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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q 분석결과
ESG 경영,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도입 준비와 운영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ESG의 중요성과 시장 생존, 2050 탄소중립 정부정책 기조 부응을 위해 대기업은
전문조직과 인력, 재정 투입을 통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운영중에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러 여건이 불충분하여 ESG 도입 및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경기도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ESG 대응력을 갖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경기도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ESG 도입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ESG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현재 정책지원 수준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100점 기준 38.2점으로 낮은 실정이며, 향후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 77.1%가 공감하고 있음.
-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과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주로 ESG 전문인력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ESG 이해 교육 및 안내자료 부족, 제한된 재원,
CEO 및 직원들의 ESG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필요성에 비해 경기도의 정책지원 구조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경기도는 2022년부터 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조례 등 지원을 위한 제도 수립이나 지원조직 구성 등 내부 추진체계도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임.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중소기업도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 중소기업 부담이 큰 E(환경)부분은 별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S(사회)와 G(지배구조)부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ESG 도입을 확대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i

-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바라는 정책지원 사항은 경제적 지원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도입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공 >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 및 공모선정 가점, 공공구매 확대 > ESG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순으로 제안하고
있음.

중소기업도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함께 자체 대응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함.
- 중소기업 ESG 경영의 성공은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한 도입 초기비용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에 앞서 기업 스스로 ESG 인식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반 여건을 구비하려는 자체 노력이 더 중요함.

q 정책제안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ESG 인프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단기(~2025년), 중장기(2026년~)로 나누어
우선순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단기적 우선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확대 우선적 실시,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 추진,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함
- 또한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
경영진의 ESG 인식제고와 최소담당 인력 지정 배치, ESG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실시 활성화, ESG 요소별 중요 평가지표에 대한 자체 준비 대응력 강화,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앙 각급기관 기 제공자료 토대 한눈에 보는 ESG 안내 교육자료 제작 활용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

중장기적 우선 추진과제로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수요에 집중 지원 추진,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 강화가 필요함.
- 또한 대-중소기업 ESG 협업 강화, 중소기업 CEO ESG포럼 창설･운영,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함.

키워드 ESG,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탄소중립, 기후위기, 사회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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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q 코로나 19, 탄소중립, 투자자들의 요구로 ESG 경영이 기업계에 큰 과제로 대두
코로나 19,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으로 기업경영 패러다임이 기업이윤
못지않게 사회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의
주된 양상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라고 하는 ESG를 반영하고 실행하는 것임.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경영에서 탄소중립 등 환경경영(E), 사회공헌 등 책임경영(S), 윤리 등
투명경영(G)을 고려하여 기업경영 관련 투자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
- ESG 경영은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 세계적 투자사 블랙록 래리
핑크 CEO의 투자 연계 발표를 계기로 2020년부터 본격 등장하기 시작함.
- ESG 구성요소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의 하나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환경 이슈를 기업들에게 최우선 현안으로 만들어 환경경영(E)이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ESG는 기후변화로 글로벌 기업경영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혁신을 위한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
대응, 사회책임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과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ESG 경영 도입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예방,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업의 사회책임 강화와 지속가능경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투자자,
금융권, 정부 등이 ESG 도입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정부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 2030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임.
- 대기업에 비해 아직 ESG 도입 여건이 불충분하지만 중소기업도 환경보호와 사회책임
확대, 폭넓은 투자자 유치, 경쟁력 확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ESG 경영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음.

제1장 서론∣3

- ESG 경영이 투자계획, 리스크관리, 생산성 확대,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기업활동과
지속가능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동참을
요구받고 있음.

q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ESG가 도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도입은 재정과 전문 인적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의 ESG 대응수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대기업 7점이지만 중견기업 5점,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함.1)
[그림 1-1] 기업규모별 ESG 대응 수준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의 중소기업도 ESG 도입에 의지가 있더라도 정보부족, 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애로와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음. 전문인력, 정보자원, 재정 등에
강점을 지닌 대기업들은 ESG 경영 노하우와 방향모색을 효과적으로 추진중이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등 기본 자원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빅이슈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지원이 필요함.

1)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4∣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중앙정부에서는
기업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해 지원정책을 일부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음.
- 그러나 경기도는 아직까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실효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나 지원정책 추진이 크게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임.
- ESG의 성공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어느 일방의 주도가 아닌
기업영역에서 ESG 시장을 형성하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기업 ESG 경영 확산의 성패는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등 성공적인 지원정책에 달려 있음.
- 따라서 경기도내 기업 ESG 경영 도입 확산과 실효적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ESG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기본방향과 체계, 경기도의 지원 역할, 기업의 자체
역할 방안 모색을 토대로 중소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q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30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시간적 범위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함.
연구의 주요 내용은 ESG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ESG 도입 국내외 사례 및 정책동향,
경기도 중소기업 ESG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둠.
연구의 방법은 현장 실태조사, 자문회의, 국내외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을 기본으로
하여 ESG 경영에 앞서가고 있는 국내외 대기업의 운영방안을 분석하고, 연구의
초점을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에 두어 실태 및 도입 방안을 모색함. 중소기업이
도입 실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환경경영(E)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방안 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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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1 ESG 의미와 도입 의의
q ESG란 환경보호(E; Environmental), 사회공헌(S; Social), 윤리경영(G;
Governance)의 줄임말
ESG는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경영 방식을
의미함.2)
- 즉 기업이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매출같은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인 사회적･윤리적 가치도 반영해 경영･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의 요체임. 흔히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번역되어 통칭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더 실용적인
ESG의 개념은 E 환경경영, S 책임경영, G 투명경영으로 해석 이해할 수 있는데
일종의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함.
- 이러한 기능의 ESG 기업경영 방식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차원에서
2005년 UN에 의해 최초 제안되었으나 그간 미온적이다가 최근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기후위기 심각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부문의 책임과 역할 증대를
요구하면서 이를 금융투자와 연계하겠다는 블랙록 글로벌 투자사, 국민연금 등 국내외
투자･금융사들의 선언과 더불어 본격 재부상하기 시작함.

기업의 ESG 경영은 전통적인 기업의 추구 가치인 영업이익 등 재무적 가치
지향과 더불어 오늘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환경보호 등 비재무적 가치
즉 사회적 가치도 함께 지향하면서 기업경영을 영위, 궁극적으로 기업이윤과
사회가 요구하는 ESG도 달성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것임.
- ESG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3가지 핵심요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3)
2) "기업들 너도나도 ESG 경영, 왜 중요한가?", 우리문화신문(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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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SG 개념 이해

자료 : 저자 작성.

3)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상하며 사회 문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하지만,
ESG는 그 활동과 결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평가하는 게 특징이며, CSR은 소비자,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IT 재테크용어 ESG란 CSR과의 차이점은? ESG 약자(wubl.
“https://wubl.net/it” (2022.01.28. 검색)). ESG와 CSR은 누구의 관점이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CSR은 기업이
협력회사,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모든 활동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ESG는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의 개념으로서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달리
재무적 정보 외에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두된 것이 ESG임("ESG 바로 알기", SK hynix
NEWSROOM(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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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서 E는 환경보호활동, S는 사회공헌활동, G는 윤리준수활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음.4)
- E 환경보호활동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코로나 19 발생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S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최근 인권, 노동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 사회봉사, 재난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임.
- G 윤리준수활동은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직원 급여, 기업윤리 및 감사기구,
준법경영, 반부패 등이 강조되고 있음.
[표 2-1] ESG 세부 요소

E(환경경영)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유해물질 배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생물 다양성, 물 부족, 환경친화적
구매･조달 등

S(책임경영)

고객만족, 노동관행(임금, 근로여건), 근로자 안전, 근무환경 개선, 인적자본 개
발, 제품안전, 화학물질 안전성, 소비자보호,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취약계층
고용증대, 사고 및 재난관리 등

G(투명경영)

소유 및 지배구조, 이사회 역할, 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기업윤리, 조세투명성,
내부고발자제도, 뇌물 및 부패, 준법경영, 공정경쟁 등

자료 : 저자 작성.

ESG 경영활동이란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함.5)
- 성공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해 기업은 ESG 비전 수립부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방안까지 ESG 경영체계를 갖추고 각 단계별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4) 관계부처합동(2021b). K-ESG 가이드라인 v1.0.
5)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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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SG 경영활동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q 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관리에 더하여 사회와 투자사가 요구하는 비재무적
성과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매출이나 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임.6)
- 글로벌 금융회사나 투자회사, 신용평가사 등의 투자결정과 기업평가에 ESG가 중요한
요소로 도입되었고, 그 결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7)
- (기업목적 측면)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임.
- (자본조달 측면)ESG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핵심가치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ESG는 필수적 관리 요소임.
- (지속가능 측면)지속가능성의 포괄적인 개념하에서 발전한 ESG 요소들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필수적임.

6) "선진기업들은 ESG에 어떻게 대응하나", 중소기업신문(2021.11.11.).
7) 관계부처합동(2021b). K-ESG 가이드라인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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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투자전략 등 의사결정의 주요 평가지표, 기업의 가치 증대와 상관관계,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 주도, 기업 성장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8)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인데 ESG를 무시하고는 이제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게 되었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ESG 투자규모는 2020년 6월말 기준 약
40.5조 달러 수준이며, 이는 2012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한 것임. 국내의 경우 2019년
말 기준으로 주요 연기금 ESG 투자가 총 28.2조원이며, 이중 녹색채권은 약 13조
7,315억원으로 2018년의 약 3배에 달하고, 2021년 2월말 기준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약 87조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ESG 실행이 회사의 영업성과를 높여주며,
주가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음.
-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이 ESG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ESG 관점에서 투자나 행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국내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평가 기관들이 ESG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 ESG를 단순히 마케팅 차원을 넘어 생산과정 전반에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생산과 판매, 원료확보부터 상품조립, 공정과 홍보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협력업체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고용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문제가
발생할 때는 직접적으로 기업가치 저하와 사회적 비난, 영업이익 손실 등 여러가지
리스크를 안게 됨.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제품생산과 서비스 전 생산과정에
대한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ESG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소비자들도 가치소비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ESG와 거리가 먼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추세임. 특히 MZ세대에서 두드러진 ESG 친화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소비행동을 보임.
- 기업상장, 공개시 투자자들이 ESG를 주요 고려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시 이후에는
ESG 준수가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기업의 M&A 과정에서도 거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등이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사단계부터 ESG 역량을
검토하는데, 실사보고서에 ESG 섹션을 별도로 분리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결국 기업의 성장과 외연 확장에도 이제는 ESG의
준수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8) "[기고] ESG 동향과 기업이 나아갈 방향", 이미디어(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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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고객에게 가치 전달, 주주와 투자자를 위한 장기적
가치 창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직원에게 투자, 지역사회 봉사와 지원, 고객과
협력사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과거 기업들은 주주를 최우선시했지만 이제는 ESG 경영을 통해 고객, 투자자,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
[그림 2-3] ESG 경영의 지향점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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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비롯 기업이 ESG 경영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은 원활한
투자유치, 경쟁우위 창출을 통한 기업 및 제품 경쟁력 확보, 우수인재 고용 유지
및 유치 등을 들 수 있음.9)
- 성공적 ESG 경영은 보다 폭넓은 투자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투자자들은 점점 더
ESG 요소를 재무성과와 함께 투자결정 과정에 통합하려 하고 있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요소를 예측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반발심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ESG
경영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중소기업의 잠재적 투자자 기반이 넓어질 수 있음.
- ESG 경영은 경쟁우위 창출과 평판 향상을 통한 기업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나 높은 제품 품질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어필함. 실제로 우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많은 소비자들은
호응을 보내 왔고, 그렇게 성공을 이뤄낸 기업도 많음. 그런데 ESG 이슈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함.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브랜드에는 충성하고
사회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브랜드는 배제시키는 것임. ESG를 고려한 제품에
고객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ESG 중심의 경영은 자사의 경쟁력 원천과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ESG 경영 수행시 기존 우수 인재 고용을 지속 유지하게 하고 외부에서 많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우수인재의 확보임.
ESG 경영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임. 취업을
준비중인 많은 MZ세대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자 함. 미국
밀레니얼세대의 70% 이상은 환경보호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꺼이 급여 삭감도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함. 직원의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ESG 경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직원의 이직률과 산업재해율을 줄여
불량률이 낮아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이는 결국 수익성 증대 및 기업 가치
상승, 우수인재 유치로 이어짐.

9) "ESG 경영, 중소기업이 수행했을 때 좋은 점 3가지는? ‘폭넓은 투자자 유치+경쟁우위 창출+우수 인재 유치’",
사례뉴스(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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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SG 경영의 이점

자료 : 저자 작성.

2 ESG 경영의 필요성과 공공 지원역할의 중요성
q 기업은 탄소중립, 환경규제 대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ESG 경영 도입 선택
아닌 필수
현재 기업경영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투자자,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있음.
오늘날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보호 등 ESG 규제 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기업평가에 ESG 반영, 고객의 ESG 요구 증대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10)

10)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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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필요성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첫째, ESG 규제 강화 : 정부의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 강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과 코로나 19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정책
추진 등은 기업의 ESG 도입을 서두르게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 2030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임.
[그림 2-6] 국내외 ESG 정보공시제도 도입 추이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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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0.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오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정책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정책은 분명 기업들에게 ESG의 핵심요소인 E
환경경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고 있음.
[그림 2-7]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경제연구원(2021a).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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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안전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 책임경영(S)을
비롯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그림 2-8]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개요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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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WHO가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각종
환경파괴와 비오톱 훼손 등이 코로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기후위기는
기업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면서 ESG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경영(E)의 필요성과 실천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임.
[그림 2-9]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0).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

- 둘째,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및 ESG 투자 전략 활용 확대로 ESG 도입이
기업들에게 더욱 필요해지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수탁자가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임.11) 즉 고객이 맡긴
투자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탁투자사들이 투자대상 기업들의 전통적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오늘날 화두인 비재무적 가치 요소인 ESG 부문도 함께 적극 검토하여
투자를 하는 기법으로서,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요구는 투자대상인 기업들과
투자사들에게 ESG의 도입 운용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음.

11)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Samjong Insight Vol.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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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셋째, 기업평가에 ESG 반영 : 글로벌 신용평가사,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ESG 경영체제를 기업들이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S&P(Standard
& Poor’s) 등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일부 반영하고 있음. S&P
Global의 경우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있음.12)
- 넷째, 고객의 ESG 요구 증대 :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ESG, MZ세대 중심의 고객 ESG 요구 증대가 ESG 도입과 실효적 운영을 재촉하고 있음.

12)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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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소비자들에게 ‘무엇(What)’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최근은 ‘무엇’을 넘어
‘어떻게(How)’와 ‘왜(Why)’까지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함. 과거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한 최종 제품의 디자인, 품질 등에 집중했다면, 최근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나아가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사회･환경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음.
전 세계 소비 시장의 주역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소비
성향 변화는 기업들에게 ESG 활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끔
의식의 전환을 이끌고 있음.13)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자본시장의 요구, 고객사(대기업)의 요구, 국내외
규제 증가, 고객(소비자)의 요구 등으로 ESG를 더 이상 시장에서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향후 ESG 실적이 부족한 경우 금융 이용 불리, ESG 불량 기업의 경우 협력사에서
배제될 가능성, 탄소배출량 등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의 구매시 ESG 활동 고려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해야 생존할 수 있음.
-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 선정시 제품 안전, 노동,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반영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해 있거나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14)
[그림 2-11] 중소기업의 ESG 도입 이유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1). 중소기업 ESG 확대방안.

13)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4) 이연희 외(2021).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실태 및 정책 제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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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지원 역할의 중요성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매우 취약한 구조임.15)
-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ESG 중 G(투명경영) 요소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견제와 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지님.
- 현금흐름 등에 의한 단기적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경영진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ESG
경영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짐.
- 내부 자원 및 업무와 역할 분배의 비공식성으로 인해 ESG 관련 전문성 확보와 역할
분배가 어려운 상황임.
- 이익창출 등 재무적 가치 창출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성과요소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인 ESG에 까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시간, 인력, 비용 소요 등 경영부담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임.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 내부 역량 한계와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할
정도로 ESG 도입 대비 내부 시스템 구축이 현재 대부분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2] 중소기업의 ESG 도입 취약성

자료 : 저자 작성.

15) 대한상공회의소(2021). 중소기업 ESG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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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아직까지 ESG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자체 대응역량도
대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16)
- 중소기업 ESG를 위한 일원화된 정보제공 채널이 없으며, 요구되는 평가지표도
제각각이어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ESG가 이윤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이나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대기업 등의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ESG 도입과 운영에 많은 내재적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은 대주주나 오너가 전권을 행사하다가 ESG가 이슈가 되어 투명경영 등을
해야 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경영활동 실천 경험은 어느정도 있으나 환경부문
준비는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부문으로 환경경영(47.7%), 사회책임경영(32.8%), 투명경영(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ESG 중 사회책임경영부문(46.6%) 실천도가 가장 양호하고, 다음으로 환경경영부
문(32.7%), 투명경영부문(17.8%) 순으로 나타남.17)

중소기업의 성공적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필요함. 중소기업이 ESG 경영 도입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ESG 인식제고부터 본격 도입까지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음.18)
- 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전략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19)
- ESG 정책방향이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홍보하고 정책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ESG 경영 투자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시장 형성 단계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16)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8)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19) 관계부처합동(2021c).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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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우수기업에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도록 함.
- 상당수 중소기업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으나 도입 여건이 부족함에
따라 도입 기반시스템을 갖추는 데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ESG가 중소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만큼 비용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준비가
거의 전무한 데다 역량도 부족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맞춤 지원대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 상당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ESG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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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도입사례 및 정책동향
1 해외 도입사례 및 정책동향
1) 해외 동향

q 코로나 19를 계기로 ESG와 기후 리스크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2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기후 리스크와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ESG 경영이 글로벌 투자와 경영의 ‘뉴노멀’21)로
급부상함.
특히 코로나 19는 기후변화가 경제와 금융에 미칠 위험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ESG 투자를 단순히 윤리적인 책임이 아니라 투자와 비즈니스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다루기 시작함.
기업도 제때에 탄소국경세, 배출권 비용 증가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익이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주주들이 좌초자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탈탄소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2019년을 기점으로 기업들도 ESG
도입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2022년 3월 현재 2050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유엔의 ‘Race to Zero’에
전 세계 5,235개 기업과 441개 대규모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파트너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함.22)

20) 고재경 외(202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pp.18-21을 수정함.
21) 윤석모 외(2021). ESG, 자본시장의 뉴노멀(New Normal), 삼성증권.
22) UNFCC 홈페이지. “https://unfccc.int/climate-action/race-to-zero-campaign” (2022.03.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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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Race to Zero 참여 금융기관 파트너
구분

내용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1)

Ÿ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는 국제 자산관리자 그룹으로 현재
까지 236개가 서명하였고 관리자산은 57.5조 달러 규모임.

Paris Aligned
Investment Initiative2)

Ÿ 2조 9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53개 자산소유자가 2050년 또
는 이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하였으며, 약속 이행을 위해
Net Zero Investment Framework를 사용함.

Net-Zero Asset
Owner Alliance3)

Ÿ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1.5°C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한
국제적 그룹 71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은
10조 4천억 달러 규모임.

Net-Zero Banking
Alliance4)

Ÿ 현재 40개국 108개 은행이 가입하였으며, 이들의 자산 규모는
68조 달러로 전 세계 은행 자산의 38%를 차지함.

자료 : 1)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https://www.netzeroassetmanagers.org" (2022.03.31. 검색).
2) Paris Aligned Investment Initiative."https://www.parisalignedinvestment.org" (2022.03.31. 검색).
3) UNEPFI. "https://www.unepfi.org/net-zero-alliance" (2022.03.31. 검색).
4) UNEPFI. "https://www.unepfi.org/net-zero-banking" (2022.03.31. 검색).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요소 반영을 강화하고 있음.23)
[표 3-2] 글로벌 투자자의 ESG 관련 투자정책
구분

내용

블랙록
(BlackRock)

Ÿ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지목
-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전략을 짜는 액티브 펀드에 ESG 요소 반영
-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 정보공개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에 나섬.
-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 중단계획 발표(’18)
(표 계속)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b).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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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아문디
(Amundi)

Ÿ 회사 설립(‘10) 당시부터, 핵심투자 전략에 ESG 포함
- 대인지뢰 및 집속탄, 화학 및 생화학 무기 제작 및 유통 관련 기업,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기업에 최저평가(G
등급) 자동 부여
- ‘16년부터 매출액의 50% 이상이 석탄 생산에 의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18년에는 기준(비율)을 25%로 상향적용, 총 매출의 50% 이상이 석탄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 ‘18년부터 매출액의 10% 이상이 담배 생산 및 판매 관련된 기업은 E 등급
을 초과하는 ESG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 ’S(social)‘ 항목 평가 시 투자대상 기업 내의 인적 자본 구성 및 해당 기업이
연관된 보편적 인권 이슈를 엄격하게 평가

일본
후생연금펀드
(GPIF)

Ÿ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 후생연금펀드는 일본 경제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위해 기업에 ESG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투자 기금을
운영 하였으며, 특히,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활용, 투자자
의 주주 권리 행사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출산율, 일과 직장의 병행
도모 등 사회적 책임 전략을 채택함.
Ÿ Positive Screening 필수적용
Ÿ 정보공개 촉진, 평가방식의 개선 : ESG 평가 정밀도 향상을 위해 ‘기업 측의
ESG 정보공개 촉진’과 ‘ESG 평가방식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Ÿ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인권침해･환경파괴･부패 등의 행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에서 배제하기로 함.
Ÿ 네거티브 스크리닝 중심의 ESG 투자 자리매김
- 운용자산 1조 달러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GPFG는 술, 도박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마련
- 또한, ‘13~’15년에 걸쳐 매출액의 30% 이상이 석탄 분야에서 창출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 원유 가격에 따른 위험 경감을 위해 원유/가스 탐사와 개발업체 등에 대한
투자 중단 결정(‘19.3월)
- 이외에도 아동 노동 등 인권 탄압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온실가스
배출, 부패 등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기업 제외
Ÿ 全 자산군 투자시 ESG 요소를 모두 고려한 가운데 특히 아동 노동, 수질관
리, 기후변화 등 E와 S에서 3대 중점과제 제시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

Ÿ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UN 사회책임투자원칙의 주체로서 기업의 화
석연료 투자 철회, 인권리스크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함.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b).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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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ESG 정보공시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점차 법적 책임을
부여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를
설립하고 2017년 7월 권고안을 발표함.
-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를 재무정보 공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운영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 등 4대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전 세계 93개국에서 정부, 기업 등 3,100개 기관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거래소, 신한･KB 등 23개 기관이 가입함.
-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은 2020년 TCFD 채택을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대형
상장기업에 TCFD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의 핵심 요소

자료 :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고재경 외(202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추진함.24)

24) 기술준비실무단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프로토타입은 ① 지배구조, ② 전략, ③ 위험관리, ④ 지표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체계를 따른 것임(김천구(2021).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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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형태의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22년 6월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임.

은행, 보험 등 국제금융감독기구는 기후리스크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금융협의체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2019년 4월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대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감독기관을 위한 기후리스크
가이드를 발표함.
-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0년 2월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실무작업반(TFCR, Tac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을
설치하고 기후리스크를 건전성 감독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ESG를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하기 위해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주도로 국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을 개발하였으며, 2022년 4월 현재
4,683개 기관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음.
- 원칙 1 : ESG 이슈를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함.
- 원칙 2 : 소유 정책과 관행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됨.
- 원칙 3 :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게 ESG 이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함.
- 원칙 4 : 투자업계에 책임있는 PRI의 수용과 이행을 촉구함.
- 원칙 5 : PRI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함.
- 원칙 6 : PRI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상황을 보고함.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는 2018년 6월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ability Bond Guidelines)’를 제정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금융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속가능채권을
발행･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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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를 고려한 투자전략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ESG 투자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25)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2020년 ESG 투자 시장 규모는 35.3조
달러로 2018년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2016~2020년) 동안 55%
성장함.
- 지역별로는 미국이 17조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12조 달러, 2.9조
달러를 투자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캐나다의 ESG 투자가 4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미국 42%, 일본 34%,
호주 25% 증가하였으나 유럽 지역은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에 따라 ESG 투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임.
-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유럽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ESG 투자가 전체 운용자산의 35.9%를 차지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의 ESG 투자가
전 세계 ESG 투자의 80%를 차지함.
[그림 3-2]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좌) 및 지역별 비중(우)

자료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전통적인 펀드 대비 ESG 펀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 속도는 빠른 추세이며,
ESG 펀드 규모는 2020년 하반기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2020년 말 기준 지속가능채권 시장은 1조 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2006년
이후 GSS(녹색, 사회, 지속가능성) 이름으로 발행된 상품이 1만 여개에 이르고 있음.
- 녹색채권이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고용, 건강,
교육 등의 영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20년 사회적 채권과 지속가능성 채권 발행을 확대함.

25) 금융위원회(2021). ESG 국제 동향 및 국내 시사점.

34∣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그림 3-3] 지속가능채권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Climate Bonds Initaitive(2021). Sustainable Debt Global State of the Market 2020.

2025년까지 ESG 의무조항을 포함한 펀드는 전체 자산 시장의 50% 내외,
2035년에는 90% 내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이치방크에 의하면 ESG
자산 규모는 2030년 1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q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등 정보공시가 일반화되는 경향26)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로 사용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2022년 4월 현재 전 세계 359개 기업이 가입함.27)
- 2021년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실적을 보고한 RE100 회원사(215개)들은 전체 전력의
45%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애플은 2030년 탄소배출제로 선언(’20년 7월), 모건스탠리는 1조 달러의 ESG 펀드
조성(’20년 8월) 등 ESG 경영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52개국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82%가 지속가능성보고를 수행중임.

26) 관계부처합동(2021c).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7) RE100. “https://www.there100.org”(2022.04.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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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ESG 정책

q EU28)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본흐름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반영 및 금융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10개의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함.
녹색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EU 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고(’19년 12월),
2020년 6월 공포를 거쳐 7월에 발효함.
- EU 분류체계는 6개 환경목표 및 4개 판단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함.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
제(SFDR, Sustainablel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EU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기업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 수준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시 의무화함.
[표 3-3] EU 분류체계 규정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환경목표
Ÿ
Ÿ
Ÿ
Ÿ
Ÿ
Ÿ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와 복원

판단조건
Ÿ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Ÿ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Ÿ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Ÿ 기술선별 기준에 부합

자료 : 임수빈(2020). EU 분류체계(Taxonomy) 현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
고재경 외(202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b).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
한상범 외(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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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역내 기업 중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그룹에 대해 사회 및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개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제안함.(’21년 4월)
-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 기업 확대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고에 대한 감사의무 도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마련 등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등을 규정함.

회원국이 도입한 ESG 법안은 특정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ESG 전반을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ESG 관련 기업활동을
확인･대응･시정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Directive)’을 추진함.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해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한 12개 실행 법안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
대책을 망라한 패키지 입법안인 ‘Fit for 55’를 발표하였으며, 탄소국경조정세를
포함한 규제는 역내외 기업들의 ESG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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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일29)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독일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90년 대비 40% 감축)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을 발표하고
기후보호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aufsicht: Bafin)은 2019년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구조, 위기관리, 시나리오 경영,
아웃소싱 등 기업의 전략적인 ESG 평가방식을 제시함.
[표 3-4] ESG 관련 리스크 대처에 관한 가이드라인
분류

주요내용

기업전략 및 거버넌스
(Business Strategy and
Governance)

Ÿ ESG에 반하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 혹은 ESG
요소들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

조직 및 과정
(Organization and
Processes)

Ÿ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ESG 관련 요소를 명시해야
하며, 이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Ÿ ESG 관련 위기전략 및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정책수립, 보고
등에 포함

시나리오 경영
(Stress Tests)

Ÿ ESG 관련 위험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기관의 대처
능력을 평가, 개선

아웃소싱
(Outsourcing)

Ÿ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협약, 관리 등 과정 전반에 ESG에 반하
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

등급 평가
(Ratings)

Ÿ ESG 관련 요소가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포함

공시
(Disclosure)

Ÿ TCFD 권고안 기반

자료 : "독일의 ESG 최신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5.02.).

29) "독일의 ESG 최신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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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30)
프랑스는 2010년 그르넬 법(loi Grenelle) 제정을 통해 투자회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을 투자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연간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TECV)을 공표하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의 기업투자
기준을 강화함.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TECV)에서는 투자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은
투자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하고 에너지 및
생태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해 연간 보고서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또한 기업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조치,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여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및 생태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함.

q 스웨덴31)
2000년 스웨덴 연기금 중 하나인 AP2(Andra AP-fonden)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면서 스웨덴에 ESG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
(UN 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었음.
스웨덴 금융감독청은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을 발표하면서 스웨덴 내 모든 금융회사는 2021년
3월부터 투자 및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기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요인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신용 포트폴리오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후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스웨덴 진출 기업을 포함하여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에도
해당함.

30) "프랑스 ESG 정책동향 및 기업 대응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8.31.).
31) "사례로 보는 스웨덴의 ESG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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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32)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ESG 관련 규제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부터 상장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규정 도입을 준비 중임.33)
- 기업이 ESG 측정 기준을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기후리스크, 정치적 지출, CEO 급여
및 세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 ’21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됨.

주 수준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가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준비 중이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오레건,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ESG 요소를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및 교사 퇴직 연금에 통합한 선두
주자이며, 일리노이주의 지속가능한 투자법은 공적자금 관리 관련 모든 공공 또는
정부기관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개발, 발표 및 구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34)
- 오레곤 투자위원회는 ESG를 1,0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공식적으로 통합함.

미국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 포럼(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자산이 2조 9천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35)

32) "사례로 보는 미국의 ESG 도입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5.12.).
33) "거세지는 ESG 열풍’ 미국 SEC, 기후 공시 의무화 표결 임박", 조선비즈(2022.03.06.).
34) Markula Center for Applied Ehtics.
"https://www.scu.edu/ethics/all-about-ethics/trends-in-the-implementation-of-esg-policies
-in-state-and-local-governments" (2022.04.01. 검색.).
35) Woll. (2019).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ye ESG Investing Strategies for Returns and Impact",
Opinions ; Markula Center for Applied Ehtics.
"https://www.scu.edu/ethics/all-about-ethics/trends-in-the-implementation-of-esg-policies
-in-state-and-local-governments" (2022.04.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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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에 대한 적응을 포함한 기후변화
위험관리, ▴인적 자본 관리, 특히 인종 및 성별 다양성 및 직장 내 포용성,
▴직원안전, 공급망 탄력성 및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ESG 주요 요소들을 비즈니스
운영 및 전략에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와 유사하게 미국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1년 7월
공정경쟁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발의되었음.

q 일본36)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2021년 4월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6% 감축(’13년 대비)을 목표로 선언함.
UN의 책임투자원칙(20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파리협정(2015),
TCFD 권고안(2017) 발표로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증폭함.
ESG 확대를 위한 유럽의 의무화 조치와는 다르게 일본 정부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통해 기업 대응을 촉진하고 있으며, ESG 중 주로 G와 E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E): 경제산업성(2018년)과 환경성(2019년) ｢TCFD 가이던스｣
- 사회(S): 경제산업성(2017년) ｢다양성2.0행동 가이드라인｣
- 지배구조(G): 금융청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2014년), 경제산업성 ｢가치협력창조
가이던스｣(2017년),

｢기업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2018년),

｢사외이사

가이드라인｣(2020년) 등 발표

36) "사례로 알아보는 일본 기업의 ESG 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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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기업 ESG 도입사례

q 독일 알리안츠(Allianz SE)
세계 최대 보험금융사 중 하나인 알리안츠(Allianz SE)는 1890년 창립된 글로벌
기업으로 생명･재산보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주력시장으로 삼고 있음.
알리안츠는 2020년 MSCI 지속가능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AA를 받았으며,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ESG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ESG
관련 평가에서 일관되게 높은 등급을 받아왔으며37),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
및 투자를 선도하고 있음.
-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UN 주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AOA)에서도 의장을 맡아 참여함.38)

2003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 사업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ESG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2018년에는 자체적으로
ESG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음.
기업책임의 일환으로 ESG의 각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핵심 영역(환경:
기후변화와 탄소제거, 사회: 사회적 포용, 지배구조: ESG 경영 통합)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ESG 프레임워크를
담당하는 기업책임관리팀을 구성함.
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향후 5년간 탄소배출량
29%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2040년까지 투자 및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석탄, 탄광 관련 사업을 제외하는
계획(Allianz Coal Phase-Out Plan)을 발표함.

37) 이승준(2021)에 의하면 알리안츠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부문 상위권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2019년까지 3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보험회사 가운데 수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2021년 S&P 지속가능 연감(The Sustainability
Yearbook)의 보험권역 평가에서 Silver Class 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203개 평가대상 글로벌 보험회사 중 ESG
경영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었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Sustainalytics의 2021 ESG 리스크 평가에서도 14.8을
기록하여 278개 보험그룹 중 5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였음.
38) 이승준(2021).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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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함.
- 2023년까지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함.

이외 사회(S) 분야에서는 기업시민 프로그램(Corporate Citizenship Program)
을 운영하여 미래 세대 교육을 지원하고,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2017년부터
세금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매출과 수입세금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표 3-5] 독일 알리안츠의 ESG 전략 및 성과
구분

환경
(E)

사회
(S)

전략 및 성과
Ÿ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이행하고 2019년 UN이 결성한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
자연합에 가입
Ÿ (목표) 향후 5년간 탄소배출량을 29%까지 감축,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Ÿ (석탄퇴출 계획 발표) 보험 및 투자사업 진행 시 파트너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2040년까지는 투자 및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석탄,
탄광 관련 사업 제외
Ÿ (기후변화 연구 지원) 2017년 시작된 Allianz Climate Research Award를
통해 총 1만7000유로의 상금을 기후변화 관련 연구자들에게 지원
Ÿ (환경경영 시스템(EMS) 구축) 본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을 측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Ÿ (이니셔티브 참여) 2018년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에 참여,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책 수립하고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
Ÿ (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절감) 2023년까지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2010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 30% 감축
Ÿ (성과) 2019년 회사 전기사용량의 49%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에너지 사용량이
37%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35% 감소하여 목표 초과 달성
Ÿ 기업시민 프로그램(Corporate Citizenship Program)을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
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그 수는 약 29만 명에 도달
Ÿ 2016년 미래 세대 격려 프로그램(Allianz’s Encouraging Future Program)을
설립, 아이 및 청소년 육성사업가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로컬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사회 혁신 펀드 프로그램(Allianz Social Innovation Fund)을
진행 중
Ÿ 국제 봉사단체인 SOS Children’s Village International 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응급상황 대처법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며, 2019
년에는 본 프로그램을 위한 러닝 기부 행사를 개최
Ÿ 전체 직원 중 절반이 여성이며, 핵심 사업의 매니저 직군의 38%, 그리고 이사진
의 31%가 여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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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략 및 성과

지배구조
(G)

Ÿ 2017년부터 매년 세금 투명성 보고서(Tax Transparency Report) 발간, 매출
과 수입세금 등을 공개
Ÿ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GCS)가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며,
사이버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 즉 사이버 사고로 인한 당사자의 손해(예를
들어, 업무 방해 및 시스템 복구)뿐만 아니라 고객 등 제3자의 피해(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까지 포함
Ÿ 알리안츠 개인정보 표준(Allianz Privacy Standard)은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
로 수집하고 처리하는가에 대한 원칙이며, 직원이 지켜야 할 6가지 수칙(명확하
며 투명한 수집목적, 선택과 동의가 가능 등)을 지칭함.

자료 : "독일의 ESG 최신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5.02.).

q 프랑스 르노(Renault): 자동차 제조(내연기관차)
프랑스 국내 및 EU 차원에서 ESG 관련 다양한 규제가 추진되고, 투자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르노 그룹은 2018년 3월 환경을 위한
중기전략플랜(2017~2022년)을 발표함.
- ‘전기자동차’, ‘새로운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3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친환경
생산으로의 전환을 계획함.
- 연비개선, 주요 동력원의 전기 전환, ‘Off-Cycle’ 기술 개발, 생산 및 단종(EOL)
등 4개 분야의 사업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약 80% 감축 목표를 제시함.

2022년까지 목표로 하는 ‘Drive the Future’ 전략 플랜(’17)에서는 기술전환핵심
사업의 키워드로 ‘Electric’, ‘Connected’, ‘Autonomous’, ‘Mobility
Services’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전기자동차 개발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미래
주력 사업으로 강조함.
COP21에서 채택된 협정에 따라 르노 그룹은 내연기관 대체기술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한 대 당 온실가스 배출을 2012년 대비 60% 감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자사모델 최대 90% EV로 전환을 계획함.39)
-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 10종을 출시하고 새로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도입해 고품질 저비용 차량을 생산, 가격 경쟁력을 갖출 방침임.

39) "르노, 2030년까지 자사모델 최대 90% EV로 전환....2025년까지 EV모델 10종 출시", 글로벌모터스(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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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이후 출시되는 르노의 모든 신차는 WLTP(Worldwide Harmonis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국제 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테스트 인증을
거쳐 실생활 운전 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데이터와 정확한 연비를 제공하고,
Driving ECO2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차량이 환경오염 감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40)
- Driving ECO2 프로그램은 운행을 최적화하고 엄선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여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행 패턴 기록, 기어 변속 기록,
에코 모드 버튼, 경제적 주행을 측정할 수 있는 친환경 점수가 포함된 트립 보고서,
연비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에코 코칭, 에코 드라이빙 교육 등을 제공함.
[그림 3-4] 르노그룹의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

자료 : "프랑스 ESG 정책동향 및 기업 대응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8.31.).

40) Renault. "https://www.renault.co.kr/about/social_tab01.jsp" (2022.03.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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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KEA
세계 최대 가구업체 중 하나인 IKEA는 2012년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People
& Planet Positive’를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절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2025년까지 전기차 배송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IKEA 전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평균 70% 이하로 감축하며 전 생산단계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
IKEA는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재사용(Reuse), 수리(Refurbishment),
재생산(Remanufacturing), 재활용(Recycling) 등 4R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제품 제작 시 FSC® 인증을 받은 목재를 사용하고자 노력함.
- FSC® 인증이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대하고자 설립된
국제

NGO단체인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구축한

산림경영

인증시스템이며, 2020년 이케아는 FSC® 인증 목재사용률을 98% 달성함.
[표 3-6] 이케아 2030 지속가능성 전략
부문

목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사
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프로젝트

이케아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며 동시
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을 재생산하는 일에 앞장선다.

공정과 평등

KEA 밸류 체인 속 모든 사람을 위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

주요 전략
Ÿ IKEA 제품의 생명 연장
Ÿ 글로벌 청정에너지 커뮤니티
조성
Ÿ 사람과 지구를 위한 건강한 식품
출시
Ÿ IKEA 전 밸류 체인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
Ÿ 전 지역 배송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Ÿ 전 세계 난민 지원
Ÿ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Ÿ 성평등, 임금평등 지원

자료 : IKEA. "https://www.ikea.com/kr/ko/this-is-ikea/about-us/ikea-pubb5534570" (2022.03.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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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M41)
패스트패션 산업이 야기한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각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SPA 패션 브랜드 H&M은 2030년까지 전 상품에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2040년까지 기후 친화적 기업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아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순환적이고 기후 긍정적인 패션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평등한 기업이 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 재활용
혹은 지속가능한 면 사용, 2030년까지 100% 재활용 혹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 사용, 2040년까지 기후 친화적인 기업을 목표로 제시함.

지속가능 패션을 목표로 해안 폐기물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바이오닉
(BIONIC®) 등 섬유 재활용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늘리고, 재활용 섬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H&M은 서큘로오스(Circulose)42)와 같은 유망한 섬유 재활용
기술에 적극 투자함.
- H&M이 사용한 재활용 혹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면은 97%를
달성했으며(’19), H&M 제품의 57%는 재활용 혹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해 2030년 100%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 H&M은 오래된 그물, 카펫, 생산 후 남은 폐기물로 만들어진 재활용 나일론,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등 재활용 소재의 세계 최대 사용자 중 하나로, 2019년 H&M은 거의
5억 3,700만 개의 페트병에 달하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함.

H&M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전 세계적으로
‘GARMENT COLLECTING’을 런칭하고, 매장 내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여 헌옷을
수거하고 있으며, 의료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약 2만 9천톤의 의류를
수거하였음.

41) "패스트패션 오명에 반기드는 H&M, 해안 폐기물로 재활용 옷 만들고, 2만 5000톤 의류 폐기물 수거한다",
매일신문(2017.04.07.) ; "H&M,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전 밝혀", 데일리포스트(2020.06.05.).
42) 서큘로오스는 면과 비스코스의 함량이 높은 직물을 패션 업계가 새로운 순(Virgin) 소재 퀄리티의 옷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셀룰로오스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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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의류생산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100% 재생가능한 전기로의 전환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에서 최고 등급인
‘CDP Climate A List’에 선정됨.

q 미국 아마존(이커머스)43)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은 기업 최초로 2019년 9월 기후 서약(Climate
Pledge)에 서명하면서 204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제시함.
-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구축, 글로벌 조림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달러
투자 등의 목표 포함함.

2024년까지 80%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축하고 이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간 380MWh 이상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15개의 풍력 및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 세계에 주문 처리
및 분류 센터에 50개 이상의 태양광 지붕을 설치할 계획임.
-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자사의 배송 차량 1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2030년에는
업무에 총 10만대의 친환경 전기차 활용을 하고자 함.

2020년 6월 벤처 투자 프로그램인 기후 서약 펀드(Climate Pledge Fund)를
발표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전
있는 기업을 지원함.
- 기후 서약 펀드는 초기 자금이 20억 규모에 달하며, 20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송 및 물류, 에너지 생성, 저장 및 활용, 제조 및 재료, 순환 경제, 식품 및
농업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기업에 투자함.

비영리 기후 단체인 위민비지니스(We Mean Business)와 협력 관계를 통해
1) 기후 서약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의 목표를 가속화하도록 장려, 2)
중소기업(SME)을 포함한 공급망을 동원해 기후변화에 대한 측정 가능하고
직접적인 조치 확대, 3) 기업들이 기후 전략에서 자연 기반 솔루션 수단을
결정하도록 돕고자 함.

43) "글로벌 물류기업도 'ESG' 향해 달린다”, 물류신문(2021.08.13.) 및 “아마존, 기후 서약에 최초로 서명하며 환경
기업 표방...노동문제는 취약", 한스경제(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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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반목표(Science Based Targets)를 통해 기후과학에 맞춰 배출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RE100(100% 재생에너지사용) 목표를 제시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급업체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실행 및 보고를 위한 툴킷, 역량 구축을 제공함.
- 기업 의사결정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구별하고 재생투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 2020년 5월 발표된 ‘자연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4원칙’을 공동 지원함.

고객들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발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제품이 자연 보존 목표에
부합하면 기후 서약 프렌들리(Climate Pledge Friendly) 라벨을 제공함.
- 라벨은 식료품, 가정용품, 패션, 미용 및 개인 전자 제품을 포함해 2만5000개 이상의
제품 중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가 추가된 19가지 지속가능성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여함.

아마존은 산림농업 복원 사업도 추진 중이며, 2021년 9월 글로벌 환경 단체인
네이처 컨저번시(The Nature Conservancy)와 협력하여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의 탄소 제거 프로젝트 ‘산림농업 및 복원 가속화 사업’(Agroforestry
and Restoration Accelerator)을 출범함.
- 새로운 파트너십에 따라 네이처 컨저번시는 세계 산림농업 센터 및 여러 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소규모 농부들이 황폐한 소 목초지를 토착림 및 농림업으로
복원하고 코코아 및 기타 작물을 통해 농부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제공함.
- 자연 열대우림 복원을 통해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최대 천만 톤까지
제거할 것으로 전망됨.

q 미국 Clorox(소비재 제조기업)
표백제 및 청소 관련 분야에서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소비재 제조기업인 Clorox은 제품 및 포장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플라스틱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수질관리
등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시함.
-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는 50%까지 줄이고,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포장으로 대체함.
- 텍사스에 위치한 Enel Green Power의 Roadrunner 태양 프로젝트로부터 12년간
매년 70MW의 재생에너지 구입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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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및 신재생 에너지 인증(REC)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목표 유지를 계획함.
-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삼림 벌채 관련해 재활용 또는 인증된
천연 섬유만 포장에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함.

Clorox의 2020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력의 결과로 1차 및 2차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의 63%가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1차 포장의 79%는 재활용, 재사용 및/또는 퇴비화처리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11월 70MW급 VPPA가 체결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고
2021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 재생전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q 일본 미쓰비시상사44)
미쓰비시상사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은 사업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라는 인식하에
자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파악하고 2018년 ‘중기경영전략
2021’에서 사업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등 3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을 표명함.
- 사업을 통한 사회･환경 가치 창출을 ‘지속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CSR)과는 구분함.

2017~19년 기업의 ESG에 대한 정보를 담은 ‘ESG 데이터북’을 발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고, 2020년부터 기존 ESG 내용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
부분을 확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함.
그룹 전체 기준으로 2030년까지 총 자산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16년
대비)하고, 발전사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발전량 기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미쓰비시그룹 각사 간 제휴를 바탕으로
정부･업계단체 등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TCFD에 따른 정보공시를 확대함.

4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a).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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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미쓰비시상사의 기후변화 분야 ESG 전략
구분

주요 전략

TCFD 권고안 관련
성장기회 활용 및
위험 관리 대응

Ÿ TCFD 권고안을 자사의 기후변화 대응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벤치마크로 활용
Ÿ 기후변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뿐만 아니라 2030년 이후의 중장기 관점에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검토
Ÿ 투융자 심사 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ESG 측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 기후변화 관련 이행 위험･기회와 물리적 위험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량 데이터와 각국의 정책, 산업 동향을
근거로 심의･검토 실시

저탄소･탈탄소화
사업 추진

Ÿ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저탄소･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분야의 변혁(Energy Transformation)에 도전, 에너지
관련 사업의 포트폴리오 진화 추진
Ÿ 중장기적으로 환경과제에의 적절한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사명의 양립 도모

온실가스
감축 활동

Ÿ 그룹 연결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대상 사업 회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응
Ÿ 환경관리시스템(EMS)을 활용해 부문･그룹별로 감축 계획을
수립･추진
Ÿ 배출량 감축 대응 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축 대응방안의
재검토, 모범사례(good practice) 공유 등을 실시

외부와의 협력

Ÿ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정부와 게이단렌(経団連), 일본무역회 등
업계와 적극 협력
Ÿ 2003년도부터 기업의 기후변화 관리를 평가하는 CDP(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를 통해 환경경영정보 공개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a).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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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도입사례 및 정책동향
1) 국내 동향

q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 추진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더 중요해질 지속가능경영에 대비하여 인식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년 12월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을 발표함.45)
- 첫째,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표로
K-ESG를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K-ESG 인증을 발급함. 법 제18조
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함.
- 둘째,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교육, 평가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친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함.
- 셋째, 정부 포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ESG
우수기업에 대해 R&D ･금융･마케팅 등 정부지원을 우대하여 지속가능경영 유인을 강화함.
- 넷째, 기업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생태계 및 공급망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비전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며,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규범 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산업부는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 공시의무 확대 등 ESG
리스크 관리 영역이 더욱 커짐에 따라 공급망 협력이 곧 ESG 리스크 관리 전략임을
밝히고 국내 ESG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을 2022년 2월 출범함.46)
- 매월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ESG 공시, 금융 등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신속히 산업계와 공유할 계획임.
- 전자, 자동차, 정유, 바이오, 식품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평가항목
트렌드를 분석･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과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 계획임.

45) 산업통상자원부(2020).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
46)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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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K-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 활용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본적인 ESG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임.
[표 3-8]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2022년 포럼 계획(안)
업 종

지 역

산업 공통

서울

반도체・이차전지

경기, 충남 등

석유화학・정유

전남, 울산 등

자동차・조선・기계

광주, 경남 등

바이오・제약

충북, 강원 등

화장품・식품

경기, 경북 등

에너지산업

전북, 전남 등

주요 내용
Ÿ 공시, 금융, 책임투자 등 주요 이슈

Ÿ RBA, Drive Sustatinability, EcoVadis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 평가기관의 주요 평가항
목 공유 및 업종별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Ÿ 업종별 주요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안 및
현황 공유

주 : 매월 1회 개최.
자료 :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02.10.).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47) 본 제도는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원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내 인식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020년에는 지속가능경영유공 포상 기업으로 친환경 혁신, 협력사 안전관리 등 ESG
우수기업 총 25개사를 선정･시상하였음.

47)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원 - 2020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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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020년 지속가능경영대상 종합 ESG 부문 우수사례
기업명

SK㈜

현대
모비스㈜

주요 성과

< 환경부문 >
- RE 100 선언
- 데이터센터 등 친환경 전환
(재생에너지･고효율･친환경차)

< 사회･지배구조 부문 >
- 청년 장애인 ICT 교육 및
취업지원(씨앗 프로그램)
-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 환경부문 >
- 전기차 배터리, 연료전지
시스템 등 부품 기술개발

< 사회부문 >
- 어린이 과학교육 프로그램
→ 자율차 모형 제작 등
-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
→ 긴급자금 지원, 안전컨설팅

< 지배구조 부문 >
- 인권 운영지침 적용･실사

㈜만도

< 환경부문 >
- 전기･수소차 전원장치 및
친환경차용 전자바퀴 개발

< 사회부문 >
- 협력사 사업장에 안전관리
장착 프로그램 구축
-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 지배구조 부문 >
- 임직원 불공정 업무처리 감시

자료 :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원 - 2020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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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2020년 지속가능경영유공 포상 기업
훈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포상 부문

기업명

주요 공적

종합
ESG

SK㈜

Ÿ RE100 등 친환경 오피스 구축, 청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Ÿ 청년 장애인 ICT 교육 및 취업지원(씨앗
프로그램) 등

글로벌
CSR

삼성전자
인도법인

Ÿ 기술학교에서 가전수리기술 교육 및 취업지원
Ÿ 디지털 의료기기 기부로 스마트 병원 확산

현대모비스㈜

Ÿ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협력사 R&D
확대

종합
ESG
(주)만도

환경
(E)

지배구조
(G)

글로벌
사회책임

개발,

지역사회

HMM(주)

Ÿ 친환경 선박을 위한 설비투자, 영국 해운전문지
2019년 친환경 최우수선사 선정

한국남동발전㈜

Ÿ 19년 대기오염물질 발전사 중 최고 감축량 달성

국가철도공단

Ÿ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철도자산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창업공간 제공

포스코에너지㈜

Ÿ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물질 Zero
신기술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한국공항공사

Ÿ 저소득층을 위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성과공유제 및 R&D사업
운영

포스코 인도네시아
대표법인

Ÿ 소외계층 대상 공공시설 건립(스틸빌리지),
사회적기업(KPSE) 설립 및 운영 등 사회공헌

씨젠 멕시코

Ÿ 분자 진단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시스템 개선
및 전문의료인 양성을 통한 현지 의료수준 향상

사회
(S)
산업부장관
표창

Ÿ 전기･수소차 전원장치
저소득층 지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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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포상 부문

기업명

주요 공적

(주)더블유원

Ÿ 자동차부품분야인 LPG연료탱크를 10여년간
생산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공헌

㈜아우딘
퓨처스

Ÿ 유니세프 등 사회활동 단체에 기부활동 진행
Ÿ 다문화가정 나눔행사와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농업회사
법인청맥

Ÿ 2010년 이래 이랜드 납품액 1%를 이랜드
복지재단에 기부
Ÿ 행복한 나눔의 릴레이 활동 및 관내 어르신초청
나눔 활동

에이플러스
아로마

Ÿ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량 50%이상 감소
Ÿ 찾아가는 CSR 코칭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

전북
인삼농협

Ÿ 굿네이버스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활동
Ÿ 수해피해 인삼농가를 위한 일손 돕기

대림기계

Ÿ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 기부 활동 전개
Ÿ 위기의 조선협력업체 생존전략 및 극복방안
과제 수행으로 대통령상 수상

이든푸드
영농조합법인

Ÿ 매년 각 단체에 기부 진행 및 주민화합잔치
진행
Ÿ 주변 보육시설에 냉동제품 기부 진행

청우코아

Ÿ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평택시 애향
장학재단에 기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Ÿ 녹색경영 체계 수립, 친환경 제로에너지 도시
2곳 조성
Ÿ 일자리 및 공공구매 유공기관 2년연속 선정

예금보험
공사

Ÿ 직･간접 일자리 3만여개 창출, 사회적기업
경영개선 지원
Ÿ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8.9% 초과 달성

환경(E)

중기부
장관
표창

사회(S)

표준협회
회장상

종합
ESG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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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KOTRA
사장상

포상 부문

기업명

주요 공적

동관코웰광학전
자유한공사

Ÿ 한국인 엔지니어 채용으로 청년실업해소에 기여
Ÿ 광저우 한국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세라젬
인도법인

Ÿ 인도 드림스쿨을 수행하여 낙후된 시설 보수
및 물품기부
Ÿ 코로나19 극복 기부 및 봉사활동, 홍수, 태풍
피해지역 지원

(주)KT&G
인도네시아

Ÿ 재료품의 현지화를 지속추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
Ÿ 현지대학생 문화프로그램 제공, 어학프로그램
등 교육 실시

SK네트웍스
(샤먼)철강

Ÿ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원료 긴급 공급

글로벌
사회책임

자료 :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원 - 2020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09.).

환경부는 ’20년 12월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1년 12월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1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 구축함.4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
-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함.

48) 10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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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은
줄이면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수립함.49)
-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개선함.
-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함.
-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며,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정보공개
확대 추진함.
-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 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2021년 8월에는 민간 주도의 ESG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ESG 관련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담김.
“ESG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후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1년 11월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ESG 개념조차 모르고 있고 선진국 및 국내 대･중견기업에
비해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하며, ESG 관련 평가지표가 제각각인데다가 일원화된
정보제공 채널이 없어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및 중소기업의 ESG 도입 지원을
위해 각각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 및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를 발족함.

4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2021).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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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가별 공급망
실사 제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1년 12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켜 ESG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예정임.50)
-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함.51)

q 기업･금융기관의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하고 ESG 펀드 및 ESG 채권 발행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RE100 가입 및 ESG 경영선포,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이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중임.52)
- ‘22년 2월 기준 SK하이닉스, SK텔레콤, (주)SK,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C,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373220), 아모레퍼시픽(090430),
KB금융그룹,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음료 등 14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함.
- SK, LG, 현대, 삼성 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는 RE100 참여,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 넷제로 목표선언, TCFD 지지 선언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19개사가 TCFD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함.53)

50) 5개 기관은 ESG 우수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며,
2022년부터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희망수출기업에 대해 평가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
수출 관련 마케팅 전시회, 수출보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ESG 시너지 ㉔] 중소기업 ESG 실천
돕는 산업부와 중기부", 그린포스트코리아(2021.12.02.).
51)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 및 연계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된
거버넌스 성격을 띠고 있음.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2021.11.24.).
52) 관계부처합동(2021a). ESG 국제 동향 및 국내 시사점 ;
"[가야할 길 녹색경영] ② ESG는 생존 전략…국내 기업들 현주소는", 매일경제(2022.02.21.).
53) 네이버, 삼성SDS, DL E&C, 한화솔루션, LG화학, 제뉴원사이언스, 영진약품, 하나투어, 현대로템, 한국수력원자력,
SK이노베이션, KT&G, KT, 롯데칠성음료,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기아, 만도 등이 TDFD 지지를 선언함.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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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제로 목표 선언 기업: LG전자 2030, 네이버 2040(네거티브 2040), SK(주) 2040,
코웨이 2050, SK실트론 2040, SK네트웍스 2040, SK텔레콤 2050, 한화솔루션
2050, 현대자동차 2045, 기아 2045
-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책임있는 광물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이 회원으로 참여 중이며, CJ제일제당의 경우 동물복지 원칙을 준수한
원재료 조달(계란 등) 방침을 선언함.

최근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ESG 요소를 전사적 경영전략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금융권의 ESG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54)
- 우리금융은 2050년까지 그룹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방침이며, 하나금융도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배출 제로,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로’를 추진할 계획임.
- 신한지주는 환경･사회 리스크 관련 모범규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사회적가치
측정모델 활용하며, KB지주는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금액을 50조원까지
확대하고, 삼성자산운용은 펀드내 투자 대상 기업 선정시 기후변화 등 ESG 요소
평가를 의무화함
- 삼성화재, 신한은행, 대구은행,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JB금융그룹, 공무원연금
등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ESG 채권은 77조 5,479억원을
신규 발행하여 전년보다 94.5% 증가하였으며,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국내 ESG
펀드의 순자산은 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성장함.55)
- ESG 채권 발행기관 수(157개)와 종목수(1,149개)도 전년(발행기관 29개･종목수
546개) 대비 각각 441%, 110%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2021년 10월 27일 기준 국내 ESG 상장지수펀드(ETF) 개수는 27개, 운용규모(AUM)은
1조 6,000억 원임.

2021년 11월 30일까지 발표된 10개 그룹의 환경 분야 ESG 관련 투자액은
총 153조 2,123억원으로 최장 2030년까지 탄소 저감 공장･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순환 경제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56)
54) 금융위원회(2021). ESG 국제 동향 및 국내 시사점.
55) "국내 ESG펀드 순자산 8조 육박...1년간 500% 폭풍 성장", 서울경제(2021.12.28.).
56)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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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좌) 및 ESG 펀드 규모(우)

자료 : (좌) 한국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https://sribond.krx.co.kr" ;
(우) "국내 ESG펀드 순자산 8조 육박...1년간 500% 폭풍 성장", 서울경제(2021.12.28.).

q 공공부문의 ESG 경영 도입 확대
기획재정부는 ’21년 3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22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공개 대상 항목에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의
10개 공시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본격화될 예정임.57)
-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따라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기공개 중이거나 환경부에서 기공표 중인 정보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항목 대폭 확대
-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따라 기관리
중인 정보
- (지배구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관리 중인 정보

국민연금은 ’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이후, 최근 지속가능성 및
및 ESG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원칙을 개정(’19년 11월)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본격적으로 ESG 평가체계 구축에 나섬.

57)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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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중 ESG 항목
구분

ESG 항목
(에너지사용량) :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공시(4월)
(폐기물발생량) 공공기관의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공시(4월)
(용수사용량) 공공기관의 연간 용수(물) 사용량 공시(4월)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 공시(수시)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 구매현황 공시(7월)

E 환경
(5)

Ÿ
Ÿ
Ÿ
Ÿ
Ÿ

S 사회
(3)

Ÿ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시(7월)
Ÿ (인권경영)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공시(7월)
Ÿ (동반성장 평가결과)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공시(7월)

G 지배구조
(2)

Ÿ (자체 감사부서 현황)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공시(4월)
Ÿ (청렴도 평가결과)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7월)

자료 :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02.07.).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공공기관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음.58)
- 한국남동발전은 선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여 해상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개발, 발전폐기물 100% 재활용을 추진하고 인권경영을 협력업체와 자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등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친환경 농산물을 확산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먹거리를 활용한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로컬푸드
발굴 등으로 ESG 가치를 확산하고 있음.
- LH는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을 ESG 경영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환경(E) 분야에선 제로에너지 주택
표준모델과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만 톤 감축하고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올해 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임.59)

58) 한동숙(2021).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59) "LH, ESG 경영 전면도입…2027년까지 온실가스 53만톤 감축", 서울경제(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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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ESG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60) 지방자치단체의
ESG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광역은 세종시, 광주광역시 순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초는 서울 양천구,
대구 달서구, 전북 장수군, 서울 노원구, 서초구 순을 보임.

2) 정부의 ESG 관련 정책
(1) ESG 인프라 확충 방안61)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함.
- 기본 방향으로 첫째,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며, 둘째,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고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함.

60) 환경 부문은 단체장 의지,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친환경 생활, 정부합동평가 등, 사회부문은 단체장 의지,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공헌, 복지 및 연구, 정부합동평가 등, 지배구조는 단체장 공약,
재정건전도, 주민 및 여성참여, 대외평가 등의 평가요소로 구성됨. "국내 최초 17개 광역자치단체 'ESG 평가 지수'
나왔다… 최고평점 ‘세종시’, 2위는 ‘광주광역시", 행복경제연구소 보도자료(2021.07.05.) ; "국내 최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등급' 나와 ... 최고득점 서울 양천구, 대구 달서구, 전북 장수군, 서울 노원구, 서초구
順 …", 행복경제연구소 보도자료(2021.10.05.).
61) 관계부처 합동(2021c).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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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SG 인프라 확충 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c).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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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①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K-ESG 가이드라인 마련62)
- 공시 의무 등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외 600여 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존재하고
평가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은 ESG 대응에 어려움 호소함.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61개
ESG 이행･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제시함.
-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단계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항을 함께 제시하고 향후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임(2022~23년).
[표 3-12] K-ESG 항목 및 내용
구분
정보공시
(5)

주요내용
Ÿ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
(17)

Ÿ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Ÿ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
(22)

Ÿ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Ÿ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17)

Ÿ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 권리 등
Ÿ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자료 :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02.).

62)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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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는 ’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시행되던
것을 ’22년 1조 원 이상, ’24년 5천억 원 이상, ’26년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5년 일정 규모(예: 자산 2조 원 이상) 이상 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함.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별･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항목･시기 등의 연계를 강화함.

②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 준비 정도, 취약 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자가진단 툴을
개발하여 컨설팅, 공시지원(ESG 경영보고서 발간) 등과 연계함.
지속가능경영 확산(산업부), 탄소중립･ESG 산업생태계 조성(중기부) 사업 확대
및 연계를 통해 ESG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21년 100억원) 확대함.
- 탄소 수준 진단 → 심층 컨설팅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제품시험,
규격인증 등) → 융자 등 다양한 정책사업 연계 지원함.

ESG 우수기업에 대해 산업부, 중기부 등 재정사업 지원 우대 및 조달･금융 혜택을
제공함.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ESG 협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21년부터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참여기업에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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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 절차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2021).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③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확대하되, 자율공시 항목으로 우선 도입한 후에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함.
- 2021년 공공기관 공시항목에는 (E)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S)
가족돌봄 휴가 휴직, 직장어린이집,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봉사･기부실적 등을
추가하였으며,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ESG
항목을 확대함.
- 공기업은 코스피 상장 여부 및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식 의무화를 검토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ESG 경영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ESG 실행계획을 수립하며(’22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을 상향하는 등 ESG 요소를 강화함.

제3장 ESG 경영 도입사례 및 정책동향∣67

q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확립 및 ESG 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2021년 12월 EU, ISO 등 해외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공표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됨.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 포함함.63)
-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하며,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인 활동을 포함함.
-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을, 수소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함.
- 또한 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함.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됨.
-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2eq./kWh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며, 중･장기적으로 LNG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함.
- LNG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함.

6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환경부 보도자료(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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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채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며, ESG 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검토 등 ESG 금융상품을 다양화함.

②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ESG 민간 평가기관이 준수해야할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기업･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사회적 가치와 연계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 풀을 구축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을 확산함.

③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신설하며,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함.

q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시장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서로 연계함.
- ESG 국내외 동향과 이슈, 범부처 정책 밑 지원사업,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에

기반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교육-역량진단-대응전략 컨설팅 전 과정을 지원함.
-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정보, 사회책임투자 채권 및 ESG 펀드 등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국내 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ESG 관련 DB를 확충함.
-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정보를 정비하고 환경분야 행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며,
산업안전 관련 통계 포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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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SG 정보 플랫폼 구축(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c).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64)
글로벌 기업은 이미 공급망 협력사에 강도 높은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도 친환경 원료, 환경인증, 노동 여건 등 ESG 경영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금융･투자기관의 ESG 평가 도입*, ESG 4법** 발의 등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전망임.
* (국민銀) ESG 실천여부 여신심사기준 반영(’21.9), (하나銀) ESG 평가 인증제도 도입(’21.4)
**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 반영･강화

중소기업에 있어 ESG 대응을 위한 업무 증가 등 직접적인 비용부담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취소 및 감축 등 생존의 문제로 대두됨.

64)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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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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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ESG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교육컨설팅 제공
①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
국내외 주요 ESG 지표와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실천 가능한 필수 항목을 선별하여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향후 수출기업用, 고탄소업종用, 대기업 협력사用 등 업종･규모･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할 예정임.
-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는 환경 10개, 사회 7개, 지배구조 3개, ESG 전반 3개
등 23개 공통지표로 구성함.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활용을 위해 ESG 자가진단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수준 및 개선과제 등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발급하며,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ESG 심층진단을 실시하여 자가진단을 보완함.
- 단기적으로 ESG와 관련이 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 자가진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연동하되 사업 선정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원사업 평가 시에 ESG 요소를 고려할 계획임.
- 심층진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일부에 대해 시범적용함(’22년 600개사).

또한 ESG 체크리스트뿐 아니라 중소기업 ESG 관련 동향 및 경영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공시하여 확산함.
[그림 3-10]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구성(안)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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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ESG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 CEO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며,
민간협업에 의해 ESG 분야별･단계별 경영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후속 사업을
연계함.
- ‘일반 및 재기 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 지원으로 나누어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22년에 제조 중소기업의
ESG 경영체제 전환 지원을 위한 ESG 컨설팅을 신설하여 시행함.

중소기업 ESG 참여 현황 및 애로사항, 공급망 내 요구실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ESG 경영 도입과제 및 절차, 벤치마킹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ESG 경영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함.

q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① 민간의 자발적인 ESG 확산 유도
대기업, 공기업 등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컨설팅, ESG 실사를
지원하고, ESG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함.
공급망 외에 있는 중소기업 ESG 상생 지원에 적극적인 “ESG 자상한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ESG 생태계를 주도하는 소셜벤처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임팩트보증
및 펀드 등 집중 지원함.

② ESG 부문별 맞춤형 지원
글로벌 수출기업의 친환경 인증 요구 등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하도록 ESG
해외인증 획득, 코칭 지원 및 정보제공을 강화함.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소제조업 및 고탄소업종 (화학･섬유 등)에 대한 자금, 기술, 사업전환 지원을
강화함.
근로자 보호 및 복지지원 등 우수 사회적 책임 실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참여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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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련 지표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승계 지원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확산함.

q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①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민간 (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과 정부 (중기부)가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ESG 민관협의회를 운영함.
- (공동위원장) 중기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한상의회장, (참여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진공 등), 민간 전문기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생산성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정례회의 (월 1회)를 통해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정보공유 등 협업을 추진함.
[그림 3-11]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성(안)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②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확산
(지역 연계)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소기업 ESG 관련
협･단체 지부 등이 지역별 ESG 지원사업 추진･확산함.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위원장: 지방중기청장) 등 기존 협의체 활용(ESG 분과 구성 등)

(민간 연계) 해외 평가기관과 협업 중인 국내 평가기관에 ESG 체크리스트 활용을
유도하고 ESG 평가 번역 비용 등을 지원함.
74∣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3) 타 지방자치단체의 ESG 관련 정책

q ESG 경영 도입 확대 및 기업의 ESG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광역지자체 중 경북, 광주, 울산, 충남, 충북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또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정부, 기초지자체,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함.

광주광역시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광주광역시는 조례에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에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음.

충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를 강조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자문단
구성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임.
[표 3-13] 타 지자체 ESG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경상북도

조례명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공포일
2022. 3.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 7. 2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 12. 29.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2. 30.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 12. 3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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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부산시는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최초 ESG 분야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함.65)
- 부산시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지역 내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기술보증기금이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임.
-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부산시 자체 평가를 거쳐 부산시 ESG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증함.
- 향후 지역 모태펀드에 추천을 통하여 인증기업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지역이전 공공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사업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임.

경남도는 도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럽 등 해외수출 중심의 도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을 진행함.66)
- 전국 최초로 제조업에 특화된 표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모델을 개발해
도내 42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진단 실시함.
- 2022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주)나이스디앤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8개 기관과
‘2022년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컨설팅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환경시설 개선,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추진함.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ESG 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함.67)
- (기업진단)사업 참여기업 대상 ESG 수준 진단, 평가 및 보고서 발간
- (기반지원)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미흡 분야 개선으로 등급 상향 지원
- (역량강화)친환경 설비 지원으로 친환경제품 생산능력 지원

65) “부산시, 지자체 최초 ESG 우수 중소･벤처기업 인증… 혁신성장 발판 마련”,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2.03.25.).
66)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기업 금융지원 확대”, 경상남도 보도자료(2022.03.31.).
67) 충청남도경제진흥원(2022.4.). “2022년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76∣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 (인식확산)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ESG 세미나 개최로 도내 인식 확산 ESG
[그림 3-12] 충청남도 2022년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개요 및 절차

자료 : 충청남도경제진흥원(2022). “2022년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광주광역시는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 환경을 위해 ‘사회 가치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함.68)
- 광주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광주상공회의소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ESG
경영 지원을 추진함.
- ESG 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ESG 경영
온･오프라인 교육, 관련 동향 및 정책 자료 등 제공,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임.

울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69)
-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울산시의 기업에 적합한 ESG
평가 모형 및 지표를 마련하고 기업의 서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며, 향후 ESG 경영 전략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

68) “광주시, 기업 사회 가치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나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22.03.09.).
69) “‘이에스지(ESG) 평가지원 업무 협약’체결”, 울산광역시 보도자료(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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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많아 주요 수출국의 ESG
규제가 본격화될 시 외부 투자감소, 수출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70)
- (ESG 컨설팅)지역 중소･중견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ESG 경영 필요성 인식강화
교육, ESG 경영환경 분석 및 항목별 ESG 진단･평가, 핵심 개선과제 발굴 및 실천계획
수립, ESG 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 지원함.
- (ESG 진단평가)지역 중소기업 30개 사를 선정하여 항목별 ESG 진단 및 평가, ESG
진단평가 보고서 작성 등 지원함.

대전시는 국내･외 ESG 경영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전형 ESG 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함.71)
- (ESG 경영 교육)ESG 경영 및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 (ESG 경영 컨설팅 사전진단)온라인으로 자가 입력한 사항에 대한 ESG 항목별 평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 온라인 상담 등 실시, 진단결과보고서(ESG등급 평가 포함) 및
진단의견서를 제공함.
- (ESG 경영 종합컨설팅)사전진단 자료를 토대로 서면 및 현장실사 진단, 실사진단을
통해 진단 보고서 제공, ESG 경영을 위해 개선과제 계획수립 지원,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확인을 통해 ESG경영 지속 피드백 지원, ESG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행진단
보고서 제공(진단 이후 3개월 경과시점), 필요시 온라인 교육 등 추가 지원을 실시함.

충청북도와 (사)충청북도기업인협회는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환경･사회･
투명 경영, 사회 가치경영(ESG경영) CEO 특강을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실시함.

70) “대구시-대구상공회의소, 지역기업 ESG 경영 밀착 지원”,대구광역시 보도자료(2022.04.04.).
71) “대전시, 대전형 ESG 경영지원사업 추진”, 충청뉴스(2022.05.03.) 및 대전상공회의소(2022.4). “2022년 중소기업
대전형 ESG 경영 지원사업 모집(기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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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ESG 도입사례
(1) 국내 대기업 ESG 사례

q SK그룹72)
SK 그룹은 ‘ESG 전도사’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그룹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내세웠던 ‘딥
체인지(Deep Change･근원적 변화)’ 기조 아래 ESG 경영을 핵심으로 삼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사업구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등급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고, 특히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음.
SK는 그룹 단위로는 국내 최초로 그룹 내 6개 관계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였으며, (주)SK는 2030년까지, 나머지 5개사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임.
SK그룹은 2021년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2050년)보다 앞서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넷제로 경영을 결의하였으며, 2030년 기준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 톤)의 1%에 해당하는 2억 톤의 탄소를 줄이는 목표를 수립함.
- 최태원 회장은 ‘2021 CEO세미나’ 폐막 스피치에서 “딥체인지의 마지막 단계는 ESG를
바탕으로 관계사의 스토리를 엮어 SK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룹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빅립(Big Reap･더 큰 수확)’의 관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그룹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ESG 분야별 스토리를
제안함.

72)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
"[기승전 'ESG' 시대 ④] SK, 대한민국 재계 ESG 실현 선봉장", 이코노믹리뷰(2021.12.26.) ;
"최태원 ‘SK, 탄소 2억톤 감축 통해 빅립(큰 수확) 거둬야’", 중앙일보(2021.10.24.) ;
"[ESG가 정답이다-SK] ESG도 맏형답게…최태원 ‘8년 후 사회적 가치 30조’", 한국금융(2022.02.28.) ;
"[ESG 리포트] SK, ESG등급 전 부문 ‘A+’…사회적가치 창출 늘린다", 더 나은 미래(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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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SK 계열사 CEO들은 기존 사업 분야에서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5천만 톤을 감축하며, 아울러
전기차배터리, 수소 등 친환경 신사업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협력사 지원을
비롯한 밸류체인을 관리해 나머지 1억 5천만 톤 이상을 추가로 감축해 나갈 계획임.

SK는 전문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소 사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확보하였으며, 플러그
파워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아시아 수소 시장에 진출해 2025년까지 28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능력을 갖추고, 수소시장을 선도할 계획임.
거버넌스 영역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SK는 그룹 내
최고 협의조정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17개 계열사 중 상장된 10개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60%에 이르며, 이 중 7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아울러 SK그룹 각 계열사의 이사회는 경영진 감시나 견제
수준을 넘어 CEO 후보 추천 등 선임 단계부터 평가･보상까지 관여하게 할 계획임.
지배구조 혁신에서 앞서가고 있는 SK(주)는 2021년부터 신규 투자 결정 시
ESG 포트폴리오 적합성을 우선 검토하며, 이후 2차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뒤 ESG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림.
[그림 3-13] (주)SK 투자 의사결정 체계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80∣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SK그룹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이어서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주요 계열사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경제간접 기여 성과, 비즈니스
사회 성과, 사회공헌 사회 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
있음.
- 자영업자와 결식우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는
영세 식당들에 도시락을 주문해 매출 신장을 돕고, 이 도시락을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21년 말까지 총 62만 5천 끼니의 도시락을
제공함.

SK하이닉스는 사회적가치 창출 중장기 추진계획인 ‘SV 2030(Social Value
2030)’은 환경, 동반성장, 사회안전망, 기업문화 등 4개 분야의 사회적가치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함.
- 넷제로 완수,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ICT를 기반으로 한 취약계층 지원,
다양성･포용성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며,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했고, 기존 저장장치인 HDD를 저전력 SSD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기술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음.

SK렌터카는 2020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보급을 위해 98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녹색 채권을 발행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2030년까지 자사 보유 차량 약 20만 대를 100%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SK이노베이션은 2018년부터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4년간 총 97억 7천만 원, 누적 2만 2천여 명의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지원함.
- 2021년에는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기본급의 1%를 기부한 금액과 추가로 매칭
그랜트 방식(임직원의 기부 금액에 맞춰 기업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 중 절반인 27억 원에 정부와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모아 35억 원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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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전자73)
글로벌 제조기업으로서 ESG 실현을 위해 기존 거버넌스 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로 개편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최근 국내 대기업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한 등급에서
삼성전자는 환경경영 A, 사회책임 A+, 지배구조 B+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음.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454만 톤의
폐전자제품을 회수했으며, 글로벌 회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최근 3년간 연도별
회수량이 늘어나고 있음(2018년 355만 톤, 2019년 403만 톤).
-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총 2만 9,435톤의 구리, 알루미늄,
철, 플라스틱 등 유가자원을 추출하였으며,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3,366톤의 재생 플라스틱을 제품 제조에 다시 활용함.

2018년부터 자사의 노트북에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사용해 온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비닐 포장재에도 재생
소재와 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소재의 단계적 적용을 시작함.
- 바이오비닐과 재생비닐을 적극 활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생활가전 제품의 포장재와
사용설명서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등
지속가능산림 인증을 취득한 종이 원료로 제작되고 있음.
- 갤럭시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순환 전략에도 속도를 내면서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 소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함.

2020년 공정가스 처리설비 효율 개선 등 540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709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글로벌 사업장의 모든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함.
- 2020년부터 미국･유럽･중국 지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으며, 수원･기흥･평택사업장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녹색 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73) 전국경제인연합회･김앤장(2021). ESG 경영 사례집: 분야별 국내외 ESG 사례 ;
"[2021 경영 트렌드] ESG 경영, ‘ESG’사례 국내편", 월드투데이(2021.05.18.) ;
"[기승전 ‘ESG’ 시대 ②] 삼성전자, ‘친환경’에 진심인 제조업 끝판왕", 이코노믹리뷰(2021.12.25.) ;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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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주력 상품인 삼성전자는 2019년 반도체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메모리반도체 제품에 대한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0년에는 탄소 저감 인증을 취득함.
- 반도체 분야에서 D램 4종, SSD 3종, e스토리지 2종 등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
9개가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인증을 받았고
스마트폰용 메모리 512GB eUFS3.1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탄소 저감 인증’을 취득함.
- 갤럭시 S21도 기존 제품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 저감 인증(Reducing CO2)’를 획득함.

반도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을 아껴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3R(Reduce, Reuse, Recycle)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해 왔으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2017~18년 평균 사용량 5,015만
톤 대비 2019년 4,911만 톤으로 약 104만 톤의 용수를 하였고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조직단위 ‘물발자국’ 인증을 받음.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을 따름.
- 삼성전자 제품에 함유된 탄탈륨 및 주석,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와 같은
책임광물에 대한 관리정책과 체계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10개국에서 채굴되는
분쟁광물 사용 제한을 위해 분쟁광물 미사용(conflict-free)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협력사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책임광물과 관련된 리스크는 CRO(Chief Risk Officer)를 겸직하는 CFO 산하
상생협력센터가 주관해 관리하며 각 사업부 내 책임광물운영위원을 통해 사업부 및
협력회사의 책임광물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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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대자동차74)
현대차는 ‘2021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5 ESG 전략’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고객 경험 혁신, 전 과정 친환경 가치 추구,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지역사회 기여 및 개발 등 지속가능경영 5대 영역의
주요 성과와 중장기계획을 담음.
모빌리티를 소재로 한 환경(E) 부문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현대차는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협력사), 사업장(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75% 줄이고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을
도입해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 판매 완성차 중 전동화
모델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임.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모빌리티 업체 양사는 2021년 초를 전후로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제품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투입하기 위해 각각 4천억 원,
3천억 원 등 약 7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함.
또한 채권과 영업이익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 세계 사업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은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 14001 인증을 취득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오는 2045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업장에 고효율설비 도입, 공정 개선, 재생에너지 설치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임.

74) "[기승전 ‘ESG’ 시대 ③]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는 ESG를 싣고", 이코노믹리뷰(2021.12.25.) ;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
"[ESG 경영] 정의선 현대차 회장, ESG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나섰다", 녹색경제신문(2021.07.15.) ;
"[ESG-Ⓢ탐구생활] 현대차그룹, 차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의 교과서", N뉴스저널리즘(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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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고효율냉난방 및
자동화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를 줄임.
- 인도법인의 경우 전력의 84%를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체코법인은 RE100을 추진하는 등 해외 법인에 대해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대차그룹은 사회 부문에 있어서도 그룹 구성원과 공급망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 및 상생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UN) 등 기관의 국제기준을 준용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전담부서를 통해 근로환경,
근로조건, 안전보건, 사업영향 등 항목에 대한 인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룹 단독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급망의 ESG 수준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협력사 자가진단, 서면･현장평가, 개선사항 관리 등의 관리체계를
수립함.
- 협력사 자가진단은 국내 전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중
핵심협력사와 고위험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예정임.
-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사내
안전전문가와 함께 평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배포 및 온라인 세미나 등을 실시함.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해 ESG
활동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에 더해 안전보건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01년 제정한 윤리경영헌장과 함께 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준수하고, CEO 직속 조직인 기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전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글로벌 기후위기대응 보고 프레임워크인 TCFD 기준에 맞춰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기후변화 유형을 규제･법률, 기술, 시장,
평판, 장･단기 물리적 환경변화 등으로 구분해 리스크･기회･영향을 분석해 관리함.
현대차그룹의 장점인 교통, 이동수단 등의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셔클, 행복드림카, 행복드림서비스 등은 대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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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인 노선과 배차간격, 획일화된 교통시설로 불편을 겪는 일상적인 근거리
이동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자는 취지로 도입된 셔클서비스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은평 뉴타운 진관동에서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기간
동안 총 1만7,439명이 탑승했으며, 2021년에는 은평구, 세종시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함.
-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복지기관과 NGO 단체에 차량을 제공하는 ‘행복드림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아동 이동권 향상과 차량수급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시설에 대해 친환경
차량 기부활동을 하고 있음.
- 2015년부터 교통약자들의 세상 나들이를 돕는 행복드림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전동화 키트를 무상 대여하는 휠셰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q LG75)
LG는 지주회사인 (주)LG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에 ESG 경영의 최고 심의기구인 ESG위원회가 설립되어 각 기업별
ESG 실천 전략을 세우고 이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함.
- ESG위원회는 환경과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배구조 등 ESG에 연관된
모든 분야의 경영 사항을 심의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 전원에
각 사의 대표이사가 참여함.

ESG위원회와 함께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거래 투명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함.
LG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로 감축하기 위해
생산공정 내에 탄소 배출량 감축 장치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LG전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차량을 2025년 기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90%를
무공해 차량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100% 전환할 계획임.

75) "[기승전 ‘ESG’ 시대 ⑤] LG,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사회공헌･친환경 동시에", 이코노믹리뷰(2021.12.26.) ;
"[ESG 리포트] 구광모의 ‘뉴 LG’, 모든 상장사에 ESG 위원회 신설", 조선일보(2021.06.11.) ;
"[ESG가 정답이다 - LG] “폐가전 100만톤 회수”…구광모, LG다운 ESG 경영", 한국금융신문(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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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발단계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모니터 등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사용한 재생 플라스틱은 1만 1,149톤임.
-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로
줄이기 위해 생산 공정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 탄소배출 감축장치 등을 도입하여
2020년에는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193만 톤)대비 약 33% 줄임.
- 2020년 말 기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은 307만 톤이며 2030년 말까지 450만
톤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LG생활건강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며,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이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함.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모든 사업장에 ‘RE100’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NPG(네오핀틸글리콜) 글로벌 수출을 통해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는데 LG화학이 생산한 NPG는 기존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2021년 9월 LG디스플레이는 친환경 디스플레이 생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ESG 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함.
LG전자는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를 도입하여,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따라 한국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LG전자의 배출량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초과 배출량 발생 시
비용(배출부채)을 연결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음.
LG는 2021년 말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물 이니셔티브인 ‘물 회복
연합체(WRC)’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수자원 사용 순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함.
- (주)LG를 비롯한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등 4개 사는 2021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0 기후변화 대응’과 ‘물 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됨.

LG그룹은 각 자회사들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ESG의 친환경(E)과 사회공헌(S)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LG소셜캠퍼스’를 통해 ESG 경제 선순환 생태계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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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소셜캠퍼스’의 공동 운영사인 LG전자와 LG화학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81곳의 친환경･사회적 기업을 지원함.

LG는 매년 친환경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LG소셜펠로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2년간
최대 5천만 원의 금융지원과 사업 안정화를 위한 창업 공간 제공 등 물리적
지원뿐 아니라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사회적 기업가 공유 네트워크 구축,
LG와의 협업과 임팩트 투자 유치까지 지원함.
- 2020년 지원받은 ‘LG소셜펠로우 10기’에 선정된 10개 회사는 1년간 총 2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34명의 추가 고용, 평균 매출 3배 증가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함.
- LG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LG소셜펀드’를 조성해 사회적 기업들과 LG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지원함.

2011년 출범한 사회공헌(CSR)팀이 담당하던 ESG 업무는 ESG위원회에 이관하고
CSR팀은 사회공헌에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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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30대 그룹의 ESG 관련 투자계획
삼성 등 국내 30대 그룹은 ESG 관련 투자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표 3-14] 국내 30대 그룹의 ESG 관련 투자계획
그룹명

기업명

투자분야

삼성
디스플레이

저탄소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신재생

삼성SDI
기타

삼성
엔지니어링

저탄소

SK
종합화학

수소경제

SK
머티리얼즈

Ÿ 온실가스･폐기물 감축, 친환경에너지 사업화 투자

Ÿ 친환경차 생산능력 확대에 4조원 시설투자
Ÿ 수소연료 증설에 1.3조원 투자, 인천, 울산에 수소
연료전지 공장 건설 예정
Ÿ 수소차 관련 기술 개발, 부생수소 생산 투자

수소경제
신재생
반도체

Ÿ 2025까지 수소생태계 구축 8조 5천억원 투자
Ÿ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소재 5조 1,000억원 투자

순환경제

Ÿ 생산 플라스틱의 100% 재활용(직･간접)을 목표로
친환경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Ÿ SK지오센트릭으로 사명 변경, 친환경 플라스틱에5
조원 투자계획 발표

SK
SK
이노베이션

Ÿ 제약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사업장 구현 목표

Ÿ 수소차 관련 설비, R&D, 충전소 등 인프라 투자

현대제철
㈜에스케이

Ÿ 신재생에너지, ESG채권 등 친환경 금융분야 투자
Ÿ 차세대 배터리 투자, 8,000억원 투입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 모비스

Ÿ 저전력 OLED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투자
Ÿ 친환경 신사업 진출, 美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

현대차
현대차

환경 관련 R&D/시설 투자(계획)

신재생
(배터리)

Ÿ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미국에 설립
Ÿ 친환경사업에 5년간(2025까지) 30조원 투자
Ÿ SK이노-포드, 동유럽 12조원 배터리공장 투자, 양
사 최대 6조원 씩 투자
Ÿ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공장 건설 등 2024년까지 약1
조 2천억원 투자
Ÿ 8,500억원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설립에 투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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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SK

기업명

투자분야

환경 관련 R&D/시설 투자(계획)

SK렌터카

기타
(전기차)

Ÿ 전기차 전용 단지 구축에 406억원 투자

SK E&S

저탄소

Ÿ 친환경 LNG 발전, 기술자립 가속화
Ÿ 美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7,300억원 투자

SK하이닉스

기타
(공정)

Ÿ 반도체 제조과정에 친환경 시스템 구축

SK
에코플랜트
(건설)

기타
(시설)
수소경제
신재생

Ÿ 폐기물 처리 기업에 2,000억원 투자, 인수
Ÿ 친환경 사업, 기술혁신기업 인수에 3조원 투자

LG전자

신재생
(배터리)
기타
(디지털)

Ÿ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 플랫폼사업
Ÿ 혁신연구단지 투자 확대
Ÿ 8천 억원 시설투자, 주방가전 생산하는 창원1사업
장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LG
디스플레이

저탄소

Ÿ 온실가스 배출량 300만톤 감축

LG화학

순환경제
기타
(신소재)

Ÿ 폐플라스틱 재가공, 탄소절감 기여 계획
Ÿ 친환경, 배터리, 신약소재 등 10조원 투자
Ÿ 친환경 소재 개발에 2.6조원 투자 결정

LG
에너지솔루션

신재생
(배터리)

Ÿ 친환경 산업 선도를 위한 배터리 투자
Ÿ LG엔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MOU체결, 22년 2분기 착공, 24년 1분기 생산
Ÿ 배터리 핵심 원재료 확보를 위해 중국의 제련 전문
기업 지분 인수 등 350억원 투자

포스코

수소경제
(수소환원
제철)

Ÿ 친환경 사업 생태계 구축
Ÿ 2021~23년 1조 3천억원 환경부문 투자
Ÿ 수소분야에 10조원 투자계획 발표

포스코
케미칼

신재생
(배터리)

Ÿ 6,000억원 투자, 포항에 양극재공장(배터리) 건설

LG

포스코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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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롯데

기업명

투자분야

롯데그룹

순환경제
수소경제

Ÿ 친환경 사업 투자 ‘그린 프로미스 2030’ 발표
Ÿ 플라스틱재활용, 모빌리티, 수소, 친환경소재 등

롯데
케미칼

수소경제
신재생
(배터리)
순환경제

Ÿ
Ÿ
Ÿ
Ÿ

롯데
정밀화학

순환경제

Ÿ 그린소재분야(친환경 셀룰로스)에 1,800억원 투자

롯데제과

기타
(전기차)

Ÿ 영업용 차량 전기차 전환, 300억원 투자

㈜한화

수소경제
기타

Ÿ 그린수소 R&D･실증･생산, 수소 저장설비 마련
Ÿ 5년 간 5조 원의 금융지원으로 친환경분야
M&A, R&D, 시설투자 등 9조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

한화건설

기타

한화솔루션

저탄소
순환경제
신재생
수소경제
기타(시
설)

현대
중공업지주

수소경제
저탄소

Ÿ 5년간 친환경 미래사업에 1조원 투자 발
Ÿ 2030 수소드림 로드맵 발표
Ÿ 무탄소 선박 개발, 수소 추진선 등 7,600억원 투자

현대
오일뱅크

수소경제

Ÿ 탄소 100% 재사용 블루수소 생산

㈜GS

바이오

Ÿ 1.7조원에 휴젤 인수
Ÿ 미래 신사업으로 의료, 바이오 선택

GS건설

저탄소
(데이터)
신재생

GS칼텍스

수소경제

㈜효성

수소경제

한화

현대
중공업

GS

효성

환경 관련 R&D/시설 투자(계획)

친환경수소에 4.4조 원 투자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 건설, 2,100억원 투자
재활용 플라스틱 설비 구축에 1,000억원 투자
여수 대산공장 LPG 사용량 확대에 1,400억원 투자

Ÿ 친환경사업 추진, '그린 디벨로퍼' 도약
Ÿ
Ÿ
Ÿ
Ÿ
Ÿ
Ÿ

탄소중립 핵심소재 국산화, 탄소분자체 개발 추진
폐플라스틱 화학적분해기술 개발
바이오화학 R&D, 고효율 모듈 등 설비투자
2조 8,000억원 태양광, 그린수소 사업 투자
RES프랑스(신재생 에너지기업) 9,843억원 인수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에 300억원 투자(한국가스
기술공사 협업)

Ÿ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사업 본격 진출(영국계 사모
펀드인 액티스 공동 사업)
Ÿ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Ÿ 생산/운영 사업 추진
Ÿ 동서발전과 ’23까지 15MW 규모 수소연료전지발
전소 건설
Ÿ 국내 에너지기업 최초 탄소중립원유 도입
Ÿ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수소충전소 보급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K-ESG얼라이언스(2021). 2021 k기업 ESG 백서: 110개 사 분야별 ESG 경영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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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중소기업 ESG 도입사례76)

q 현대아이티
2013년에 설립된 현대아이티는 20여 년의 노하우를 축적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 미국 정부 주요 부처에 모니터 제품을 공급하는 등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입증받음.
- 3D 입체방송을 구현하는 3D TV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에 걸쳐 개발한
기업용 스마트 보드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실현하고 있음.

회사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요구 조건에 선행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경영 구축’ 노력중임.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미국 공공 조달시장
진입에 필수 요건인 ‘EPEAT 인증77)’을 획득함으로써, 회사의 친환경 경쟁력을
인정받음.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고 및 녹색기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보건 성과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방침 제정 및 안전보건(OH&S) 경영시스템을 실행함.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2020년에는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물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밸류체인 전체의 성과 창출을 위하여 협력사들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물질정보관리 체계 구축 등 핵심적인 관리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함.
- 유해물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급자와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76) 중소벤처기업부(2021a).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
77) 미국 정부 공급용 전자제품 환경평가 Tool, 미국 녹색전자제품협회(Green Electronics Council)와 북미 최고권위
안전규격 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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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현대아이티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위해 획득한 인증
EPEAT 인증 획득

녹색기술인증 획득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a).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

q 세림 B&G
2003년에 설립된 세림B&G는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대두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용기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포장재 사업의 ‘친환경’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2017년 환경마크를 획득한 생분해성 Flim 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함.
- 친환경 생분해성 Film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 (생분해성
수지, 생분해성 필름, 포장 봉투, PLA 빨대 등)에 적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포장재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함.

주요 고객사인 유통업계 입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당사
연구소 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사 맞춤 친환경 포장재를 제공함.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약국, 카페 등 일반적으로 고객 접근성 및 사용
빈도가 높은 포장봉투, 생분해 빨대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세림 B&G의 친환경
Flim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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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세림 B&G의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활동
자체 R&D를 통한
인증마크 획득

고객사에 차별화된
가치 제공

친환경에 대한
고객인식 제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a).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

q 인텍에프에이
1999년 벤처연구소 기업으로 시작한 인텍에프에이는 현재 전력변환장비
생산전문 기업으로 LG전자, LS 일렉트릭, 삼성전자 등 대기업 협력사로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서 가장 핵심기술인 PCS 자체 제작기술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사업분야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만큼 환경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추진함.
- 사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직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및 사건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Risk Zero 사업장’을 실현함.
-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되는 평균 10개의 환경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핵심적인 관리를 함.

환경목표에 대한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해 환경경영환경경영의 성과를 창출함.
- 전사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 실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실행력을 제고함.
- 전기사용량을 핵심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종이 사용량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등의 관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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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위한 임직원 참여형 혁신 활동을 추진함.
- 현장을 중심으로 ‘N-5S 활동’을 통하여 현장 개선, 낭비제거, 원가절감, 안전한 현장
등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제고함.
[표 3-17] 인텍에프에이의 환경 리스크 관리 및 환경목표 실적관리
환경리스크
관리

환경목표
실적 관리

임직원 참여형
환경안전 체계 구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a).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

q 지구인컴퍼니78)
2017년 설립된 지구인컴퍼니는 2019년 식물성 고기 ‘언리미트’를 출시한 이후
국내 대체육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주목받고 있음.
생산자와 소비자, 지구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지구인컴퍼니는 ESG 경영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받아 성공적인 벤처투자
유치를 이끌어냄.
- 2019년 프라이머사제 외 40억 원, 2021년 IMM인베스트 외 100억 원 등 투자유치

언리미트 2030 중장기 탄소저감 캠페인(Let’s zero)을 통해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식량 및 농업
분야의 식량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P4G와 MOU를
체결함.

78) 지구인컴퍼니. "https://unlimeat.com/shopinfo/company-1.html" (2022.04.01. 검색) ;
중소벤처기업부(2021c).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 경영안내서(이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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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zero 실천계획: 1) 국내산 농산물 사용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2) 100% 친환경
포장재 사용하기, 3)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제품 생산 시 탄소 배출량 감축, 4) 물류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 5) 자체 캠페인 및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탄소저감 실천함.

지구인컴퍼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클린 미트 팩토리’를 설립하고 2022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식품 제조 공장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 물류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정을 위해 탄소 저감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79)

q 코미코80)
코미코는 국내 최초 반도체 부품 세정, 코팅을 사업화한 회사로 2013년 기존
존속 법인인 미코로부터 분할하여 신규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5개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주요 고객사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세정, 코팅 시장을 확대하고, 태양광 산업과 고온 열처리 산업의 카본
복합재료 개발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코미코는 SK하이닉스가 협력사에 제공하는 SHE(안전･보건･환경)* 포털을 통해
ESG 리스크를 점검하며, SHE 컨설팅 프로그램에 수년간 가입하면서 매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폐기물 처리 가이드, 비상대피훈련, 작업안전지침 등 117개 법적 요구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받고 있음.
* SHE(Safety･Health･Environmnet) 지원센터는 협력업체 SHE 역량강화를 통해
SHE Risk Free Company를 달성하고,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간 동반 성장
및 SV창출을 위한 플랫폼임. 협력업체 SHE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사 SHE Portal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동종업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음81)

79) "지구인컴퍼니, 280억원 규모 추가 투자 유치", 플래텀(2021.10.29.).
80) 코미코. "http://www.komico.com/kr/company/ceo.php" (2022.04.04. 검색).
81) DBL 스퀘어. "https://sharing.skhynix.com/dbl/platform/esh/intro" (2022.04.0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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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에 하던 점검 활동을 더욱 철저히 이행함.
- 작업환경 측정: 작업 전 작접 환경 측정 밋 근로자 안정성 확보
- 점검의 일상화: 화학 사고 방제용품 점검 및 폐수처리 시설 일상 점검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영, 태양광 패널 설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유해화학물질 방재시설, 폐열 리사이클링 시설,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화재 위험 공정 방재설비 설치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그림 3-14] SK하이닉스의 SHE 지원센터 프로그램

자료 : DBL 스퀘어. "https://sharing.skhynix.com/dbl/platform/esh/intro" (2022.04.0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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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신우
1989년 설립된 ㈜신우는 화장품 패키지 생산제조 전문기업으로 최근 친환경적
혁신 패키지 기술 ‘페이퍼 프레스82)’를 개발하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 등의 화장품 회사부터 전기제품 회사까지 약 10곳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 신우의 페이퍼 프레스 기술은 제약사, 식품 등 플라스틱 트레이의 대체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 포장용 플라스틱에 대해 환경 부담금 지불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83)
신우는 포장재 분야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고, 주요 고객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요청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친환경
종이포장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용기 개발을 실현하였음.
- 신우는 아모레퍼시픽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매조건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음.

화장품 용기에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과 함께 제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화장품 용기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음.

82) 화장품 박스 안에 제품을 고정시키는 틀(트레이)을 기존 플라스틱수지(PET) 대신 종이로 만드는 기술.
83) "신우, 친환경 화장품용기 제조기술 '페이퍼 프레스' 개발", 코스메틱인사이트(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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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q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제도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며 시장 중심의 대응에서
의무적 규제로 강화되는 추세
대표적으로 EU는 2021년 3월부터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을 강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기업공급망
실사법안 등을 추진 중에 있어 EU 회원국의 ESG 정보공시 규제도 강화될 전망임.
미국도 2021년 5월 ‘기후관련 금융위험’의 행정명령(EO 14030)을 발표하였으며,
기업의 ESG 공시 범위 확대와 의무화를 규정한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 제정 움직임.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q ESG 투자 시장 규모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ESG 경영이 기업의 부가가치와도
연결되고 있어서 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ESG에 대한 투자자,
글로벌 기업의 요구가 확대되고 ESG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보임에 따라 기존
사업의 재편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반대로 투자자, 소비자, 정부 기관, 고객사의 ESG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 탈락, 공공입찰 참여 제한, 소비자 불매운동, 투자자의 외면
및 자금조달 애로 발생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법적 규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임.84)
ESG 경영 성과가 실제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SG 경영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상장기업 ESG 평가에 따르면 ESG 경영 성과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85)

84) 중소벤처기업부(2021c).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 경영안내서(이해편).
85) "2021 하반기 상장기업 ESG 평가결과 발표", 서스틴베스트 보도자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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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등급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적 기업가치를 비교한 결과, ESG 등급이 높은
상장기업의 매출액부가가치율과 매출액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86)

q ESG 경영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협력사에
대한 ESG 요구 확대가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미국의 공정경쟁법(FAIR Competition Act) 발의, RE100 확산 등으로
ESG 경영 강화는 불가피한 흐름임.
기업 경영에 있어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면서 ESG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됨.
구글과 애플과 같이 전 세계에 협력사를 가진 글로벌기업들은 협력사에도 100%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코발트 채굴 관련 아동 노동착취 등
불법 노동, 인권침해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으로도 파장이 미칠
전망임.87)
- 애플은 공급업체 대상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중립 달성에서 더 나아가 탄소 네거티브
달성 계획을 발표하고(’20년 1월)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참 요청함.
- H&M, 유니클로, 나이키 등은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 사용을 금지하고,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ESG 사회부문의 규제도 확대되는 추세임.

국내 대기업 역시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ESG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q ESG 요구가 공급망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 협력사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ESG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국내외 다양한 ESG 규범과
표준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의 ESG 인식 제고,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기업 맞춤형 ESG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86) 진익(2022). 한국 ESG투자 확산의 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b).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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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협력 중소기업 간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역시 공급망 ESG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을 확대하는 추세임.
서스틴베스트 평가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ESG 성과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대한 ESG 성과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ESG 성과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88)
경기도 특성상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대기업과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함.
- SK하이닉스 SHE 포털과 같이 협력사에게 자사의 정책이나 방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종업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협력사(중소기업)가 먼저 고객사(대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거나 공동 R&D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설비투자 등 많은 비용과 투자가 수반되므로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점을 찾기보다 공급망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에서는 협력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볼 수 있음.
- 새로운 소재, 공법개발은 대기업과 상호 니즈를 상의하여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책과제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펀드를 지원받는 것도 방법임.
- 모기업, 대기업이 운영하는 환경안전보건, 지속가능, 공생협력, 기타 ESG 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함.

q ESG 중 기후변화 리스크 영향이 중요해지고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친환경인증 획득,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분야 ESG 지원 필요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ESG
대응은 어려우며, 대기업과 비교할 때 사업 범위가 좁고 이해관계자가 납품업체인
대기업과 같이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기업처럼 전방위적인 ESG
대응이 아니라 중요도를 고려한 선별적 ESG 대응이 바람직함.89)
88) "2021 하반기 상장기업 ESG 평가결과 발표", 서스틴베스트 보도자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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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ESG 우수사례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활동보다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ESG가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ESG 성과지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환경(E)
분야가 39.7점으로 지배구조(G･68.8점)나 사회(S･47.6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0)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ESG 중 가장 준비가 어려운 분야로
환경을 꼽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벤처기업 ESG 대응 동향 조사 결과 ESG 중 가장 준비가
어려운 분야는 환경(47.7%), 사회(32.8%), 지배구조(15.1%) 순이었으며, 특히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등 자원 소비 절감 부문의 실천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91)
-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ESG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기업의
71.7%가 환경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21.7%), 지배구조(6.7%) 순으로 나타나
최근 기후리스크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ESG
트랜드를 반영하고 있음.92)

중소기업의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특성상 ESG 및 탄소중립 규제 대응은 기업
및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ESG 공시정보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뿐 아니라 사업전환, 신산업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q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기업의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필요
중앙정부는 ESG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 ESG 투자
확대를 위한 기준 및 지침, 정보공개,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ESG 정책 수요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북, 광주, 울산, 충남, 충북은 ESG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
89) 한상범 외(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기업 ESG 성과지표 분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2021.09.24.).
91) 중소벤처기업진훙공단(2021).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92) 고재경 외(202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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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촉진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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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및 문제점
1) ESG 등급 현황

q 경기도 소재 상장기업 ESG 등급은 우수 9.9%로 전반적으로 저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코스피, 코스닥 760개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경기도 소재 19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수 등급이 9.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
- 종합 ESG 등급은 우수 9.9%, 양호･보통 50.5%, 취약 39.6%로서 저조한 실정임.
- 환경(E) ESG 등급은 우수 3.6%, 양호･보통 40.1%, 취약 56.3%로서 우수가 매우
저조하고 취약이 매우 높아 3가지 ESG 요소 중 가장 저조한 실정임.
- 사회(S) ESG 등급은 우수 14.6%, 양호･보통 55.2%, 취약 30.2%로서 우수가 3가지
ESG 요소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지배구조(G) ESG 등급은 우수 10.4%, 양호･보통 65.6%, 취약 24.0%로서 3가지
ESG 요소 중 우수가 두 번째이지만 취약이 가장 낮아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4-1] 2020년 경기도 소재 상장회사 ESG 등급 평가 결과
분야

우수
(A+, A)

양호･보통
(B+, B)

취약
(C, D)

종합

9.9%

50.5%

39.6%

환경(E)

3.6%

40.1%

56.3%

사회(S)

14.6%

55.2%

30.2%

지배구조(G)

10.4%

65.6%

24.0%

주 : 경기도 소재 ESG 평가 192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총기업체 수 대비 등급별 기업체 수 비중을 분석한 것임.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중소기업도 이와 비슷한 등급결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2020년 ESG 등급평가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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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전국 ESG 평균 등급과 비교 결과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미흡
우리나라 전국 평균 ESG 종합 등급에서 우수가 14.2%인데 경기도는 9.9%로
1.4배 낮고, 특히 환경부분(E)은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가 2.5배나 낮아 3가지
ESG 요소 중 가장 미흡한 분야로 나타남.
- 종합 ESG 등급은 우수 14.2%, 양호･보통 51.8%, 취약 34.0%로 나타남.
- 환경(E) ESG 등급은 우수 8.9%, 양호･보통 42.3%, 취약 48.8%로서 경기도처럼
우수가 매우 저조하고 취약이 매우 높아 3가지 ESG 요소 중 가장 저조한 상황임.
- 사회(S) ESG 등급은 우수 20.1%, 양호･보통 56.0%, 취약 23.9%로서 우수가 3가지
ESG 요소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지배구조(G) ESG 등급은 우수 14.4%, 양호･보통 63.3%, 취약 22.3%로서 3가지
ESG 요소 중 우수가 두 번째지만 취약이 가장 낮아 경기도처럼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4-2] 2020년 우리나라 전국 상장회사 ESG 등급 평가 결과
분야

우수
(A+, A)

양호･보통
(B+, B)

취약
(C, D)

종합

14.2%

51.8%

34.0%

환경(E)

8.9%

42.3%

48.8%

사회(S)

20.1%

56.0%

23.9%

지배구조(G)

14.4%

63.3%

22.3%

주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중소기업도 이와 비슷한 등급결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2020년 ESG 등급평가.

[표 4-3] 2020년 우리나라 전국 및 경기도 상장회사 ESG 등급 평가 결과 비교
우수
(A+, A)

분야

양호･보통
(B+, B)

취약
(C, D)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종합

14.2%

9.9%

51.8%

50.5%

34.0%

39.6%

환경(E)

8.9%

3.6%

42.3%

40.1%

48.8%

56.3%

사회(S)

20.1%

14.6%

56.0%

55.2%

23.9%

30.2%

지배구조(G)

14.4%

10.4%

63.3%

65.6%

22.3%

24.0%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2020년 ESG 등급평가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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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정책 동향

q 경기도는 2022년부터 몇몇 산하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ESG 도입 지원사업을
소규모로 추진하기 시작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ESG 기업
지원업무를 일부 추진하기 시작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마련에 대한 동향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도입 지원방안을 도 집행부에 촉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 추진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ESG 경영
확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을 2022년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시행하고 있음.93)
- 소요예산은 100백만원(道)이며, 지원대상은 ESG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도민 등임.
- 지원내용은 우수 중소기업 ESG 경영 진단･평가, 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확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진단･평가는 기업방문 및 진단을 통한 ESG 평가와 개선사항
제시(50개사 내외), 경영 인식확산은 중소기업 대표 등 경영진 대상 ESG 온라인
실시간 교육(회당 3시간 100명 내외)과 ESG 콘텐츠 제작 및 보급임(ESG 개념 등
이해도 제고 및 자체교육 교재 제작 배포,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Micro-Learning 형태 제작 보급).
- 기대효과는 ESG 경영문화 확산 및 조기 정착 지원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개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ESG 컨설팅 실시로 연계 협력업체 등 ESG 경영 문화 확산
등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관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매뉴얼)을 2022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93) 경기도 내부자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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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테크노파크는 탄소중립 산업체계 개편 사업과 연계하여 ESG 중 환경부분(E)
지원사업 추진
산단 중소기업 탄소 중립 메타버스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사업과 연계하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94)
-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해외 수출기업, 국내 대기업 공급망 협력 기업 등은
LCA기반 ESG 등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달성 방안 제시를 요구받고 있음.
- 도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중임.
- 지원기간은 2022~2025년(4년)에 소요예산은 총 360억원이며, 사업목표는 경기도
탄소 중립 글로벌 수준 우수업체 100개사 지정, 사업대상은 반월･시화 스마트그린
산단 등 경기 남･북부 대표 2개소 산단 입주기업임.
- 사업내용은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탄소 중립 Scope 1, 2, 3 진단, 전략 수립, 이행
보고 및 인증 지원, 탄소 중립 성과 가시화를 위한 탄소 중립 메타버스 공유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현장 숙련자 등의 탄소 중립
재교육 및 석･박사 전문인력 공급 지원, 탄소중립관련 정보, 기술 등의 교류회, 관련
전시회,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등임.

또한, 경기도 스마트+ ECO-Factory 전환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기업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경기도 중소기업이 디지털제조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ESG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向 ｢스마트+ ECO-Factory｣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함.
- 사업대상은 경기도 내 스마트공장구축을 완료한 중소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혹은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제를 통한 수준 확인 기업임. 사업규모는
6,000백만원, 30개사임(’22~’23년 2억×5개사, ’24~’25년 2억×10개사).
- 사업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ICT기술에 의해 확보된 사업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장
진단 → 공정 취약점 명확한 도출 → 맞춤형 솔루션 지원으로서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기반 온실가스 배출 진단･검증 지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ECO-Factory 전환을 위한 개선안 제공과 최적의 유형 도출 등임. 경기도 맞춤형
탄소저감형, 친환경 생산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
공정, 친환경 현장 재활용, 친환경 제품 생산, 친환경 원료 대체 등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ESG 요소 중 환경부분(E)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94) 경기테크노파크 내부자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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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신용보증재단은 ESG 경영 금융지원사업,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ESG･RE100
관련 기업 투자유치사업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친환경, 사회적가치,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도내 ESG
경영기업과 디지털 뉴딜기업 및 혁신기업인 K-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95)
-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이윤창출을 넘어 친환경, 사회적가치,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ESG 경영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뉴딜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국민은행 35억원, 하나은행 20억원을 경기신보에 신규로 특별출연했으며, 도내 ESG
경영, K-뉴딜기업에 금융지원하고 있음.
-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은행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함.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이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적용(5천만원 초과는 90%)되며, 보증료율도 최종산출 보증료에서 0.2%p
우대적용됨.

경기경제청은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ESG, RE100
기업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96)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경기도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계획에 발맞춰
경기경제자유구역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지구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협약 시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시설로 조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SG와 RE100을
주제로 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함.
- 또한 경기경제청 직원들이 저탄소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ESG와 RE100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임.

95)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하나은행과 'ESG경영･K-뉴딜기업의 전략적 육성'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도자료(2021.07.28.).
96) "경기경제청, ESG･RE100 관련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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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는 ESG 경영 지원 차원은 아니지만 CSR 차원에서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 정책 추진
경기도는 도내 사회공헌 기업을 발굴 선정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운영중인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임. 지원내용은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및 인증서와 인증현판 지원(3년), 착한기업 사업화
및 마케팅 자금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이해관계자 관리, 사회공헌,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고객만족 등
착한기업 분야 취지에 맞는 분야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제공 등임.

경기도는 ESG의 사회부분(S)에 해당하는 CSR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상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통합 리스크 예방과
관리,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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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q ESG가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전담조직, 조례 등 지원
제도기반 마련 미흡
ESG는 중소기업이 추진하기에는 정보, 재정, 인력, 의지 및 인식 등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력이 아직 부족함.
- 현재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공정국 공정경제과에서 ESG 업무, CSR 업무를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이 없는 실정이어서 중소기업 ESG 지원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 경기도의 ESG 관련 지원 조례가 없어서 ESG 추진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아울러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한 경기도형 비전이나 목표,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립이 되어있지
않아 도지사 등 ESG 관련 중요 의사결정과 실무부서들의 추진과제 발굴 및 집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도 산하기관에서 ESG 지원 집행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역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없이 경기도의 대집행업무 단순 수행이나 중앙정부의 매칭업무 차원에서
아직 소극적 대응에 치우치고 있음.
-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집행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국내외 국가적 ESG 경영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뚜렷한 전담 조직 및 인력,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이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받는 데 애로가 많은 실정임.

q 중소기업 ESG 도입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
관내 중소기업 ESG 도입 확산 지원정책 전문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 특화기업지원과의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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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도 지원예산이 연간 1억원에 불과하여 관내
수많은 중소기업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기업애로지원, 인프라지원, 시설 및
장비지원, 기술개발지원, 사업화지원, 마케팅･판로지원, 창업지원, 보증 및
융자지원 등으로 수백개에 이르지만 국가적 화두가 된 ‘ESG’ 분야 경영 지원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움.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요소가 된 ESG 경영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시책이 현재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 1개 이외는
존재하지 않아,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전문적으로 지원받는
정책 통로가 거의 없는 실정임.
- 경기도는 ESG 경영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시책 프로그램들을 일부 재조정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비롯 신규 ESG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하여 경기도의 보다 특화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시책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q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ESG 중 환경부분(E)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정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실정
관내 중소기업은 준비부족과 역량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 성과 달성을 전반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부분(E)을 가장
어려워하여 경기도를 비롯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을 크게 바라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분(E)에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환경규제들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식으로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임.
- 사회부분(S), 지배구조부분(G)에 비해 환경부분은 그 달성을 위해 대체로 제품생산
공정의 친환경설계 및 운영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친환경설비 구축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중소기업은 이를 비생산적 투자로 인식하여 비용투자를 꺼리거나 인력
및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ESG 경영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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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여러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ESG 공시
제도, 탄소중립 달성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 빠르게 강하게 추진되어 또다른 환경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매출관리에도 힘든 경영환경에 탄소중립, 이윤추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비재무적 사회적 가치인 ESG 도입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 등 공공부문이 이를 감안하여 ESG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이 ESG 부문 중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실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이러한 중소기업의 상황에도 경기도는 환경정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 환경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나아가 환경부분(E)
실현방안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나 관련제도 수립에 특별한 움직임이 현재 없는
실정임.

도 환경국은 경제실과 협력하여 ESG 경영 지원, 특히 환경부분 달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비전과 프로그램 개발, 제도마련에 조속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중소기업 부담이 큰 환경부분은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지배구조부분은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q 중소기업은 우선 ESG에 대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컨설팅 지원 수요가
많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초기 지원 시스템 미흡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준비단계에서 초기 정보획득과 컨설팅 수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반 정보를 초기에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ESG 컨설팅
전문업체가 기업에 ESG 경영 컨설팅을 선 제공하고 추후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를 경기도에서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컨설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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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목적)경기도 중소기업 현장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대응 및 준비 현황,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음.
-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인력, 정보 등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ESG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토대로 관내 중소기업이 ESG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거시적 정책방향 정립과 지원정책 등 추진과제 수립에 활용함.

(기간)2022.2.3~2022.2.23(3주간)
(대상)경기도 소재 종사자 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 131개사
(주요 조사내용)
[표 4-4] 주요 조사항목
구분
응답기업 현황

주요 내용
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공급망 구조

ESG 경영 인식도

인식정도, 중요도, 추진사유

ESG 경영 준비도

기업의 준비 정도, 애로사항, 경기도의 지원수준

ESG 경영 정책수요

경기도의 역할 필요성, 경기도의 지원정책 방향

자료 : 저자 작성.

(응답기업 일반현황)
- 응답기업 분포에서 업종은 제조업, 종사자 수는 21~100인 이하, 연간 매출액 규모는
201억원 이상, 공급망 구조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이 가장 많았음.
- 다만 업종별에서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철강, 금속, 화학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조사여건상 제조업으로 대분류하여 실시하였음.
제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은 후속연구들에서 수행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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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응답기업 분포 현황

업종

항목

사례수(n)

빈도(%)

전체

(131)

100.0

제조업

(109)

83.2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2)

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

6.1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광관련 산업

(6)

4.6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3)

2.3

기타

(3)

2.3

20인 이하

(32)

24.4

21-100인 이하

(68)

51.9

101-200인 이하

(22)

16.8

201-300인 이하

(9)

6.9

20억원 이하

(18)

13.7

21-50억원 이하

(19)

14.5

51-100억원 이하

(26)

19.8

101-200억원 이하

(22)

16.8

201억원 이상

(42)

32.1

해당사항 없음(비영리단체)

(1)

0.8

무응답

(3)

2.3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48)

36.6

일반기업 공급

(34)

26.0

일반 도소매 공급

(15)

11.5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9)

6.9

기타 형태

(29)

22.1

무응답

(2)

1.5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규모

공급망 구조
(중복응답)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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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q ESG 경영 인식도
(인식정도)응답기업의 49.7%가 ESG 개념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SG 개념에 대해 대체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 중 절반 정도는 알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업종별 ESG 개념 인식도에서는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적을수록 ESG 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대기업･중견기업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공급망 구조를 가진 기업에
비해 ESG 개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이에 비해 일반기업 납품 공급망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ESG 개념을 모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대기업･중견기업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ESG 개념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ESG 경영을 두루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중견기업과 교류하는 기회가 더 많고,
일반기업 납품 공급망 구조를 가진 기업에 비해 기업 운영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기
때문일 것임.
[그림 4-1] ESG 개념 인식정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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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종, b: 종사자 수, c: 연간 매출액, d: 공급망 구조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중요도)응답기업의 절반인 49.6%가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6.7%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약 1/3이 ESG의 중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업종별 ESG 중요도에서는 제조업 분야/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분야가 ESG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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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클수록 ESG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공급망 구조에서는 다른 공급망 구조 기업에 비해 유달리 일반기업 공급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ESG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았음(중요하지
않음 44.1%, 중요함 32.4%).
･ 종사자 수에서는 201~300인 이하 기업, 매출액에서는 101~200억원 이하 기업,
공급망 구조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도소매 공급을
하는 기업이 각각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크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4-2] ESG 중요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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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종, b: 종사자 수, c: 연간 매출액, d: 공급망 구조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추진이유)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를 관내 중소기업들은 ESG 관련 정부정책
영향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경영자 요구 > 기업 이미지 제고
>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 > 글로벌 ESG 관련 규제 > 경쟁기업 ESG
활동 > 기업 신용평가에 ESG 요소 반영 순으로 지적함.
- ESG 관련 정부정책 영향을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ESG 경영 도입 추진의 자발성보다는 정부정책 준수 차원에서 의무감에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경기도가 지원 정책을
늘려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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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SG 경영 추진이유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q ESG 경영 준비도
(기업의 준비 정도)현재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준비 수준은 낮음 응답 60.3%,
높음 응답 9.2%로서 100점 평균 32.4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
- 업종별에서는 특히 제조업 분야/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앞서 ESG 개념에 대한 인식 결과처럼 중소기업 중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적을수록
ESG 경영 준비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시사함.
･ 특히 2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준비 수준이 100점 평균 27.3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100점 평균 28.9점에 불과할 정도로
예상대로 영세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매우 낮은 준비 수준의 경향을 보임.
- 공급망 구조별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준비
수준이 100점 평균 39.1점, 일반기업 공급 25.7점, 일반 도소매 공급 36.7점,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25.0점, 기타 형태 공급 32.8점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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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대기업･중견기업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일반기업 공급, 일반
도소매 공급,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형태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준비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ESG 경영 준비 수준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추진체계 여부)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현재
없다 83.2%, 현재 있다 9.2%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업무 담당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없지만 향후에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할
계획이 있다라는 중소기업이 7.6%에 불과하여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정책을 대폭
시행하지 않으면 좀처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유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ESG 개념 인식도와 ESG 경영 준비 수준이 낮을수록 ESG
전담 조직이나 인력 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기 때문에 이윤창출 등 재무적 가치 이외 환경경영
등 비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경영을 집중할 여력이 없어, 향후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지원정책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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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SG 경영 업무담당 조직이나 인력 여부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자체 우선 대응 이슈)ESG 관련 중소기업이 스스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 질문에 국내외 ESG 관련 규제 및 정부정책 선제
대응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42%), 다음으로 경영진 및 임직원 인식 개선 >
공급망(협력사, 고객사)과 ESG 리스크 및 성과관리 협력 >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 > ESG로 인한 당사 이미지 및 평판 관리 >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ESG 요구 대응 순으로 응답함.
- 관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ESG 관련 규제 및 정부정책 선제 대응은 해야 하고,
관련 인식 개선이나 준비는 내부적으로 거의 안 되어있는 상태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업종별에서는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는 경영진 및 임직원 인식 개선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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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ESG 자체 우선 대응 이슈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애로사항)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 및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
로 느끼는 것은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48.1%)을 들고 있음.
- 다음으로 애로사항으로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42.7%) >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35.1%) > 제한된 재원(27.5%) > CEO 및 직원들의 인식 부족
> ESG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 ESG 추진의 사업 효과성 불확실 >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및 금융 지원 미흡 > ESG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순으로 제기함.
- 업종별에서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는 CEO 및 직원들의 인식 부족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제한된 재원, ESG 추진의 사업 효과성 불확실을,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는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을,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분야는 제한된 재원,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각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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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별에서 20인 이하 중소기업은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21-100인
이하는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을, 101-200인 이하는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을, 201-300인 이하는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각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함.
- 매출액 규모별에서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21-50억원
이하는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101-200억원
이하는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201억원
이상은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을 각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함.
- 공급망 구조별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중소기업은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은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을, 일반 도소매 공급 종소기업은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은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을, 기타 형태 공급 중소기업은 제한된 재원,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각각 제기함.
[그림 4-7] ESG 경영 도입 및 실천 애로사항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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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종, b: 종사자 수, c: 연간 매출액, d: 공급망 구조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 현재 지원정책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 정보제공, 컨설팅, 자금지원, 교육기회 등
각종 지원 정책 수준은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낮다고 응답한
것은 48.1%, 높다고 응답한 것은 7.6%로서 100점 평균 38.2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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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
종사자 수 101-200인 이하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201억원 이상 중소기업, 소비자나
수요자에 직접 공급 형태의 중소기업에서 경기도의 현재 지원정책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중소기업의 경기도 ESG 경영 지원 정책수준 만족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SG 요소 중 도입 우선순위)ESG 경영의 핵심요소 3가지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 준비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E(환경) 43.8% > S(사회) 33.1%
> G(지배구조) 23.1% 순으로 응답함.
- 업종별에서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는 S(사회) 요소를 1순위로 제기한 것이
특징임. 이는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가 노동관행, 근로여건, 근무환경 등
책임경영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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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SG 경영의 핵심요소
① E(환경)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물부족 등

② S(사회)

노동관행(임금, 근로여건),, 근무환경 개선, 인적자본 개발, 제품안전, 화학
물질 안전성, 소비자보호,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취약계층 고용증대,
사고 및 재난관리 등

③ G(지배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이사회 역할, 회계관리제도, 기업윤리, 조세투명성, 내부
고발자제도, 뇌물 및 부패 등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9] ESG 요소 중 도입 우선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환경)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중소기업은 E(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저감(16%)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15.7%) >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14.8%)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14.7%) > 자원순환체계 구축 > 청정기술
개발 및 보급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 협력업체 환경경영 협력과 지원 순으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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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에서 제조업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별에서 20인 이하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21-100인 이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101-200인 이하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201-300인 이하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에서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21-50억원 이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51-100억원 이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101-200억원
이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20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급망 구조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일반 도소매 공급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기타 형태 공급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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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E(환경)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

a: 업종, b: 종사자 수, c: 연간 매출액, d: 공급망 구조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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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회)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중소기업은 S(사회)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13.5%)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는 근무환경 개선(13%) > 제품･서비스 안전 품질 개선(11.3%)
> 직원참여 및 교육 인적자본 개발(10.1%) >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관행 및 인권 개선(10%)
> 사고 및 재난관리 > 지역사회 기여 > 개인정보 보호 > 취약계층 고용증대 > 소비자
보호 > 국제사회 협력 순으로 제기함.
-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과 잦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중소기업도 사고 및
재난관리 이슈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에 책임감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 공급망 구조별 응답에서 S(사회)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업종별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 종사자 수별 21-100인 이하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규모별 21-50억원 이하
중소기업, 101-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공급망 구조별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에서는 근무환경 개선을 1순위 중요 이슈로 보고 있었음. 또한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역사회 기여를 1순위 중요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림 4-11] S(사회)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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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지배구조)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중소기업은 G(지배구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기업윤리 강화(16.3%)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는 회계관리제도 개선(15.7%) > 조세투명성 강화(13.4%)
>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13.4%) > 주주권리 보호(11.8%) > 반부패 및 준법 >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 배당정책 강화 순으로 제기함.
- 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 공급망 구조별 응답에서 G(지배구조)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에서는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의 경우 기업윤리 강화, 조세투명성 강화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반부패 및 준법 이슈를 더 중요하게 보고있는
것이 특징임. 이는 업종 특성상 비리 발생 가능성이 여느 업종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부패 의식이 평소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와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분야, 20인 이하 중소기업, 21-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
기타 형태 공급 중소기업은 회계관리제도 개선을 각각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음.
･ 51-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기업윤리 강화보다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
회계관리제도 개선을 더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림 4-12] G(지배구조) 요소 중 중요 우선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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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직 내 개선과제)ESG 경영을 도입 내지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직
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44.3%)을
가장 많이 제기함.
-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42%) >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38.2%) > ESG 관련 내부 조직, 인력, 예산 등 추진체계
강화(25.2%) >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 ESG 평가지표 및 기준 통합 > ESG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자문 순으로 제기함.
-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 내부적으로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이는 ESG 경영 도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님. 아무리 대내외 ESG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공에서
지원하려 해도 내부에서 CEO나 임원들의 ESG 추진의지나 인식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입과 실효적 운영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음.
- 업종별에서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는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보다는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을,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는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을,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분야는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ESG 관련 내부 조직, 인력, 예산 등 추진체계 강화를 각각 조직 내부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기함.
- 종사자 수별에서 21-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을 조직 내부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기함.
- 매출액 규모별에서 21-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ESG 관련 내부 조직, 인력, 예산 등
추진체계 강화를, 51-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을, 101-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을 조직 내부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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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구조별에서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을, 일반 도소매
공급 중소기업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ESG
관련 내부 조직, 인력, 예산 등 추진체계 강화를,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은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ESG 관련 내부 조직, 인력,
예산 등 추진체계 강화를, 기타 형태 공급 중소기업은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각각 조직 내부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기함.
[그림 4-13] 중소기업 조직 내 개선과제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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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종, b: 종사자 수, c: 연간 매출액, d: 공급망 구조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q ESG 경영 정책수요
(경기도의 역할 필요성)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과 관련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활성화를 위해 향후 경기도의 역할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들은 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 공급망 구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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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분야, 종사자 수 201-300인 이하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규모 101-2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201억원 이상 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중소기업, 일반 도소매
공급 중소기업,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 등이 경기도의 역할 필요성을
크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4] 중소기업 ESG 경영 확대 경기도의 역할 필요성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정책수요)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58.8%)을
가장 많이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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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42.7%) >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41.2%)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도입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공(29%) >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22.1%)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 및 공모선정 가점, 공공구매 확대(16.8%) > ESG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16.8%) >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정책 개발
공신력있는 ESG 평가･공시 기준 마련 >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중소기업
ESG 지원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 ESG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 조례 등 법제도 근거 마련 및 조사･통계
등 인프라 구축 > ESG 평가기관 일원화 유도 순으로 경기도의 정책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업종별에서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정책 개발,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를 크게 원하고 있음.
- 종사자 수별에서 21-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를, 201-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를 크게 원하고 있음.
- 매출액 규모별에서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21-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를,
101-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를 크게 원하고 있음.
- 공급망 구조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를,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를,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은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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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a: 업종, b: 종사자 수, c: 연간 매출액, d: 공급망 구조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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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및 시사점
q 중소기업 중 50%에 머무르고 있는 ESG 개념 인식도 제고 우선 필요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ESG가 무엇이고,
그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등 ESG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공급망 구조에서 일반기업 납품
중소기업일수록 ESG 개념 인식도가 낮아, 이들 기업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q 중소기업은 아직 자발성보다는 정부정책 순응 차원 의무감에 도입 추진하는 경향
중소기업 상당수가 추진이유를 ESG 관련 정부정책 영향을 지적하여 반강제적
내지 정부정책(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의무감에 도입 추진하는 경향이 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음.
현재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준비정도는 100점 평균 32.4점에 불과하여
향후 ESG 개념 인식도를 높여 도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내부 ESG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현재 83.2%에나 이르러 조직이나
인력을 우선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함.
- 특히 ESG 개념 인식도가 낮고,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낮은 영세 소규모 업체일수록
ESG 경영 도입에 소극적이고 준비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 지원 강화가 필요함.

q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 내부 개선과제로 CEO 및 임원진 인식개선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시급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과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 내 ESG 담당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ESG 인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인 전문인력 부족,
정보부족, 교육 및 자료부족, 제한된 재원 등을 해결하는 데 경기도가 맞춤형 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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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내부 경영진의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 내외부 여건 조성이 필요함. 경기도는 CEO를
비롯 경영진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강의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함.

q 중소기업은 도입 및 중요도 우선순위를 환경(E) > 사회(S) > 지배구조(G) 순으로
둬 이에 맞는 도입 준비와 경기도의 지원정책 정립 필요
환경(E)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중소기업에서 가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
- 특히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이슈에 대한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S)부분은 환경(E)부분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서 업종에서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에서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사고 및 재난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향후과제라고 할 수 있음.

지배구조(G)부분은 도입 및 중요도 우선순위 설문조사에서 23.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지만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성과 달성이 필요함.
- 성공적인 지배구조(G) 이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부적으로 우선 기업윤리 강화,
회계관리제도 개선, 조세투명성 강화, 내부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 이슈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

q 현재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낮지만 향후
경기도의 지원역할 필요성 기대치 매우 높아
현재 경기도의 ESG 경영 정책지원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100점
평균 38.2점에 불과함.
-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분야,
101-200인 이하 중소기업과 201억원 이상 중소기업, 소비자 직접 공급 형태
중소기업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이들 기업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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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실효적 운영을 위해 향후 경기도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체의 77.1%가 동조함으로써 경기도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음.
- 경기도는 향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도입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공,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ESG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 및 공모선정 가점,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공급망 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경기도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이행은 관내 중소기업의 향후 ESG 도입 확산 및 실효적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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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운영 방안
1 기본방향
1) 비전, 목표, 전략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해 비전을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에 두도록 함.
이러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로 ‘ESG 경영 도입 확대’, ‘ESG
경영 우수기업 육성’, ‘지속가능경영 선도’로 설정함.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 대내외 활성화 기반 구축, ③ 중소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설정함.
-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에는 대기업에 비해 조직, 인력, 재정 등 제반 여건이
아직 열악하고, 경영구조상 비재무적 사회적 가치인 ESG 보다는 이익창출이라는
재무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달성 등 중소기업 부담이 큰 E(환경)부분은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S(사회)와 G(지배구조)부분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ESG 도입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추진과제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과제별로 경기도 조직내 주무부서 및 보조지원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 중소기업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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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비전, 목표

자료 : 저자 작성.

2)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대내외 활성화 기반 구축, 중소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
등 세가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진과제를 설정
제안하며, 향후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적극 추진하도록 함.
경기도는 중소기업 ESG 정책방향이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제도간 정합성, 연계성, 참여 접근성,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중소기업 부담이 큰 E(환경)부분은 별도 지원방안 마련, S(사회) 및
G(지배구조)부분은 인센티브 제공을 큰 정책방향으로 하여, 중소기업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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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① ESG 경영 인식확산 방법 개발 및 지원
･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확대 우선적 실시
･ ESG 아카데미 개설･운영
･ 중소기업 CEO ESG포럼 창설･운영
･ 알기쉬운 ESG 가이드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앙 각급기관 기 제공 자료 토대 한눈에 보는
교육자료 제작 활용 홍보
･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 실시
② E(환경)에 역점을 둔 지원 강화
･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 수요에 기초한 우선순위 분야별 집중 지원
･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
③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
④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 수요에 집중 지원 추진

ESG 활성화
기반 구축

① 대외적 활성화 기반 구축
･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경기도 중소기업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경기도 ESG 투자펀드 조성
② 대내적 활성화 기반 구축
･ 중소기업 ESG 경영‘경제적 지원 프로그램’도입
･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
･ ESG 경영 보증우대제도 도입
･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중소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경영진의 ESG 인식제고와 최소담당 인력 지정 배치
ESG 요소별 중요 평가지표에 대한 자체 준비 대응력 강화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 강화
ESG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실시 활성화
대-중소기업 ESG 협업 강화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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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안
1) 수요자 맞춤형 지원
현재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 활동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의 만족 수준은 100점
평균 38.2점으로 낮은 실정임.
-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 정보제공, 컨설팅, 자금지원,
교육기회 등 각종 지원정책 수준에 대해 만족도가 낮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및 실효적 운영 도모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매우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7%가 ESG 도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5-2] 관내 중소기업의 경기도 ESG 지원활동 수준 만족도와 필요성 여부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경기도의 맞춤형
정책 개발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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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경영 인식 확산 방법 개발 및 지원
중소기업에 있어서 ESG 경영 도입과 관련 가장 걸림돌은 CEO 및 임직원들이
ESG 개념에 대해 인식 수준이 낮고 정보 접근이 어려워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점임.
-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ESG 자의반 타의반
도입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현재 관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이 ESG 개념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획득 방법도 쉽지 않아 ESG 경영의 중요성도 중소기업 중 약 1/3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5-3] 경기도 소재 전체 중소기업 중 ESG 개념 인식수준과 ESG 중요성 인식수준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 ESG 개념 인식 수준에서 업종별, 종사자 수별, 매출액별, 공급망 구조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차별화된 ESG 개념 인식 저변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낮은 ESG 개념 인식은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ESG에 대한 인식수준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법 개발과
지원 정책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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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4.3%가 현재 ESG 경영 도입 내지 활성화를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ESG 인식 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사항임.
- ESG에 대한 무지로 인해 ESG 도입 기회를 상실하거나 ESG 시장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음.97)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들의 ESG 개념 인식과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보급 확대하고 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 및 매개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①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확대 우선적 실시
-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민간전문가(기관)와 함께
만들어 민간전문가가 직접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순회
무료 ESG 교육･컨설팅을 기업 현장에서 하도록 함.
- 경기도는 교육･컨설팅을 대행하는 민간전문가에게 실적 건수에 따라 사후 비용을
정산 지원하도록 함.
- 교육･컨설팅 수행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ESG 개념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우선적 역점을 두도록 함.
- 경기도는 어느 지원사업보다 우선 중소기업이 ESG 인식개선 확대, 참여의지 증대,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ESG 경영 컨설팅 확대
지원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ESG 아카데미 개설･운영
-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개념 인식 확대와 도입의 중요성을 한층 일깨워 주기
위해 경기도 지원 ESG 아카데미를 관내 개설･운영하도록 함.
- ESG 아카데미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관내 산업단지, 권역별로 현장
중심으로 개설하여 접근성, 이용율을 높이도록 함.
-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ESG 아카데미를 직접 방문하여 ESG 개념 인식과 중요성 등
ESG 기초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의 장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함.

97)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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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CEO ESG포럼 창설･운영
-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CEO의 마인드를 ESG를 도입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CEO ESG포럼을
공동 창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포럼을 통해 CEO가 ESG 개념을 폭넓게 인식하게 하고 그중요성과 필요성도
널리 인식하게 하여, ESG 도입을 확대함은 물론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ESG 지식정보 공유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함.

④ 알기쉬운 ESG 가이드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컨설팅, 포럼을 통해 ESG 지식정보 획득이 어려운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알기쉬운 ESG 가이드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요구됨.
- 이러한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ESG 개념과 다양한 정보에
대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중소기업 ESG 우수사례도 함께 수록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ESG 개념과 중요성을
보다 쉽게 실용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콘텐츠 구성도 함께 필요함.

⑤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앙 각급기관 기존 정보자료 토대 한눈에 보는 교육자료
제작 활용 홍보
- ESG의 중요성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앙 각급 관련기관들이
제공하는 기존 유용한 ESG 인식, 도입, 활용방안을 담은 온오프라인 정보자료들이 많음.
-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중앙에서 제공하는 기존 다양한 각종 ESG 기본정보 자료들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요약 이용 안내책자를 만들어 널리 배포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⑥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 실시
- 설문조사 결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ESG 개념 인식, ESG 중요성, ESG 준비성이
중소기업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ESG 인식 확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을 수립 실시하도록 함.
- 이를 위해 ESG 개념 인식과 중요성, 준비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업종 중에서는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중소기업/출판 등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매출액에서는 100인 이하 중소기업과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그리고 공급망
구조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공급망 형태 중소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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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SG 개념 인식 확대 및 중요성 인식 제고 방안을 특별히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함.

q E(환경)에 역점을 둔 지원 강화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전국 상장회사 ESG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장회사 ESG 등급 요소 중 E(환경)부분이 S(사회),
G(지배구조)부분에 비해 등급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E(환경)부분이 S(사회),
G(지배구조)부분에 비해 등급 평가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5-4] 경기도 내 상장회사 ESG 요소별 등급 평가 결과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2020년 ESG 등급평가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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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들은 ESG 요소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준비할 요소로 E(환경)부분을 제기하고 있음.
- 중요도와 우선 준비 필요성 정도를 E(환경) 43.8%, S(사회) 33.1%, G(지배구조)
23.1% 순으로 응답함.
[그림 5-5] 경기도 중소기업이 바라 본 ESG 요소별 중요도 및 우선 준비 필요성 정도 비중(%)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ESG 요소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 가장 취약한 요소인 E(환경)부분에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①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이 E(환경)부분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상의 공정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구축을 하는 것이 관건임.
-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친환경 공정설비를 이윤 발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껴려하고 있어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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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의 중요
요소인 E(환경)부분 성과 달성을 위해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와 환경정책과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ESG E(환경)부문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②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 현재 관내 중소기업들은 ESG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국내외 시대적 과제인 E(환경)부분
중 탄소중립 이슈에 가장 큰 고민과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중소기업의 ESG 달성과 E(환경)부분 성과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과제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맞춤형 지원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경기도 기업지원 담당부서와 환경정책과에서는 기존 중소기업 탄소중립 달성
지원 사업과 연계 내지 차별화하여 ‘중소기업 ESG 탄소중립 달성 사업’을 도입,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ESG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자금, 진단･컨설팅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 즉 탄소수준 진단 → 심층 컨설팅
→ 기술지원(시세품 제작, 공정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제품시험, 규격인증 등) →
융자 등 다양한 정책사업 지원을 시행하도록 함.
- 또한 ESG 경영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달성을 어떻게 연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추진방안과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후 발주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③ 수요에 기초한 우선순위 분야별 집중 지원
- 설문조사 결과 관내 중소기업은 E(환경)부분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로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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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경기도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E(환경)부분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수요에 기초하여 ESG 요소 중 E(환경)부분 성과
달성을 위해 향후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④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
- 관내 중소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별, 매출액 규모별, 공급망 구조별로 E(환경)부분
요소중 중요 우선순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와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분야, 환경산업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ESG 경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개선하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함.
- 종사자 수별에서는 20인 이하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21-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101-200인 이하와 201-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ESG 경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개선하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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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21-50억원
이하 중소기업, 51-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20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각각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101-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ESG 경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개선하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함.
- 공급망 구조별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중소기업과 기타 형태 공급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일반기업 공급 중소기업과 일반 도소매 공급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ESG 경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개선하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함.

q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들은 S(사회)부분 요소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안전보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G(지배구조)부분 요소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기업윤리 강화, 회계관리제도 개선으로 나타났음.
[그림 5-7] 경기도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S(사회)부분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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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경기도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S(사회)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
또한, G(지배구조)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업윤리 강화, 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도록 경기도가 중점 정책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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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수요에 집중 지원 추진
설문조사 결과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가장
바라는 정책지원 분야는 주로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9] 관내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 최우선 지원 요구 분야 순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는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하도록 경제적
지원,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지원, 교육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지원에
정책역량을 결집하도록 함.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는 관련과와 협의를 통해 이들 3가지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ESG를 보다 많이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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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활성화 기반 구축
ESG 경영이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가치로서 이윤추구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비재무적, 사회적 가치인 ESG를 도입하는 데 현재
기업경영상 많은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기후위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정책을 서두르고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도입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ESG 도입에 압박감을 갈수록 느껴 도입에 관심을 점점 더 갖기
시작하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이 ESG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도입하기에는
아직 관련 조직, 인력, 재정 측면에서 내부 준비 및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ESG 도입 확대 및 실효적 운영 도모를 위해 도입 초기에는 경기도가 중소기업
ESG 활성화 인프라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
-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성공적 운영은 ESG 경영 기반에 있어서 현재 열악한 실상을
감안할 때 스스로 도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건강한 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함.
-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대내외적으로
관련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적극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q 대외적 활성화 기반 구축
①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중소기업은 ESG 평가 관리지표별 시급성, 대소경중, 관리용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여 초기 도입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경기도는 ESG 도입 초기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ESG 평가요소를 마련하여 널리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평가 관리지표
정보에 대한 기반을 구축,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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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임. 1단계는 최초 도입 또는 도입 기반이 미흡한
중소기업형용이며, 2단계는 최초 도입 이후 또는 도입 기반이 어느정도 갖춰진
중소기업형용을 의미함.
[표 5-2]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예시)
평가 관리지표
구분

1단계
(최초 도입 또는
도입 기반 미흡 기업 경우)

2단계
(최초 도입 이후 또는
도입 기반 어느정도 갖춘 기업 경우)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수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개선

에너지 효율성 개선

폐기물 배출 저감

폐기물 배출 저감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용수 사용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환경법규 위반

환경회계관리

환경회계관리

E(환경)
탄소중립 이행계획 및 달성도
친환경기술개발 및 적용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개발
자원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
친환경공급망(조달/구매/유통)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및 대응 활동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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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리지표
구분

1단계
(최초 도입 또는
도입 기반 미흡 기업 경우)

2단계
(최초 도입 이후 또는
도입 기반 어느정도 갖춘 기업 경우)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직원 복리 및 근무환경 개선

직원 복리 및 근무환경 개선

인권 등 노동관행 개선

인권 등 노동관행 개선

제품･서비스 안전 품질 개선

제품･서비스 안전 품질 개선

직원참여 및 교육인적자원 개발

직원참여 및 교육 인적자원 개발

사고 및 재난안전 관리

사고 및 재난안전 관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취약계층 고용 증대

직원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직원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S(사회)

협력사 공급망관련 성과
결사의 자유 보장
반부패/준법 윤리경영

반부패/준법 윤리경영

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관리제도 개선

조세투명성 강화

조세투명성 강화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투명성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투명성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G(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배당정책 이행
정보보호
이해관계자와 소통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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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 중앙기관이나 민간전문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 유형은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형에 가까워 중소기업이 모델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적용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 v1.0’을 토대로 경기도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 적합한 내용만을
추출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표 5-3]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안)
분야

정보공시

항목

설명

ESG
정보공시 방식

- 조직이 ESG 정보공시 동향에 맞추어 정보 수요자의 접근
성을 고려한 ESG 정보공시 방식을 정립하고 있는지 점검
- ESG 정보를 종합한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및 ESG 정보
공시 외부 확산/전파 등 정보 접근성 향상 측면의 노력
점검 확인

ESG
핵심이슈 및 KPI

- 조직의 사업성과 및 환경/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는 핵심 ESG 이슈에 대한
조직의 정보공시 수준 점검

ESG
정보공시 검증

- 조직의 ESG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가공하여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ESG
정보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정보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 점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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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설명

환경경영
목표 수립

Ÿ 조직이 책임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
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Ÿ 조직이 수립한 환경 분야 단기/중장기 목표 구체성과 내
재화 수준 확인

환경경영
추진체계

Ÿ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
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 측정

원부자재
사용량

Ÿ 조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Ÿ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변동(구조
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
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원부자재 사용량 점검

재생 원부자재
비율

Ÿ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천연자원 고갈 이슈가 증가
함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투입 방식을 자원순환형 체계
로 전환하고 있는지 점검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2)

Ÿ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
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Ÿ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변동(구조
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
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Ÿ 조직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경
계 내에서 발생하는 Scope1 & Scope2배출량뿐만 아니
라 조직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의 감축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Ÿ Scope3은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직이 Scope3를 직접 감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보
다는 Scope3의 인식/산정/검증 등 성과를 관리하는 노
력 수준 확인

E(환경)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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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환경)

항목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Ÿ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타 온
실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증
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
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
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 점검

에너지 사용량
항목 설명

Ÿ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
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 점검
Ÿ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
교가 용이한 단위 당 개념의 ‘원단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 확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Ÿ 조직이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항목 점검

용수
사용량

Ÿ 조직이 용수를 공급받는 취수원을 보호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자원 고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조직이
사용하는 용수 총량(신규 취수량, 내부 재사용량)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
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용수 사용량 점검

폐기물
배출량

Ÿ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폐기물
재활용 비율

Ÿ 조직이 가공-생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거나, 조직 내/외부에서 2차 자
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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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환경)

항목

설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Ÿ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Ÿ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
에서 최종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환경 법/규제
위반

Ÿ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
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Ÿ 제품의 조달-생산-사용 등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인체･생태계 독성 등 제품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며, 제품의 긍정적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부
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고있는지 확인

목표 수립
및 공시

Ÿ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재
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확인
Ÿ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사회분
야 이슈에 대해서 정성/정량적인 목표를 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성과 점검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Ÿ 조직이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
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채용에 투자하고 있는지, 조직
의 고용 규모가 안정적인지 점검

정규직 비율

Ÿ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
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
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 확인
Ÿ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 점검

자발적 이직률

Ÿ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이 산업평균 대비 적정한 수준
을 유지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교육
훈련비

Ÿ 조직이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
Ÿ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
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교육훈련비를 점검. 최근 5개 회계연도의 1인당 교육훈
련비 추세 함께 고려

S(사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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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S(사회)

항목

설명

복리후생비

Ÿ 조직이 임직원의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법률상 강
제성이 있는 법정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조직별 복리후생
비 확인

결사의 자유 보장

Ÿ 조직의 직원이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서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이해대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는지
확인

여성 구성원 비율

Ÿ 조직의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급의 구성
원 다양성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장애인 고용률

Ÿ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
산적인 업무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조직이 해당 권리 향상을 지원하는지 확인

안전보건 추진체
계

Ÿ 조직이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생산성 및 품질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건강･복지 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Ÿ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
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산업
재해율

Ÿ 조직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
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국
내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 평균 비교/분석)

인권정책
수립

Ÿ 조직이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
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
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이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 통해 인권보
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
는지 점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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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S(사회)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

설명
Ÿ 조직이 협력사가 직면한 ESG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협력사에 잠재되어 있는 ESG 리스크가 조직에
게 전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
Ÿ 조직이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
며, 해당 관리 체계에 따라 실제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실사-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Ÿ 조직이 협력사 ESG 관리에 있어 진단-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 외,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갖
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이 협력사의 ESG 지원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과
함께, 협력사 ESG 지원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Ÿ 단,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전략 및 실행방
안을 수립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반적인 협력사 지원방
안 내 ESG 관련 내용 포함 가능
Ÿ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License to
Operate)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
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Ÿ 조직이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
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
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Ÿ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성원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이 기여하
는 수준을 확인
Ÿ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
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Ÿ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
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 확인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Ÿ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
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
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 확인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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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G(지배구조)

항목

설명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Ÿ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ESG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ESG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고 있는지 확인

사외이사 비율

Ÿ 조직이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
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

전체 이사 출석률

Ÿ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
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
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Ÿ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률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이사회
안건 처리

Ÿ 이사회 구성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독립적/전문적/
다양한 시각으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나
특히 조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확인
Ÿ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중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
이나 원안에 반대한 이사, 그리고 가결되지 않거나 안건
을 반대한 사유를 점검

배당정책
및 이행

Ÿ 조직이 주주가치 증진 및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배당
관련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게 안내하고, 적절하게 배당을
실시했는지 확인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Ÿ 조직이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의 수수,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제품/서비스 책임 소
홀, 구성원 상호 간 모독 및 비하, 기타 사회적 책임 등)를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Ÿ 조직의 재무, 회계, 감사 관련 부정사안, 기타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사
항 및 관련 정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버넌스 체계
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Ÿ 조직이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 독
립성,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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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G(지배구조)

항목

설명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Ÿ 조직이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최고 거버넌
스 운영,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배구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 및 활동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
Ÿ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
(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점검

주 : 항목별 구체적인 성과점검, 점검기준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합동(2021b). K-ESG 가이드라인 v1.0을 참고.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b). K-ESG 가이드라인 v1.0을 토대로 작성.

③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경기도는 거버넌스를 통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성은 민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경기상공회의소 등)과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함.
- 공동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경기상공회의소장으로
하며, 참여기관은 대기업 원청사(고객사), 관내 중소기업 산업단지 대표 관계자, 중소기
업 지원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민간 전문기관(중소기업중
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으로 구성함.

운영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정례회의 (월 1회)를 통해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정보공유 등 협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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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안)
공동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업종별･분야별
+
업계 의견수렴･확산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지원

중소기업 지원기관

+

경기상공회의소
ESG 포럼･교육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민간 협･단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간사), 경기테크노파크,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상공회의소,
경기신보 등
대기업 원청사(고객사), 관내 중소기업 산단
- 중소기업형 ESG 체크리스트
대표 관계자, 한국생산성본부 등
- 중소기업 ESG 플랫폼 구축
- ESG 교육･컨설팅
- ESG 관련 사업 및 후속지원
- ESG 체크리스트 활용･확산
중소기업 ESG 확산
경기지방중기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민간 협･단체 지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b).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토대로 작성.

④ 경기도 중소기업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능력과 여건이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ESG 정보를 한눈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게 되면 ESG 도입관련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 도입에 훨씬 적극성을 발휘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음.
-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 및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전문인력 부족, 그 다음으로 정보부족, 안내자료 부족을
꼽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도입 활성화에 있어서 ESG 관련 정보나
안내자료 제공은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정책수요 설문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은 경제적 지원,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다음으로 정보자료 제공 확대,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ESG 정보수집･이용
관련 분야에 대한 갈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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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관내 중소기업의 ESG 관련 정보수집 및 이용 애로사항 정도(%)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ESG 관련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이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공공부문 최초로 상장사 ESG 공시･공개
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ESG포털" http://esgportal.kr)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ESG 정보를 집적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음.98)
- 최근 ESG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통해 ESG 정보의
중심지(Hub)로 기능하는 동시에 경제･사회내 ESG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ESG에 대한 기초자료 지식과 정보, 가이드라인 등이 부족하고,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상장사용에 집중된 것이 흠이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기능이 많지 않은 것이
단점임.

98)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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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금융위원회 제공 ｢ESG 정보 플랫폼｣ 구조도

자료 :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17.).

[표 5-4] 금융위원회 ｢ESG 정보 플랫폼｣의 구성 및 제공 정보
메 인

서브 메뉴

대표 제공정보

Ÿ ESG 개념
➀ ESG 소개

Ÿ ESG 중요성
Ÿ ESG 경영/정보공개

ESG의 개념･의의･연혁,
규제동향 및 주요 이슈 등

Ÿ FAQ
Ÿ 기업 ESG 조회
Ÿ 기업 ESG 등급
➁ ESG 기업정보

Ÿ ESG 보고서
Ÿ 지배구조보고서

ESG 평가등급 추이･평가보고서,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지배구조보고서
등

Ÿ 뉴스레터
Ÿ 국내 ESG 현황
➂ ESG 통계

Ÿ ESG 펀드
Ÿ SRI 채권현황

ESG 책임투자규모,
ESG 펀드 설정액･수익률,
ESG 채권(SRI채권) 발행 현황 등

Ÿ ESG 지수상품
➃ 자료실

Ÿ ESG 최신동향/기준
Ÿ ESG 강의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국문 번역,
ESG 관련 교육자료 등

자료 :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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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에서 제공하는 ESG 데이터 플랫폼 기능과 다소 중복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용으로는 전문 플랫폼이 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용으로 특화된 ‘경기도 중소기업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구축시 기본적으로 ESG 개념, 인식 제고 기본정보, 지침 및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교육자료, 자가진단 툴, 각종 지원제도 현황, 관련기관과 담당부서 정보, 투자 및
통계정보, 대출 금융정보, 컨설팅 및 평가기관 정보, 국내외 정책동향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함. 우수사례만 해도 형식적 개괄적 소개가
아닌 업종별, 규모별, 공급망별 비슷한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업로도하도록 함.
- 특히 ESG 도입시 무엇이 궁금하고 필요한 지 등 이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중심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도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ESG 도입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도록 함.
- ‘경기도 중소기업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의
별도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함.

⑤ 경기도 ESG 투자펀드 조성99)
ESG 경영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함으로써 경기도형 ESG 정책을 실현하도록 함.
경기도 ESG 투자펀드 조성 규모는 총 450억원으로 하여 2년마다 150억원 규모
펀드 3개를 조성 추진함(도비 50억원, 민간 등 100억원).
- 투자대상은 경기도가 산출한 ESG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ESG
요소로 중소기업의 ESG 수준 진단후 투자의사결정을 함.
주요 내용은 의무투자액/펀드별 : 도내 투자대상 기업 100억원(도 출자액의 200%) 이상,
투자한도 : 업체당 출자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투자형태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비상장기업 지분인수 등으로 설정함.
- 사업기간 : 2022~2034년/펀드별 만 8년 운용(4년 투자 + 4년 회수), 펀드별 운영기간
: (1호) 2022~2030년, (2호) 2024~2032년, (3호) 2026~2034년, 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 선택, 운용주체 : 업무집행조합원(GP/운용사)
선정,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함.

99) 이연희 외(2021).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실태 및 정책 제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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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는 경기도형 ESG 정책 확산 및 ESG 문화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ESG 관련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q 대내적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중소기업 ESG 경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도입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 최우선 내부적 활성화
기반은 경제적 지원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임.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냐 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수요 질문에 가장
많은 58.8%가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것을 경기도는 간과해서는 안 됨.
[그림 5-13] 관내 중소기업이 바라는 경기도의 정책지원 우선순위 비중(%)

자료 : 본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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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ESG 도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분야에서 강구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수요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 인프라
기반 강화 차원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도입하여
지원에 나서도록 함.

②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이 ESG 도입과 관련 경기도에 바라는 정책지원 요구사항 중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를 제안하고 있음.
- 인증 및 홍보 지원 업무는 경기도 입장에 볼 때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ESG
도입에 나서고 성공적 운영을 영위하도록 기반 구축 일환으로서 적극 시행하도록 함.
③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대상기업 심사시
ESG 경영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조달 확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대상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중 대표사업(예시, 경기도 기술개발지원사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하고 추후 확대하도록 함.100)
-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원사업 평가시 ESG 경영관련 지표 추가,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우수기업 공공조달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독려함.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촉진 및 ESG 문화를 확산해 나감.

100) 이연희 외(2021).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실태 및 정책 제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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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SG 경영 보증우대제도 도입
경기도는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 확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ESG 경영 보증우대제도’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ESG 경영 보증 우대 제도’를 도입･운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제도를 2022년 2월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101)
경기도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적용･시행하도록 함.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ESG 경영 역량평가보증’ 제도를 도입함.
- 이를 통해 신보는 평가대상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ESG 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등 차등화된 심사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컨설팅 우대, ‘고용의 질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신보는 2022년 1월 신보형 ESG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금융팀을
‘ESG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ESG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

101) "신용보증기금, ESG경영 보증 우대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에 박차",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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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경기도가 위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인프라 기반 구축 시행을 통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정비와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경기도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차원에서 관련조례,
담당 전문조직 및 인력, 산하 집행기관의 협력시스템을 조속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경기도는 광주광역시, 충남도, 경북도, 울산시, 충북도의 ‘ESG 경영 지원 조례’처럼
의회와 협력하여 가칭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조속 제정하고,
도 특화기업지원과에 ‘ESG지원팀’을 신설하도록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에 ESG 지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함.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ESG지원센터’
신설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ESG 경영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경기도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연간 약 100억원을 별도 편성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소기업 ESG 각종 지원 정책사업을 실천할 것을 제안함.
[그림 5-14]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추진체계 강화

자료 : 저자 작성.

3) 중소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인프라
기반 구축만으로는 어려우며, 무엇보다 여건이 쉽지만은 않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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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준비 정도는 100점 평균 32.4점으로 매우 낮고,
ESG 대응 자체 전담조직과 인력이 있는 기업은 9.2%에 불과하며,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을 들고 있음. 또한
스스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자체 과제로 경영진 및 임직원 인식 개선을 대부분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ESG 인식에 대한 자체 마인드 부족도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 자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함.
중소기업은 ESG 경영 혁신전환 6대 실천과제에 기초하여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102)
- ESG가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핵심역량에 기초한 본업의 ESG화
추진, ESG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5-15]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혁신전환 6대 실천과제

자료 : IBK기업은행(2021).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102) IBK기업은행(2021).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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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진의 ESG 인식 제고와 최소 담당인력 지정 배치
중소기업이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CEO를 비롯 경영진의 ESG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
- 이를 위해 CEO는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ESG에 대한 강의나 교육에 열심히
참가하여 인식 수준을 스스로 높이고 관련 정보를 널리 얻도록 해야 함.
- 또한 CEO는 임직원들이 ESG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을
장려하고, 필요시 기업 전체 조직 차원에서 현장이나 방문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함. 임직원들의 ESG 교육 수강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이 ESG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내부 애로사항이 담당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인데, CEO는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초기에 조직
내부에 적어도 1명 ESG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대응해 나가는 리더십이 요구됨.
- ESG 대응 관련 예산도 어느정도 편성하여 내부적으로 계획한 방안들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에서 제안한 중소기업 CEO가 챙겨야
할 시급한 3대 과제도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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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중소기업 CEO가 챙겨야 할 시급한 3대 과제
 친환경 생산공정을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자.
Ÿ 협력사까지 ESG 경영을 요구함에 따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협렵중소기업은 친환경설비로
전환
Ÿ 대-중소기업 간 협력기업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본업과 밀접한 사회적가치(S) 영역의 과제부터 경영목표에 추가하자.
Ÿ 지역사회가 고민하는 사회문제를 적극 검토
Ÿ 임직원들의 근로여건이 ESG 경영의 중요한 평가요소임을 인식
※ (주요과제) 동업종,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에 비해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 인권보호를
위한 사내 정책 수준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
 비재무적 가치(ESG)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
*(이해관계자) 고객, 공급업체, 내부 구성원, 지역사회 등
Ÿ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 기업 이익창출에 마이너스로 보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익
창출로 흑자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전파
Ÿ ESG 성과를 최대한 숫자로 전달
※ (예시) 이번 신규채용을 전년대비 30% 늘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전년대비 40% 감축하였다.
자료 : IBK기업은행(2021).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에서 재작성.

q ESG 요소별 중요 평가지표에 대한 자체 준비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들이 ESG 요소별 평가지표에서 스스로 가장 중요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 자체 대응력을 발휘해야 함.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도 중소기업 스스로 준비를 먼저 하고 대비를
할 때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임.
- 향후 중소기업은 E(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S(사회)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G(지배구조)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윤리 강화’에
각각 내부 최우선 역점을 두고 성과를 위한 자체 역량을 결집해 나갈 필요가 있음.

q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 강화
ESG 경영에서 가장 실천이 어렵고, 외부에서 도입 및 실천 요구가 가장 높은
E(환경)부분 준비 및 실행을 위해 중소기업은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지원과 함께
자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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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환경)부분 자체 대응과 관련 환경경영을 위한 기업의 현 상황 실정에
대해서는 외부 어느 누구보다 기업 스스로 잘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나름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 보는 노력이 중요함.
- 이를 토대로 위에서 제시한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예시,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안)과 아래의 ESG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을 1차 수립하고, 여기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관리지표부터 준비하여
ESG 도입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자체 대응전략 수립이
어려우면 이때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지혜임.
-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E(환경)부분 대응전략의 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략수립, 범위 설정, 오염배출관련 진단, 범위별 대응방안, 자가진단
및 제3자 검증, 확인 및 인증, 오염물질 저감 대안 제시, 선언 및 공시와 관리 순으로
전개됨.
[표 5-5]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 수립 절차(예시)
단계

내용

1. 착수

개별 기업의 목적, 요구에 따라 전략 수립

2. 범위 설정

범위 1, 2, 3 설정

3. 배출목록화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분석, 진단

4. 저감방안

범위 1 : 교통부문 탈산소화
범위 2 :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범위 3 : 소재, 폐기물, 제품 효율 개선, 친환경 공급망 관리 등

5. 자가진단

자가진단(GRI, SASB, SGDs, TCFD, ISO 26000),
제3자 검증(CDP, EcoVadis)

6. 확인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UN 온실가스 프로토콜

7. 실천대안

조림사업,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DAC(10%) 등

8. 공시

선언 및 공시, 관리

자료 : 박혜린(2022). ESG-Environment 대응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ESG의 E(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탄소중립 달성 분야가 가장 큰 이슈이고,
대안을 찾아 기업 스스로도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관리지표 분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이행방안의 하나로 우선 RE100, EV100 이행계획부터
수립･실천해 볼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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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임.
- EV100(Electric Vehicle 100%)은 2030년까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이나 제품
유통을 위한 차량을 휘발유나 디젤에서 전기차로 100%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임.

q ESG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실시 활성화
중소기업은 ESG 경영 본격 도입을 추진하기 앞서 ESG 경영과 관련 해당 기업의
현주소와 실상이 어떠한지 먼저 자가진단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임.
- 자가진단은 시중에 나와있는 ESG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대표적인
것은 아래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자가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기업의 ESG 도입 방향과 전략을 어느 정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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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영역

환경

관리지표

관리방향

환경경영 체계

Ÿ 조직 내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는 부서가 지정되
어있는가?
Ÿ 전력/수자원 사용량, 탄소배출량 등 환경성과의 측정이 주기
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Ÿ ISO14001 등 외부 환경경영인증을 취득할 계획 및 필요성이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

Ÿ 조직이 직접 발생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
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는가?
Ÿ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계획 및 목표가 수립되어있는가?

자원사용/
폐기 및 재활용

Ÿ 조직의 수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법적 요구수준을 충
족하고 있는가?
Ÿ 폐수 및 폐기물 처리방식은 적법한가?
Ÿ 조직 내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폐기물 감축/재활용 확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유해물질
배출/폐기

Ÿ 유해물질 배출량과 폐기 방식은 법적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있
는가?
Ÿ 유해물질 배출량 절감에 대한 계획 및 목표가 수립되어있는가?

제품 탄소발자국

Ÿ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가?
Ÿ 저탄소 제품 제조 및 출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친환경기술 기회

Ÿ 조직은 친환경기술에 투자 및 개발하고 있는가?
Ÿ 동종/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이 우월한 친환경성을 보유하는
가?
Ÿ 현재 조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영위할 사업은 소비
자의 친환경 제품 선호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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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관리지표

관리방향

고용 관행

Ÿ 조직이 고용한 정규직 임직원들은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가?
Ÿ 조직이 고용한 계약직/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Ÿ 고용 과정에서 성별, 인종, 국적,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Ÿ 조직 내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Ÿ 조직의 근로자들은 적법한 수준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 현황이 관리되고 있는가?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Ÿ 조직의 고용 관행 내 아동노동/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가?
Ÿ 조직의 핵심 공급망 내에서 발생가능한 아동노동/강제노동
리스크는 없는가?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Ÿ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는 의사소통 채널이 존재하는가?
Ÿ 조직문화 및 근무 만족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Ÿ 조직 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있는가?

산업안전 및 보건

Ÿ 공정 및 사업장 내 위험작업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위험작업
에 대한 적절한 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Ÿ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Ÿ 근로자 재해율의 최근 3개년 추세는 어떠한가?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Ÿ 조직 내 모든 지적재산 및 주요 영업 정보의 반출/입이
적절한 보안관리시스템 하에서 행해지는가?
Ÿ 근로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가?
Ÿ 인적, 물리적 보안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Ÿ 사내 정보보호 담당자가 지정되어있는가?

제품 안전 및 품질

Ÿ 제품/상품 품질을 검수/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공
식화되어있는가?
Ÿ 지난 3년간 제품 관련 품질 이슈 및 반품, 리콜 등의 발생
추세는 어떠한가?
Ÿ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및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사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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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관리지표

관리방향

투명경영/ESG 경영

Ÿ 경영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최고 경영진이
조직 내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을 이행하는
가?
Ÿ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독립적인 부서/인력에서 투명
하게 이루어지는가?
Ÿ 조직의 손익계산서와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관련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는가?
Ÿ 조직의 주요 ESG 리스크/기회에 대해 관리하고 고객사
요청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반부패/준법 경영

Ÿ 조직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Ÿ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방침 등이 영문화 되어
있는가?
Ÿ 고객사와 계약체결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입찰
단계부터 거래 성사, 용역 종료 시까지 법률 및 절차상의
공정성을 준수하고 있는가?
Ÿ 임직원의 윤리 규정 준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뇌물수수/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

지배
구조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경제연구원(2021b).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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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E(환경) : 10개
대분류(3)

세부항목(10)

질문문항

환경목표

E01. 귀사의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서에 장단기 환경경영

수립 및 계획

환경경영

분야별 목표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E02. 귀사의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환경경영
목표 분야를 체크하십시오.

정책
E03. 귀사의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서상에 친환경제품 개
친환경 혁신 실행

발 또는 환경친화적 공정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
니까?

온실가스 배출관리

환경경영
관리

(폐)수 처리

폐기물관리

전력 사용량 추이

환경경영

재생에너지 사용

E04. 귀사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와 관리수준을 체크하십시오.
E05. 귀사의 수질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와 관리수준을 체
크하십시오.
E06. 귀사의 폐기물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와 관리수준을
체크하십시오
E07. 최근 3개년 에너지(전력) 사용량 추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E08.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사용량을 기재하
여 주십시오.

성과
용수사용량 추이

폐기물 재활용

E09. 최근 3개년 용수사용량 추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E10.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
이 있습니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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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회) : 7개
대분류(4)

세부항목(7)

사회적책임 정
책

정책(목표) 수립

지역사회

지역사회공헌

공급망

공정거래

질문문항
S01. 귀사의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회적 책
임경영 정책(목표) 분야를 체크하십시오.
S02. 지역사회공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
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S03. 공정한 계약절차 매뉴얼을 보유 및 준수하고 있으며,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S04. 사내 취업규칙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취업규칙

동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
까?
S05. 근로계약서는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

근로계약

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

S06. 초과근무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초과근로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까?
S07. 산재발생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 대상 분야별 정기점

산업재해

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
습니까? (화재예방 소화설비 포함)

G(지배구조) : 3개
대분류(2)

세부항목(3)

윤리경영
정책

윤리경영 정책

질문문항
G01. 귀사의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서에 윤리경영 정책(목
표)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G02. 비윤리적 이슈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

비윤리적 이슈관리

이해관계자 공유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 및 관리하
고 있습니까?

윤리경영
관리

G03.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 매뉴얼
법규준수

을 갖추고 있으며,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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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3개
대분류

세부항목(3)
정보공개

질문문항
Q1. 기업의 비재무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Q2. ESG 경영을 위한 담당인력(조직)이 있으며, 탄소중

ESG
정책

인적자원

립 등 ESG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까?

인증보유

Q3. 귀사가 지속가능을 실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인
증을 체크하십시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q 대-중소기업 ESG 협업 강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생산품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
- ESG 경영과 관련 중소기업 보다 현재 대기업에서 도입 및 성공적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납품하는 대기업과 잘 협력하여 ESG 경영 도입과 실효적
운영의 성과를 달성해 가는 전략이 필요함.

실제 대기업의 ESG 경영이 납품 협력사 중소기업의 ESG 협력과 지원을 ESG
대내외 성과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 중소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 대기업은 ESG 성과를, 중소기업은 ESG 경영 노하우
학습과 원청사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대기업이 추진하는 협력사 ESG 관리 프로그램에 협력사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ESG 역량을 지속적으로 자체 개선해 나가야 함. 대기업은 협력사의 ESG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ESG 진단 지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협력사 ESG 진단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공급망내 공유해 미흡한 분야를 개선시켜 나가는
등 대-중소기업 ESG 경영 협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함.103)

103)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경제연구원(2021b).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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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체계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경제연구원(2021a).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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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협력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도록 함. 이 지원사업은 협력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5-8]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구분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확인서 수여

지원내용
Ÿ ESG 개요 및 현황, 지표 설명 및 대응전략 등 교육
Ÿ ESG 평가지표로 협력 중소기업 자가 진단 실시
Ÿ 진단완료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
Ÿ 평가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 중소기업 확인서 수여 및 현팍식 개최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에 앞장서다",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1.04.18).

-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한 예로 LG화학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상생협력기금 총 1억원을 출연하고,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 실시함.
-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LG화학이 ESG분야
강화를 위해 신규 출연한 ESG펀드 대출 인센티브가 제공됨.
[표 5-9] LG화학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맞춤형 지표 개발

Ÿ 동반위에서 개발 중인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업종
별･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사 ESG 평가지표 개발

ESG 전문 교육

Ÿ ESG 개요 및 현황, 맞춤형 협력사 ESG 평가지표 교육(100개사 내외)

역량진단

Ÿ 맞춤형 협력사 ESG 평가지표로 자가진단 실시(100개사 내외)

현장실사(컨설팅)

Ÿ 역량진단 완료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선정 및 컨설팅, 평가(20개사)

확인서 발급

Ÿ 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 중소기업 대상 확인서 발급 및 현판식 개최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LG화학,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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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q ESG 경영,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도입 준비와 운영 모든 부분에서 미흡
ESG의 중요성과 시장 생존, 탄소중립 달성 등 정부정책 기조 부응을 위해 대기업은
전문조직과 인력, 재정 투입을 통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운영중에 있음.
- 대기업은 지속가능경영 달성 차원에서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협력사와도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러 여건이 불충분하여 ESG 도입 및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경기도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ESG
대응력을 갖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 19 발생과 같은 기후위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금융투자사들의 압박,
정부의 정책 기조 등 처해진 대외적 환경은 같은 기업집단으로서 대기업과 동일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ESG를 이익창출과 직결되는 재무적 생산적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 사회적 가치인 비생산적 요소로 생각할만큼 경영구조에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도입을 위한 자체 제반 여력도 부족하여 ESG 도입 및 운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q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경기도의 정책지원 구조는
미흡한 실정
ESG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현재 정책지원 수준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100점 기준 38.2점으로 낮은 실정이며, 향후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 77.1%가 공감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22년부터 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을 위한
제도 수립이나 내부 추진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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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
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관련예산이 미리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문이 미흡한 실정임.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과 관련 애로사항으로 주로 ESG 전문인력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ESG 이해 교육 및 안내자료 부족,
제한된 재원, CEO 및 직원들의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잘 협력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걸림돌인 이러한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q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중소기업도 자체 대응역량 강화 필요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달성 등 중소기업 부담이 큰 E(환경)부분은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S(사회)와 G(지배구조)부분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ESG
도입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바라는 정책지원 사항은 경제적 지원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도입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공 >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 및 공모선정 가점, 공공구매 확대 > ESG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순으로 제안하고 있음.
- 이들 전략과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도는 ESG 경영 인식 확산 방법
개발 및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등 대내외 인프라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 ESG 경영을
활성화하도록 함.

중소기업도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함께 자체 대응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함.
중소기업 ESG 경영의 성공은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한 도입 초기비용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에 앞서 기업 스스로 ESG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반 여건을 구비하려는 자체 노력이 더 중요함.
- 이를 위해 경영진의 ESG 인식제고와 전문인력 배치,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실시 등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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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q 단기적 우선 추진과제(~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에 제시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ESG 활성화 인프라 기반 구축, 중소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 추진과제들
중에서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오는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제안함.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의 조직 역할분담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요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가 보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E(환경)부분은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산하기관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이 주요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가 보조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1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확대 우선적 실시
□

- CEO 등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ESG에 대한 개념과 기본정보를 먼저
이해･습득하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교육 내지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함.
- 특히 경기도는 ESG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에 우선적 역점을
두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 ESG 교육･컨설팅 확대
추진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집행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확대 실시는 경기도의 지원 역할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의 참여의지 역할이 매우 중요함.
2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 추진
□

- 중소기업 중에서도 ESG 인식이 어느정도 높은 집단이 있고 아주 낮은 집단이 구분되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차별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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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규모에서는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낮은 중소기업, 공급망 구조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이외 공급망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ESG 교육･컨설팅을 실시하여 ESG에
대한 개념, 중요성, 준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됨.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 추진은 먼저 경기도의
추진계획 수립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기업의 의지와 역할도 크게
요구됨.
3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
□

- E(환경)에 역점을 둔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는 효과성을 위해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임.
- 경기도는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시 업종별, 종사자 수별, 매출액 규모별, 공급망
구조별로 각각 나누어 이에 따른 중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사업부터 먼저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면 21-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101-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임.
- 도 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와 함께 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조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시･군
역할분담 지원이 필요함.
4
□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ESG 평가･성과달성, 인증과
관련 어떠한 평가 관리지표가 있는지 시급하고 적용가능한 지표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임.
- 이에 경기도가 나서서 중소기업형에 맞는 널리 실용적이면서 적용가능하고 한편으로
평가에 초기 기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평가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함.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는 시중 자료를 토대로

196∣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경기도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

- 지금까지 중앙에 나와있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은 너무 방대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이 활용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현실성이 떨어짐.
-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좀더 간략히 실용적으로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도는 위에서 제안한 안을 참고하여 중소기업형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성안,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은 중앙 시중의 자료로 토대로 경기도가
자문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6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상공회의소, 대기업
원청사(고객사), 관내 중소기업 산업단지 대표 관계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민관협의회 기획과 주관은 도 특화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은 경기도가 주된 운영자 역할을 하되
시･군 단위에서의 참여 확대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 활동 역할이 필요함.
7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

- ESG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ESG 지원 각종 제도 정비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외적 환경과 요구가 갈수록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원활한 ESG 도입 및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조직내부에서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대표적인 제도 수립으로 경기도는 도외회와 협력하여 ESG 관련 조례를 조속 제정하고,
‘ESG 지원팀’을 신설하며, 관련예산도 연간 약 100억원 안팎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활한 계획의 집행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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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ESG지원센터’ 신설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
□

- ESG 도입 활성화의 하나로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기반 제도는 도입에 동기부여를 가져오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경기도는 ESG 우수 중소기업에 각종 공모 선정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조속 시행하고, 이들 우수 기업이 공공 입찰 조달시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함.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공동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9
□

경영진의 ESG 인식제고와 최소담당 인력 지정 배치

- 중소기업 ESG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CEO가 ESG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해폭을 넓히면서, 직원들에게도 그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임.
- 이를 위해 CEO는 ESG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컨설팅 참여에 스스로 적극 나서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ESG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우선 지정 배치하는 ESG 리더십이 요구됨.
10 ESG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실시 활성화
□

- 중소기업이 ESG 도입에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첩경은 시중에 나와있는 ESG
체크리스를 통해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해 보는 것임. 이를 통해 ESG 경영에 대한
해당 기업의 현주소와 실상, 앞으로의 방향점이나 전략을 어느정도 진단 예상해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자체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위에 소개한 시중의 ESG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실시를 활성화하도록 함.
11 ESG 요소별 중요 평가지표에 대한 자체 준비 대응력 강화
□

- 중소기업 스스로 ESG 요소별 가장 중요하고 준비해야 할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평가지표 관리와 달성에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향후 중소기업은 E(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S(사회)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G(지배구조)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윤리 강화’에
각각 내부 최우선 역점을 두고 성과를 위한 자체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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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앙 각급기관 기 제공 자료 ‘한눈에 보는 ESG 교
□

육자료’ 제작 활용 홍보
- 경기도의 지원 과정이나 중소기업 자체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여러가지 준비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용을 가능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 각급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ESG 관련 교육자료를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에 널리 홍보하고 중소기업도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중앙에서 제공하는 기존 다양한 각종 ESG 기본정보 자료들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소위 ‘한눈에 보는 ESG 이용 안내책자’를 재가공 제작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널리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임.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q 중장기적 우선 추진과제(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에 제시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ESG 활성화 인프라 기반 구축, 중소기업 자체 대응역량 제고 추진과제들
중에서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2026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제안함.
1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수요에 집중 지원 추진
□

- 경기도가 향후 맞춤형 정책지원을 수립할 때 현재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가장 바라는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집중 대응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정책효과면에서 우수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는 중장기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핵심분야를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에 두고 지원 역량을
집중해 갈 필요가 있음.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여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도 환경정책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보조 지원역할을 수행함.
-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수요에 집중 지원 추진은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공동
역할분담하여 협력 추진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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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

-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하나로 인프라 기반 구축 차원에서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이러한 인증 및 홍보 제도는 의외로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 많이 원하는 정책분야로서
ESG 도입 확산에 하나의 기폭제 기능을 할 수 있음.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 강화
□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ESG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E(환경)부분인 만큼
중소기업도 경기도의 지원과 더불어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SG 평가 관리지표와 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관리지표부터 준비하여 ESG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 ESG의 E(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달성 분야가 가장 큰 이슈이고, 대안을
찾아 중소기업 스스로도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관리지표 분야이기 때문에 이행방안의
하나로 우선 RE100, EV100 이행계획부터 수립･실천해 볼 것을 제안함.
4 대-중소기업 ESG 협업 강화
□

- ESG 경영은 현재 대기업의 노하우가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기업의 전략을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하도록 함.
-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면서 협력사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사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의 협력사 중소기업 ESG 경영 협력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는 대기업 원청사가 하청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독려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함.
5 중소기업 CEO ESG포럼 창설･운영
□

- 중소기업 CEO의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CEO ESG포럼을 창설･운영하도록 함.
- 경기도의 지원하에 운영하면서 전문가의 강연과 우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기회의 장으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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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화기업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 수행하도록 함.
6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

- 중소기업이 궁극적으로 ESG 경영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E(환경)부분을 효과적으로
성과 달성을 하여야 함.
- E(환경)부분에 대한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품생산공정 시스템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전환 및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그러나 중소기업의 여건상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이 많은 시간과 재정 소요 예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함.
- 도 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와 함께 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조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기업 스스로도 비용을 지출하여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7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

- 중소기업 ESG 경영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E(환경)부분의 탄소중립 달성임.
탄소중립도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과제처럼 중소기업에는 쉽지 않은
도전과제임. 하지만 향후 ESG 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
- 이에 경기도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정책’을 별도 수립하여 중소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함.
- 도 환경정책과와 특화기업지원과가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공동 보조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은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 기업 모두 함께 협력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8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
□

- 중소기업의 S(사회), G(지배구조)부분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S(사회)부분에서는 안전보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G(지배구조)부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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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강화, 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이의 성과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중점 지원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함.
- 도 특화기업지원과가 주무를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은 경기도의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실천하려는 역할 의지가
전제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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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G management is still insufficient in all aspects of preparation and
operation for SMEs. Large corporations are successfully introducing and
operating ESG management through specialized organizations, manpower, and
financial input to meet the importance of ESG, market survival, and
government policies. However, SMEs cannot help but be passive in introducing
and operating ESG due to insufficient condition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cquiring ESG response capacity without
active support from the public sector such as Gyeonggi-Do.
Gyeonggi-Do's policy support structure is still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ESG by SMEs in Gyeonggi-Do. The
satisfaction with Gyeonggi-Do's current policy support level for ESG
introduction and operation is low at 38.2 points out of 100 points. The 77.1%
of SMEs agree on the need for future support for Gyeonggi-Do. SMEs mainly
point out difficulties related to ESG introduction and operation, such as lack
of ESG experts,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ESG introduction and practice,
lack of ESG understanding education and guidance materials,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nd lack of awareness among CEOs and employees. Gyeonggi-Do
has started to launch the 'corporate ESG management introduction base
creation project' with an investment of 100 million won from 2022, but it
is far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mand of SMEs. In addition, the ESG
ordinances or an internal promotion system is not well established.
Gyeonggi-Do promotes the basic direction and strategy of SMEs' ESG policy
with an emphasis on 'support', and SMEs need to enhance their own response
capabilities. Gyeonggi-Do requires a strategic approach to induce the
introduction of ESG by preparing a separate support plan for the
E(environmental) sector, which has a high burden on SME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the S(social) and G(government) sectors. The policy support
Abstract∣209

that SMEs want from Gyeonggi-Do is economic support > reinforcement of
certification and publicity for ESG excellent companies > expansion of the
provision of ESG training opportunities and information materials > provision
of guidebook and guidelines for introducing ESG manageme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MEs > policy finance according to ESG performance >
introduction of additional points in public offerings and expansion of public
purchase for excellent ESG companies > reinforcement of ESG management
consulting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hould actively
engage in strengthening their own responsiveness along with Gyeonggi-Do's
support policies. Support to reduce the initial cost and burden of introduction
for SMEs in Gyeonggi-Do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ME ESG
management, but above all else,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raise their
ESG mindset and prepare the foundation for introduction and operation.
Gyeonggi-Do should promote customized support for consumers and
establishment of ESG support infrastructure, and SMEs should strengthen their
own response capabilities to promote ESG introduction and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promote the tasks by priority by dividing them into
short-term(~2025) and mid/long-term(2026~) tasks in order to achieve this
strategy.
Gyeonggi-Do and SMEs need to promote the following short-term priority
tasks; ESG education and consulting for SMEs, promotion of measures to
expand the ESG awareness base differentiated by SME type, promotion of
customized support for E(environmental) sector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ompany characteristics, preparation and utilization of Gyeonggi-Do SME-type
ESG evaluation management index, establishment of ESG management
guidelines for SMEs in Gyeonggi-Do, establishment of

support-related

institutional foundations, introduction of additional points in public offerings
and expansion of public purchase for excellent ESG companies, raising ESG
awareness for executives and assigning ESG personnel in SMEs,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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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lf-diagnosis through ESG checklists, reinforcing self-preparation and
responsiveness to important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ESG factor, and
encouraging the use of educational materials provided by centr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yeonggi-Do and SMEs need to promote the following mid/long-term
priority tasks; promotion of intensive support for the priority policy needs
of SMEs, operation of Gyeonggi-Do SME ESG public-private council,
reinforcement of ESG excellent SMEs certification and PR, strengthening
self-response strategies for E(environmental) sector, strengthening ESG
collabo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operation of SME CEO ESG
forum, support for conversion and construction of eco-friendly process
facilities, support for achieving Net Zero, and support for priority areas among
the elements of S(social) and G(governance)

Keyword

ESG, SMEs, Sustainable Management, Net Zero, Climate Crisis,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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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대응현황, 정책수요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경기도청 산하 공공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 19 발생,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기업의 사회책
임 확대 요구에 따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고 하는 ESG 경영
도입과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기업들

은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경영(E;
Environmental), 고객만족 등 사회 책임경영(S; Social), 기업윤리 등
투명경영(G; Governance)의 3가지 비재무적 성과기준인 ESG를 잘 관리
하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경영,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인력, 정보
등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ESG 경영 실태
와 애로사항, 정책제안,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관내 중소기업이 ESG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잘 적응･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도입 방안’을
수립, 경기도에 제안하려고 정책연구중에 있습니다.
업무로 바쁘시지만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효과적인 ESG 도입 방
안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내용
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연구목적 외 사용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연구기관 :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031-850-6004), 안찬중 연구원(031-850-6032)
조사대상 : 경기도 관내 종사자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 131개사
조사기관 : ㈜엠앤엠리서치 김명준 차장(010-669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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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귀사의 업종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제조업
② 광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④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광관련 산업
⑤ 하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등 환경산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기타 업종
문 2. 귀사의 종사자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① 20인 이하 ② 21-100인 이하 ③ 101-200인 이하 ④ 201-300인 이하
문 3. 귀사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어느정도 입니까?
① 20억원 이하

② 21-50억원 이하

④ 101-200억원 이하

③ 51-100억원 이하

⑤ 201억원 이상

문 4. 귀사의 공급망 구조는 어느 형태입니까?
①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③ 일반 도소매 공급

② 일반기업 공급
④ 소비자나 수요자 직접 공급

⑤ 기타 형태
문 5. ESG 개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어느정도 알고 있다

④ 알지 못한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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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 활동에 환경(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물부족 등
노동관행(임금, 근로여건), 근무환경 개선, 인적자본 개발, 제품안전, 화학물질 안전
성, 소비자보호,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취약계층 고용증대, 사고 및 재난관리 등
소유 및 지배구조, 이사회 역할, 회계관리제도, 기업윤리, 조세투명성, 내부고발자
제도, 뇌물 및 부패 등

문 6.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 7.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이사회 요구

② 경영자 요구

③ 내부 임직원 요구

④ 금융 및 투자기관 요구

⑤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

⑥ 기업 신용평가에 ESG 요소 반영

⑦ 개인 소비자 요구

⑧ 경쟁기업 ESG 활동

⑨ 지역 및 시민사회 요구

⑩ 글로벌 ESG 관련 규제

⑪ ESG 관련 정부정책 영향

⑫ 매출 증가

⑬ 기업 이미지 제고
문 8. 귀사의 현재 ESG 경영 준비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낮다

⑤ 매우 낮다
문 9. 귀사 내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습니까?
① 현재 있다

② 현재 없다

③ 향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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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ESG 관련 귀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ESG로 인한 당사 이미지 및 평판 관리
② 경영진 및 임직원 인식 개선
③ 공급망(협력사, 고객사)과 ESG 리스크 및 성과관리 협력
④ 국내외 ESG 관련 규제 및 정부정책 선제 대응
⑤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
⑥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ESG 요구 대응
문 11. 귀사가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
이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CEO 및 직원들의 인식 부족
②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③ 조직 내 ESG 전문인력 부족
④ 제한된 재원
⑤ ESG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⑥ ESG 추진의 사업 효과성 불확실
⑦ 외부에 ESG 전문가 및 서비스기관 부족
⑧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및 금융 지원 미흡
⑨ 조직 내 현업부서의 제한적 협조
⑩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
⑪ ESG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⑫ 대기업 등 원청사의 ESG 관련 무리한 요구와 비협조
⑬ 협력사의 호응 부족
문 12.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 정보제공,
컨설팅, 자금지원, 교육기회 등 각종 지원 정책 수준은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하다
흡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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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흡족하다

⑤ 매우

문 13. 귀사는 아래 ESG 경영의 핵심요소 3가지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고 우선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E (환경)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유해물
질 배출, 폐기물,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물부족 등

② S (사회)

노동관행(임금, 근로여건),, 근무환경 개선, 인적자본 개발, 제품안
전, 화학물질 안전성, 소비자보호,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취약
계층 고용증대, 사고 및 재난관리 등

③ G (지배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이사회 역할, 회계관리제도, 기업윤리, 조세투
명성, 내부고발자제도, 뇌물 및 부패 등

문 14. ESG와 관련 아래의 환경(E)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괄호안에 기입해 주십시요(1, 2, 3,
5....).
① 에너지 효율성 개선( )
②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③ 환경오염물질 저감( )
④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⑤ 자원순환 체계 구축( )
⑥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
⑦ 청정기술 개발 및 보급( ) ⑧ 협력업체 환경경영 협력과 지원(
문 15. ESG와 관련 아래의 사회(S)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괄호안에 기입해 주십시요(1, 2, 3,
5....).
①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 ②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관행 및 인권 개선(
③ 지역사회 기여( )
④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 )
⑤ 근무환경 개선( )
⑥ 취약계층 고용증대( )
⑦ 직원참여 및 교육 인적자본 개발( ) ⑧ 소비자 보호( )
⑨ 국제사회 협력( )
⑩ 개인정보 보호( )
⑪ 사고 및 재난관리( )

생
4,
)

)
생
4,
)

문 16. ESG와 관련 아래의 지배구조(G)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괄호안에 기입해 주십시요(1, 2, 3, 4,
5....).
① 주주권리 보호( )
②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
③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 )
④ 배당정책 강화( )
⑤ 회계관리제도 개선( )
⑥ 기업윤리 강화( )
⑦ 조세투명성 강화( )
⑧ 반부패 및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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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귀사의 ESG 경영을 도입 내지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직 내에서 필
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② ESG 관련 역량강화 교육 확대
③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④ ESG 평가지표 및 기준 통합
⑤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⑥ ESG 관련 내부 조직, 인력, 예산 등 추진체계 강화
⑦ ESG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자문
문 18.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과 관련 현재의 열악한 상황
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활성화를 위해 향후 경기도의
역할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문 19.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필요한 지
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②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③ ESG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 및 공모선정 가점, 공공구매 확대
④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⑤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
⑥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도입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공
⑦ ESG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⑧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
ESG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⑨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정책 개발
⑩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중소기업 ESG 지원 협력체계 구축
⑪ 조례 등 법제도 근거 마련 및 조사･통계 등 인프라 구축
⑫ ESG 평가기관 일원화 유도
⑬ 공신력있는 ESG 평가･공시 기준 마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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