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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transparent PET bottle resource circu-

lation project of BYN Black Yak Co., Ltd., present implications, and propose ways to spread it in the future.

Methods: In this study, the logic of the Double Diamond Model is appli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stainable fashion made from BYN Black Yak Co., Ltd.'s PET Bottl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Results: The K-rPET Resource Circulation Project of BYN Black Yak Co., Ltd. is recognized as a best example 

for its contribution to eco-friendly activities, solving social problems, raising consumer awareness, and sharing 

recycling habits. Before the plastic bottle becomes a garment, five steps are taken (discharge of PET bottle 

→ collection of PET bottle → recycling of PET bottle → fabrication of yarn → production of the finished 

product out of the fabric). BYN Black Yak Co., Ltd. ha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it by recycling 

reverse-recovery PET bottles by making solutions to problems that have not been solved at each stage.

Conclusion: In addition to efforts to find and strengthen weak links presented in the Theory of Constrains 

(TOC), it appears to have systematically carried out activities to convert stakeholder discomforts into a pack-

age of gain points. As shown in the slogan “We are all in!” the proposal and implementation for the completion 

of a true environmental system is judged to have truly performed ESG management well for the company's 

business. ESG management activities at BYN Black Yak Co., Ltd. are expecte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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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와 더불어 최근 기업 경영의 주요 이

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Jang et. al,, 2019). ESG 경영이 더욱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요 글로벌 3대 이벤트

는 2019년 BRT(Business Roundtable) 선언과 2020년 블랙록(BlackRock)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의 연례서

한의 발송 그리고 2021년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대통령의 

ESG 중시 정책 변화 등이며, 이는 3B(BRT, BlackRock, Biden)로 요약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3B와 더불어 2021년에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개편안 발표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되는 등으로 인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SG 경영은 기업에서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자 핵심 요소로 주목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 실천 차원에

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추진을 위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창출과 행복을 고려하는 ESG 경영은 오래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조용히 그

렇지만 꾸준히 실천해 왔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류에 편승하여 모양만 

따라 하는 일종의 ESG 워싱(ESG Washing)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ESG 경영

은 잠시 반짝 유행하는 현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공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Lee, 2021).

본 연구에서는 선언적인 ESG 경영이나 무늬만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사례와 구분되는 진정성, 실행력 그리고 

지속성을 갖춘 실질적인 사례로 UN SDGs 협회에 의해 지속가능 ESG 경영 사례로 발표 되는 등 글로벌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BYN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사례를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Double Diamond Model)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확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ESG 경영의 등장과 포지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E(환경), S(사회), G(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

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의 집합이다. 

E(환경)에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환경법규 준수, 재생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기후변

화 전력 수립 및 대응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S(사회)에는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노사관계, 근로자 안전, 차별

금지,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인권 존중 등이 중시된다. 그리고 G(지배구조)에는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의 다양성 및 

구조, 감사제도, 부패방지, 내부 고발제도, 협력사 대상 반부패 정책 적용 등이 거론된다. 

ESG의 차원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ESG 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1>은 PWC에서 제시

한 차원별 구성 요소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각각 적용가능한 사례를 상정할 수 있다(PW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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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Sub-elements Examples

E : Environmental

Minimizing the impact of a 

firm on nature

Products & Services Product use, Product disposal, Financing

Supply chain & 

Distribution

Deforestation, Pollution, Carbon emission, 

Non-renewable resources, Waste

Operations
Carbon emission, Waste to landfill and incineration, 

Business travel

S : Social

The contribution of a 

company to fairness in 

society

Products & Services Product safety, Customer privacy & data security

Supply chain & 

Distribution
Labour rights, Diverse & inclusive supply base

Workforces
Diversity & inclusion, Health & safety and wellbing, 

Human capital development

G : Governance

Quality of processes for 

decision making, reporting 

and ethical behavior 

Transparency Providing accurate and timely reporting to stakeholders

Accountability Accountable for performance and risk management

Independence Ensuring appropriate independent oversight

Ehthical behavior Corporate governance

Table 1. Framework to break down ESG

Source : PWC, 2020, ESG and growth: a new way of thinking.

ESG 관련 이슈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모든 이슈를 망라하여 관리하고 측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에서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비재

무적 지표 중 적정한 공시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Kim, 2021). 

2.1 ESG 경영의 등장 

이제 더 이상 ESG 경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일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는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s)에 기업들은 서 있는 것은 아닐까?(Burgelman and Grove, 1996)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특

히 기술 기업의 경우엔 첫째, 투자자의 분석, 둘째, 고객의 기대 그고 셋째, 사회적 책임과 기업 시민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분석이 있다(KPMQ, 2020). 총체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제는 ESG 경영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분석과 제언도 이와 유사하다.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ESG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기후 변화, 사회적 불공평, 코로나19의 영향 등의 요인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PWC, 2020). 기성세대는 물론 주력 소비층인 MZ 세대들은 점차 사회적 문제나 환

경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환경적이며 사회적인 영

향을 좀더 줄여나가며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BYN블랙야크의 ESG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자원 재활용 분야의 유사 사례에

서도 ESG 경영의 추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자원 사용에 대해 선형적인 “원자재→사용→생산→소비→폐기” 접근

법을 취하는 선형 기업은 원자재가 상품으로 변형돼 수명주기가 끝난 뒤 버려진다. 반면 폐기물 방지를 목적으로 재

생이 가능한 순환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자 노력하며 유한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원자재 소비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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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환형 기업은 소비와 원자재 사이의 끊긴 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에 의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낸다(Urbinati et. al., 2017). 그 대표적인 사례

로는 파타고니아와 나이키와 같은 패션업체나 바스프와 같은 화학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스프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공정을 구축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바스프 켐사이클링(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기존의 대부분의 플라스틱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스프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출시하여 사용 후 유기물로 분해 되어 퇴비화되는 자연친화적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EY, 

2020).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거나 생분해되어 친환경성을 높이도록 하

는 노력을 하고 있다. ㈜BYN블랙야크에서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여 의미있는 

성과와 임팩트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 분석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2 ESG 포지션과 가치 창출의 관계

맥킨지(McKinsey Quarterly, 2019)에서 발표한 자료(Five ways that ESG creates value)에 따르면, 다섯 가지 

차원에서 ESG 경영의 포지션에 의해 가치창출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ESG에 강한 포지션과 약한 포지션의 

특징을 가치 창출의 5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Table 2>의 내용은 ESG 경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안을 

강구하는데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Henisz, et. al., 2019).

첫째, ESG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 매출 성장이 달라진다.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시장을 확장하는데 

강한 ESG 포지션은 도움이 된다.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강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ESG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 원가 절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린 생산 방식이나 품질경영 활동의 결과로 물 사

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ESG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 규제 및 법적 개입의 정도가 달라진다. 기업이 정부의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술개발이나 혁신으로 규제와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위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Ahn, et. al., 2020).

넷째, ESG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행

사하게 되면 그 소속 직원들도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이 직

원들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ESG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 투자 및 자산 최적화의 차이가 생긴다. 강한 ESG 포지션을 갖추면, 보다 유망

하고 지속가능한 기회에 자본을 할당하여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 문

제로 인해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투자도 사전적으로 피할 수 있다.

ESG 경영과 가치 창출을 연결하는 다섯 가지 고리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거나 기존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리더는 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가치 창출은 CEO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에서 실행으

로 그리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의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리더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BYN블랙야크 CEO의 ESG 경영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실행력에 대

해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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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ESG proposition Weak ESG proposition

Top-line growth

Attract B2B and B2C customers with more 

sustainable products

Achieve better access to resources through 

stronger community and government 

relations

Lose customers through poor sustainability 

practices or a perception of unsustainable 

/unsafe products

Lose access to resources as a result of poor 

community and labor relations

Cost reduction
Lower energy consumption

Reduce water intake

Generate unnecessary waste and pay 

correspondingly higher waste-disposal costs

Expend more in packing costs

Regulatory and 

legal 

interventions

Achieve greater strategic freedom through 

deregulation

Earn subsides and government support

Suffer restrictions on advertising and point of 

sale

Incur fines, penalties, and enforcement actions

Employee 

Productivity uplift

Boost employee motivation

Attract talent through greater social 

credibility

Deal with social stigma, which restricts talent 

pool

Lose talent as a result of weak purpose

Investment and 

asset optimization

Enhance investment returns by better 

allocating capital for the long term

Avoid investments that may not pay off 

because of longer-term environmental 

issues

Suffer stranded assets as a result of premature 

write-downs

Fall behind competitors that have invested to 

be less energy hungry

Table 2. A strong ESG proposition links to value creation in five essential ways

Source : Henisz, W., Koller, T. and Nutt, R., 2019, “Five ways that ESG creates value”, McKinsey Quarterly, Nov. 14.

3. (주)BYN블랙야크 CEO의 ESG 경영 철학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관심과 대응을 이끌어 낸 계기로 제안된 3B(BRT, BlackRock, Biden)

는 기업인들의 자체적인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선언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정부

의 정책 등의 일련의 중요 이벤트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신년사를 비롯한 중요 시점에서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

자들도 ESG를 포함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실행 등을 통

해 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Kim, 2021).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경계하듯, 

ESG 워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오래 전부터 실행하며, 조용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BYN블랙야크의 CEO(강태선 회장)의 ESG 경영 철학과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공

유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BYN블랙야크 홈페이지(http://www.byncorp.com/)와 각종 언론 보도 내용(Maeil 

Economic Daily, 2021; Cha, 2020)과 공저자 간의 리서치 미팅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1 진정한 기업의 이익을 추구

강태선 회장이 생각하는 ESG 경영의 목적은 진정한 이익의 추구이다. 강회장은 "이해당사자의 행복도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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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환경도 보전하는 활동을 모두 한 뒤 남는 게 진정한 기업의 이익입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업

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만,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최근엔 기업의 이익 추구 방법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다. 경영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Cho, et. al., 2019).

2019년 미국의 BRT 선언에서 제시된 주주(Shareholder)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로의 생각의 전환이 ESG 경영의 요체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이제 협력업체와 종업원 등 이해당사

자가 행복하고, 그 지역의 정부와 환경을 보호·보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실천하는 것임

을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오래 전부터 실천해 왔기에 이미 ESG 경영의 핵심 활동에 익숙

하고, ESG 경영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

천하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다.

3.2 등산과 같은 실현과 실행

ESG 경영에서는 지름길 혹은 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회장은 "남산 

팔각정에 간다고 했을 때 명동에서 올라가는 분도, 장충동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한남동에서 첫발을 떼는 등산객도 

있을 것이며, 등산로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고 강조했다. 길은 달라도 두 발로 차근차근 한발한발 걸어 올

라 산에 오르는 실행과 실현이 즁요하다는 점에서, ㈜BYN블랙야크에서 K-rPET 재생섬유로 만들어낸 기능성 지속

가능 패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이미 친환경 DNA가 내재되어 있고 이를 꾸준하게 실행해 오고 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강 회장이 히말라야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강 회장은 직접 히말라야 등반을 

다녔는데, 등반을 위해 찾았던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금부터라도 환경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강 회장은 국내외 산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 산행, 히말라

야 클린 트레킹, 중국 쿠부치 사막 식수 조림사업, 만리장성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에 

더해 자사 제품의 지속가능성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노력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촉매가 되었다. 독일에

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아웃도어 박람회 ISPO에서 강 회장은 향후 브랜드의 성패가 제품력과 지속가능성

에 있음을 간파하고, 2012년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본격적인 ESG경영에 뛰어들게 되었다.

3.3 모두가 함께 하는 ESG 경영 추구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ESG 경영을 알고 이해하여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 강 회장

의 철학이다. 회장이나 대표가 ESG 경영을 주창해도, 직원들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나'란 의구심을 가지면 정착

되지 못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 전원이 ESG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공간을 만들고 우리 나라에서 사용 후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과정부터 K-rPET 재생 섬유로 

만든 의류, 신발, 가방 등 전 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BYN블랙야크는 오랜 기간 시장 조사와 연구개발

을 통해 투명 페트병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에서 발생된 폐 페트병을 의류, 신발, 가방 등 패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바로 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인 

플러스틱 아카이브를 마련한 것이다. 플러스틱(PLUSTIC)은 플러스와 플라스틱의 합성어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

구에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ang et al. : ESG Management Practice Led by BYN Black Yak  439

강 회장은 향후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이 파괴되면 시장이 없어지고, 시장이 없어지

면 기업도 존속할 수 없기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누군가 등을 떠밀어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4. 사례 분석 : 국내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디자인 사고 또는 서비스 디자인 분석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The Double Diamond 

Model) 또는 4D 모델의 논리를 적용하여, ㈜BYN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만든 재생섬유 지속가능 

패션의 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자 한다(Shin et al., 2015). 4D 모델은 1단계 발견(Discover), 2단계 정의

(Define), 3단계 개발(Develop) 그리고 4단계 전달(Deliver)로 구성된다(Jeong et al., 2019).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

(Design Council)이 제시한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The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의 특징은 아이디어의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것이다(Design Council, 2015).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를 두 번 거치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ESG 경영 사례를 구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Shin et al., 2015).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해결과제(Barrier)와 극복방안(Bridge)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혜택과 성과(Benefit)를 점

검하여 3B 프레임웍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Fawcett et. al., 2008).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른 ㈜BYN블랙야

크에서 수행한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Stage Barrier Bridge Benefit

1. Discover

2. Define

3. Develop

4. Deliver

Table 3. 4D by 3B Matrix

페트병이 옷이 되기까지는  5단계(페트병 배출 → 페트병 수거 → 페트병 재활용 → 페트병으로 원사 제작 → 원

사로 완제품 생산)를 거친다. ㈜BYN블랙야크에서는 그동안 풀어내지 못하던 각 단계별 문제점의 해결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역회수 페트병 재활용으로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4D 단계별로 3B 관점에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4.1 발견(Discover) 단계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하여 마시는 생수의 병은 페트(PET)로 만들어졌다. 그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재생 폴

리에스터 원사를 만들 수 있고 그 원사로 재생의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페트(PET) 칩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페트병을 생산한다. 페트병과 폴리에스터는 원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특정 목적으로 상용

된 생수병과 같은 페트병을 재가공하면 패션 원사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패션 원사인 재생 폴리에

스터는 1997년 최초 등장하여 ㈜BYN블랙야크를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패션기업들이 친환경 패션을 실천하고자 

사용해왔다. 특히 스포츠, 아웃도어 제품은 다른 복종보다 폴리에스터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재생 폴리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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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BYN블랙야크 또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로 의류와 용품을 만들어왔다. 

특히, 2014년에 모든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인 NAU를 인수하면서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에 대한 노

하우를 꾸준히 쌓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BYN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나라 패션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생 폴리에스터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페트병이 아니라 일본 또는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친환경 경영을 하기 위해서 폐 페트병

을 재활용한 의류를 생산하는 일은 우리 나라의 페트병이 아닌 해외의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일을 돕는 활동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의류용 장섬유 원료 페트(PET)를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서 약 

7,200톤을 수입하였다고 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0). 즉, 다른 나라의 재활용을 돕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 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평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량에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Minderoo Foundation, 2020), 코로나19 이후 점점 그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은 자원재활용과 친환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주목된다.

발견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결과제(Barrier) : 해외에서 폐 페트병 수입하여 재활용, 해외 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

- 극복방안(Bridge) : 우리 나라 폐 페트병 수거하여 재활용

- 혜택과 성과(Benefit) : 국내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재활용을 통한 패션 제품의 탄소 발생량 감축, 선형 경제

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

4.2 정의(Define) 단계

우리 나라 페트병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 해외에서 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BYN블랙야크에서는 페트병이 옷이 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역추적해 보았다. 사용된 페트병을 잘 수

거하여 재활용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깨끗하게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모으는 일이었다.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폴리에스터 장섬

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BYN블랙야크에서 시도하기 전까지 우리 나라에서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는 시스템이나 사용자들의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수거 후 활용 프로세스가 정착되

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사용자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 빈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 배출하는데 동참을 하지만, 

비닐로 제작된 라벨을 제거하여 버려야 재활용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재활용에 관심을 갖고 참여는 하지만 실질

적인 재활용은 하기 어렵게 하는 어정쩡한 기여를 해 온 셈이다. 이처럼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가 충분히 정착

되지 않다 보니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의 균일성에 문제가 생기고, 페트병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 등의 이유

로 별도의 체계 없이 기타 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거하여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등 전형적인 품질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재활용을 하기에는 적절한 품질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재활용될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이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재활용을 담당하는 기업에서는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출 이

유를 찾지 못하였고, 그런 이유로 우리 나라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이나 기타 플라스틱과 함께 구분없이 재생되

어 충전재, 노끈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활용품으로 재탄생되고 있었다. 투입과 산출 그리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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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구성되는 생산 시스템에서 투입 요소의 부재는 치명적인 한계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의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결과제(Barrier) : 불완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시스템, 투명 페트병 재활용 기업의 부재

- 극복방안(Bridge) :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시스템 구축, 투명 페트병 재활용 담당 파트너와의 협업

- 혜택과 성과(Benefit) :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사이클의 완성

4.3 개발(Develop) 단계

역회수 페트의 재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BYN블랙야크에서는 발견한 문제점을 정의하여 구

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이름하여 K-rPET(케이-알피이티) 재생섬유를 만들어 우리 

페트병으로 만든 지속가능한 패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앞에서 살펴본 역회수 페트 재활용 단계별 주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국민)의 인식 - “그냥 다 재활용되는 거 아닌가요?”

둘째, 수거 업체 - “어차피 수거해 가면 다 섞어요”

셋째, 재활용 업체 - “고품질 원료가 투입되지 않으니, 설비를 갖춰도 수익이 나질 않아요”

넷째, 원사 업체 - “한국산 rPET는 품질이 안 나와요”

다섯째, 패션 업체 - “(수입하여 들여온) 폐기물로 만든 친환경 패션이지요”

여섯째, 소비자(고객)의 반응 - “우리 나라 폐기물로 만든 친환경 패션이 아니었나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각 단계별로 도입이되고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나라 폐 페트

병이 원료인 K-rPET(케이-알피이티) 재생섬유로 ㈜BYN블랙야크에서는 기능성 아웃도어를 만들어 냈다.

각 단계별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국민)의 인식 - “깨끗한 생수병을 모으는 일에 동참합니다” 

둘째, 수거 업체 - “깨끗한 생수병만 별도로 안 섞이게 직접 배송합니다” : 스파클 빈병 회수 서비스에 따른 별도 

수거 

셋째, 재활용 업체 - “고품질 원료 확보가 가능하여, 투명 PET를 처리하는 별도 설비를 갖춥니다” : 두산이엔티의 

재활용 공정 

넷째, 원사 업체 - “국내 유일 한국산 rPET 장섬유 원사를 만들어 냅니다” : SM티케이케미칼의 원사 생산

다섯째, 패션 업체 - “연구개발하고 소재를 개발하여 아웃도어의 기능성까지 담았습니다” : ㈜BYN블랙야크의 우

리 페트병으로 만든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시

여섯째, 소비자(고객)의 반응 - “그런 제품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고순도 투명 페트병을 확보하는 스파클의 역회수 노력에 이어 투명 페트병용 별도 재생 설비 투자 및 연구로 재생

공정의 완성 그리고 재생 원사 생산 시설개선 및 연구개발을 통한 K-rPET 장섬유 원사의 생산에 이어 제직과 염색 

과정에서 아웃도어 기능성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완벽한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한 것이

다. ㈜BYN블랙야크에서는 우리 나라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활동을 가동하였

다. 이럴 즈음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태선 회장은 “국내에서 사용된 페트병을 줄여 보자는 뜻에서 시작되어 첫 

발걸음에 다양한 분야의 혁신가들이 함께 힘을 보태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게 하는 지속가능



442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9, No. 3: 433-446, September 2021

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지역사회-기업-소비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

환 생태계를 위해 더 많은 혁신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Tinnews, 2020).

개발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결과제(Barrier) : 재활용 프로세스 각 단계별 단절과 협업 부재

- 극복방안(Bridge) : 부족하고 끊어지고 매끄럽지 않은 연결고리를 찾아 잇고 강화하기

- 혜택과 성과(Benefit) : 국내 최초 한국 페트병 재활용 제품의 개발과 출시

4.4 전달(Deliver) 단계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지속가능하려면 개발된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ESG 경영을 잘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의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내 페트병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

화에 도전한 ㈜BYN블랙야크의 노력은 재생 제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검증받아서 객관적 품질 차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생 소재에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부여하려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특히, 한국 페트병 재활용 원사인 K-rPET소재와 옥수수 추출 바이오매스 PET 원사와 

목재 펄프로 만든 재생소재 인견 등 세 가지 소재를 혼방하여 만들어낸 소재는 우수한 신축성과 통기성 그리고 흡습

속건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차별적인 품질 특성으로 주목된다. 고객으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제품

을 만들어 가는 프로세스와 더불어 SNS와 친숙하고 주도적이며 자기표현이 중요한 MZ세대를 만족시키는 유튜브의 

신선한 콘텐츠, 해시테그활용 공유방식 등을 활용하는 등의 활동도 주목된다.

마침내 완성된 제품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특성을 갖추게 되는데, 그 과정

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개발된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예, 환경부와 함께 2021년 상반기에 

실행한 페트 줄게 새옷다오 캠페인)의 전개와 자원순환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협업(예, We 

are all in. 우리는 함께 합니다. 캠페인 등 )으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지만,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과 손잡고 국군과 경찰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공

급하는 활동이나 유엔의 글로벌 ESG 경영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정부에서 선정한 2021년 7월의 한국판 뉴딜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BYN블랙야크의 페트병 재활용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이며 미래

지향적인 성과로 인정될 수 있겠다.

전달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결과제(Barrier) : 취지는 좋은데 물건이 별로임. 품질 문제가 있고 기능성과 패션성에서 뒤떨어짐

- 극복방안(Bridge) :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 

- 혜택과 성과(Benefit) :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순환형 경제의 실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가가

치 창출

5. 결  론

Hermundsdottir & Aspelund(2021)의 연구에 따르면, ESG로 구성되는 지속가능성 혁신의 수행은 전통적인 관점

에서 보면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수정된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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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한다고 한다. 물론 기업의 규모나 국가의 상

황이나 시장과 산업의 특성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 노력은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비재무적인 성과인 명성, 이미지,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품질성과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Song et al., 2021).

이는 앞에서 살펴본 ESG 포지션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과도 같은 맥락의 

결론이라고 하겠다. <Table 4>는 ㈜BYN블랙야크에서 수행한 활동이 ESG 포지션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다

섯 가지 요인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진정성 있게 실행하며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CEO의 ESG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Strong ESG proposition BYN Black Yak Co. Ltd.

Top-line growth

Attract B2B and B2C customers with more 

sustainable products
K-rPET based new products

Achieve better access to resources through 

stronger community and government 

relations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Cost reduction
Lower energy consumption Energy saving

Reduce water intake Pollution prevention

Regulatory and 

legal 

interventions

Achieve greater strategic freedom through 

deregulation
ESG best practice selected by UN SDGs

Earn subsides and government support
Supported by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Environment, etc.

Employee 

Productivity uplift

Boost employee motiv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DNA, Smart work

Attract talent through greater social 

credibility
BYN : Basecamp in Your New Life

Investment and 

asset optimization

Enhance investment returns by better 

allocating capital for the long term
PLUSTIC : Plastic +

Avoid investments that may not pay off 

because of longer-term environmental 

issues

Resource circulation system & platform

Table 4. A strong ESG proposition links to value creation in five essential ways in BYN Black Yak Co., Ltd.

K-rPET 자원 순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5>와 같이 요약된다. 버리진 페트병을 

수거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의 전과정은 8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활동별 수행 주체를 표시하였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고, ㈜BYN블랙야크에

서는 전과정의 완성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은 물론 수거업체와 재가공업체 그리고 원사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협

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우리 나라에서 버려진 페트병으로 기능성 패선을 완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강화하여 강한 연결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친환경 활동에 대한 

기여는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며 재활용 습관을 함께 나누게 하는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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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활동을 실행하고 리드하였다는 점에서 ㈜BYN블랙야크의 K-rPET 자원 순환 프로젝트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

고 있다.

1 2 3 4 5 6 7 8

Stage
Reverse 

collection 

Bale & 

com-

pression

Reproduction process Fabricati

on of 

yarn

Weaving 

fabric
Dyeing

Sewing & 

pro-

duction
Flakes Chipping

Activity

Organizat

ion
Sparkle

Doosan 

ENT

DY 

Polymer

TK 

Chemical
BYN Black Yak Co., Ltd

Table 5. High value-adde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for used PET bottles by BYN Black Yak Co., Ltd.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산악인이 셰르파(Sherpa, 원정을 돕는 사람들)와 함께 베이스 캠프를 거쳐 단계별로 등정을 

하는 것처럼, ㈜BYN블랙야크의 K-rPET 자원 순환 프로젝트도 단계별로 수행이 되었다. 이를 더블 다이아몬드 모

델에서 제시한 4D에 3B 활동을 접목하여 요약한 것이 <Table 6>이다.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TOC)에

서 제시된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불편함(Pain Points)을 혜택(Gain 

Points) 꾸러미로 전환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Osterwalder, et. al., 2014). “We are all in!”

이란 슬로건에서 보이듯 진정한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제안과 실행은 이 회사가 진정으로 ESG 경영을 회사의 비즈

니스에 적합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BYN블략야크의 ESG 경영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

으로도 성공의 연속이 기대된다. 

Stage Barrier Bridge Benefit

Discover Global Sourcing Local Sourcing Reduction Plastic Waste

Define Collection System Partnership Value Balancing

Develop Missing Link Linking Pin Collaboration with Stakeholders

Deliver Customer Engagement Market-Solution Fit Circular Fashion

Table 6. 4D by 3B Matrix in K-rPET by BYN Black Yak Co., Ltd.

* 본 연구는 한국품질경영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BYN블랙야크의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 내용과 공저자 간의 리서치 미팅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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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강태선 ㈜BYN블랙야크의 대표이사이다. 1973년 등산장비 판매 ‘동진사’ 설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아웃도어의 제품

력 향상과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을 겸임하

고 있으며, 주요 수상경력으로 체육훈장(백마장), 국민훈장(모란장)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을 인정받아 UN SDGs(UN 지속가능개발목표)협회가 선정하는 ‘전세계 가장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리더 20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사업 초기부터 국내외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활동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연성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학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융합고고학전공 문학석사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오퍼레이션

스를 통한 가치창출 전략, 품질경영,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경영, 서비스혁신, 서비스성과 향상, 서비타이제이

션, 기술경영, 구매전략 등이다. 

정회욱 ㈜BYN블랙야크 K-ECO팀에 근무 중인 패션 머천다이저다(MD). 서울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의류학을 전공

하였고 <PET 재활용 섬유 기술 동향과 실용화 사례> 논문과 함께 학업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업무로 기존 

재활용 패션 제품의 수입 원료를 국내 페트병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 국내 최초로 

한국 페트병 재생 의류의 시장화에 성공하였고, 이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