주체가 기업의 광고가 아닌 EU 감독하에 기록되는 디

지털 제품 여권이라면 위와 같은 소비자의 냉소적 태도를 완화

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반의 부족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구조의 미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어렵거나 친

환경 제품 자체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원

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그 예시이다. 디지털 제품 여

권과 에코디자인 규정이 도입된다면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은 모

두 해결될 것이다. 기반의 부족은 소비자들이 제약으로 인식하

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표인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의 의미가 크다(김정원, 2022).

사례1: 배터리 분야

디지털 제품 여권 중 배터리 산업분야에서의 여권의 중요성이

중대하게 떠오르고 있고 이에 맞추어,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

스(GBA)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배터리

전자여권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공개했다.

그동안 세계 정부와 각종 협의체는 배터리 전자여권의 필요성

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실제 프로토타입이 시연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전자여

권 개발 프로젝트에 기존에 참여했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

번에 새롭게 참여함다고 밝혔다. 이 밖에 테슬라, 아우디, 르노,

BASF, CATL, 글렌코어 등이 전자여권 개발에 참여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와 SK온은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SK온은 배터리 전자 여권

을 개발하는 GBA 회원사로 등록돼있으며 아직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터리 업계는 자사에 유리한 배터리 여권 환경을 갖추기 위해

SK온도 이르면 연내 배터리 전자 여권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

힐 것으로 보여진다.

배터리 전자여권이란 원재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정보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

배터리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기본 정보와 물류 정보, 제

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조 사업장의 인권 및

아동노동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제품 여권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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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국제의 배터리 관련 전자여권 사례

우리나라의 GBA배터리 여권 참여 이외에도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예시로 독일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

중국 EVMAM-TBRAT 이력 추적 관리 플랫폼, 일본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 개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이 많은 산업구조이므로 배터리, 반도체, 완성차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해당

산업군에 따른 국제 이니셔티브를 참조하여 선제적으로 표준화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기존의 업계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제품여권 시스템을 미리 만드는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확장가능성

최근 중요한 이차전지 관련 산업군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에서 선도기술로 자리잡을 분야들에 대한 여권 시스템을 정부와

기업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런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두 관리되는 통합형 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하는

방안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활발한 소비문화의 기조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제품의 주기를

생산-소비-폐기로 제한하는 선형경제에서 기인하였다. 현재 이를 극복하고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효율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아직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여러 우려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규정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순환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국의 산업계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아직은 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 해외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단계이며 현 상태에서는 일단 EU의 규정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생산자 책임제도, 제품 생산이력제 등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후 기업의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순환경제 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은 공급망 참여자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협력사와 공급업체까지 관련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재활용

용이성을 위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하며 신제품 개발 시 제품 수명 및 확장성을 고려하고 폐기 제품에 대한

재활용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한 순환경제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 여러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인만큼 각 국가 혹은 지역단위에서 순환경제를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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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소비자들의 윤리 의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뷰티 업계에도 ‘클린뷰티’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브랜드 파워만을 믿고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성능과 안전성, 나아가서는 제품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뷰티 제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뷰티 기업들은 ‘클린뷰티’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2.클린뷰티트렌드

2.1.정의

그렇다면 이때 ‘클린뷰티’란 정확히 어떠한 개념을 일컫는 것일까?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된 클린뷰티에 대한 절대적이고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각 주체마다, 상황마다 해당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미를 수합해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해 성분 및 유해 의심 성분이 없는 제품을 뜻한다. 즉, 제품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이때 유해 성분에는

아보벤젠, 실리콘, 옥시벤존, 미네랄오일 등의 성분이 포함되며, 피부, 건강 및 자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영화, 2021). 클린뷰티를 직역하면 깨끗한 화장품이라는 뜻이기에,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기농 성분만을 포함한 ‘오가닉 뷰티’, 천연 성분만을 포함한 ‘내추럴 뷰티’ 등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클린뷰티라고 해서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화학성분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만을 배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실험을 배제한 제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또는

‘비건뷰티’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화장품을 제조할 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나,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동물성 원료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클린뷰티란 포장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이다. 제품의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혹은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배제하고 포장재를 최소화한 화장품을 의미한다.

2.2.글로벌동향

마켓스탯빌(Market Stats Vill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약 66억 달러 규모를 형성한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은 2030년

180억 달러를 달성하고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뷰티 시장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의 물결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펜데믹 이후부터는, 여러 국가들에서 앞다투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클린뷰티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클린뷰티의 중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제도나 입장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클린뷰티:
뷰티 브랜드들의

지속가능성 실천 동향

31기 전혜린 허정 32기 강대윤 김선영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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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럽연합(EU)의 경우, 그린딜 정책의 영향으로 화장품의

원료, 제조과정, 포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사람과 환경,

그리고 동물을 모두 고려하는 소비 문화가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는 EU의 클린뷰티 시장이 2025년

까지 29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데, 우선 첫 번째는 클린뷰티 제품군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

의 증가이다. 클린뷰티 특화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관련 인증

및 입증정보 공개가 용이해져 그린워싱 기업을 골라내기 보다

쉬워진 것이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스스로 윤리

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어, 클린뷰티

인증이 활성화되었다는 경향성도 꼽을 수 있다. 관련 주요 인

증으로는 EU에서 부여하는 에코라벨(Ecolabel)과 5~6종의 민

간기관 인증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퍼스널케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은 클린뷰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시장 조사 업체인

NPD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클린뷰티는 미

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난 4년간 2배 이상 성장한 수치라고 한다. 비단 프리미엄 시

장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인디 및 매스 브랜드 시장에도 여

러 클린뷰티 브랜드들이 빠르게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소

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역시 EU와 마찬가지로 제3자

인 증 의 중 요 성 이 대 두 되 어 에 코 서 트 (Ecocert) 나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등에서 발급한 인증이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력을

지닌 다양한 법안도 발의되었다. 포름알데히드, 이소부틸파라

벤 등 퍼스널 케어 제품에 들어가는 12개 성분은 'Toxic-Free

Cosmetics Act'가 입법화됨에 따라 사용이 금기시되고 있다.

이 외에 기업 측면의 움직임 또한 적극적으로 일고 있다. 이른

바 ‘향수법안(Safer Fragrance Bill)’의 통과에 화장품 기업인

뷰티카운터(Beautycounter)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데,

이 법안은 판매할 향수에 포함되는 모든 알레르기 항원 원료를

캘리포니아 공공보건청(CDPH)에 밝혀야만 해당 주에서 향수

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3.관련인증마크

화장품 시장 내에서 클린뷰티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클린

뷰티 요소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인증마크들도 함께 주목

을 받고 있다. 화장품 제조사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인증

마크를 취득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이 받은 인증마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보다 합

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클린뷰티 관련 인증마크로는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라벨 Ecocert, 국제 자연주의 퍼스널 케어 제품 인증 Natrue,

국제 유기농 화장품 라벨 Cosmebio, 국제 비건 제품 라벨

Vegan Trademark, 국제 비동물실험 제품 라벨 Leaping

Bunny, 미국 크루얼티프리 및 비건 제품 로고 PETA’s Logo

등이 있다. 그 외에도, EWG verified, FSC, Biorius, Cosmos,

한국 비건 인증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Butterfly mark, cert

CLEAN, ICADA 등 각종 인증마크들은 각기 다른 기준들을 지

니며 제품들에 부여된다.

이 중 Natrue와 Leaping Bunny는 각각 유해 성분 배제와 동

물 실험 배제 인증의 대표주자라고할 수 있다. Natrue는 자연

화장품에 관한 엄격한 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자연 및 유기농 성분, 환경 친화적 제조

방법, 유해 성분의 배제 등의 엄격한 기준을 고려하여 3단계에

걸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Leaping Bunny는 1966년 북미주

8개 동물보호 단체에 의해 탄생한 인증이다. 인증마크의 이름

은 마스카라 출시 전 실험용으로 종 특성상 눈물의 양이 적은

토끼가 쓰였던 사실에서 유래하였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동

물 실험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 나간

다는 약속을 한 기업에 대해 해당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 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화장품 유통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화장품 유통기업 ‘세포라

(Sephora)’의 대표 캠페인 ‘클린 앳 세포라(Clean at Sephora)’

는 유해 성분 배제 기조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세포라는 파라벤, 미네랄오일, 포름알데히드 등 50여

개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합성 향의 함유율이 1%미만인 제품

에 대해 자체적으로 ‘클린 앳 세포라’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

다. 해당 캠페인은 2018년 미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에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는 202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편집숍의 특성상, 이러한 인증마크의 부여는 화장품 제조

사들로 하여금 화장품을 기획할 때 함유 성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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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표기업

3.1.유해성분배제

유해성분 배제로 클린뷰티를 실천하는 대표적 기업의 사례로

는 한국의 아로마티카가 있다. 아로마티카는 “SAVE THE

SKIN, SAVE THE PLANET”이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유해성분

이 배제된 화장품들을 제작∙판매하는 토종 유기농 화장품 전문

기업이다. 클린뷰티의 대표격답게 아로마티카의 모든 제품은

100% 천연 성분으로 이뤄져있으며 그 중 70%가 유기농이다

(오승일, 2017.05.01).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소비자에게 증명

하기 위해 아로마티카는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중

에는 앞서 언급된 COSMOS와 ECOCERT 인증은 물론 EWG

verified와 같은 해외의 권위있는 기관의 인증이 포함되어 있

다. 아로마티카는 2011년 EWG 선정 ‘안전한 화장품 챔피언’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한, 아로마티카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클린뷰티 색채를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클린 뷰티 기준서를

재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에게는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졌던 EWG verified, COSMOS와 같은

인증의 자격 요건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기업 제품의 생체적

합성과 그 위상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3.2.크루얼티프리 (비건)

크루얼티 프리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건 뷰티브랜드로

는 이솝과 아로마티카, 그리고 디어달리아가 있다. 우선, 자연

을 닮은 특유의 향과 독특한 오프라인 매장 구성으로 우리의

발길을 사로잡는 브랜드 ‘이솝(Aēsop)’은 Leaping Bunny와

PETA recognition 등 비건 관련 인증 마크를 획득한 브랜드이

다. 제품의 원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윤리적 소싱 프로

그램을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어떤 제품

에도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성분 중에 과거에 동물 실험이 있었는지도 검수하여 지

속적으로 PETA의 비건 및 크루얼티 프리 승인 기준을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아로마티카는 앞서 언급된 제품 안전성 측면

에서도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건뷰티브랜드로서

의 정체성 역시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비건 소사이어티 파트

너에 등록되고 한국 비건인증원 인증을 획득하는 등 여러 인증

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제품 제조 시 생명윤리를 중시하여 식

물 유래 원료만을 사용한 식물성 천연 유기농 원료인 비건포뮬

러로 처방한다. 이에 더해, 멸종 위기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는

처방하지 않음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

으로, 디어달리아도 비건 소사이어티와 PETA 기관을 통해 크

루얼티 프리와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이다. 제조사로부터

100%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아서 제품.

을 개발한다. 제품 원료에서 일반 메이크업의 제품의 주요 성

분 중 동물성 원료인 카민색소나 비즈왁스까지 모두 배제했다.

3.3.친환경소재

이솝은 포장에서도 친환경적인 실천이 잘 드러난다. 포장을 할

때 재활용 유리로 만든 갈색 유리병을 특히 선호하는데, 이것

은 알코올이나 의약품을 보관하는 데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

던 용기와 닮아있다. 유리의 소재 특성상 내부 물질이 잘 보존

되고, 어두운 색깔이 외부로부터의 자외선을 막아주어 방부제

사용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솝의 일부 용기의 플라

스틱 또한 97%의 재활용 자재로 구성된 PET로, 버진 PET 소

재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큰 도움을 준다. PET

는 무게가 가벼워 운송 시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역시 최소

화하며, 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낭비를 막아주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핸드크림을 비롯한 주력 상품의 용기

에 알루미늄 튜브를 활용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매우 용이한 소재 중 하나이다. 가볍고 용량 조절도

용이하여,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성 모두를 잡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제품을 담는 용기 이외에도 이솝의 독보적인 포장

기술이 돋보이는 곳은 또 있다. 외부 패키지에 있어 비닐 대신

종이를, 종이보다는 천을 활용함으로써, 상품 포장 시에 일반

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솝에서는 아이보리색 파우치에 소비자가 구매한 상

품을 담아주는데, 이는 60%의 재활용 면과 40%의 오가닉 면

으로 만든 천 가방이다. 소재 자체의 환경 부하가 적을 뿐만 아

니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결론

클린뷰티가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에

클린뷰티를 기조로 삼았던 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뷰티 브랜드

들도 너나할 것 없이 그 흐름에 편승하는 추세이다. 화장품 제

조사들뿐만 아니라 유통 업체 역시도 클린뷰티를 의식하는 현

상은 지속가능성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업계의 변화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윤리적이고 때로

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

다. 클린뷰티라는 일종의 유행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린뷰티의 확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따랐으니, 바로 클

린뷰티라는 명패가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반드시 보장해주

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라벤과 티트리오일의 사

례를 들 수 있다. 파라벤의 경우 대부분의 유해성분 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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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및 기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해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지

만, 동시에 2019년 미국 접촉 피부염 협회에서 선정한 비알레

르기성 성분이자 가장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방부제 중 하

나이다. 다양한 과학적 연구가 파라벤이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

되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파라벤은 필

요 이상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서, 여드름 개

선 효능이 있는 성분으로 선호도가 높은 티트리 오일의 경우,

CIR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감작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다(김다슬 외 4인, 2021). 더

불어, 대중은 천연물질은 합성물질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인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

되어 배합한도가 관리되고 있는 합성물질과 유래, 공정 및 효

능이 불명확한 천연물질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천연 성분은 안전하고

화학 성분은 유해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클린뷰티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마케팅 수

단화된 ‘클린뷰티’라는 이름에 현혹되기 보다는 명패 너머의

‘클린뷰티’적 가치에 공감하며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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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022년은 코로나의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다양한 국제적 파동으로 뒤섞인 해였다. 특히 작년

이상기후 현상은 각종 수치와 국가적 대응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발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5배가 산

불로 소실되었으며, 8월 5일 데스밸리 내 Furnace creek 지역에서는 하루만에 1년치 강수량의 75%를 쏟아낸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전 세계 포도, 올리브의 유통 중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유럽의 대표적 농산물 생산지 이베리아 반도는 기온이 최고 47ºC까지 상승하

며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이상기후로 미국 일부 지역과 칠레 수도권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을 제한하고 배급제를 실시

하고 수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등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다. 기후는 인류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농업을 비롯한 식량 생산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가용 수자원이 크게 줄고 식량 생산량과 가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자 글로

벌 농산물 및 식량 공급망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식량이 정치적, 외교적 무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식량안보, 빈곤, 기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실제로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17개 목표 중 두 번째(Goal 2: 기아의 근절, 식량안보의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확대)로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SDGs는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를 마련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는 만큼 ESG 트

렌드에 영향력이 큰 지표이다.

그림(다음 페이지)은 2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보여주며, 2번 목표는 총 8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회색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

한 5개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다(이효정, 2022). 상기 나열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량 공급의 기틀을 제공하는 농업

과 식품 산업의 협력과 발전, 그리고 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유관 기업들도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ESG 트렌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외 농업 및 식품 제조-가공 분야에서는 ESG 경영 도입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주요 ESG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업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에서 ESG와 관련해 각광받고 있는 키워드와 중점 분야를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표적 기업 사례를 통해 적용 방안을 탐구하며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농업 및 식품업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ESG 트렌드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을지 간단히 제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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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부분

2.1.농업 ESG현황

농업은 토지를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산업으로서 인류의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산업군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ESG 도입이 더디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가 확산되면서 1차 산업인 농업에도 ESG 바람이 불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과 COVID 19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일반 물가를 상승시키는 '

애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향되면서 친환경 제품, 유통 과정의 친환경성 등 재배부터 소비자

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환경적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이 농업에 ESG 확산을 일으키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ESG 경영이 절실해졌지만 아직 산업군 전반에서 ESG 도입에 대한 의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산

업군 전체의 노령화, 농기업 대비 큰 가족농/소농의 비율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에 정부 각 관계부처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

털 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그린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반 마련, 유통 과정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청년농

업인 육성 등 ESG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ESG 도입을 앞당기는 중이다. 2022년 농촌진흥청과 농

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농촌 활력제고, 식량자급률 향상,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

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 ESG 경영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에서도 ESG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가장 강조되는 부분인 환경(E)에서는 ‘저탄소 농업’이, 사회(S)에서는 ‘사회적 농업’, 거버넌스(G)에서는 ‘투명한 절차’가 핵심 전략

키워드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농업생산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인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를 통해 다양한 탄소감축 농업 방식이 개발 및 실행되고 있다. 논의 토양 중 공기가 없어 혐

기적인 조건이 되면 온실가스인 메탄(CH4)이 발생하는데, 메탄을 줄이기 위해 논에 물이 필요 없는 시기에 중간물떼기를 하고, 유수

형성기, 등숙 초기에 얕게 걸러 대기를 실시해 물을 빼내어 토양에 산소를 공급해주면 메탄생성균의 생육이 억제돼 메탄 발생이 줄어

들게 된다. 질소 저감도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을 준다. 서서히 녹아서 지속적으로 질소 양분을 공급해 주는 완효성 비료가 보급되고

있으며, 질소 가스가 방출되는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개발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차(Bio-c㏊r)1 보급, 스마트 축사를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 등이 저탄소 농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강성수, 2021).

1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rcoal)의 합성어로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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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가속화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농업 활동을 통해 사

회적 약자를 돌보고 교육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 사회적 농업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농업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꾀하고 농촌에서 함께 살

아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 재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농가

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이 가능하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등으로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에 일관된 운영

기준이 없어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

사(복수 응답)’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사회 생활이 어

려운 점으로 ‘힘든 노동(67.9％)’ 외에도 ‘협동 조합과의 관계

(29.7％)’를 지목했다. 농협, 수협, 축협 등의 농업 협동조합과

농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농업 유통, 거래 과정에서

의 불공정함과 갑질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2.2.국가적제도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 지원정책이 있

는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부문 탄소배출

권거래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

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

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도입된 이 사

업은 2020년 기준 763농가가 참여했다. 이 중 418농가에서

약 9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총 9억7000만 원의 인

센티브를 지원받았다. 농가가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3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우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연간 30톤

을 감축하는 것은 30년생 소나무 약 45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

을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한다면 기업과 농촌의 상생협

력도 가능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감축 실적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려 추가적인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은 농업 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는 영농 방법과 기술인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 생산 전 과정

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

는 제도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

리적 소비선택권을 제공한다. 또한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저탄

소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9%까지 포인트 적립을 해주며,

농업인들은 이를 통해 판로의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농림부에서는 농촌에 사회적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과

제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 영농조합

법인 중심의 사회적 농장을 완성하였고, 현재 3명의 사회복지

사와 10명의 마을 어르신을 투입해 전남 장애인 복지관 소속

20명의 지적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학

교 학생에게 농업 체험을 통한 자립역량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 농장주와 협력하여 은퇴한 노년이 농촌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우수사례

한국농어촌공사는 본격적인 ESG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농어

촌공사는 올해 초 KRC 혁신 뉴딜 전략을 수립해 그린 경제와

상생 플랫폼 등 ESG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를 발판으

로 녹색 사회, 포용 사회, 투명사회를 핵심가치로 농어촌을 위

한 ESG 경영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문에서는 농어촌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ECO(Energy·Carbon Zero·Operation) 전략

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 파트에서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4만t 감축을 목표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벼 재배 물 관리 방식 개선으로

농업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힘쓸 예정이다. 또 탄소 제로와 관

련해 전국 167개 시군의 511개소 농업용수 공급지역을 대상으

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가뭄·홍수·수질 등에 대비

한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후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거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노력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어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친환

경차 도입 등 녹색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과 함께, 농어

촌 생태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과 어도

개보수를 추진하고,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 수질 측정망 강

화와 친환경 지하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부문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촌 포용 HUG (Hope· Upgrade·

Guard)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Hope는 농어촌 고령화와 취

약계층 소득 기반 약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어촌의 미

래를 이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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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농어촌 희망 일자리를 창출한

다는 방안이다. Upgrade는 공간 디자인을 통한 생활 SOC 개

선과 함께, 사회적 농장 육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재능 나눔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복을 도우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

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재난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적시 적기 대응이 가능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 역할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경영과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소통 채널 120개를 구축

해 농어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영기업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농기계 기업 TYM은 지난 3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신규 획득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움

직임을 보였다. ISO 45001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 회사에 부여된

다. 특히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실천 계획 운영, 도급업체 안

전보건 예방 활동, 코로나19 예방관리 등 안전보건 예방 활동

과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TYM에 따르면 그룹 내 모

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인 안전경영팀

을 신설하고 작업장 내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TYM은 지난해 2월 농기계 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사내 ESG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해 장

기적인 ESG 비전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는 중이다.

3.식품업부문

3.1.식품업 ESG현황

식품업은 식품의 원재료가 자연 환경에서 유래하고, 제조와 생

산 또한 환경적인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크며, 그 뒤로

남겨진 식품 폐기물 역시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ESG,

그중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 소비자의 주목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분야이다. 식품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그리고 식품접객업 등 총 8종(정기혜,

2014.07.01.)으로 나뉜다. 본 고에서는 식품업을 식품제조가

공업에 국한하여 경영 현장에서 볼 수 있는 ESG에 관해 논하

고자 한다.

현재 식품업계의 ESG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는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대체식품, 공급망이다.

‘푸드 업사이클’(Food Upcycle)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

는 부산물이나, 외관상의 문제로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식재료 등을 재가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해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탄소 배출 감축과 친환경 패키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같은 부산물을 활용해 만드는 유형과 크기가 작거

나 구멍이 난 B급 농산물을 재판매하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맥

주 찌꺼기로 만든 쿠키 반죽이나 못난이 채소를 모아 제조한

과일주 및 피클이 그 예시이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푸드

업사이클링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단순히 없

애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식품업계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키워드인 대체식품은 동물에

기반한 전통적 농축산업 방식 대신 주로 콩, 버섯 등에서 추출

한 식물성 단백질이나 첨단 미생물 발효 기술로 개발한 단백질

로 만든 식품이다. 대체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환경에 악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알려진 축산업을 대신하여 환경 오염 없

이 고기를 만드는 대체육이다. 싱가포르 식품청은 대체육을

‘통제된 조건에서 자란 식물, 배양육과 같은 동물 이외의 공급

원에서 파생된 육류’로 정의한다(김태호, 2022.08.22). 국내

에서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체육은 크게 식물, 해조류, 미생물 등에서 추

출한 식물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고기인 식물성 고기,

식용가능한 곤충으로 만드는 단백질 대체 식품인 식용곤충, 실

제 동물의 세포를 키워 얻어내는 고기인 배양육 등 3가지로 분

류한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투자 및 기술 개

발 역시 활발하다. 대체육은 채식인구가 늘어나고 환경 보호와

동물 윤리 문제, 보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주목받기 시작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Mintel의 설문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26%가 채식주

의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49%에 이르는 설문 응답자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대체육을 시도한 바 있다고 답했고, 국제식품정

보협의회의 설문에 따르면 41%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을

시도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육을 먹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한다(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식품 대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대기업

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체식품 관련 업체를 발굴하고, M&A·

투자를 추진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네슬레(Nestle)는

2017년 스위트 어스(Sweet Earth)를 인수하며 식물성 대체육

사업을 확장해왔고, 미국 대형 축산 기업 타이슨푸드(Tyson

Foods)는 2019년 대체육 브랜드 ‘레이즈드앤루티드(Raised &

Rooted)’를 신규 론칭하여 100% 식물성 고기 성분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자사 산하 투자회사 타

이슨벤처스(Tyson Ventures)를 통해 식물성 해산물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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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푸드(New Wave Foods)에 투자했다(삼정KPMG 경

제연구원). 맥도날드에서도 식물 기반 대체육 라인인 맥플랜트

(McPlant) 출시를 예고하는 등 주요 레스토랑 체인들에서 식

물기반 대체육 메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식품업계는 환경(E)에 집중하며 사회(S)에 관한 활동에도 적극

적이다. ‘상생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공급망 내의 협력사를 지

원하고 공정무역, 인종차별, 아동노동과 관련된 각종 노동 문

제 및 공급망 내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국내 식음료 업계 역시 지역 농가와의 계약 재배 및

로컬 소싱을 통해 국내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산물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일례로 공차는 해남 지역의 농가와 협업하여 여름

시즌 음료로 ‘초당 옥수수’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롯데 GRS 엔

제리너스는 가공에 문제가 없는 B급 농산물이 상품성을 이유

로 폐기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역농가와 협업하여 상품

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해 공급망 전체에서 폐기물을 감축

하였다(aTFIS).

3.2.국가적제도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022년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제도에

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

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

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

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

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광욱 외 4인, 2022.04.08).

3.3.우수사례

식품업계는 ‘네슬레(Nestle)’와 ‘다논(Danone)’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ESG 전반

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네슬레(Nestle)와 유

니레버(Unilever), 그리고 앞서 언급한 푸드 리사이클의 사례

인 AB 인베브를 소개하고자 한다.

'네슬레(Nestle)'는 세계 최초로 공유 가치 창출 개념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여 식품업계의 ESG의 선두에 서있으며 '지속가

능한 농업'과 '자연환경 보존'의 두 가지 분야를 핵심과제로 삼

고 이에 대한 5년, 10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네슬레는 2017년 스위트 어스(Sweet Earth)를 인수하며 식물

성 대체육 사업에 뛰어들었으며(삼정KPMG 경제연구원) 네슬

레의 하위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국제자연보존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가

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사의 생물 다양성 관리 성과에 대해 보

고하고 있다(이광욱 외 4인, 2022.04.08). 최근 네슬레는 코

코아 재배 농부들의 가계를 보조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묘목

을 배포하는 '코코아플랜' 등 농가 재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해선, 2021.10.25).

유니레버는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가 선정한 식음료부문에서 1등을

한 기업이다. 유니레버 역시 환경, 사회 등 여러 부분에서 두드

러지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기업은 전 직원에게 생활임

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걸프만 인접국 중 법적 최저임금이

없는 국가의 직원은 생활임금을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공급망 내에서 공정 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급망

의 근로자 또한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이해선, 2021.10.25). 환경적 측면으로는 식물

성 대체육 관련 자회사인 더베지테리언부처(The Vegetarian

Butcher), 버거킹과 유럽 25개국에 식물성 ‘Whopper’ 패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물성 와퍼 공급 대상 국가, 지역을

2020년 중국,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대했

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벨기에 맥주 기업 AB인베브는 2018년 5월, 맥주 제조 후 남은

곡물을 활용해 음료를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 캔버스(Canvas)

에 투자했으며 맥주 부산물을 통한 푸드 업사이클 관련 사업을

활발히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삼정KPMG경제연구

원). 이러한 푸드 업사이클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AB인베브는

보리를 재료로 단백질과 섬유소 등 지속가능한 재료로 변환해

다양한 식품 및 음료를 만드는 에버그레인(EverGrain)과 파트

너십을 체결하였다(이광욱 외 4인, 2022.04.08).

4. 농식품업평가지표

농업 및 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로 쓰이는

SAFA(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ystem) 는 유 엔 식 량 농 업 기 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2013년 출시

한 지표이다. SAFA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제’의

차원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지속가능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 아래에 21개의 주제가, 그리고 그 아래에 58개의 하위

주제가 파생되어 하위 주제별로 총 116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SAFA는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농업 및 식품 분야

Winter 2023 52



의 지속가능성 평가 툴이며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단체는 이 지

표를 기반으로 자체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중에 있다.. 세계 지

속가능성 협회(WSO)의 Friend of the Sea, Friend of the

Earth 프로그램,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FiBL)의 SMART, 뉴

질랜드 AgriBusiness 그룹의 지속가능성 대시보드 (NZSD) 등

이 그 예시이다.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의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이하 FAB) 역시 식품 및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다.FAB는 유

엔(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체인 WBA가 인권·환경·디지털 포용성 등 7개 분야에서

개발한 특화된 벤치마크 중 하나이다. FAB는 총 네가지(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전략, 영양) 대분류를 토대로 45개의 세부영

역으로 평가하며 점수 산정 시 환경은 30%, 사회 30%, 지배

구조 10%, 영양은 30%만큼의 가중치를 두어 점수가 산정된

다 . 2021년 선정된 기업은 총 350개였으며 유니레버

(Unilever)가 71.7점으로 1위를, 네슬레(Nestle)가 68.5점으로

2위를, 이어서 다논(Danone)이 63.6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식품으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 책임감

있는 마케팅, 개인데이터보호를 위한 노력 등 또한 평가 항목

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정도 규모와 체계가 있는 농

업 및 식품 기업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라는 점에서 타 지

표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FSA는 2014년 SAI Platform에 의해 출범되었다 . SAI

Platform은 식품 및 음료 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다. SAI

Platform은 FSA를 통해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개선하

며 식음료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의 일관성을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SA는 농장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지속가능성만을 평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다른

지표들과 달리 오롯이 ‘농장의 생산 과정에만’ 집중한 지표임을

의미한다. 평가 지표는 10개의 대분류 아래 총 4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환경(E), 사회(S), 경제, 농장 관리

(Farm management)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분류는 대

기질과 배출량, 생물다양성, 화학적 통제, 농장 관리와 지역사

회, 근무 환경, 영양 관리, 토양 관리, 폐기물 관리, 물 관리, 식

물 재료 선택 및 번식으로 구성된다. FSA는 농장 내에서 이뤄

지는 활동만을 평가하는 만큼 대규모 기업보다는 영세한 농장

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여겨진다(대신경

제연구소, 2022).

EU의 농업환경정책 추진과 2020년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저탄소 사회, 나아가 농식품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

의되는 과정에서, 1990년대부터 OECD를 중심으로 농업환경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고,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10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식품업 환경 정보의 개념이나 구체적

인 정책 목표의 설정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별부

처에 의한 분산적 자료 수집과 활용의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

러있다. 수집된 자료들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국내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개선 요구

등에 대처할 농업환경 수준 평가, 농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이다. 또한 농식품업 관련 평가지표는 식품인증제(저탄소 인증,

HACCP, 동물복지 인증 등)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업과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마

련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성과 평가에 필요한 지표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적인 농업 ESG 경영

을 위해, 위에 기술한 해외 주요 평가 지표를 분석하고 국내 상

황에 맞는 지표 정립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그간 ESG를 둘러싸고 있었던 논쟁들은 기업의 목적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ESG가 기업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

으로 남을 것을 염려하였다. 하지만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주 자

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환을 선언하며 오늘날

ESG 경영은 하나의 세계적 표준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현재는

다른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농업과 식품 부문이 ESG 경영 평

가 기관이나 표준 제정 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적극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및 식품 부문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늘

어나는 인구의 밥상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량이 증가

해야 하는데 그만큼 농식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확대되

며 관련 기술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완효성 비료, 가축 분뇨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이 관

심을 받고 있으며, 식품업 분야에서는 업사이클링 및 맛과 질

감을 기존 육류와 상당히 비슷하게 재현하여 외국에서는 꽤나

쉽게 볼 수 있는 대체육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

는 상황이다. 농업과 식품업계가 지속 가능하다는 뜻은, 단순

히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원

동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ESG 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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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차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농업과 식품 산업에서도 시급히 통일된 ESG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세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역시 변화하는 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1차산물을 제공하는
지역 내 농축수산물 공동체와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FOCUS
ESG와 최근 이슈

ESG 마케팅과 소비 트렌드

Cop 27의 주요 아젠다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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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 양지영 32기 강채림, 권민경, 이현준

1. 서론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관리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성과를 보고 투자처를 정하기 시작하였고, ESG를 테마로 한 여러 펀드와 금융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에는 수출에 있어 기후변화(탄소 ), 노동 , 인권이 중요한 변수이자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3).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국표준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150개의

기업들이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발간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ESG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자나 평가기관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ESG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가치소비’, ‘미닝아웃(meaning out)’1 등 최근 몇 년 간 소비

트렌드 키워드에서 짐작할 수 있듯, 소비자들도 점점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ESG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홈페이지, ESG등급 등을 찾아보지 않는다.

그 대신 해당 기업 및 브랜드가 진행해 온 ESG 마케팅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소비자의 선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한 기업이 ESG 경영을 아무리 우수하게 진행하더라도, 이를 알리는 ESG 마케팅이 적절하게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및 소비행위 변화는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ESG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ESG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사이트

‘빅카인즈(Bigkinds)’를 사용한 분석 결과, ‘ESG 경영’ 키워드를 포함한 뉴스보도는 2020년 약 3천건에서 2021년 약 3만건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당해 1월 중 전자신문의 주최로 경영진과 마케터 등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ESG 마케팅 컨퍼런스 2023:

ESG 시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및 사례’가 개최되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포스코 등의 기관 및 기업의 연사들이 빅데이터 속 ESG 키워드, 그린워싱 방지 방안, ESG 브랜딩 등에 대해

강연한다(전자신문, 2023.01.12).

ESG 마케팅과소비 트렌드

1 소비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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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ESG 마케팅의 현황과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고, ESG 마케팅이 실제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ESG 마케팅에 대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2.1 국내외 ESG 마케팅 우수사례

국내외 ESG 마케팅의 우수 사례들 중에 친환경 마케팅으로 유명한 ‘스타벅스’, 사회환경에 집중한 ‘매일유업’, 지배구조를 중점으로

한 ‘풀무원’의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타벅스’의 친환경 마케팅은 대중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본 기업은 커피의 원산지부터 매장까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From Bean To Cup’이라는 친환경 활동을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는 자체 친환경 원두 구매 가이드라인인 ‘C.A.F.E Practice’을

도입하여 커피 원산지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최상질의 원두 커피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커피 농가와 지난 30여 년간 장기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원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종이 빨대 또한 스타벅스의 친환경 마케팅의

일환이다. 국내 업계 최초로 스타벅스는 2018년 11월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아현, 2022).

국내에서 사회환경에 집중한 ESG 마케팅 사례로는 ‘매일유업 안부 우유 캠페인’이 있다. 매일유업은 2016년 1월부터 ‘안부 우유’

캠페인에 참여하여 1년에 365개의 우유를 배달하는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독거노인의

영양을 보충하고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캠페인으로, 배달된 우유가 수거되는 것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매출의 1%를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 기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후원하기 메뉴를 통해 금액과 후원을 원하는 지역,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개인 후원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매일유업, 2019).

기업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알리는 마케팅은 풀무원의 ‘뉴스룸’을 통해 볼 수 있다. 풀무원은 본 기업이 ‘소수 주주권까지

존중하는 건전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뉴스룸이라는 매체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풀무원은 2008년부터 ‘열린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의례적이고 일반적인 보고 형태의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 이로 인해 풀무원의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며 주총 문화를 선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풀무원은

2017년부터 주주의 참여 활성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주주들이 직접 주총장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어 주주 참여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풀무원, 2021).

2.2 ESG 마케팅과 소비행위

마케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선 아무리 ESG 마케팅을

성실히 준비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매출을 보조하지 못하면 노력과 비용이 허사가 된다. 마케팅의 효과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새로운 소비자의 유입과 기존 소비자들을 묶어 두는 록인(lock-in)효과로 나눌 수 있다(정하연,

2022.06.14).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 들어 불매운동 등 소비를 통해 본인의 가치관 및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이 일반화되면서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ESG 마케팅은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홍보와 더불어 고객들의 소비 신념에 동조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자사의 제품이 기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선택지로서 자리매김하는 소통 전략의 역할을 한다.

ESG 마케팅이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묻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국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 활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2019년 64.4%에서 2020년 72.9%로 증가했다(KB 금융그룹

트렌드 보고서, 2021). 같은 맥락에서 국제기구 Sustainable Brands에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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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의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

스가 있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구매하는 브랜드를 바

꿀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동일 조사에서 이러한 의식적 변화

가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30% 수준에 머물렀

으며, 해당 비율은 장기간 변화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전민

구, 2021.06.24). 이렇듯 소비의식이 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

지만, 의식과 실천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 ESG 마케팅

의 첫째 목표인 새로운 소비자 유입은 그다지 순탄하게 이뤄지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년 5월에 실시한 대한상공회

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3%의 응답자는 ‘ESG 활동에 부

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고 답했다(손광표-황원경, 2021). 70.3%라는 상당히 높은 비

중의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여부가 ESG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

고 답한 것을 볼 때 ESG 마케팅의 두 번째 효과, 록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외에도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 ESG 활동의 효과를 양

적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작년 더밸류즈 가치관경영연구

소와 서울벤처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ESG 활동은

경영성과 및 조직효과성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

(+)의 값을 보인다. 경영성과는 매출, 성장률 등으로 대표되는

재무성과와 고객 만족도, 동종업계 대비 전문성 등을 나타내는

비재무성과를 함께 고려한 것이며, 조직효과성은 일반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구성원들의 응집력 등으로 측정하는 성과

기준이다(정진호-박현숙, 2022). 물론 이 연구는 ESG 활동과

기업 성과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연구의 결

과가 온전히 마케팅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본의 수가

적고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ESG 마케팅 효과를 중점으로 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ESG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 트렌드와 그

에 발맞추어 마케팅의 방향성을 성공적으로 구조화한 기업들

의 현황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ESG 마케팅의 우수

사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각각 스타벅스와 매

일유업, 그리고 풀무원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이 실제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어떠한 영향 미치

는가를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ESG 마케

팅이 소비자로 하여금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

게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새로운 소비자 유입의 편익에

있어서는 아직 부진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ESG 마케팅에 대해 어떤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좋을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인식 제고

가 소비행위라는 실천 행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인식 제

고와 실천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진정성 있는 ESG 커뮤니케

이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실한 연구 결과를 활용

해 자사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마케팅을 한다면, 단기간에는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

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조장해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단기적인 이미지 쇄신이

나 위기 극복만 꾀한다면 소비자의 인식 제고 단계에서부터 기

업은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기여하는 ESG 경영 실천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를 고민함으로써 ESG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 목표를 기업 자체의 철학과 연결하고,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이 수반되

어야 한다. 구체적인 마케팅 창구는 개별 제품의 포장이나 오

프라인 매장에서의 마케팅, SNS 등의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마케팅,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마케팅 등 다

양하지만, 기업이나 해당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진정성과 지속적인 실천에 있다.

ESG를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로 여겨 단기적인 관점에서 착한

이미지를 획득했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을 급조해낸 경

우라면 그 자체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ESG 워싱에 기반한

마케팅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잃어 회생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ESG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기업 전반의 방향성 및 철학과 결

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향후 기

업이 ESG 마케팅을 다루는 하나의 좋은 방향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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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간,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되었다. 당초 COP27은 11월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폐막이

연장되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당사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COP의 주요 안건 및 합의 결과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COP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진행한 이후, COP27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Loss and Damage Fund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진화 과정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들의 회의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주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논의된 내용

및 발전 연혁은 다음과 같다.

COP 27의 주요 아젠다와 향후 과제
– “Loss and Damage fund”를 중심으로

31기 허윤 32기 김선영, 임주혜

주요당사국총회 주요내용

COP3
(일본 교토, 1997)

Annex Ⅰ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
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를 도입하였음.
-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e):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의무감축량

을 초과 달성 시,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nex Ⅰ 국가
가 Non-Annex Ⅰ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
의 일부를 Annex Ⅰ 국가 내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 Annex Ⅰ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
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COP7
(모로코 마라케시, 2001)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론만을 합의하였기
에,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3년간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마라케
시 협의문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교토의정서 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들을 Annex Ⅰ, Annex Ⅱ, Non-Annex Ⅰ국가로

구분하여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의무부담을 갖도록 함. Winter 2023 60



주요당사국총회 주요내용

COP13
(인도네시아 발리, 2007)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국가의 감축 의무 미포함 및 감축 대상 기간의
한계가 존재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마련이 필요하였
기에, Post-2012 기후변화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발리 로드맵을 통해 채
택하여 향후 2년간 협상을 지속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새 기후
변화협약을 결정하기로 합의함. 발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기금 마련, 개도국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기후변화대응에 노력
하는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제도 확립 등이 있음.

COP16
(멕시코 칸쿤, 2010)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극심한 대립으로 Post-2012 기후체제에 관한 정
치적 합의문 수준으로 종료된 코펜하겐 합의(COP 15) 이후, COP16을 통해
2011년에 개최될 남아공 더빈 당사국총회(COP17)까지 Post-2012 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COP21
(프랑스 파리, 2015)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파리 기
후협정문’ 채택함. 파리 기후협정의 주요 목적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2℃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1.5℃
까지 제한하는 것에 있음.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감축목표량과 그 이행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
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5년마다 제출
할 의무를 가지게 됨.

COP26
(영국 글래스고, 2021)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
을 발표하며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글래스고 기후합
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함.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재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기로 함.

2021년에 개최된 영국 글래스고에서의 COP26에 이어, 2022년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되었다. COP27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입은 취약 국가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재정 확보를 위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돕기 위한

선진국의 기후 재정 지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완화 작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중 손실과 피해 관련 논의가 이번 COP27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였지만, 논의과정에서의 난항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2. COP27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재원 마련-의제 채택 배경

COP 27 총회는 본격적인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정식

의제로 선택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해당 의제가 화제가 된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 협상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 차로

인해 안건 제기 차원에서만 그쳤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 의제 채택 배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며, 향후

글에서 다루어질 COP27 결과와 여전히 존재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논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2 기후변화가 초국가적으로 동등하게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손실과 피해 발생 책임의 주체와 해결방법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관점의

차이를 보여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견 간극을 파악하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이한 입장을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G20에 속하는 국가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시기 개발도상국 섬나라 38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의 약

117배임을 밝힌 바 있다(황원규, 2022). 이러한 통계치에 주목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를 촉발시킨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이 체감하는 다수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 규모는 기존의 기후변화 책임 논의에 더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의 경우, 2022년 6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약 57조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2022년 유엔총회(UNGA)와 COP27 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규모가 큰 기후위기 취약국에 대한 재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데 일조했다(유승혁, 2022).

2 손실과 피해는 주로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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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와 손실 및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추

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발도상국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대한 관점

은 이전 당사국 총회(COP)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COP27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까지 선진국의 관점 역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COP27 이전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가 개발도

상국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본

적인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의

기후적응 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은 2020년까지 연간 최

소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약속3과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자발적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어왔다. 물

론, 이러한 선진국의 입장은 COP27 총회의 의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였으나, 앞서 COP26 총회에서 지적되었던

선진국 재정지원의 실질적 이행 부족과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과적으로 ‘책임과 보상’ 보다는 ‘협력과 촉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양측 합의를 통해 정식 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다.4

3. COP27의 결과: 손실과 피해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COP27의 결과, 손실과 피해 안건은 어떤 결론에 다

다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OP27의 의장인 사미흐 슈크

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손실과 피해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

하는 것에 당사국들이 모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을 채택했다.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은

총회의 합의문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 해당 문서가 완성되기까

지 수많은 논쟁이 오갔음은 앞선 설명들로 충분히 추측 가능할

것이다. 이 실행 계획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들은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

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실

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손실과 피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막대

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

표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황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박상욱, 2022.11.28). 이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비용으

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지속가능

3 2010년 COP16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30
개 선진국이 기금 공여 의무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
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합의됨.

4 선진국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금을 통한 조달 이외 추가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위한 자금조달체계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COP26 총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
균 1000억 원의 기금 조성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후
금융지원 이행계획서 마련, 개발도상국의 감축과 적응 지원 확대, 손실
과 피해 전담 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를 약속함(문진영, 이선희, 2021)..

한 발전을 위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더불어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에

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와 관련한 기금 마련을

처음으로 고려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되어 있어 전술한대로

손실과 피해라는 안건이 COP에 가져온 반향을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손실과 피해만을 위

한 별도의 기금이 신설되기로 합의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날이 갈수록 기

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책으로서 기존의 녹색기후기금(GCF)5 과 같은 기금들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의

정도와 범위,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제 이주 등 심각한 경제

적, 비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문화유산, 지역 사회 등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은 기존의 기구를 잘 활용하면 기금

을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개발도상

국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녹색기후

기금과 같은 기금들은 이산화탄소의 절감, 친환경 기술 개발

원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의 광범위성이 자금 조달의 적시성

이라는 손실과 피해 대응의 핵심을 빗겨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힘이 실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어느때보다 손실과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손실과 피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금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극

심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수의 당사국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파키

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2022년 9월 열린 유엔 총회에 참

석해 전체 온실가스의 1% 미만을 배출한 파키스탄이 기후변화

의 대가를 치렀으며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국가에서 파키

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이재영, 2022.11.21). 이는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

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을 상기시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영국,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반세기도 안되

는 세월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 신흥국가, 개발도상국들의 책

임은 그 무게가 다르며,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성

장이라는 특혜만을 누린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과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5 Green Climate Fund

Winter 2023 62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손실과 피해 기금의 조성은 선진국들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입은 피해에 책임이 있음을 일부

시인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손실과 피해 기금의 조성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남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COP27 결과에 대해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했으며(김승환, 2022.11.20),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서유럽이 주도한 COP26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의 승리'였다면 올해 COP27은 '개도국의 승리”라고 평했다(곽주현, 2022.12.19). 혹자는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걸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김승환, 2022.11.20), 기금

조성에 있어 선진국들이 가져야 할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COP27의 손실과 피해 의제의 결과를 개발도상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는 크게

세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COP27의 손실과 피해 관련 결정문에는 “손실과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을 조성한다.”라고 쓰여있다. “대응”이라는 단어는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대신해 사용된 단어로, 선진국들이 지구 기온 상승의 책임 소지를 흐리기 위해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적극

반대한 결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협상 당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기금이 보상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진국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더불어, 보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피해 발생 시기, 보상 범위와 대상의 규정 등 법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과의 불필요한 법적 다툼 혹은 위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선진국의 방책이라는 설명도 있다.

다음으로, 결정문에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 역시도 선진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문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신규 재원 지원체계를 설치한다.”라는 결의에

등장하는 해당 표현은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대상 국가군이 확대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자금

조달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선진국들의 목소리가 관철되어 조정된 이 두 표현은 COP26의

“단계적 폐지(phase out)”와 “단계적 감축(phase down)”을 떠오르게 한다. COP26 결정문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으로 표현이 조정됨에 따라 COP26에 대한 평가가 부정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두

표현이 COP27에 대한 평에 부정적 견해를 얹게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이재영, 2022.11.21).

마지막으로, COP27의 피해와 손실 의제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기로 했다는 사실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선진국들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속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및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선진국의 범위는 전통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피해와 손실의 측정 방식, 기금의 운용 등 구체적인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선진국-개발도상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하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 결론과 전망

앞서 언급한 파키스탄 대홍수의 예시와 같이,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야기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이나 선진국에 의해 발생한 기후

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한 기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손실과

피해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선진국과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개발도상국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한국은 UNFCCC 하에서 Non-Annex Ⅰ 국가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의 국가이며, 경제 규모 및 국제 위상을 고려한다면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개발도상국이라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개발도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것인가?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이며, 모든 당사국들의 합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손실과 피해 기금이 실제로 합의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의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후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문제를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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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비스 파트너스 기업 방문 후기

SNUCSR 22-2학기 연사 초청 강연 후기

학회원 활동 소감

SNUCSR
활동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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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 송지민

● 크레비스 파트너스 기업 소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혁신을 함께 만듭니다.’

크레비스파트너스는 2002년에 창업, 2004년에 법인이 설립되어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회사이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재무적

가치’의 성취를 통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기업의 가치 모델로 삼고

있다. 현재 5개의 사내 벤처, 5개의 관계사 및 2개의 관계재단, 30개 내외의 투자 회사뿐만 아니라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까지 여러

형태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임팩트 창출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사내 벤처 ‘신시어리’의 경우, 2018년에 시작된 브랜드 굿즈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통사업본부로, 커스터마이징된 제품, 내구성,

사용성, 심미성이 모두 뛰어난 제품만을 선별하여 제작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버려지는 제품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브랜드를 성장시켜 임팩트를 창출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을 돕는 브랜드 엑셀러레이터 ‘인스파이어디’,

비영리기관을 위한 SaaS형 모금 솔루션 도너스(Donus) 운영하며 기술 기반 솔루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브릭투웍스’, 4대 사회

문제(도시와 커뮤니티, 기후와 에너지,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경제 성장 해결)에 도전하는 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고, 임팩트 벤처

펀드를 운용하는 ‘크레비스벤처스’, 크레비스 직접 사업 및 관계 사업을 관리하고 전략 수립 및 성장을 지원하는 ‘파워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크레비스파트너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무역, 에너지와 환경, 생태계, 국제 개발, 부동산, 사회주택 문제 등을

위한 여러 신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는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임팩트 금융 및 임팩트 투자의 후발주자이지만, 급격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셜벤처 기업들은 2020년 총 2671억원의 임팩트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 투자액이었던 282억원 보다 9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팩트 투자 건수 및 평균 투자금액 역시,

2019년 64건과 4억 4100만원에 비해 각각 2배, 5배 성장한 125건과 21억 4000만원의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에서

소셜벤처가 증가하고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금액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비스파트너스

2022년 11월 18일, SNUCSR 학회원들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크레비스파트너스에 방문하여, 국내 임팩트 투자의 선두주자인

크레비스파트너스와 임팩트 금융 및 투자 산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크레비스파트너스 임직원분들께 SNUCSR

활동에 대해 소개드리며, 크레비스파트너스의 경영전략실에서 재직

중인 정재헌 팀장님과 사내벤처 ‘신시어리’를 이끌고 계신 황휘민

팀장님께서 회사의 주요 업무 및 최근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후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궁금한

점에 대해 깊이 여쭤볼 수 있었다.

기업방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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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시작과 임팩트 투자

김재현 대표님께서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기업가가 되기를 꿈꾸셨고,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인 2004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다. 점차 국내 및 해외에서 유사한 시도를 하는 동료들이 많이 생기고, 그들과 교류를 해가며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도입 및 통용되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임팩트 투자 및 사업을 성장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소셜임팩트 등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료와 후배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님께서는 ESG 투자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편, 임팩트 투자는 환경ㆍ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크레비스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

회사로서 시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사회 혁신 기업들을 창업하고,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다.

●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의 by Crevisse

크레비스파트너스 기업 내부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Knowledge Sharing Session에 참여하여 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크레비스파트너스의 구성원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 본 주제는 크레비스파트너스가 보유한 임야 부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것인데, 사업의 원리를 기반으로 나무가 어떻게 탄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이나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면,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의 한 종류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으로는 신규조림, 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 복구,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림 경영 등이 있다.

산림청의 인증을 받아 산림탄소등록부에 해당 인증서를 등록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되어 거래 및 각종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크레비스파트너스는 본 부지를 비롯 , 국내외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 경영'을 통한 환경 보호

및 보전이라는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다. 산림 갱신,

벌기령 연장, 택벌림 경영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되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생장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데 ,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산림 부지를

매입하여 5년에 한 번씩 대상 부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 총 40년의 사업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지를

관리하지 않은 채 기존상태로 놔두었을 때 예상되는 탄소

흡수량과, 시업과 간벌 등 산림 경영을 적용하여 꾸준히

관리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만큼 탄소

흡수 크레딧을 인정받는 형태이다. 이렇게 얻은 탄소 크레딧은

판매하거나 혹은 크레비스의 탄소 배출량 상쇄에 이용될

예정이다.

산림경영의 경우 기본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같은 사업에서 영세한 사유림을 매입, 혹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을 진행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탄소 흡수 등

환경적인 임팩트 역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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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은 산업군 전반에 걸쳐 ESG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경험과

시야를 배우기 위해 연사 초청 강연을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학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생산성본부,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연사로 초청하였다. 연사님들께서는 강연을 통해

ESG에 관한 산업 내 전문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셨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 등 SNUCSR 학회원들을 향한 귀중한 조언

역시 아끼지 않으셨다.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SNUCSR 학회원들에게 좋은 강연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생산성본부 김상일 센터장, 정광호 팀장님>

EU를 필두로 ESG와 관련된 규제와 법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공급망 실사법은 ESG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의 소재지를 해당 국가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법에 귀추를 주목한 가운데,

SNUCSR은 2022년 9월 30일 강연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김상일 센터장님과 정광호 팀장님을 통해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님들께서는 ESG가 점차 고도화되고 ESG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체계화됨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갈

것이라고 하시며, 오늘날의 공급망 실사는 주요 공급망에 대한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공급망 내 하위 공급업체에 대한 진단 평가, 더

나아가 원료 생산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점차 많아지며, 이것이

공급망 리스크로써 기업에게 큰 문제로 다가갈 것이라 덧붙이셨다. 또한 공급망을 바라보는 국내와 서구권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서구권의 국가는 협력사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존재하는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협력사를

동반성장이 필요한 주체로 인식하는 문화가 존재하기에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을 걱정스러운 입장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씀해 주셨다.

SNUCSR 22-2학기

연사 초청 강연 후기

31기 허윤

이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이니셔티브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기업의 대외적

홍보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산업 내에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이제 막 규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초기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방법론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계에 걸쳐 올바른

ESG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급망 실사와 같은

규제 대응의 효율성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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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옥수 파트너님>

ESG가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 ESG에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주는 ESG 컨설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0월 7일에 진행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옥수 파트너님의 강연에서는 현 ESG 컨설팅 시장에

대한 개요와 현업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내용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연사님께서 계신 팀에서는 크게 Climate와 ESG로

구분되어 업무가 진행되며, 기업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 제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속가능개발, ESG 전략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연사님께서는 SNUCSR이 학회 활동을 진행하며 품고 있던 질문인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ESG를 잘하는 기업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을 검토하여 판단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주셨다.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원들이 느꼈던 의문과 같이, 뽐내기 식의 보고서를 만드는 식으로 ESG가 발전해 나간다면 이 분야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 따라서 ESG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 하에서 성과 데이터가 누적 및

축적되어, 이것이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의 검증까지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한 표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이셨다.

마지막으로 SNUCSR 학회원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과 함께, ESG 컨설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회원들에게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한 이야기 등 진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강연을 마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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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이명화 지속가능경영 팀장님

세계적으로 ESG가 메가트렌드가 된 지금, 기업들은 ESG 비전을 선포하고 ESG 경영 전략을 세우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1월 25일, 국내 뷰티 기업의 ESG를 선도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명화 지속가능경영 팀장님을

만나 아모레퍼시픽의 ESG 역사와 전략 방향에 대해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위한 도전 의지를 담아, 2021년 6월 5일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라는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수립하였다. 지속가능성 목표는 크게 ‘고객,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2대 지향점과 하위의 5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목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기후 위기 해결을 통해 대자연과 공존하고자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와 같은 ESG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셨던 아모레퍼시픽 선대

회장님의 노력을 시작으로, 2007년 UNGC 가입, 2009년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2011년부터 10개년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비전 수립 등 기업의 설립 초기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려는 비전 하에 꾸준히 ESG를

실천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집중하고 있는 ESG 전략 방향성과 주요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소개를

들으며,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ESG적인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다.

마지막으로 이명화 팀장님은 ESG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임직원들이 ESG에 대한 마인드셋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분명 ESG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업에서는 매출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비재무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ESG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아모레퍼시픽이 내세우는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가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 시장의 흐름에 맞게, 사회가 아모레퍼시픽에 요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목표와 전략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강연을 마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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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이연우 전문위원님>

EU의 공급망 실사법, 국내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ESG는 법률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까지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ESG

관련 법률과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ESG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게 되었으며, 상위 및 핵심 협력사를

포함하여 공급망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최근 법무법인에서도 기업들의 ESG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자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ESG팀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SNUCSR은 2022년 11월 11일 강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전문위원님을 통해 법무법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 업무 및 국내외 ESG 관련 규제의 사례와 동향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ESG기준원의 고도화되고 있는 자체 ESG 평가기준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ESG가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국제적인 ESG 수준에 발맞추어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ESG 관련 활동을 단순 보고 및 검토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ESG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는 등 이사회를 통한 건전한 ESG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에 대해 덧붙이셨다.

또한, 연사님께서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 공개가 자율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변해감에 따라, ESG의 진정성 및 공시에 대한 법률적

증거를 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셨다. 그 예로, 자체 친환경 지표 개발을 통해 자사 제품의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제 3자 인증을 거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문제가 된 그린워싱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또한,

독일의 한 농부가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물었던 글로벌 환경 소송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로 인식될 뿐 아니라 평판 리스크로 인한 운영 및 재무 리스크까지

발생하게 되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규제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기업이 직면한 비재무 리스크가 점차 증가해감에 따라, 투자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 평가 및 감독체계가 더욱 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ESG 경영과 이행을 위해서는 이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투자의

관점이 필요하며,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이시며

강연을 마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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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UCSR 31기 양지영입니다. ESG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었는데, 1년동안 활동한 결과 이

제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연사 초청, 케이스 스터디, 산학협력 프로

젝트 등을 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부를

맡아 직접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더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를 하면서 무엇보다 훌륭한 학

회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의 SNUCSR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31기 양지영

안녕하세요, SNUCSR 31기 학회장 송지민입니다. 처음 학회장을 맡고서 30기 회장단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며 막

막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39호를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장으로서

많이 부족했을텐데도 늘 함께 해준 든든한 31기, 32기 덕분에 활동이 무탈히 마무리된 것 같아 정말 고맙다는 마

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외부에서 관련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

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년여간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SNUCSR’이라는 저희만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

었던 것 같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SNUCSR의 모든 활동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모

두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

31기 송지민

31기 백주연

31기 육민서

안녕하세요, SNUCSR 31기 부회장을 맡은 백주연입니다. ESG에 관해 깊이있게 배워보고자 들어온 학회의 활동

이 끝났음이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 부회장으로서 학회 내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외부 협

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산학연계프로젝트를 통해 ESG에 대한 실무적

인 시선 및 전략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좋은 분들을 만나 많이 성장할 수 있

었습니다. 함께해주신 학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학회, 그리고 함께 활동한 모든 분들의 앞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도 2학기 SNUCSR

학회원 활동 소감

안녕하세요. SNUCSR 31기 육민서입니다. SNUCSR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머물렀던 제 관심사를 ESG

전반으로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지속가능한 가치에 공감하는 것에서 나아가 ESG의 흐름을 공부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산학

협력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분야의 TCFD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을 구

상하는 과정에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SNUCSR에서의 1년을 발판 삼아 ESG 분야에 대해 깊이 탐

구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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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 전혜린

31기 최현재

31기 허윤

31기 이재훈

두 학기 동안 SNUCSR에서 활동하면서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아

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똑똑하고 열정적인 학회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고민의 시간을 통

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첫 인턴을 학회 활동과 병행하게 되면서 시간적으

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의 배려로 그동안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세션과 산학협력을 통해 소비재 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나

아가 ESG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SNUCSR에서의 경험이 추후에도 단단한 밑거름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NUCSR에서 맞이한 두 번째 학기는 이전 학기보다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대외협력부장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고 싶다던 막연한 목표를 가졌던 작년 이맘때의

기억과 더불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ESG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았고 이를 실제 사

업 모델에 적용시키는 방식을 배운 산학 협력 프로젝트까지, 뛰어난 학회원들과 함께 많은 배움과 성장을 일궈낸 것

같아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저는 학회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을 가슴 속에 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배움과 인연을 만

들어 준 SNUCSR 및 학회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SR을 빌어 다시 전하고 싶고, 새로 들어오실 학회원 분들께

서도 SNUCSR에서의 뜻깊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SNUCSR 31기 최현재입니다!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대면으로 시작했던

학회 활동이 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저도 학회 활동 덕분에 CSR와 ESG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봄 학기부터 새롭게 추진된 K-ESG 모의등급평가와 포스코 및 한국표준협회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 모두 공부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한 모든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 세션마다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 활동하는 회원들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NUCSR 31기 이재훈입니다. 학회에서 벌써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학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아

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새롭고 도전적인 여러 활동들

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준 회장단과 31기 학회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 관련 연구,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회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저 자신도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

했다고 생각합니다. 32기 학회원분들과 함께 더욱 발전할 SNUCSR이 정말 기대됩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31기 허정

안녕하세요, 31기 허정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이었습니다. 두 학기 동안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SNUCSR 덕분에 소중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되어 아쉽기

도 하고 한 편으로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지네요. 학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좋은 사람들과 인연들

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SG가 단순한 마케팅 트렌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ESG를 넘어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그 날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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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기 강대윤

안녕하세요, SNUCSR 32기 강대윤입니다. SNUCSR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학기 SR을 읽으며 공부했던 기

억이 새록새록한데, 벌써 제가 SR 발간에 직접 참여하여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

다.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없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 하나로 지원하게 된 학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학회의 체계적 커리큘럼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거치며 전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었던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같은 관심사를 가지며 해당 분야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학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한 학기 완벽하게 이끌어주신 31기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

로 한 학기 더 함께할 32기 학회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2기 권민경

이번 한 학기 동안의 SNUCSR 학회 활동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의 탄소배출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기

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ESG 전반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학회원들과 함께 기

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들을 읽으며 분석하면서 혼자 보고서를 볼 때보다 훨씬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었습

니다. SNCSR에서 진행한 여러 활동 중,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 아모레퍼시픽 등 여러 외부기관들과 협업

프로젝트들이 특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SG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보

고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마치고, 기업 담당자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뿌듯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

습니다. 다음 한 학기도 열심히 학회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탐구하고 싶습니다!

32기 강채림

안녕하세요 SNUCSR 32기 강채림입니다. 한 학기 동안 SNUCSR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공과대학 배경을 가진 학생으로서 경영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학회

활동을 시작할 때 케이스스터디, 기업 연계 전략 세션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좋은 학

회원들과 함께 CSR과 ESG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외부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다양한 산업 군에 종사하

시는 연사님들의 강연 및 기업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ESG를 공부할 수 있고 실제 산업에서 ESG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함께해 준 31기 학회원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학기 새로운 학회원들과도 즐거운 학회 활동을 이

어나가고 싶습니다!

32기 김준호

안녕하세요 저는 SNU CSR 32기 김준호입니다. 지난 22년 2학기 학회활동을 하면서 공학계열의 학생으로서 관

심 분야인 제조업 분야에 특화되어 전자여권이라는 기획글도 작성할 수 있었고 공학 수업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

하는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회의

다른 동기들과도 현대차 산학협력 프로젝트과 같이 외부 기업들과의 협업도 진행하면서 현재 기업들이 구체적으

로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느정도까지 대비를 해놓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학기에도 마친가

지로 활동을 하면서 매년 바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대응방식들도 공부하고싶고 지난 한학기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 다른 동료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32기 김선영

안녕하세요! SNUCSR 32기 김선영입니다. 가장 먼저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저희 SR을 읽어주시고 계신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소 진부했을 뻔했던 한학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31기, 32기

학회원분들께 감사하고 많이 애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학기 활동을 시작할 때 윗 기수가 어찌나 박학

다식해 보이던지, 저도 한학기 활동을 열심히 하면 저런 지식을 가지게 되는걸까 참 궁금했습니다. 다양한 산학연

계프로젝트와 더불어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UNGC 행사 등 학부생으로서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들에도 참여하는

등 SNUCSR이 아니었다면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했고 그 덕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밀도 높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욱 학회 활동에 정진해 모두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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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기 임주혜

32기 이현준

안녕하세요, 32기 임주혜입니다.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본격적으로 ESG에 대해 공부하고자 SNUCSR 학회

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네요! 한 학기 동안 학회 활동을 하면서 ESG 동향

을 파악하고, 다양한 산학협력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ESG 적용을 익힐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학회 활동은 ESG 관련 직무가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기존 저의 생각에 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움의 측면 이외에도 학회 활동을 하며 좋은 인연들도 많

이 만나게 되어 저에게 더욱 뜻깊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학기를 함께했던 31기, 32기 학회원분

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 나가요😊!

안녕하세요, SNUCSR 32기 이현준입니다. 벌써 활동의 절반이 끝나고 활동 소감을 작성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

다. 동아리나 대외활동 경험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막연한 관심으로 시작한 학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말씀부터, 케이스 스터디와 산학협력 등을 통해 사

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어 앞으로의 활동도 매우 기대됩니다. 제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열심히 공부

했던 학회원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학기에는 SNUCSR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32기 장유나

32기 정혜림

안녕하세요! 32기 정혜림입니다. SNUCSR 활동한지 벌써 한 학기가 지났네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있었는데, 학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ESG에 대해 정말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사 초청 강

연, 팀프로젝트, 기업과의 산학 협력 등 모든 활동이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세션 마지막이었던 산학협력 프로젝트

를 발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에 방문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훌륭한 31기, 32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학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즐거

운 학회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SNUCSR 활동을 하면서 ESG 경영이 무엇이고,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

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을 하기 전에 그래도 나름 ESG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사

초청 강연을 듣고 기업의 SR을 볼수록 제가 정말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션을 진행하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ESG를 이해할 수 있었고 산업에 맞게 전략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세션, 기업 평가, 산학 협력을 거

치며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좋았지만 소중한 학회원들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31기, 32기

분들과 보낸 시간들 즐거웠습니다. 32기는 올해 파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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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기 편집 부장 정혜림입니다. SR 39호 편집과 발

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SR 발간과 함께 이번 학기 활동이 공

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편집하면서 글들을 다시 하나씩 읽

어 보니 저희 SNUCSR 학회원들이 ESG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최신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음을 다시금 느꼈습

니다. 저도 이번 학기 활동을 통해 그 전에 모르고 있었던, 놓칠

수 있었던 많은 이슈를 알게 되고 학회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

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느꼈던 것

이 SR 39호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SR이 성공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학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32기정혜림

이미지 출처
Free Vectors, Stock Photos & PSD Downloads. https://www.freepik.com/

Beautiful Free Images & Pictures. https://unsplash.com/
1.9 million + Stunning Free Images to Use Anywhere - Pixabay. https://pixabay.com/

31기허정

편집자후기

안녕하세요, 31기 편집 부장 허정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벌써 이번에 두 번째로 맡게 된 학회지 발간인데요,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며 제 스스로도, 그리고 이 학회도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

다.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찼기에 시간이 정

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만큼 알찼던 학기였는데, 이 활동들

의 결실을 SR 39호에 담을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많이

배우고 재미있었던 SNUCSR에서의 기억을 간직하여 이로

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준 학회원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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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등록사항

소속 학교 서울대학교

소속 학과 경영대학

소속 형태 학술연구동아리

단체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립 년도 2006년 3월

대표 학생 32기 강대윤 (19 경제학부)

대표 연락처 010-4169-4163/ snucsr@gmail.com

지도교수 한정석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분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여인원 현재 활동인원 : 18명 (31기 및 32기) (누적 계 334명)

활동시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2022년

2학기

주요활동

1.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ESG 모의등급평가, 전략제안, Sustainability 

Review 발간, 논문 및 동향 연구

2. 연사초청강연:

- 한국생산성본부 김상일 센터장님

- 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님

- 법무법인 태평양 이연우 전문위원님

- 아모레퍼시픽 이명화 팀장님

- 크레비스파트너스 기업 탐방

3. 기업 ESG 전략제안 : 한국표준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아모

레퍼시픽

4.   외부 네트워크:

–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 2022년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3차 세미나 참여

SNUCSR 학회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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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 TO

이번 SR 발간에 도움을 주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딜로이트안진, 법무법인 태평양, 크레비스파트너스,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모레퍼시픽
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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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소속 학술동아리로,
국내 CSR & ESG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실제로 기업에 ESG 전략을 제시하
여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하는 서울대학교 유일의 CSR & ESG 전문 학회입니
다.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01 정규
세션

매주 금요일 정규세션이 진행됩니다.
학기 초반 교육세션은 CSR, ESG의 여러 분야를 알아보고,
이후 세션에서는 기업의 ESG 사례 분석과 전략 제안을 진행
합니다.

02 외부

연계활동

기업 방문, 포럼 및 컨퍼런스, 공모전 등 동아리 외부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2022년 2학기의 경우 크레비스 파트너스
및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 태평양 법무법인 및 딜로이트안진 연
사초청,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 연구과제를 진행했습
니다.

03 SR 발간 SR은 Sustainability Review의 약자로, 매 학기 SNUCSR에서 발
간하는 학회지입니다. SR은 CSR, ESG의 트렌드와 관련해 작성
한 보고서 및 칼럼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대기업 유관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Vol. 38 Vol. 37 Vol. 36 Vol. 35

크레비스 기업방문 한국생산성본부 과제 한국표준협회 과제

CSR·ESG 케이스
스터디

ESG 모의등급 평가 기업 ESG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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