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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ESG 리포트

ESG, 지속가능한 성장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제적 접근으로의 인식 변화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딴 합성어다. 

비교적 최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업 경영의 관점을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이며 해외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 경영 관련 

투자를 위한 지표로 접근하기 시작면서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채택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였다.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요소나 재무재표 뿐 아니라, 비(非)경영적인 요소들을 지켜나가야 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하에, 사회적인 이슈, 환경 보호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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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왜 ESG가 
주목받는가?

코로나19, 바이오헬스 분야 ESG와 통상

<ESG 관련 주요 연표>

출처: 한국경제신문(2022)

ESG의 E(환경) 파트와 관련, 국제 사회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환경 

기구가 아닌 대부분 다자간 협력 기구나 지역 기구 등에서 구호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쳤다면, 최근 E(환경)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오염물질 금지, 탄소배출, 생태계 보존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하면서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S(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 기업 윤리, 

정직성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며 국제 무역에서는 인권, 노동, 글로벌 체인 공급망 

관리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와 판매, 투자의 관점에서는 공정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SNS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소비와 투자에 적극 요구하고 행동하는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윤리·도덕적인 신뢰, 공정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생사와 직결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G(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재무 및 관리)의 투명성을 뜻하며 이사회 구성을 중심으로 전개
1)
되고 

있다.

1)	  한국경제신문, 한경무크 ESG : K-기업 서바이벌 플랜, 2022. 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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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ESG 

전 지구적 전염병 팬데믹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의 인식 고조

전지구적 전염병 확산속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국제 통상축의 변화로 

각국 및 지역 협력체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무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통상 어젠다가 기존의 시장 개방 개념에서 환경보호를 접목한 

사회, 노동, 인권 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규범 중심(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EU는 

유럽그린딜, 탄소국경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정책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자 환경, 노동, 인권 등이 취약한 지역의 무역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ESG는 아직은 기업 재무 평가의 차원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지만, 위와 같은 국제 통상의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미루어볼 때, 

앞으로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2)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이후 이동', KITA 보고서 Vol.16, 2020의 내용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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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이오헬스 산업,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오히려 급성장하며 K-수출 주도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내 

총 수출의 2.9%를 차지, 수출 순위에서는 10위를 차지하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38.2% 증가
3)
하면서 순위가 3단계 상승한 7위로 급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표>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대외 수출 분야 및 순위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대비
증감률

순위
변동

1 반도체 622 979 1,267 939 992 +5.6% -

2 일반기계 437 486 536 526 479 -8.8% -

3 자동차 406 417 409 430 374 -13.1% -

4 석유화학 362 447 500 426 356 -16.4% -

5 철강 285 342 340 310 266 -14.4% ↑1

6 석유제품 265 350 464 407 241 -40.7% ↓1

7 바이오헬스 산업 109 126 149 157 217 +38.2% ↑3

8 선박류 343 422 213 202 198 -2.0% ↑1

9 자동차부품 256 231 231 225 186 -17.2% ↓2

10 디스플레이 251 274 247 205 180 -12.2% ↓2

전산업 4,954 5,737 6,049 5,423 5,128 -5.4%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2021.8.20., p.71.

바이오헬스 산업은 2020년 국내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성장한 분야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3대 신산업에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를 포함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바이오의약품 수출 변화 2019년 157백만 달러 → 2020년 217 백만 달러 (약 38.2% 성장)



6

1편 : 왜 ESG가 
주목받는가?

코로나19, 바이오헬스 분야 ESG와 통상

코로나19 이후, 한류 및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중국, 신남방, 중남미 등 권역에 

마스크 및 진단키트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이어, 북미 및 유럽권역에까지 니트릴 장갑 등 의료용 

개인보호장구 수요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4)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한국 제약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2020년 의약품 수출액도 전년대비 62.6% 성장한 8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화장품 

산업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K-beau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9년간 연평균 10.9%의 

성장률
5)
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0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기술 향상과 신뢰도 지속,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K-뷰티에 대한 관심,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바이오와 신약, 백신에 대한 높은 수요와 위생, 건강, 안정에 대한 관심 고조 

등 대내외적 환경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자생적 성장으로 

앞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 시장을 선도해나갈 신성장 산업이 될 전망이다.

4)	  코트라 의료서비스팀, "코로나19 방역물품 글로벌 시장동향 및 향후 수출방안", 2020. 10.
5)	  관계부처합동, "K-뷰티 혁신 종합전략",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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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ESG 준비와 대응은? 

전체 기업으로 볼 때, 전반적인 준비나 인식이 미흡한 실정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E)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하며,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유연한 투자 및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 하지만, 전체 기업으로 볼 때 아직 자발적으로 자사의 

ESG 정보를 공개하거나 ESG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ESG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나 인식도 매우 미흡한 실정
7)
이다.

2022.2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24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ESG 준비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
8)
하였다. EUㆍ미국 등 선진국의 ESG 대응 수준을 10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 대기업은 7점 정도의 수준을, 중견기업은 절반인 5점 정도의 준비 및 대응 

수준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ESG 트랜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 ESG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 △ 투명한 ESG 평가체계 수립 △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표> 우리 기업의 ESG 대응 수준

출처 : 한국경제신문(2022),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6)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2022 내용 참조.
7)	  한국경제신문, 한경무크 ESG : K-기업 서바이벌 플랜, 2022.4., p.144.
8)	  위의 주,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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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개념? 

ESG는 기업 경영에 성과 지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속성장 지표

ESG는 기업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는 다른 

개념이다. CSR은 주로 자선, 기부, 환경보호 등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관리를 위한 활동이라는 시각이 있다. CSR이 시장 실패에 따른 기업의 책임론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하고 평가적 요소가 없는데 반해, ESG는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즉, CSR이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SV: 

Social Value)를 실현하는데 반해, ESG는 기업 경영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를 도입하여 

성과 지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히, 지배구조(G)에 있어서도 CSR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ESG는 기업 내 환경 정보를 공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 경영 구조에 사회적 가치를 연동하고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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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일시적인 유행일까?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화일까? 

선진국 위주의 ESG 도입 움직임이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EU는 ESG를 다양한 국내법 및 양자·다자 조약에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환경 문제는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주제인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통상, 

환경 정책이 국내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상 쟁점으로 붉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생산 체인에서 

중국, 신남방 권역과의 긴밀한 생산 사슬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국·EU 중심의 무역 환경 변화에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으며 중국 및 신남방의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ESG 통상 관련 연구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 기업의 준비와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의 ESG 관련 연구는 대부분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이 많으며 ESG를 반영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수출 체크리스트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무역·통상에서 ESG의 도입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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