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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

탄소 국경세 세부계획안 발표 및 ‘23년 시행

주요 산업의 공급망 ESG 요구

• COVID 19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이 부각되면서,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과 공급망에서 ESG 실사제도 도입

• 특히, 미국과 EU 중심으로 반도체 ·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ESG 경영 요구는 필수 거래조건으로 대두

핵심산업 공급망 ESG 위험관리

탄소 국경세 도입 등 무역환경 변화

- 2030년 주요국과 무역을 위해 약 1조 8,700억원

탄소세 추가 지불 예상

기업 공급망ESG 실사(DueDiligence) 제도

-유럽의회사법위원회, ESG 실사의무화입법권고안채택
- 위반시벌금, 피해보상, 수입금지조치등실효적인제재부과
- 향후체결되는EU FTA에공급망실사의무반영추진

반도체, 배터리 등 특정산업의 ESG 요구 집중
-자원순환및탈탄소등ESG 기회및리스크대응

Key Findings

▪ (탄소국경세) 올해 2분기 중 지침(Directive)제안 후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2 3 년부터 시행

•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Due Diligence)제도 도입(‘21년 2분기)

- EU시장 진출 기업에 공급망 전 과정상 인권, 환경 등 확인,보고,개선 의무

- EU차원에서 중점 육성 중인 산업(배터리 등) 타켓 조치 가시화

▪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확정, ’23년부터 위반기업에 최대 연 매출2%과징금 부과

▪ 바이든 대통령,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E.O. 14005」서명(‘21.2.24)

▪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타겟 공급망 검토 보고서 제출

▪ 핵심·필수 품목 ·소재 발굴, 공급망 위협요인(기후변화, 불법노동포함) 지목

- USTR , 2021년 미국통상정책 Agenda 불법노동에 ‘모든 가용한무역조치 사용할 준비 되어 있다.’ 언급

▪ 미국 내 선도기업 중심으로 RE100 가입 유도 등 공급망 환경 요구 강화

▪ 뉴욕주, 캘리포니아 중심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움직임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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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공급망 ESG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

• 산업별 공급망 전반에서 각각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 존재

• 협력사는 공급망 및 거래기업의 요구에 따라 ESG 실천 및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참여 기업

책임 있는 비즈니스 동맹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 책임 있는 공급망 실현을 위해 회원국 글로벌 공급망 실사 표준, 도구
및 프로그램 제공

150개 이상 전기전자, 자동차 기업 등
- Apple, BMW, Cisco, 포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비즈니스 협회

(amfori)

• 수출기업, 소매 등 산업에서 차별 및 아동노동금지, 윤리경영 공정 보수 등 11개 행동규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사회, 환경 성과 관리 및 글로벌 공급망 정보 공유

46개국 이상, 2,400여개사 가입
- 수출업 1600여개, 소매업체 260여개

(‘20년 6월)

Together for 
Sustainability

• 화학산업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감사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 National Law, UN Global Compact, Responsible Care Global Charter, ILO, ISO, 
Supplier Code of Conduct에 근거 경영, 환경, 보건&안전, 노동&인권, 지배구조 평가/감사

• TfS는 6개* 다국적 화학회사의 CPO(Chief 
Procurement Officer)에 의해 출범
*BASF, Bayer, Evonik, Henkel, Lanxess, Solvay

※ 협력업체 평가결과는 모든 TfS 멤버 기업*에 공유
- 현재 약 30개 글로벌 기업 참여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 제약산업 협력업체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주요 제약회사 모임
• Pharmaceutical Industry Principles for 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이라는 협력업체 관리 원칙 제정
• 이 원칙은 윤리, 노동, 보건&안전, 환경, 경영체계에 대한 원칙을 다루고 있음
• PDCA(Plan-Do-Check-Act) cycle에 따라 협력업체 관리

지속가능 의류연합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 의류,신발 및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히그지수개발, 제조과정의 친환경 및 윤리성
인증 하이인덱스 2.0(Hight Index 2.0) 등 공급망 내 사회환경적 요소 평가

약 250여개 이상 소매업체, NGO 기관
-Amazon, Aldo, Disney, H&M 등

윤리무역협회
(Ethical Trading 

Initiative)

• (산업 공통)공급망 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윤리구매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 윤
리 경영 인식 제고

국제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등 국제기구
-버버리, Body Shop 등 약 100개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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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협력회사 간 환경목표 연계 및 기술자금 지원 기반 성과 공유(정책 및 시장 메커니즘 기반)

▪ 재생E전환, 탄소중립, 매립폐기물 제로화 등 주요 환경목표 및 기준에 대한 구매프로세스 통합

분야 전기전자산업 공급망 기후·환경 전략방향 Apple 공급망 기후환경전략 및 목표

친환경
공급망관리

• 환경,안전,노동,윤리,경영시스템 5개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발표
• 참여 회원사(158社) 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전체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의 이행수준에 대해 검증프로그램을 제공

• 2008년부터 협력사 대상 Code of Conduct 제정, 
Audits and Assessments 실시

• 시설 및 운영 과정의 정기평가 및 법률 준수 여부 파악
(유해물질관리, 환경인허가 등)

ESG

• 코발트 등 원자재 공급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내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발생 → 공급망 과정에서 환경,사회 이슈 관리 필요성 제기

•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글로벌 사회에서 TCFD, SASB 등 성과 측정 기준 제시

• 환경 중심의 ESG관련 방침 공표 및 협력사까지
ESG 활동 요구(환경 목표 수립 등)

• 매년 ESG 성과 공개 (TCFD, SASB 등 기준 활용)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사업장 대상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 요구
및 목표 수립 권고

• 태양광, 지열 등 발전설비 설치 등 재생에너지 달성

•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2020년까지 공급망
4GW규모의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초과 달성

• 44개 협력사가 RE100 참여, 17개국 71개 기업이
100%청정에너지로 애플 제품 생산하기로 선언

기후변화

•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전 공급망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와 공동으로 정량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매년 공개

• 협력사는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외에 청정에너지 등 기타 조치 등을 통해 감축의무
부여

• 2030년까지제조공급망및제품생애주기탄소중립달성

자원순환

•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품 소재 및 디자인 개선
•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대체소재 개발에 투자 강화
• 제품 및 포장재의 100%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 등 350개 기업이 플라스틱 경제

선언(New Plastics Economy Commitment)에 서명

• 전 공급망 폐기물 재활용 100% 목표를 수립
• 자사 제품 투입 시 100%재활용 알루미늄 사용
• 50개 협력사가 UL’s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획득

수자원
• Stewardship기준 및 정량목표를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이행
• 이니셔티브(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와 파트너십 및 인증 획득 등

• 136개 협력사가 Clean Water Program참여 중

[참고] 전기전자 산업 공급망 ESG 이슈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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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P Supply Chain 참여 기업은 ’18년 115개사에서 ’20년 200개사로 약 73% 증가

• SBT(1.5°C, 2°C 등)기반 목표 설정 기업 652개사 중 약 73%인 480여개사가 협력사를 포함한 Scope 3의 감축목표 설정

• Supply Chain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 수준 배출량 산정 체계 및 자사 배출량 고객사 할당 체계 구축 필요

73%(480개)
Scope 3

(협력사 포함)
감축목표설정

출처: https://sciencebasedtargets.org/출처: https://www.cdp.net/

글로벌 기업, 협력사와 함께 탄소정보공개, 감축목표 설정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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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타이어산업 SBT 기반 Scope 1&2, 협력사 등 Scope3 감축목표 선언

▪ 글로벌 기업은 자사배출량 저감목표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저감목표를 대외에 선언하고 있음

출처: https://sciencebasedtargets.org

Company Target Qualification
Target

Scope1&2(자사 배출량) Scope3(협력사를 포함한 전과정 배출량)

Ti res Sector

Michelin 2°C 38% by 2030 from a 2010 base year 15%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Nokian Tyres plc Well-below 2°C 52% per ton of tires by 2030 from a 2015 base year 25% per ton of tires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Pirelli & C. S.p.A Well-below 2°C 25% by 2025 from a 2015 base year 9% by 2025 from a 2018 base year.

Automobile and Component Sector

Faurecia 1.5°C 80% by 2025 from a 2019 base year 46% by 2030 from a 2019 base year

Fidocar 1.5°C 50%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

Fortune Parts Industry Public Company Limited 1.5°C 25% by 2024 from a 2018 base year 25% over the same time period. 

Gestamp Well-below 2°C 30%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22%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Gromax Agri Equipment Limited 1.5°C 78% per tractor manufactured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40% per tractor sold over the same target period

GROUPE RENAULT Well-below 2°C 60% per car produced by 2030 from a 2012 base-year 41% per vehicle kilometer by 2030 from a 2010 base-year

Mahindra & Mahindra Limited Well-below 2°C 47% per equivalent product unit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30% per sold product unit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MAHINDRA ELECTRIC MOBILITY LTD Well-below 2°C 35% per vehicle produced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30% per vehicle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Mahindra First Choice Services Ltd. Well-below 2°C 47% by 2032 from a 2017 base year 20% by 2032 from a 2017 base year

Mahindra Heavy Engines Ltd 1.5°C 73% per equivalent engine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emissions 30% per engine sold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Mercedes-Benz AG 1.5°C 50%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42% per vehicle kilometer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PSA Automobiles SA 2°C 20% by 2034 from a 2018 base year 37% per vehicle kilometer by 2034 from a 2018 base year

Robert Bosch GmbH 1.5°C 1 and 2 GHG emissions 85% 15%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Swaraj Engines Limited 1.5°C 70% per engine manufactured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30% per engine sold by 2033 from a 2018 base year

Volkswagen AG Well-below 2°C 30% by 2030 from a 2018 base year 20% per vehicle km by 2025 from a 2015 base year

Volvo Car Group 1.5°C 60% by 2030 from a 2019 base year 52% per vehicle kilometer by2030 from a 2019 base year

글로벌 기업, 협력사와 함께 탄소정보공개, 감축목표 설정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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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기업에서도 공급망의 ESG 관리 등급에 따라 거래 우대 · 정지를 결정하는 등 공급망의 ESG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국내 대기업도 협력업체 ESG 요구수준 강화 움직임

SK텔레콤의 ESG 공급망 관리 포스코의 ESG 공급망 관리

▪ SK텔레콤은 공급망 ESG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투명거래 위반, 비윤리

이슈 발생 등 심각한 정책 위반을 일으킨 협력회사에 대해 영구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

▪ 포스코는 공급사 SRM 평가를 통해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우수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구매 우대를, 저조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있음

[SK텔레콤의 ESG 시정조치]

*출처: SK텔레콤 공급망 관리 리포트_2018년 *출처: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_2019년

[포스코의 공급망 등급별 평가관리]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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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신용평가사(ESG Risk Atlas)

▪35개의 산업 중 반도체,자동차업종은상위10개 항목내에포함됨(Riskscore8)

석유 ·가스

광물·금속

석탄발전

화학

하드웨어 ·반도체

발전(석탄제외)

자동차 ·부품

· · ·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 S&P신용평가사(ESG Risk Atlas),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는 중요도(리스크)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

▪ 77개 산업 중 하드웨어·반도체, 운송(자동차·부품)은 ESG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산업으로
분류

광물·석유화학

식음료품

하드웨어 ·반도체

운송(자동차·부품)

· · ·

[참고] 업종별ESG Risk 현황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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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ESG에대한관점

• 비즈니스관점에서ESG를어떻게바라볼것인가?

E

S

G

기업의 ESG측면에서의 Hidden Risk를 규명하고, 새로운사업 기회를찾는 작업이필요

I.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ESG 대응이슈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사회에서신사업을추진한다. 

-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제품 등

기존 業이기후∙환경측면에서수주경쟁력을확보한다. 

- 친환경원료 구입, 순환자원 이용, 저탄소기술, 환경기술 도입 등

기존 業이유지되기위해극복해야할 규제로바라본다. 

- 배출권거래제, 환경인허가, 제품환경규제, 탄소국경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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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환경리스크
II. 환경리스크관리

자료원: 에코앤파트너스, “환경법규위반사항 조사”, 2017

법인유형별 환경법규위반현황 (2014-2016) 행정처분 유형별 환경법규위반현황 (2014-2016)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토양오염제재

• 산업재해다발 , 장애인고용
위반등

• 거래상지위남용, 담합등

• 불성실공시, 회계감리제재, 
횡령, 배임등

• 금융권관련기관, 임원, 직원
제재(불완전판매등)

각지자체 • 대기, 수질, 소음관련제재

한국소비자원 • 리콜, 위해정보등

식약처
• 식품및약품안전제재및
회수조치등

…
공개되는기업의 ESG 정보

• 금융기관, 공공기관, 고객사 등 중소∙중견기업 이해관계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ESG정보를 수집, 거래관계에 반영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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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환경리스크
II. 환경리스크관리

위반 형태
2020년

건수 비율

1.무허가(미신고)배출·방지·처리·취급시설설치·운영 148 13.7%

2.허가및신고요건 미이행(변경허가,변경신고요건미이행포함) 264 24.4%

3.배출·방지·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미설치,미가동,방치,기준미달) 235 21.7%

4.배출허용기준(오염기준)초과 88 8.1%

5.오염물질배출·방류시방지·처리시설미유입또는희석 26 2.4%

6.측정·검사기준 미준수(측정기기 관리,측정·검사 의무및횟수위반등) 94 8.7%

7.오염물질처리·취급·운반·보관·저장 기준위반(폐기물,가축분뇨 등) 0 0.0%

8.가동개시(작업시작)신고미이행 (배출시설가동,특정공사개시등) 4 0.4%

9.행정처분(조치명령)미이행 0 0.0%

10.방지시설의설치·설치면제및면제자준수사항위반등 0 0.0%

11.무단방류,무단투기,공공수역유출등 0 0.0%

12.환경기술인준수사항위반(교육미이수등) 75 6.9%

13.기록관련위반(전자정보시스템,운영일지,측정기록부등) 121 11.2%

14.기타(유해물질안전∙표시기준위반) 0 0.0%

15.기타(타법위반,계약사항미이행,보고및검사불응등) 5 0.5%

16.기타(위반사유미공개또는위반정보불충분,개인등) 4 0.4%

17.기타(폐쇄·멸실에따른허가취소등) 19 1.8%

소계 1,083 100%

출처 : 에코앤파트너스, 2020

• ESG의 가장 기본으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의 경우 변경허가, 신고 요건 미 이행, 행정서류 미 구비 등 관리 공백에 의한 비중도 높은 상황

[대기분야환경제재현황]

기업의 환경/안전
담당자

환경·안전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해...

잦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어떻게 따라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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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환경리스크
II. 환경리스크관리

• 중소∙중견기업의 환경리스크는 컴플라이언스 체계구축이 핵심

• 최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준수해야 할 환경∙안전 법규 등록부(Registry)를 만들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것임

• 환경리스크에 민감한 오염물질多배출 업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환경법규 위반, 환경사고 D/B를 검토한 후,

• 중점 관리 시설, 중점 관리 물질 중심으로 관리체계(관리매뉴얼, 기록, 보고, 응급사고 대응체계 등)를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

구분 규 제

설 비

주조
설비

저장
설비

화학
설비

건조
설비

냉동
설비

제조
설비

유해
분진

설비

운반
설비

소방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용수

설비

배관
설비

안전
설비

…
기타
설비

공정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

• 위험물질안전
관리법 √ √ …

•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 √ √ √ √ √ …

• 고압가스 안전

• 관리법 √ √ √ …

화학
안전

• 화학물질관리법 √ √ √ √ √ √ ...

• 환구법 √ … √

• 잔류성유기오염물
질 관리법 √ √ √ …

해외환경산업

• 주입호스의 재질

✓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우려가 없는 것으로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의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할 것

▪ 주입호스에부착한 결합금속구의기준

✓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배관설비

[주요설비별컴플라이언스요건例]

[환경리스크 D/B 무료접근방법] 

2021.8월내 Open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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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1.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민생활과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회복

• 깨끗하고안전한

물 관리체계구축

• 신재생에너지확산기반구축

및 공정한전환지원

• 에너지관리효율화

지능형스마트그리드구축

• 전기차 · 수소차등

그린 모빌리티보급확대

• 녹색선도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 녹색 산단조성

• R&D · 금융 등

녹색혁신기반 조성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의 20.1%)의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기대

2020.7.15 환경부보도자료

그린뉴딜국가계획을통한사업기회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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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탄소중립추진전략을통한사업기회탐색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방향 10대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중소기업저탄소경영 지원방안｣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2.0)｣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분야혁신벤처‧창업생태계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신사업개척및재도약촉진방안｣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탄소중립이행및지원방안」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등학교환경교육지원방안」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사회에대한국민인식제고전략」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등분야별기후행동매뉴얼｣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관리‧감독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및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2050탄소중립10대R&D프로젝트｣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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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선진국기후∙환경규제를통한사업기회

▪ EU의 순환경제 정책 팩키지(’17) :  2030년까지 폐기물 70%를 재활용하고, 매립비율은 5%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강력한 새로운 법안

특히,  포장재, 식품,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게 보다 강력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재활용성”을 요구할 계획

▪ EU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18.12) :  EU내 판매되는 제품이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등이 용이하도록 법률 개정(EU에코디자인) 

▪ EU 재활용 서약(‘19.9) : 100여개 기업이 ’25년까지 매년 재활용플라스틱 일회용품 1,000만톤 사용목표 수립

▪ ’25년까지 PET 음료병에 25% rPET 함량 규정(EU 회원국 당 평균으로 계산), 2030년까지 30%로 증가

▪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22년 예정) ;  재활용 재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의 영국 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톤당 200파운드(한화 약 30만원) 세금 부과

EU Commission reports on the Circular Economy Package, 26th of J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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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선진기업기후환경전략을통한신사업기회

글로벌패션, 소재트렌드는 “친환경” 

* MCI (Material Change Index) 지수: 기업자체적으로지속가능한 소재
활용성과를정량평가하여 공개하는 지수

MCI 참여브랜드 (전체 114개사)

카메이커
자동차내장재친환경소재트렌드

* 친환경소재도입카메이커: Porsche, Ford, 
Mercedes-Benz, Fiat, Bentley, NIssan, General 
motors , Land Rover, Tesla 등多

글로벌패션브랜드
식물소재, 인조, 재생가죽등대체소재각광

재생가죽을사용한운동화

나이키 Move to Zero캠페인 2019년 MCI Index 순위현기차의친환경소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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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연간 가죽폐기물 발생량 7백만톤, 전체 폐기물의 10%를 차지하나 재활용에 활용되는 피혁 폐기물은 약 13.7%에 불과함

• 가죽 폐기물은 매립시 잘 썩지 않고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며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킴

• 가죽 폐기물을 재 자원화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17만톤(국내발생량) X 156m2/t X 0.017 (tCO2/m2) =450,840 tCO2 감축

출처 : Leather Corbon Footprint, Review of European Standard, 2017

III. 신사업기회

사례1. 폐가죽섬유화기술로친환경소재시장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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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사례1. 폐가죽섬유화기술로글로벌친환경소재시장공략

친환경 100% 천연재생 가죽섬유 제조공정 흐름도

버려지는 ‘가죽산업폐기물’을
재료로 이용

레더 스크랩 검사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가죽만 사용

천연가죽 태닝 후, 
순수한 레더 스트랩수집

추가적인
오염발생 X

화학물질
사용 X

물사용 X

친환경 가죽섬유청정생산공정

• 물과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건식 방식으로 폐가죽을 섬유로 재생하는 기술을 보유한 A사,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회사, 자동차 제조사에

친환경 소재 납품계약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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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사례2.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동시제거, 無필터공기정화기술로그린리모델링시장공략

•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환경 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

• 지금까지의 그린리모델링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아,

주로 창호 교체와 전열 교환기 설치에 집중

• 특히 미세먼지 대응 및 청정 환기 대책과 관련해 고성능 창호와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업계 관련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검토중 (2020.06.12 국토부 관계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고효율 설비 신재생, 신기술 (적용 미비) 환기 시스템 (미세먼지, VOCs, CO, CO2, HCHO, 라돈)

공기청정기(필터)

성능 미약

설비 인정 X

일반공조기(필터)

미세먼지 제거 X

필터→차압, 비용

공기살균기(UV, 플라즈마)

미세먼지 제거 X

오존 발생

그린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 에너지절감 중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실내공기질 솔루션까지 제공

• 차압이 발생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탄소중립 기여), 더 나아가 건축물의 자산가치 향상에 기여



III. 신사업기회

사례2.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동시제거, 無필터공기정화기술로그린리모델링시장공략

~~KOTRA 본사 9층, 이지스 자산운용의 오투타워, 공유
오피스 디캠프, 공유 주거 공간 맹그로브의 라운지 등에
설치돼 있다. 또한 국내 대형 전자업체 사업장에 시범
설치돼 있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하동군
이동형 모듈러 백신센터 및 여성 의원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보건소에 설치를 앞두고 있다. 향후 해수
살균, 보안·산업용 검사 영상, 의료용 영상 등의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6
1034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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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사례3. 에너지절감형활성탄재생기술을통한탄소중립솔루션시장공략

• 수질, 대기 등 오염물질 저감 시설에 투입되는 입상활성탄 가격은 4년간 38%, 5년간 구입량은 5.2배 증가, 

활성탄 시장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9.4%(‘16→’21)로 고속 성장

• 오염물질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 발생

• 활성탄 재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W사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과열증기를 이용한 재생기술을 개발, 사업 본격화

- 에너지효율 30% 향상, 재생 수율 20% 향상, 사업비 44% 절감

• 전기전자, 반도체, 제지, 철강 등 용수를 많이 쓰는

산업계(TOC규제대상) 사업장

• 정수장 고도처리, 하수처리장 재이용 시설

적용분야

탄소집약도가 높은 활성탄의 재생기술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 폐기물 저감에 기여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망분야 _ 폐배터리 2nd Life 시장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따라 전기차 보급목표가 1년 만에 4.5배 증가 (‘25년 기준 25만대 -> 113만대)

▪ 충전인프라, 전기차 밸류체인(2차 전지 소재 공급업체, Car Makers) 산업 생태계 형성 예정

▪ 보급량 증가로 인해 폐배터리 2nd Life 시장도 조기에 형성 가능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18.12.30),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정책연구* 출처: 정부 2019년 2월기준 친환경차보급로드맵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2025) 우리나라 폐 전기차배터리 배출 전망 (~2029)

2025년
약113만대

2027년
약 15만대

CAGR 119.9%

III. 신사업기회



▪ 폐배터리는 폐차시점에 성능이 70~80% 유지되어 2nd Life(업사이클링) 가 가능함

▪ ESS(전기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 용도 외에도 저 출력 전동차, 비상발전기 등의 동력원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

• 전력 저장용도로 사용: 가정용/상업용/산업용/발전소 ESS 

• 충전소 저장장치로 사용

데이터센터EATON-Nissan

전기차충전소
CE+Renault (E-STOR)

무선충전소 (MOBI)

통신타워 소형태양광발전저장소 발전소백업저장장치 태양광가로등

• 동력원으로 사용: 저속자동차/ 전기자전거/산업용 리프트/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
(MOBI)전기자전거 (포엔) 저속자동차 (BYD) 전기오토바이 산업용운반기기

(AUDI)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망분야 _ 폐배터리 2nd Life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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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Maker, 배터리 제조사로 하여금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 ESS제조사, 수거전문 기업, 성능평가 기관 등 민간시장 형성 가능

▪ 현 자동차 폐기단계 유관법률은 물질재활용 중심 구조 : 자원재활용법, 전기전자 등 자원순환법

▪ K순환경제 로드맵, R&D 등 각종 국가 지원사업에서 전기차 수평적 산업생태계 마련 고민 중

▪ 전기차 배터리 렌탈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고민 필요

Car Maker + ESS 운영 + V to G + 재활용업체 JV 

• 독일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에너지 저장소(13MW) 설치
(1,920개 배터리)

• BaaS는배터리렌탈, 충전, 교환및 업그레이드

• NIO, 배터리가부착되지않은전기차모델출시

• 배터리충전대신 배터리교체

- 개당 교체시 비용 지불혹은 월단위배터리 정기구독등 가능

- 배터리렌탈 비용은 70킬로와트시(kWh) 용량기준한달

980위안(약 17만원)

• NIO는중국내 유일하게배터리교환(swap) 

기술보유

- 배터리교체 소요시간은 3분 이내

- ‘20년 5월기준 50만개이상의 배터리교체됨

NIO 배터리 교환소
(portable, movable)

NIO 고속 DC충전기

배터리 대여 및 교환 서비스 BasS(Battery as a Service)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망분야 _ 폐배터리 2nd Life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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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업기회

신사업 기획 시 고려사항

▪ 핵심기술(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전환 & 확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확신이 중요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글로벌 트랜드와 부합되는지, 시장 여건이 언제 형성될 수 있는지, 거래의 지속가능성 담보 등

▪ 보유기술의 혁신성을 통한 신규시장 형성 vs 기존 시장의 안정적 진입에서의 전략방향이 중요

▪ IT, BT 등 여러 분야의 융합사업이 미래사회의 경쟁력이 될 것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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