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SG 對정부 건의 및 경제계 의견수렴 위한 소통 창구

•   업종별 ESG 이슈 공동 대응 위한 ESG 워킹그룹 운영

•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IT, 자동차, 금융, 식품, 유통 등]

공급망실사·컨설팅

•   온라인 진단부터 현장실사·검증까지

-   ESG 컨설팅 얼라이언스의 경험과 노하우

-   73개 전국상의 네트워크로 지방기업 지원

-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   2030년 코스피 全 기업 ESG공시 의무화

-  중소기업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검증 지원

-  ESG 포털 통한 중소기업 공시 지원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실무자 교육까지

지속가능 ‘ESG금융’지원

•   착한금융 ‘SLL’ 중소기업 우대금리 제공!

- ESG 목표설정만 해도 우대금리 1%p 적용

- 국내 첫 출시 4개월만에 100개사, 300억 돌파

-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신속 지원

ESG 포털 esg.korcham.net

•   대한민국 ESG 대표 채널 ‘으쓱’ 

-  ESG 우수기업 BP시리즈 영상 콘텐츠 

-  ESG 초보자도 알기 쉽게 A~Z까지 

-  ESG 조사/연구자료 등 알찬 정보는 덤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 
KCCI ESG Due Diligence Supporting Center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한상의 ESG 포털 ‘으쓱’ esg.korcham.net

• 문      의 :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지원센터」

☎ 02-6050-3472        07978@korcham.net

중소기업을 위한 ESG 지원, 대한상의가 한발 앞서 뜁니다

[ESG 컨설팅 얼라이언스]
- 중소·중견기업 ESG컨설팅 지원 협의체 -

ESG 아젠다그룹 
국내 20대그룹 및 금융권이 뭉쳤다!

구분 No. 기관명 전문분야 주요 서비스 내용

로
펌

1 김앤장 ESG전반 ① 컴플라이언스 진단 ② 서면 점검+개선과제도출

2 세종 ESG전반 ① 취약점 도출 ② ESG 대응체계 구축 ③ 보고서 작성

3 율촌 ESG전반 ① 사업장 진단 ② ESG 경영체계 도입 컨설팅 ③ ESG 실사 및 평가 대응

4 지평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보고서 작성 ③ ESG 실사 및 평가 대응

5 화우 사회/지배구조 ①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컨설팅

컨
설
팅
펌

6 기술과 가치 환경/지적재산권 ①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②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7 더씨에스알 ESG전반 ① ESG 경영전략 컨설팅 ② ESG 교육 ③ 보고서 작성

8 심장KPMG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ESG 전략 및 경영체계 수립 ③ 보고서 작성

9 어패스리질리언스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친환경 건축물 인증 ③ ESG 금융 컨설팅

10 에코앤파트너스 환경 ① ESG 현황 진단 ② ESG 실행 및 정보공개 지원

11 이노마드 환경 ① 넷제로 현황 진단 ② 넷제로 대응 컨설팅 ③ 교육 및 워크숍

12 ERM Korea 환경/인권, 안전 ① 취약점 도출 ② ESG 대응체계 구축

13 Q ESG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GRI 보고서 작성

전
문
기
관

14 지속가능발전소 ESG전반 ① ESG 평가 ② ESG 진단 컨설팅

15 한국생산성본부 ESG전반 ① ESG 현황② ESG 전략 및 개선방안 컨설팅 ③ 보고서 작성

16 한국평가데이터 ESG전반 ① ESG 평가 ② ESG 전략 컨설팅 ③ 공급망 ESG 관리시스템 제공

17 한국표준협회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 ③ ESG 전략 컨설팅

18 한국ESG연구소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ESG 교육 ③ ESG 경영 컨설팅

19 NICE평가정보 ESG전반 ① ESG 평가 ② ESG 경영 컨설팅

20 SK C&C ESG전반 ① ESG 현황 진단 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③ ESG 경영 컨설팅

< 공급망 ESG 지원 유관기관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6]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3]

• KOTRA [개발협력실│02-3460-7530]

•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02-398-7670]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센터│02-6050-0150]

•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00]

•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000]

• 광주상공회의소 [062-350-5800]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00]

• 대전상공회의소 [042-480-3042]

•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00]



공급망 ESG 실사란? 공급망 ESG 관리.. 왜 해야 하나요?

국내기업 현황 – ‘아직 갈 길 먼 공급망 ESG 관리’

•  국내외 거래처 요구 –   ESG 경영 실적 미흡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거래선에서 배제

“기업 78.8%, ‘공급망 협력 중요성’ 인식하지만… 

실제 ESG 협력 요구 18.1%에 불과” (상의, ’21.10)

국내 수출기업 52.2%, “공급망 內 협력사 ESG 미흡으로  

계약파기 위기감 느껴”(상의, ’22.7)

ESG경영포럼 
글로벌 ESG 이슈를 논의하는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포럼

   ‘공급망 협력 중요(78.8%)’ …   

①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② 거래관계 유지 및 매출·이익 증대 등 이유

   ‘공급망 ESG 관련 협력 요구’ 받은 경험(18.1%)   

①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② 거래관계 

   ‘공급망 ESG 강화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41.5%)’…  

① 비용 부담 ② 전문인력 부족 ③ ESG 인식 및 경영진 관심 부족 등

현실로 다가온 독일 & EU의 공급망 실사법 임박!

국내 공급망 ESG 현황 –   ‘우물쭈물 하다가 계약·거래관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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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요인

• 비용 부담

• 전문인력 부족

• ESG 인식 부족

• 경영진 관심 부족

[공급망실사]  141개사           

[거래중단] 48개사* 

*  강제노동, 아동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공급망실사]  1,286개사           

[거래중단] 71개사* 

*법규위반, 인권 등

[공급망실사]  1,121개사           

[거래중단] 24개사* 

*노동, 인권, 환경 이슈 등

[공급망실사]  3,220개사           

[거래중단] 108개사* 

*환경, 산업안전, 보건위생 등

•  EU 수출기업 및  납품·거래관계 중소 협력사 인권·환경 침해여부 

확인 후 공시하는 ‘공급망실사법안’ 발표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기업에게 ①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② 진단 및 실사 ③ 부정적 영향  

개선·조치 해야 하는 의무 부과

①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행동규범, 교육, IT시스템 구축 등]

실사 대상 선정 (협력사, 기타 파트너사)

② ESG 진단 및 실사
[서면진단/현장실사 통한 ESG 리스크 관리] 

[산업별 ESG이니셔티브 기준, 제3자 검증]

③ 개선 및 조치
[Feedback, 리스크 관리, 개선과제 도출]

STEP 1

STEP 2

STEP 3

독일 :   공급망 ESG 실사 법안 도입(’21), 공급망 ESG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 공시 의무화 (’23.1)

※   對독일 국내수출기업 대상 ESG 평가 요청 강화 예상  

(위반시 최대 800만 유로 등 벌금 부과 등 패널티)

※   약 1만7천개 기업 적용(역내 1.4만개, 역외 3천개)

EU :   공급망 ESG 실사 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24.1)

EU 소재 기업 EU 역외 소재 기업

EU 기업
*EU 내의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

본사 소재지를 EU에 두고 있는 기업

非 EU 기업
*EU 내에서 사업장 등 법인 설립/

본사 소재지를 EU 밖에 두고 있는 기업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초과

[근로자] N/A

[매출액]   유럽연합(EU)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초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250인 이상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초과 

+ 매출액 50%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창출

[근로자] N/A

[매출액]   유럽연합(EU)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초과 

+ 매출액 50%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창출

그룹1

(’24년~)

그룹2

(’26년~)

*고위험사업 :   섬유, 가죽, 농어업, 식품, 동물, 목재, 광업, 금속 등 원산지 및 공급망  

리스크가 큰 산업군

   商議, 수출기업 300개社 …   

52.2% ‘거래처 ESG 수준 미흡으로 계약/수주 파기 가능성 있어’

   원청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 ESG 대응 수준, ‘낮다’(77.2%) 가  

‘높다’(22.8%) 보다 3배 ↑   

   공급망 내 협력업체 ESG 실사, 진단ㆍ평가, 컨설팅 사례 10% 내외... 

SCOPE 1

제품생산시 

발생되는 직접적인 배출량

SCOPE 2

사업장 전기/동력 생산시 

발생되는 간접 배출량

SCOPE 3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 포함  

전 과정 발생되는 외부 배출량

공급망실사부터 영상 콘텐츠까지… 
ESG 지원, 대한상의가 한발 앞서 뜁니다

•    목적 :   공급망 ESG 리스크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및 정책과제 논의·발굴 

•  주제 :   ‘ESG공시기준 표준화’, ‘신정부 ESG

정책방향’, ‘K-소셜 택소노미’ 등

•  공동주최기관 :   김앤장, 화우, 세종, 지평,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SG 씽크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