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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의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현황과 시사점
친환경 트렌드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 4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1.3%의 기업이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의 수출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는 기업도 52.1%에 달했다. 한편 수출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애로는 ‘연구개발(R&D) 및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31.2%), ‘인증 취득 어려움’(19.3%)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25.7%), ‘인증 취득 지원’(25.2%), ‘마케팅 지원’(22.9%)
순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트렌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기업 인식전환과
더불어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도 금융䞱기술䞱마케팅 지원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신산업연구실

통계 구축, 주요국과의 상호인정 활성화,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을 강화해

임지훈 연구원
02-6000-5177, tradewing@kita.net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협회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DE BRIEF

Ⅰ

02

기후변화 위기와 강해지는 친환경 트렌드

◉ 1970년대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021년은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대비 1.11±0.13℃ 더 높음1)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 표면온도 변화>
단위 : ℃

주 : WMO(세계기상기구)의 6개의 주요 국제 데이터 통계를 통합해 나온 수치
자료: WMO 세계기후보고서(2021)

◉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화 이전 대비 세계 평균 기온이 2℃를 초과할 경우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과
생태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 중
<전지구 온도상승 1.5°C vs 2.5°C 주요 영향 비교>
구분

1.5°C

2°C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C 상승

4°C 상승

고위도 한파일 온도

4.5°C 상승

6°C 상승

산호 소멸

70~90%

기후영향䞱빈곤 취약 인구

99% 이상
2°C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 증가

물부족 인구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93m

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

100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자료: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2021)

1) WMO(2021)

2°C에서 최대 50% 증가
중간 위험

TRADE BRIEF

03

◉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표면 온도를 +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1.5℃를 초과하는 것을 억제키로 합의
 교토의정서 대비 감축 범위 및 대상국을 더 넓게 포괄함. 파리협약은 각국의 자발적 감축을 전제하나, 주기적으로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목표 설정을 높이고 있어 구속력이 높음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 NDC2) 이행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적응,
이행수단(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목표

온도 목표
(2℃이하, 1.5℃추구)

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1.3배 페널티 부과)

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후퇴 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매 5년)

자료: 외교부(2017)

◉ 글로벌 기업들도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생산공정, 에너
지원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탈탄소 모델로 전환을 추진 중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폐기물 유발 소재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친환경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소비자 또한 환경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어 개인의 소비가 지구에 주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
 BCG Survey에서 2020년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약 76%가 환경이 건강 이슈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응답했으며3), 관련 이슈/제품 검색 비중도 크게 상승 중
 코로나19를 경험한 후에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포장으로 이루어진 소비를 한다는 응답이 약

53%로 이전 대비 약 20%p 증가4)
2)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당사국이 탄소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의미
3) BCG Survey(2020): 주요 8개국(북미, 서유럽, 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䞱태평양 등) 소비자 3,249명 대상 조사결과
4) PwC Survey(2021): 전 세계 27개국 소비자 8,657명 대상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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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주: 최대값 = 100
자료: EIU, Google Trends(2020)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소비자 비율 증가>

자료: PwC Global Consumer Insight Survey(2019, 2021) 결과 연구자가
재구성

◉ 한편,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에까지 이어져, 기업들의 환경가치 실현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
 2019년 기준 기업도 정부만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높은 책무가 있다고 응답한 글로벌 소비자 비율이 65%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관련 의견이 73%로 약 10%p 증가5)
- 특히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적 고려를 많이 해야 한다는 비중은 주요 8개국 평균 87%에 달함6)

<기업의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이 필요하다 응답한 비중>

주: 전체 응답자 중 “기업이 경영활동에 있어서 환경적 고려를 더 많이 해야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변 한 비중
자료: BCG(2020)

◉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트렌드 속 소비자의 영향력이 특히 높은 소비재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친환경 대응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

5) Havas Group Survey(2019, 2021): 전 세계 소비자 395,000명 대상 조사결과
6) BCG Surve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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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친환경 트렌드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

◉ 친환경 소비트렌드 속 우리 수출기업의 현황과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하고자 본 설문조사 시행
 1) 친환경 트렌드 영향 및 대응 실태, 2) 친환경 제품 수출 현황, 3) 지원 필요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22년 2.21(월) ~ 2.25(금)
2. 조사대상: 2021년 소비재를 수출한 기업 5,725개사
3. 응답기업: 409개사 (응답률 7%)
- 기업분류: 대기업 (8개사), 중견기업(52개사), 중소기업(349개사)
- 업종: 식품(22%), 기계/전기/전자(21%), 화장품(19%), 섬유/패션(9%), 의료기기/건강(6%),
기타(생활용품 등, 24%) 등
4. 조사방법: e-mail (온라인 설문)

1. 친환경 트렌드 영향 및 대응 실태
◉ (기업 영향) 수출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친환경 트렌드와 그 영향을 더욱 강하게 체감 중
 응답기업의 52.1%가 팬데믹 이후 소비자/바이어의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수출(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51.3%)한 것으로 조사
<팬데믹 발생 이후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수요 변화>

<친환경 트렌드가 수출(매출에)에 주는 영향>

주1: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의 친환경 제품 수출/매출 실적에 주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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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별 영향) 수요에 대한 영향은 비슷한 가운데, 친환경 트렌드가 수출(매출)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이 큰 비중은 대, 중견, 중소기업 순
<기업규모별 수요영향>

<기업규모별 수출(매출) 영향>

주1: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 변화에 영향이 컸다’고 응답한 기업규모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의 친환경 제품 수출/매출 실적에 주는 영향이 컸다’고
응답한 기업규모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업종별 영향) 화장품, 섬유패션, 식품, 생활용품(기타) 등 순으로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트렌드가 수출(매출)에 주는 영향이 큰 비중은 섬유/패션, 화장품, 생활용품(기타), 식품 등이 뒤를
이음
<업종별 수요영향>

<업종별 수출/매출 영향>

주1: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 변화에 영향이 컸다’고 응답한 업종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3: 응답 30개사 이상 업종만 표기

주1: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의 친환경 제품 수출/매출 실적에 주는 영향이 컸다’고
응답한 업종별 비중, 409개사 응답
주2: 409개사 응답
주3: 응답 30개사 이상 업종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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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요구) 소비자 및 바이어 등으로부터 친환경 제품 문의나 생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업 비중은 36.2%인 것으로 조사
 (기업 규모별 영향) 현재까지 소비자/바이어 등의 직접적인 친환경 요구는 대기업이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62.5%) 소비 트렌드가 확대될 경우, 요구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소지가 큼
- 응답기업의 약 97.8%가 앞으로 친환경 소비트렌드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바이어, 소비자 등으로부터 친환경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비율>

<기업규모별 바이어, 소비자
등으로부터 친환경 관련 문의나
요청 긍정 비중>

<친환경 소비 트렌드 확대 전망>

주1: ‘바이어/소비자/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당사의 친환경 제품, 원료, 계획, 경영(ESG) 등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바이어/소비자/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당사의 친환경 제품, 원료, 계획, 경영(ESG) 등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한
긍정 응답 기업규모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참고]
※ 기업은 현재 친환경 트렌드 주요 용어들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
 강해지는 친환경 트렌드와 요구에도 관련 친환경 지식(키워드)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조사
 친환경 소비자를 뜻하는 ‘그린슈머’의 개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61.4%), 이들이 추구하는 친환경 소비 및 관련
이슈를 나타내는 용어를 9개 이상 아는 기업은 17.1%에 불과

<그린슈머에 대한 인지도>

주1: ‘그린슈머를 아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그린슈머 관련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이해>

주1: ‘친환경 용어 이해개수’ 409개사 응답
주2: (하기 참조) 제로웨이스트, 코즈마케팅, 탄소발자국, 프리사이클링,
리퍼브, RE100, 탄소 중립 등
주3: 409개사 응답

※ 친환경 용어(16개)
‣
‣
‣
‣
‣
‣

제로웨이스트(Zero-Waste)
클린 뷰티
프리사이클링(Pre-cycling)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
이노슈머(Innosumer)
파리협정

‣
‣
‣
‣
‣
‣

탄소발자국
미닝아웃(meaning out)
그린슈머(Greensumer)
리퍼브(Refurbished)
순환경제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

‣
‣
‣
‣

ESG
탄소중립
RE100
가치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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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트렌드 대응) 한편 높아지는 친환경 수요에 비해 대응하고 있는 기업 수는 47.7%에
불과, 대응 중인 기업의 자체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중도 낮은 편
 친환경 트렌드 대응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47.7%),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0%에 불과
<친환경 트렌드 대응 여부>

<친환경 트렌드 대응 평가>

주1: ‘친환경 소비트렌드에 귀사는 대응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귀사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귀사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 비중
주2: 대응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47.68%) 195개사 대상

 (기업 규모별) 대기업의 60.0% 이상이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중견/중소기업은 과반에

가깝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각 48.1%, 53.3%)
- 대응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조차도 다수의 비중이 ‘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각 88.9%, 82.2%)
<기업규모별 친환경 트렌드 대응 여부>

<기업규모별 친환경 트렌드 대응 평가>

주1: ‘친환경 소비트렌드에 귀사는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규모별 응답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귀사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귀사의 현재 대응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규모 별 응답 비중
주2: 대응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47.68%) 195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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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친환경 소비트렌드에 대응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패션(65.8%)과 화장품(65.4%)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업종에서 자사의 대응에 대해 ‘잘하지 있지 않다’라고 평가
<업종별 친환경 트렌드 대응 여부>

<업종별 친환경 트렌드 대응 평가>

주1: ‘친환경 소비트렌드에 귀사는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종별 응답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3: 응답30개사 이상 업종만 표기

주1: ‘귀사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귀사의 현재 대응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종별 응답 비중
주2: 대응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47.68%) 195개사 대상
주3: 응답25개사 이상 업종만 표기

◉ (주력 분야) 수출기업들은 현재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9.0%), 원료(18.2%)와 생산방식(11.6%)이 그 뒤를 이음
<친환경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

주1: ‘귀사는 현재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409개사 응답, 680개 답변
주3: 1) 생산방식: 재생에너지 사용、 제품 공정 에너지 절감 등
2) ESG 경영: 제품 전과정에서의 친환경 효율 증대, 지속가능평가 보고서 작성, 친환경 홍보 등
3) 제품성능: 제품의 에너지 효율 상승 등

 (기업규모별)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는 주요 분야는 기업규모별로 상이. 대기업은 ESG 경영과 생산방식에

치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포장재와 원료에 주력 중
<기업규모별 친환경 노력 분야 세부 순위>
순위
기업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대

ESG경영(35.29%)

생산방식(23.53%)

원료(17.65%)

중

포장재(22.99%)

ESG경영(20.69%)

제품성능(14.94%)

소

포장재(30.38%)

원료(18.92%)

없음(13.37%)

주1: ‘귀사는 현재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기업규모별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409개사 응답, 576개 답변
주3: 기업규모별 1, 2, 3 순위 답변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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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노력분야) 대부분의 업종에서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포장재 → 원료 → 생산방식 순으로 친환경적 요소를 더해갈 것이라고 응답
<업종별 친환경 노력 분야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기계/전기/전자

포장재(23.20%)

ESG경영(16%)

제품성능(16%)

식품

포장재(36.36%)

원료(17.48%)

없음(13.99%)

섬유/패션

포장재(27.54%)

원료(23.19%)

생산방식(13%)

화장품

포장재(37.91%)

원료(24.84%)

생산방식(11.8%)

의료기기/건강

포장재(29.41%)

원료(13.73%)

생산방식(13.7%)

생활용품(기타)

포장재(21.43%)

원료(21.43%)

없음(16.48%)

업종

주1: ‘귀사는 현재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종별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409개사 응답, 723개 답변
주3: 업종별 1, 2, 3 순위 답변만 기재

2. 친환경 제품 수출현황
◉ [친환경 제품 수출기업] 전체 응답기업 중 현재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26.16%에 불과
 (기업규모, 업종별) 현재 대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은 37.5%인 반해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25.5%로 머무르고 있음. 업종별 분류 시 화장품(33.3%), 생활용품(기타, 31.5%), 섬유/패션(29.0%)이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제품 수출여부>

주1: ‘현재 귀사는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고 계신지?’에
대한 응답비중
주2: 409개사 응답

<기업규모별 친환경 제품 수출비중>

<업종별 친환경 제품 수출 비중>

주1: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규모별 비중
주2: 409개사 응답

주1: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업종별 분포도
주2: 409개사 응답
주3: 응답 30개사 이상 업종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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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제품 수출 기업 대상]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107개사 대상 추가 조사
 (친환경 제품 수출국 현황) 현재 친환경 제품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3.0%)과 아세안(17.2%) 순으로

높았으며, 향후 유망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25.4%)과 EU(23.5%)가 각 1, 2위를 차지
<친환경 제품 주요 수출대상국>

<향후 친환경 제품 유망 수출대상국>

주1: ‘귀사의 친환경 제품 주요 수출국가는 어디인지?’에 대한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107개사 응답, 209개 답변
주3: 답변 30개 이상만 표기

주1: ‘앞으로 유망한 친환경 제품 수출국가는 어디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107개사 응답, 260개 답변
주3: 답변 20개 이상만 표기

 (친환경 수출실적 증가여부 및 증가율) 응답자의 77.6%에서 친환경 제품 수출실적이 증가했음
- 특히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작년 수출이 5% 이상 증가했다고 답한 비중 72%에 달함
* ‘5%미만’(27.7%), ‘5%이상~10%미만’(38.6%) ‘15%이상’(22.9%), ‘10%이상~15%미만’(10.8%)순으로 수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제품 수출실적 증가여부>

주1: ‘귀사의 친환경 제품 수출실적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비중
주2: 107개사 응답

<팬데믹 이전 대비 2021년 친환경 제품 수출실적 증가율>

주1: ‘팬데믹 이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 세부 질문’에 대한 응답비중
주2: 83개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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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계획) 친환경 제품 수출기업의 94.4%가 친환경 제품에 친환경성을 더 추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포장재(26.7%), 원료(24.8%)가 각 1, 2순위를 차지
<제품에 친환경 트렌드 반영 계획>

<친환경 관련 주력 분야>

주1: ‘향후 귀사의 제품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응답비중
주2: 107개사 응답

주1: ‘친환경 관련해 아래 보기 중 어떤 분야에 더 주력할 예정인지?’에 대한
분야별 응답비중
주2: 친환경 제품에 친환경적 요소를 더 추가여부에 긍정 응답한 101개사 대상

◉ [친환경 제품 非수출기업 대상]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기업 304개사(73.84%)
대상으로 별도 조사 실시
 (친환경 계획) 非수출기업의 약 72.37%가 향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에 친환경 요소를

가미할 것이라 응답
 (친환경제품 개발 시 고려중인 주력 분야) 포장재(50.0%)에 주력하겠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료(18.6%), ESG 경영(11.8%), 제품성능(7.3%) 등의 순으로 응답
<친환경 제품 생산 혹은 기존 제품 친환경성 가미 여부>

<친환경 제품 개발 시 우선 고려 분야>

주1: ‘향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에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응답비중
주2: 304개사 응답

주1: ‘친환경 관련해 아래 보기 중 어떤 분야에 주력할 예정인지?’’에 대한 응답비중
주2: 친환경 제품 생산 혹은 기존 제품 친환경 요소 가미 여부에 긍정 응답한
기업 220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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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제품 수출시 애로 및 필요 지원사항
◉ (친환경 제품 수출, 非수출 기업 공통)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수출 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수출 시 세제혜택(금융지원)과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함을 피력
◉ 친환경 제품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가장 주된 애로 요인으로

꼽았으며(31.2%), 그 뒤를 이어 인증획득 문제(19.3%), 친환경 마케팅 애로 문제(15.8%), 낮은 브랜드
인지도(15.4%) 준으로 응답
 (필요 지원사항) 인증획득(25.7%), 금융(25.2%), 마케팅(22.9%) 지원 등을 고르게 필요로 함

<친환경 제품 수출시 겪는 애로>

주1: ‘친환경 제품을 현재 수출 시 겪고 있는 애로는?’에 대한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107개사 응답, 220개 답변
주3: 30개 이상 답변만 표기

<친환경 제품 수출시 필요지원>

주1: ‘친환경 제품 수출 시 필요한 지원은?’에 대한 응답비중 (복수선택)
주2: 107개사 응답, 214개 답변
주3: 30개 이상 답변만 표기

◉ 친환경 제품 非 수출기업
 (수출하지 않는 이유)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24.4%)하는 것을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 이밖에도 친환경 제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14.2%)하고 관련 생산 기술이
부재(12.5%)한 점도 원인으로 꼽음
 (수출 시 필요 지원) 세제 혜택과 같은 금융지원(28.2%)과 인증 지원(22.3%), R&D지원(21.3%)순으로 응답

<친환경 제품 수출하지 않는 이유>

주1: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이유는?’에 대한 응답비중
주2: 219개사 응답, 353개 답변
주3: 30개 이상 답변만 표기

<친환경 제품 수출 시 필요지원>

주1: ‘친환경 제품 수출 시 필요한 지원은?’에 대한 응답비중(복수선택)
주2: 219개사 응답, 408개 답변
주3: 30개 이상 답변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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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친환경 제품 수출 애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수출 시 애로 및 필요
지원을 상세 조사한바 아래와 같이 응답
<중소기업 친환경 제품 수출애로 및 필요 지원사항>
구분

주제

세부내용

단가 상승 지원

환경 제품으로 변경 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한데, 초기 해외시장 진입 시 일정
기간 단가 상승분만큼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 (G사,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세액 공제

친환경 제품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면 관련 분야에 기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 (P사, 기계)

국내외 친환경 제품 세제 혜택 활성화

정부가 해외국가들과 협의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내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P2사, 식품)

친환경 포장재 비용지원

친환경성 적용 시 금융지원 희망, 현재 친환경 제품 전환은 포장재가 가장
용이하기에 포장재 관련 비용지원이 절실 (P3사/J사, 식품/화장품)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인증 취득 비용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며, 관련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H사/V사, 의료기기/화장품)

국내외 친환경 인증 마크 정보 및
취득 가이드라인 제공

친환경 마크 획득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 사항에 대한 국가별 상세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P4사/D사, 기계/전기전자)

인증 절차 간소화

일관된 친환경 인증 정책을 원하며 재인증 절차 간소화 필요(F사, 생활용품)

국제 인증마크 취득 지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는 친환경 마크 획득 과정에 대한 정보와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 현재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 (B사, 화장품)

해외 박람회 지원

중소기업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유망 수출국
대상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해줄 것을 희망 (P5사, 화장품)

통계 구축

실제 소비자들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 될만한 제품 데이터 베이스를
정부가 선별해 해당 품목들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D2사, 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원료 수입 지원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지원 필요. 연구를 위한 해외 재료
수입 등이 절실 (H2사, 섬유/패션)

연구개발 정보 제공 및 비용 지원

제품 개발 시 원가에 대한 부담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친환경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 수출 시 필수적인 친환경 관련 정보 및 개발 지원
희망 (E사, 화장품)

친환경 기술 정보 제공

친환경 기술, 정보 등이 중소기업에도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게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P6사, 식품)

해외바이어 트렌드 정보 제공

친환경 관련 해외 바이어의 요구가 많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내용이 생소한
경우가 많음. 정부가 수출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렌드 정보제공 희망
(H3사, 식품)

금융지원

인증획득 지원

마케팅 지원

R&D 지원

정보제공
친환경 컨설팅 제공

기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컨설팅사업 지원책 마련 (I사, 식품)

정확한 정보 제공

모호한 친환경 기준으로 혼란 초래. 상담센터 혹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및 공유 희망
(V사, 화장품)

대기업･중소기업간 원재료 공급
가교역할

재활용 소재 등 친환경 소재 구매 과정에서 정부 도움이 필요. 대기업의 친환경
원료는 소량구매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기업에게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간연결 역할을 해주길 희망 (B2사, 섬유)

기업규모 별 규제 차등 적용

친환경 정책이슈를 기업규모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별
규제 적용 필요 (C사, 화장품)

그린워싱 기업 규제

그린워싱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정당하게 친환경 제품을 투명하게
생산하는 타 기업도 피해 (J사,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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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팬데믹 이후 강화된 친환경 트렌드에 기업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친환경 트렌드에 영향받은 소비재 기업은 절반을 넘으며(51.3%), 소비재 수출기업의 97.8%가 친환경 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은 지속 증가 예상

◉ 친환경 트렌드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친환경 트렌드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중소기업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
- 대응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도 대기업의 긍정응답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의 대응이

부진한 상황을 알 수 있음
 주력 친환경 분야에서도 대䞱중소기업 간 차이를 보여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ESG, 친환경 생산방식 등

근본적인 변화에 주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포장재에 치중
- 대기업의 친환경 원료 수급, 포장재 변경 등의 친환경 전환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더 상위 단계의

전환에 치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친환경 대응 비교>
대기업

구분

중소기업

62.5%

트렌드가 수출에 주는 영향 정도

48.42%

62.5%

바이어, 소비자
친환경 요구

35.53%

62.5%

친환경 대응여부

46.70%

60%

친환경 대응 자체평가

17.80%

ESG,(1순위) 친환경 생산방식(2순위)

노력&주력 분야

친환경 포장재(1순위), 원료(2순위)

<친환경 대응 중소기업 상세의견>
 (A사) 고객들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 높아지고 있고 해외 바이어의 친환경성 추가 요청도 빈번하게 많으나 국내에는
친환경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B사) ESG경영이나 친환경 생산방식 도입 등은 재정과 관련 정보가 부족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 포장재로의
변경부터 시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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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트렌드 영향을 높게 받는 업종일수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현재 섬유/패션, 화장품, 생활용품(기타), 식품이 친환경 트렌드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업종이 친환경 포장재 도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친환경 원료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친환경 소비재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아세안이나, 향후 미국과 EU를
친환경 관련 유망시장으로 전망하고 있어 두 지역을 주목할 필요
 미국은 2020년 친환경 소비재가 전체 소비재 시장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2014-2019) 친환경

소비재 시장 성장률은 일반 소비재 시장보다 7배 높은 성장률을 보임
<美 소비재시장의 친환경제품 점유율(2020)>

자료: NYU Stern(2021)

<美 친환경 소비재시장 성장률(2015~2019)>

자료: NYU Stern(2021)

 2021년 EU의 친환경 시장규모7)는 2012년이후 10년 만에 약 7배 증가했으며, 친환경 인증 수도 약 1.5배

증가함
- 현재 EU內 친환경 시장은 스페인이 가장 크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뒤를 잇고 있음

<EU 인증 제품 및 인증마크 수 증가현황>

<EU 국가별 친환경 인증 제품 보유현황>

(단위: 천 개(인증제품), 개(인증마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자료 연구자 재가공

7) EU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 수 기준

(단위: 천개)

주: 상위 10개국(영국 제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자료 연구자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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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친환경 제품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 2가지는 ▲ 제품 생산개발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과 ▲ 친환경 인증 관련 비용 및 정보 부족임
<가격, 인증 애로에 대한 기업 상세의견>
 (A사) 친환경 포장재 및 원재료 가격이 일반 제품대비 2배 이상 차이나 친환경 이슈는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주제
 (B사)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매년 인증을 갱신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C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는 친환경 마크 획득에 대한 정보가 없고 아직 시장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것도 큰 문제

◉ 수출기업 애로 및 지원책 제언
 (정부) 중소기업 대상 친환경 포장재 주력 지원
- 고객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할 때 포장재부터 살펴보는 경향이 더 높아졌기에 기업은 우선적으로

친환경 포장재 도입 노력 필요
- 실제 2021년 기준 글로벌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8) 2019년 대비 친환경 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비중은

54%로, 약17%p 증가했으며, 세대별 조사9)에서도 전 세대에서 약 20%p 증가했음
- 정부는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용이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친환경 전환의 접근성을 높인 후 친환경

원료 → ESG/생산방식을 지원하는 단계별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
<친환경 포장재 선호도 증가(글로벌 소비자)>

자료: PwC Global Consumer Insight Survey(2019, 2021) 결과 연구자가 재구성

<친환경 포장재 선호 증가(세대별)>

자료: FIRST INSIGHT(2021)

 (정부)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현재 친환경 인증제도를 중소기업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인증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는 인증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
- 국내 친환경 인증이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
* 현재 한국은 친환경 분야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북유럽 등과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인증마크(환경성적표지)가
상호인정되고 있으나, 우리 친환경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인정국가 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
8) PwC Survey(2021): 전 세계 27개국 소비자 8,657명 대상 조사결과
9) FIRST INSIGHT(2021): 미국 세대별 소비자 1,000명 대상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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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Carbon Trust’와 같은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친환경 인증마크를 수출기업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기업) 친환경 관련 기업 인식 개선
- 그동안 친환경성에 대한 고려는 생산비용의 증가와 개발비용의 소요 등 가격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우선순

위에서 밀려났었으나, 이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
- 현세대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퀄러티가 높다는 인식과 자신들의 가치를 충족시켜준다는 만족감

때문으로 가격이 동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님
<세대별 친환경제품 선호 이유>
세대 구분
선호이유
(순위)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1

제품의 질(31%)

제품의 질(37%)

제품의 질(36%)

환경 우려(23%)

2

친환경 가치(26%)

환경 우려(32%)

환경 우려(34%)

친환경 가치(20%)

3

환경 우려(22%)

브랜드 진정성(30%)

친환경 가치(32%)

제품의 질(19%)

4

제품 가격(21%)

친환경 가치(27%)

브랜드 진정성(29%)

개인의 가치(16%)

5

브랜드 진정성(19%)

개인의 가치(22%)

개인의 가치(24%)

브랜드 진정성(13%)

6

개인의 가치(18%)

장인정신(17%)

제품 가격(21%)

제품 가격(11%)

7

제품 내구성(16%)

제품 가격(16%)

제품 내구성(16%)

장인정신(9%)

8

장인정신(14%)

제품 내구성(12%)

장인정신(13%)

제품 내구성(8%)

자료: First Insight(2021), 복수응답, 연구자 재구성

 (대중소기업 협력) 친환경 원료, 기술개발, 마케팅 관련 대䞱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현재 대기업은 포장재와 원료를 넘어 ESG, 생산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친환경 이슈가

생소하고 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황
- 대기업이 旣 달성한 포장재, 원료 분야의 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
- 또한 현재 대기업이 대량으로만 판매하는 친환경 소재/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 친환경 소재 공동구매 시스템, 중소기업용 판매 할당제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
 (U사) 자사의 친환경 원료/소재 다양성을 높이고자 대기업 T사와 협업 중임. 당사의 친환경 아이디어와 T사의 개발 노하우
및 자금력으로 현재 공동연구 개발 단계에 있음. 상용화될 시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사) 대기업에 보유한 리필스테이션*에 당사의 친환경 제품을 선보여 매출 극대화 중. 대기업이 확보한 고객 풀에 추가적인
비용투입 없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생겼음
* 샴푸, 바디워시, 세탁용품 등을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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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료, 인증, 생산방식, 시장동향 등 친환경 제품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 친환경 제품 관련 기술, 지원 정보 등이 중소기업에도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지원
- 특히 ESG와 같이 중소기업이 생소할 수 있는 친환경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요구됨
<중견기업 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21.12)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중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도 중소기업의 ‘ESG 수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

 (정부) 친환경 수출기업 전용 마케팅 지원
- 해외 박람회, 상담회 지원사업 중에서 친환경 수출기업을 주제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
- 친환경 분야의 수출중소기업 전용 상담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친환경 제품 수출입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유망 친환경 시장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친환경 마케팅 지원사업 사례>
 작년 4월 무역협회는 ‘친환경䞱그린 뉴딜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친환경 기업 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의 친환경 기업 전용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정부) 그린워싱 기업 규제 강화
- 친환경을 위장하는 그린워싱 기업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거나 전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지

<그린워싱 7가지 유형>
유형

내용

상충효과 숨기기

친환경적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환경 여파 숨기기

증거 불충분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나 친환경성 주장

애매 모호한 주장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광범위한 용어 사용

관련성 없는 주장

무관한 내용을 친환경으로 연결해 왜곡

거짓 정보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마크 도용

유해상품 정당화

친환경적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본질 희석

인증라벨 표절

유사이미지를 공인마크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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