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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업의 ESG 
대응과 시사점 (해외 기업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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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국가 안보와 사회에 직결되는 이슈로 부각 

통상에서의 ESG 도입 움직임 가속화 예상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와 사회에 

직결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및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보호하고 위생, 

방역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 편에서 살펴본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환경 이니셔티브, 미국, EU의 통상 

주도권 움직임, 미-중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통상에서의 ESG 도입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본 편에서는 이러한 바이오헬스 산업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해외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의 ESG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약기업의 ESG 대응  

글로벌 제약기업, ESG 모든 분야에 균형 있게 대응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일수록 환경(E)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집중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 ESG의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에 균형 

있게 ESG를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제약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환경(E)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도국에 비해 환경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고 기업의 의무가 강조되는 선진국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기업의 환경(E)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산업은 전통적 

의미의 제조/생산 산업은 아니라 직접적인 탄소배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신규 건물이나 사무소, 

4편
 바 이 오 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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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연구소 등에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디자인을 접목하여 물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형태의 접근을 하거나, 실내 분무흡입기, 선풍기, 태양광 패널, 냉방시스템 등 내부 시설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나 탄소 저감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ESG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인증을 취득하거나 환경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의 ESG 대응 형태도 발견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캠페인이나 기후 환경 회의 등에 CEO가 직접 참석하여 기업의 환경 분야 활동에 대한 

성과를 노출하면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이 아직은 포장용기 플라스틱 감소 등의 1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글로벌기업은 CEO의 국제환경행사 참여, 기업의 생산·제조시설 친환경화, 글로벌 환경 인증 취득, 

환경 프로젝트 등에 대규모 직접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ESG의 환경 의무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사회(S) 활동과 관련, 주로 사회 캠페인, 빈민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제 

사회기부, 무상 지원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 등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재난지원 혹은 

특정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구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기업은 해외의 후진국이나 자연 재난 피해국에 대한 사회기부나 무상 지원 등의 접근성이나 승인 

등 제도적, 절차적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국가에 지부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개발도상국에 접근이 수월하여 이러한 사회(S) 활동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G)와 관련하여서는 경영적인 접근보다는 인종, 성별 등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의 접근이 

눈에 띈다. 다양한 인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EU 등 기업은 주로 직원, 

이사회의 성별이나 인종별 비율을 조정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제약기업 환경상 인종에 따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창업주의 이사회와의 분리, 

투명성 등이 지배구조(G)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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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ESG 환경 

대규모 자본 투입 환경 프로젝트 이행, 

폐기물 · 오염물질 관리 및 신규 건물

(제약 ESG 환경)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 회사 

‘화이자’는 2020년 3월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성 채권을 발행하고 발생한 이익 4,300만 

달러를 그린디자인 및 신규 사무소 건설을 지원하는 

환경 프로젝트에 할당했다.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시행하여 2012년 대비 물 배출 19% 감소, 폐기물 

처리 15% 감축에 성공
1)
했다.

1976년에 설립된 독일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은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업체의 물 오염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디자인과 환경친화 화학물(Green 

Chemistry) 프로세스를 적용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환경 의식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태도, 행동 및 습관을 함양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대내외 행사 및 

교육을 지원
2)
하고 있다. 

영국의 다국적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CEO 엠마 웜슬 리는 2021년 9월 20일 

뉴욕 기후 주간 개막 행사에 참석하여 미국과 영국 주요 제조 시설에 재생에너지와 탄소 저감을 위한 

5,000만 파운드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량식 분무흡입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
3)
이다.

세계 9위 규모의 일본 제약회사 ‘다케다 약품공업 주식회사’는 싱가포르 제조 시설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상쇄하는 태양광 패널 660여 개와 천장 선풍기, 열 확산기 등을 

갖춘 하이브리드 냉방 시스템을 보유한 ‘탄소 배출 제로’ 건물을 신설하였다. 건물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빗물을 채취하여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
4)
하다. 

1)	 businesswire, “Pfizer Completes $1.25 Billion Sustainability Bond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2020.03.27.

2)	 Boehringer Ingelheim, “Keep Water Clean”, 	
https://www.boehringer-ingelheim.com/sustainable-development/more-green/keep-water-clean

3)	 메디팜헬스, “GSK 재생에너지 투자 및 저탄소 흡입기 프로그램 발표”, 2021.10.06.
4)	 Takeda, “Takeda Breaks Ground on its First Zero Energy Building in Singapore”,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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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 ‘아스테라스파마(Astellas Pharma)’는 ESG 환경 보호 이행을 위해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매스 기반 물집 포장(블리스터 포장)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포장하고 

있다. 포장 용기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작된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빠른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업 전략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참여 심화’를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발표하고 ESG 경영에 집중
5)
하고 있다. 

제약 ESG 사회(S) 

소외계층 환자를 위한 지원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재난지원 구호 활동 전개

(제약 ESG 사회) ‘화이자’는 1998년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과 공동 설립한 비영리 기구 

국제트라코마협회(ITI)의 트라코마(결막질환) 

퇴치 캠페인에 동참하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2억 달러를 연구 개발비로 제공하면서 트라코마 

치료제 지스로맥스를 무상기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9억 2,500만 개 이상의 치료제가 ITI에 기증되어 

40개국에서 1억 8,400만명 이상이 치료
6)
를 받았다. 

또한,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아이티 지역 대규모 

콜레라 사태 발생 당시, NGO를 통해 항생제 약품을 

주민들에게 기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구호 키트를 NGO에 정기적으로 

제공
7)
하고 있다. 

독일기업 ‘베링거 인겔하임’은 사회기부를 통해 광견병 백신 75,000개를 무료 기증하는 한편, 전자책 

출판사 <Bookboon>을 후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E-book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 활동을 

전개
8)
하고 있다. 

5)	 Astellas, “World's First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Biomass-based Plastic for Blister Packages, the Primary 
Packaging for Drugs”, 2021.10.11.

6)	 Pfizer,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And Pfizer Celebrate 15-Year Effort To Help End Blinding Trachoma 
As A Public Health Concern”, 2013.11.05.

7)	 Pfizer, “Providing Disaster and Humanitarian Relief”, 	
https://www.pfizer.com/about/responsibility/global-impact/disaster-and-humanitarian-relief

8)	 Boehringer Ingelheim, “Boehringer Ingelheim donates vaccines to help fight rabies”,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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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글로벌 제약기업 ‘사노피’는 2018년 푸에르토리코 보건부 및 의료 구호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수천명의 지역 주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하였으며 자(子)기관인 Sanofi Patient 

Connection을 통하여 미국 내 의료 보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100만명 이상의 환자를 지원
9)
해 오고 

있다. 

제약 ESG 지배구조(G) 

인종, 성별로 인한 차별 방지에 집중

(제약 ESG 지배구조) ‘화이자’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배경, 직업적 경험 및 관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12명 

중 4명으로, 다양한 인종 비율은 12명 중 3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프로토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정보공개를 수행했으며 

기업 내 ESG 전담 기능 부서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ESG 감독을 강화
10)

하였다.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임직원의 성별 비율을 최대 10%까지 

허용하여 각 성별이 45%~55% 범위를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전체 직원(employees as a whole)에서 성비율은 여성 49%, 

남성 51%이며 전체 경영진(management overall)에서는 여성 비중이 41%를 차지
11)

하고 있다. 

9)	 Sanofi, “Prescription Medicine Pricing: Our Principles and Perspectives”,	
https://www.sanofi.com/-/media/Project/One-Sanofi-Web/Websites/Global/Sanofi-COM/Home/en/our-
responsibility/docs/documents-center/factsheets/Prescription-Medicine-Pricing-Principles.pdf?la=en

10)	Pfizer,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Report 2020”, 2021.04.10.
11)	Novo Nordisk, “Our diversity & inclusion policy”,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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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업의 ESG 대응  

의료기기 기업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제약이나 화장품 업계에 비해 ESG 대응 소극적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시술 등의 사회(S) 활동 전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ESG 활동은 생산공정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 신재생·친환경 공급장치 사용 

등의 활동이 있으며 사회 활동으로는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시술·검사 등의 활동을 

보인다.  

(의료기기 ESG 환경) 미국 1위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은 스위스 제네바 호수(Lake 

Geneva)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100%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열펌프와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공급장치는 호수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톨로체나츠(tolochenaz) 대학 캠퍼스와 인근 1,000 가구에도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장치가 완성될 경우, 연간 480톤에서 최대 1,62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기대
12)

된다. 

친환경 의료기기 기업을 표방하는 ‘애보트(Abbott)’는 자사의 38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하거나 퇴비화하고 있으며 제품 디자인과 포장에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유통에 효율적인 형태로 제작하면서 환경 오염에 적극 대응
13)

하고 있다. 

(의료기기 ESG 사회·지배구조) ‘메드트로닉’은 2021년 인종에 따른 건강관리 기술 이용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건강 평등 전략을 발표하였다. 메드트로닉 재단은 미국 사회의 인종적 격차 해소를 

위해, 건강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미국 비영리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에 1,600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또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당뇨병 협회 및 <T1D 교환(T1D 

Exchange)>과 제휴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을 전개
14)

하고 있다. 

12)	Medtronic, “2021 Integrated Performance Report”, p.31.
13)	Abbott, “Green Goals are Good Business”, 2019.08.16.
14)	Medtronic, “2021 Integrated Performance Report”,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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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D 교환(Type 1 Diabetes Exchange) : 제1형 당뇨병 교육, 연구,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뇨병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미국 비영리 기구로 T1D 전문가들의 기사(article), 미국의 T1D 

데이터 수집 및 연구, T1D 치료와 정책 및 보험 적용 범위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 전역 T1D 

클리닉들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고 있다. 

‘애보트(Abbott)’는 2021년 애보트 센터를 설립, 산모, 유아, 노인 등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실조 확인, 치료, 예방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세계적인 미래 

전염병을 예방하고 직원, 주민,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전염병 방지 연맹을 파트너들과 함께 

출범하였으며 국제 기아 및 영양실조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매년 4,500만 달러를 투자
15)

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2년부터 학생들을 위한 ‘Sight For Kids’눈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 저소득층 

학교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3,700만 학생의 시력을 검사하고 

575,000명의 학생들에게 안과 전문가의 추가 치료와 수술을 제공하는 한편, 안경 50만개를 

제공
16)

하였다. 

(의료기기 ESG 지배구조) 독일의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지멘스(Siemens)’는 2025년까지 최고 

경영진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ESG를 도입한데 이어, 65,000개의 공급자 관리 시스템에도 공급업체 ESG 행동 강령을 

도입
17)

하였다. 

15)	Abbott, “Fighting the Global Impact of Malnutrition”, 2021.06.22.
16)	Johnson & Johnson, “Johnson & Johnson Vision Expands "Sight For Kids” Program to Bring Eye Care to More 

Children and Unveils New “Vision for Good” Community Impact Report”, 2021.06.02. 	
https://www.jjvision.com/press-release/johnson-johnson-vision-expands-sight-kids-program-bring-eye-care-
more-children-and

17)	SIEMENS, “Sustainability report 2021”내용 참조. 	
https://assets.new.siemens.com/siemens/assets/api/uuid:4806da09-01c7-40b1-af91-99af4b726653/
sustainability2021-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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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의 ESG 대응  

광범위한 대중이 주 고객인 화장품 업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 캠페인, 사회적 활동 중점

광범위한 대중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역시 ESG에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이미지가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장품 산업 특성상 

환경 오염 감소와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배출 감소, 오염물질 감소 등의 활동 외에도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친환경 천연 소재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화장품 업계가 친환경 포장 용기 소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외부 포장의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화장품을 

담아야 하는 용기의 소재 특성상 내부 포장까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주로 포장용기 개선,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의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 EU 등의 해외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소 등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규제와 높은 수준의 기업의 

환경 이행이 요구되는 선진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화장품 기업의 서구 진출 

시 탄소배출량 감소나 생산 공정에서의 직접적인 배출 감소를 요구하는 해외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인권, 인종차별 등에 대한 이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캠페인 등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지배구조에서는 경영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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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 ESG 환경,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환경 오염 물질 감소  

친환경 원료, 재생에너지, 포장 용기 변경 등 추진

(화장품 기업 ESG 환경) 1909년 설립된 

프랑스의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81%만큼 감소하였으며 2020년 말에는 

총 72개의 사업장에서 탄소 중립(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루어냈다.
18)

 특히,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화장품 원료 발생 시 땔감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노동자들에게 조리용 스토브(Cook Stoves)를 보급한데 이어, 

항공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 운송량을 줄이고 전기 트럭을 선도적으로 사용하여 

물류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ESG 활동
19)

을 하고 있다. 

미국 ‘에스티로더(Estee Lauder Cos)’는 2020년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했다.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팜오일은 100% RSPO-certified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20)

하고 있다. 

스페인의 화장품 기업 ‘Virospack’은 모든 생산 공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FSC 인증 

목재를 100% 사용하고 있다. 완전히 유기적이고 퇴비가 가능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용 천연 

목재 드로퍼 캡을 시장 최초로 출시
21)

했다.

18)	LOREAL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https://www.lorealparis.co.kr/our-pledge-have-our-co2-emissions-
by-2030

19)	위의 주
20)	ESTEE LAUDER COMPANIES, “Palm Oil, Our Commitments”, 	

https://www.elcompanies.com/en/our-commitments/viewpoints/palm-oil
21)	Virospack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https://virospack.com/just-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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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 ESG 사회 · 지배구조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좋은 기업 이미지 구축  

인권, 노동 등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업 정보 공개 등 시행

(화장품 기업 ESG 사회) ‘로레알’은 2017년 

유엔 기준에 맞춰 가치사슬의 모든 수준에서 

인권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직원들을 위한 인권 정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Share&Care’ 프로그램이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직원 인권 정책에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차별,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건강 및 안전 등 노동자를 위한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Beauty For a Better Life’를 통해 세계 25개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 헤어 및 메이크업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2018년 기준 5,56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 테라피스트를 

양성하여 외모, 심리, 또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뷰티 트리트먼트를 제공
22)

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1992년부터 유방암 캠페인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1억 달러 상당의 금액이 모금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비바글램립스틱을 구매하면 구매액 전액이 기부되는 MAC ViVA GALM 캠페인을 

시행, 29년간 5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모금되었으며 모금액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활동에 사용
23)

된다. 

(화장품 ESG 지배구조)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금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임원들의 

직무능력을 6개 항목으로 소개한 표를 실었다. 직무능력표에는 글로벌경영, 법무·위기관리, 

재무·회계 등의 기존 항목에 ESG 항목이 새롭게 추가
24)

되었다. 

22)	LOREA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https://www.loreal.com/en/articles/sharing-beauty-with-all/loreal-share-care-programme-an-accelerator-of-social-
progress/

23)	MAC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https://www.maccosmetics.co.kr/viva-glam-mac-aids-fund 
24)	한국경제, “시세이도·기린홀딩스...ESG로 임원 역량 평가”,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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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편에서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기업의 ESG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ESG 활동을 살펴보고 해외 기업과 우리 기업의 ESG 대응 차이점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ESG 방향성, 시사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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