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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그 12번째 결과물입니다.
Overview

보고
기간

회사소개

GS칼텍스 비전과 GSC Way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지배구조

며, 주요 정량적 성과의 경우 3개년(2014년~2016년) 실적을 함께 공개하

윤리경영

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공개하는 정량적ㆍ정성적 성과

지속가능경영

의 경우는 별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2017년

보고 주제 선정

상반기에 발생한 일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GS칼텍스 본사와 여수공장 등 국내 주요 사업장을

Core Issues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Core option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AA1000SES
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
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GRI 공식프로그램을 이수한 내부 인력 및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을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 대비 보고의 범위, 경계 및 측
정방식의 중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GS칼텍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gscaltex.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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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895@gscalt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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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GS칼텍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EU에서 시행 중인 기업의 CSR 공개 의무법안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12번째로 발간하는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GS칼텍스의 사업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GS칼텍스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집중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2017년은 GS칼텍스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회사는
지난 50년간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GS칼텍스의 성장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책임 있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회사의 비전인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를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GS칼텍스의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회장 허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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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소 개

GS칼텍스는 1967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로 출범하여 대한민국 석유산업의 새 장을 연
이래, 석유제품이 국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현황

주요 해외 네트워크

(2016년 12월 기준)

사업부문

(2017년 5월 기준)

프로필렌 생산능력(톤/년)

폴리머 사업
정제능력(배럴/일)
구분

내용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GS칼텍스 화공무역(북경)유한공사

GS칼텍스 모스크바 연락사무소

1988년 연 12만 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PP)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GS칼텍스(랑팡)소료유한공사
GS칼텍스(쑤저우)소료유한공사

설립일

1967년 5월 19일

본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해외 법인(지사)

중국, 체코, 인도, 싱가폴, 멕시코, 런던 등

GS칼텍스(쑤저우)무역유한공사

GS칼텍스 아부다비지사

석유 사업

연 18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의 원료인 프로
고도화비율

필렌은 1995년 상압잔사유 유동상촉매분해시설(RFCC)공정과 2013년 감
압경유 유동상촉매분해시설(VGOFCC)이 완공됨에 따라 현재 연 47만 톤
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수지는 고부가 자동차 및 가전용

GS칼텍스는 국내 2,569개의 주유소와 402개의 충전소를 통해 석유

총 임직원 수

3,000명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일 79만 배럴의 정제시설을 갖

사업영역

정유 사업, 윤활유 사업, 석유화학 사업, 기타

추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도화설비를 지

소재로 국내, 중국 및 체코에 연 26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
며, 2017년 초 멕시코에 연 3만 톤 규모의 신규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제품의 안정적인 내수 공급에 힘쓰는 한편,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

Base Oil 생산능력(톤/년)

속적으로 증설하였습니다. 상압잔사유 유동상촉매분해시설(RFCC,
Indian Ocean

GS칼텍스 동경지사

9만 4천 배럴/일)과 감압경유 수첨탈황분해시설(HCR, 6만 1천 배
럴/일)을 통해 값싼 벙커C유를 원료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휘발유, 등

GS칼텍스 인도법인

조직도

GS칼텍스 싱가폴법인

(2017년 5월 기준)

GS칼텍스 멕시코법인

GS칼텍스 런던지사

유, 경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 4분기에는 감압잔사유 수첨
탈황분해시설(VRHCR)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6만 6천 배럴의 값싼

2007년 11월 일 1만 6천 배럴(80만 톤/년) 생산 규모의 BOP(Base

아스팔트를 고부가가치 경질제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회사의 수익성

Oil Plant)를 완공하면서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 공정 최적화 및

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감압경유 유동상촉매분해시

운전 개선활동으로 2010년까지 일 2만 3천 배럴(115만 톤/년)로 생산능

설(VGOFCC, 5만 3천 배럴/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국내 최고

력을 확대시켰으며, 2011년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일 2만 6천 배럴(130만

수준인 35%의 고도화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톤/년)에 이르는 현재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경영실

경영기획실

Base Oil 사업

GS칼텍스 체코법인

방향족 생산능력(톤/년)

재무실

대표이사
/회장
생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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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직보조직
•법무실
•감사실
•인사실

Atlantic Ocean

방향족 사업

윤활유 생산능력(배럴/일)

윤활유 사업

1990년 연 2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과 연 50만 톤 규모의 방향족

일 9천 배럴 규모의 윤활유 제품과 연 9천 톤 규모의 그리스 제품을 생산

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방향족 사업

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윤활유 완제품 시

화학사업총괄

석유사업총괄

은 지속적으로 시설투자 및 공정 효율화를 거듭하여 현재 파라자일렌

장 선두업체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윤활유는 Kixx

•석유화학사업본부
•윤활유사업본부

•Supply ＆
Trading 본부
•소매영업본부

135만 톤, 벤젠 93만 톤, 톨루엔 17만 톤, 혼합자일렌 35만 톤 등

엔진오일을 대표 브랜드로 자동차용, 산업용 및 선박용 등 약 200여 종의

연 280만 톤의 방향족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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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 텍 스 비 전 과
GSC Way

GS칼텍스는 2014년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GSC Way는 글로벌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GS칼텍스의 약속이자

행동 규범입니다. GS칼텍스의 모든 구성원들은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GSC Way를

지 배 구 조

실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 >

(2017년 6월 기준)

구분

성명

사내
이사

허진수

GS칼텍스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회장

김병열

GS칼텍스 석유사업총괄 사장

월 기준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8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하영봉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있습니다. 이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정택근

㈜GS 대표이사 부회장

하며 주주총회에서 매년 선임됩니다.

허세홍

GS글로벌 대표이사 부사장

GS칼텍스의 이사회는 경영전문성 및 위기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춘
GS 및 쉐브론의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2017년 6

직책

President
Chevron International Products

A. B. Walz

이사회 운영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에너지·화학 자원이 지닌 가치를

이사회 구성원은 각 사의 경영진이 선임됨에 따라, 이사에 대한 보상

신뢰받는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하여,

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이사회 활동 자체에 대한 별도 보

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열정을 다하는 성장의 파트너로서

조직가치

인류에 공헌하는 글로벌 에너지·화학

유연 열린 사고와 행동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자

과와 실천과정에서 얻은 구체적인 Lessons Learned는 다른 임직
원들이 GSC Way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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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Star Petroleum Refining Company

W. J. Miner

Country Chairman
Chevron Korea

J. J. Kuehn

General Manager
Chevron Value Chain Optimization AP

선제행동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행한다.

상호협력

대내외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다.

성과창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GSC Way 실천문
우리는 신뢰, 유연, 도전, 탁월을 바탕으로

을 선발ㆍ시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36명의 임직원이 모범사
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GSC Way 실천을 통해 비전을 달성한다.

명칭

구성

역할

Accountability Committee

2명

Audit Committee

4명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감사 결과 검토

LNG Procurement
Management Committee

2명

LNG 도입 관련 사항 검토

Governance 이슈 검토

으며, 2017년 사업계획, VRHCR Revamp 프로젝트, 중국 주유

핵심행동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행한다.
•대내외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GSC Way를 기반으로 전년도의 실천행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모범사원

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

소 법인 매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전과 GSC Way 실천 강화

Way의 조직가치 및 핵심행동 요소와 연결하여 공유합니다. 또한 성

Board Support Office는 쉐브론 주재이사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신뢰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믿고 존중한다.

탁월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최고를 지향한다.

면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GSC

W. L. Stone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의견 수렴 및

도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하게 시도한다.

발표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당

Vice President
Chevron Downstream & Chemicals

성으로 채택됩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에 따

환경친화적인 가치 창출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GSC Way 실천사례를 경영층에

N. K. Mahajan

상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타
비상무
이사

(단위: 천주)

< 지분 구조 >
지분율(%)

GS에너지(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소유주식수

13,000

40

Chevron Global
Energy Inc.

10

소유주식수

2,600

Chevron(Overseas)
Holdings Ltd.
소유주식수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경영조정
위원회(Accountability Committee),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아닌

50

10,400

< 이사회 인적 구성 현황 >

(2017년 6월 기준)

별도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LNG 도입관리위원회(LNG
Procurement Management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는 주어진 권한과 기능에 따라 경영활동이 책임 있고 투
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자

50세 초과

10

30세~50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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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리 경 영

GS칼텍스는 1994년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1년에는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도입, CEO의 자율준수경영방침 아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관련 보고체계를
갖추어 전사적 차원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은 매년
2차례씩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부정부패 및
뇌물 수수 방지 관리 시스템

공정거래 활동

GS칼텍스는 자율준수경영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

GS칼텍스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고객, 주주,

GS칼텍스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해 자율준수관리자(CCO : Corporate Compliance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사전 관리를 통해 법 위반 가능

Officer)와 각 본부별·자회사별 자율준수관리자(UCO

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

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내외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 Unit Compliance Officer)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

도록 노력함으로써 함께 성장, 발전해가는 상생의 경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수경영의 각 활동들은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

영방식을 실천하고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윤리

습니다. 또한 매년 2차례씩 CCO와 UCO로 구성된 자

경영 사이트(http://ethics.gscaltex.com)를 통

율준수운영위원회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의 윤리경영 감

해 윤리경영활동 소개, 윤리규범 전문을 게시하고 있

공정거래심의위원회 거래 시작 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공정거래심

독 및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으며,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GS칼텍

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심의위원회는 계열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

스와 거래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윤리적 딜레마에 대

업자와의 거래 공정성을 심의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와 중소기업과의 거래 공정성을 심

< 자율준수경영 조직 및 보고체계 >

대표이사
이사회

Audit
Committee

CCO① 선임

사원상벌
위원회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사무국
(법제팀)

(CCO)

① Corporate Compliance Officer
② Unit Compliance Officer

자율준수
운영위원회

보고

조직별
자율준수관리자

각 조직
교육 및 전파

(UCO)
✽자회사 포함

한 별도의 상담 라인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를 제출하며, 자율준수프로그램(CCP : Corporate

한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항 및 비윤리 행위, 각

공정업무팀

Compliance Program)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합니

종 비리 사건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내부

공정업무팀은 사업부서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

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본 윤리, 공정거래, 성희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제보, 신고할 수 있

예방, 정보 보안, CCM(소비자중심경영) 등 업무 수행

도록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윤리경영 제보 라인도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공정업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
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업무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회 및 이니셔티브 가입

GS칼텍스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로서 공정거래위원

회 공무원,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전문 강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공정거래 역량을 강

포하는 윤리바이러스 웹 매거진을 통해서도 임직원 윤리

UCO② 선임

의하는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매년 자율준수서약서

어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

조직장

공정거래를 위한 협의체 및 조직

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제보라인

02-2005-6011

성희롱 고충처리 전용 02-2005-6012
e-mail ethics@gscaltex.com

✽한국공정경쟁연합회(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94.11)를 받아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에 관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관련 법령 자
문, 정부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주요 활동

GS칼텍스는 2016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임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이 이를

< 윤리경영 관련 실적 >
내부거래심의위원회
구분

2014

2015

2016

온라인

3,197

1,963

2,052

오프라인

137

871

833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의 준수내용
을 ‘윤리규범실천규정’과 ‘자율준수업무규정’ 등 윤리경

윤리경영 교육 인원(명)

영과 관련된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율준
수프로그램은 해외 자회사까지 확장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협력사의 거래 담당자 또는 책임자 중 협력사에서
추천하는 인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

협력사 윤리경영
교육 인원(명)

온라인

-

-

-

오프라인

12

20

-

3,130

6,148

5,964

윤리경영 협조 공문 발송(건)

내부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위원회는 내부거래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등) 준

윤리경영 향후 계획

수 여부를 검토하여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사업부서는 그 결
과에 따라 거래 진행, 거래 변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계열회사 등 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

GS칼텍스는 새로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임직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잘 준수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모든 임직

2016년 고객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5,964건의 명절

원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작 전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전체 임직원을 대상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신입/경력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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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 가 능 경 영

GS칼텍스는 급변하는 글로별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10년 CSR 4대
전략 수립과 첫 CSR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 책임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현황

CSR 위 원 회

(2010년~ 현재)

2010
~
2011

CSR 실행 기반 확보

● 1차 CSR위원회 개최(2010)

- CSR 이슈 논의/의사결정의 장 마련
● CSR 전략체계 수립(2010)

- 전략과제 도출 및 이슈 관리 시작
● ISO26000 진단지표 개발(2010)
- 8대 주제, 86개 진단지표 선제적 개발
- CSR 수준 진단 및 개선활동 수행(~2012)
● UNGC 가입(2010)

E S G (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GS칼텍스는 CEO를 의장으로 하는 CSR위원회를 정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도의 기업 CSR 활동 의무 법안 시행과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법제화, 2018년 시행 예

CSR위원회는 2010년 첫 개최된 이래 2016년 12월까지 총 18차례 개최되

정인 EU의 기업 ESG 공개 의무 법안 시행 등 최근의 CSR은 법제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투자 기관 및 기업들은 거

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CSR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래기업들에게 비재무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항목을 망라하는 통합 ESG 이니셔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개최된 제18차 CSR위원회에서는 글로

브 구축 및 CSR 수준 평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GS칼텍스는 2016년 하반기부터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벌 CSR 환경 변화에 따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와 함께 GRI Standards, DJSI, UNGC, ISO26000, IPIECA 등

획과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마음톡톡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글로벌 ESG Standards와 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산업 이슈를 분석하여 ‘GS칼텍스 ESG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GS칼텍스는 전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
< GS칼텍스 ESG 데이터베이스 Index Title >

하기 위해 CSR위원회를 비롯하여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환경 (14)

사회 (22)

<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위원회 현황 >

2012
~
2015

CSR 내부 역량 강화

● CSR 성과관리체계 도입(2012)

- ISO26000 진단지표 바탕,
30개 성과관리지표 선정/관리
● CSR 관리사항 선정(2014)
- 글로벌 CSR 기준, 이니셔티브와
국내외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CSR 관리사항’을 선정하여 관리

CSR 위원회

CCM위원회

CSR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전사적 논의와
의사결정 진행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및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

노동조합

자율준수프로그램
주요 현안 논의

인사위원회

정보보안위원회

조직과 인력 운영
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논의 및
의사결정

전사 정보
보안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임직원 교육

기후변화 대응

다양성

임직원 만족도

경쟁저해행위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

대기오염물질

보안요원 인권

임직원 성과평가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윤리경영

생물다양성

복리후생

임직원 소통

고객 개인정보

이해관계자 참여

수자원 리스크 관리

사회공헌

임직원 채용 및 이직

고객 관리

정부 보조금 실적

신재생에너지

산업안전보건

임직원 현황

기업 일반

정치 참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지역사회 권리 침해

리스크 관리

제품의 안전성

인권 영향평가

차별금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조세

에너지

자율준수운영
위원회

거버넌스 (20)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

용수 사용량

폐수 배출

인권 정책

협력사 CSR

부패 방지

지배구조 성과 보상

원료 사용량

환경 법규 준수

인권을 고려한 투자

협력사 관리

안정적인 제품 생산

지배구조 일반

유해물질 관리

환경 일반

임직원 고충처리제도

협력사 실사

외부 Commitment

컴플라이언스

‘GS칼텍스 ESG 데이터베이스’는 사회ㆍ환경ㆍ거버넌스 분야의 56개 Index Title, 166개 요구사항, 849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
~

글로벌 CSR 대응체계 구축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매뉴얼 제작(2016)

리스크관리위원회

안전환경위원회

리스크 관리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성과 검토

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SHE 정책 및
전략 결정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공생발전위원회

공정거래심의
위원회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
자율 심의기구

● 글로벌 CSR 평가 대응(2016)

- 글로벌 CSR 평가 기관 Ecovadis 社의
CSR Assessment 대응
● ESG DB 구축 추진(2016~2017)
- 투자 기관/글로벌 기업 간 CSR 평가 및
데이터 공유 급증에 따른 체계적 Risk
관리 차원의 ESG DB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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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노사 심의 의결기구

공생발전 관련
(동반성장 중심)
주요 정책 논의 및
실행

전략투자조정
위원회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전략 투자사업 검토

849개의 데이터는 CSR 국제 기준, 관리 체계(원칙, 전략, 거버넌스), 정성ㆍ정량데이터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될 예정입니다. 각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되며, 2017년에는 849개의 지표 중 중요도 상/중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취합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 향후 계획
현재 진행 중인 ESG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SG 데이터는 1년 단위로 취합하며, 매년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
의 제3자 검증 및 글로벌 CSR 평가 기관의 진단을 통해 데이터 수준과 신뢰성을 평가 받을 예정입니다. 검증과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들은 장기적 관점을 갖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이 GS칼텍스 전반에 내재화되어 실질적인 지속가능경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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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 고 주 제 선 정

GS칼텍스는 GRI Standards의 보고주제 선정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 포괄성(Stakeholder
Inclusiveness), 지속가능성 맥락(Sustainability Context), 중대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을 고려하여 보고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GS칼텍스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가능성 VS 영향력 Top10 >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요성

GS칼텍스는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 이해관계자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

GRI Standards, ISO 26000, UNGC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니

중요성 평가는 ‘사업 연관성 (Relevance)’과 ‘이해관계자 영향도(Impact)’의 2가지

발생가능성 Top 10

니다. GS칼텍스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셔티브와 GS칼텍스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 주제 등 내부 이슈 및 자료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사업 연관성’은 중요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영 성과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통 채널을 통해 인지한 이해

검토, 외부 환경 분석(선진기업 벤치마킹, 동종 산업 분석, 미디어 리서

에 영향을 주는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 영향도(Impact)’

관계자의 주요 관심주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국가, 고객,

치)을 토대로 총 34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는 중요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영 성과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
슈를 의미합니다. GS칼텍스는 2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임직원 설문조사, 외부 이해관

지역사회,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총 9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 형태 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자 설문조사, 선진기업 벤치마킹, 동종 산업 분석, 미디어리서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 지속가능성 이슈 Pool (34개) >

고려하여 34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Pool 중 11개의 핵심 이슈를 선별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다각화

5.00

발생/영향력 High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4.76

발생/영향력 High

협력사 동반성장

4.50

발생/영향력 High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4.39

발생/영향력 High

노사관계

3.90

발생가능성 High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3.86

발생/영향력 High

윤리경영·공정거래

3.29

발생가능성 High

개인정보보호

2.98

발생가능성 High

지역사회 투자

2.90

발생/영향력 High

Oil Spill 관리

2.65

발생가능성 High

신성장 동력·사업다각화

5.00

발생/영향력 High

협력사 동반성장

4.35

발생/영향력 High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3.86

영향력 High

제품 및 서비스 가격

3.72

영향력 High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3.29

발생/영향력 High

지역사회 투자

2.90

발생/영향력 High

고객만족 활동

2.69

영향력 High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2.62

발생/영향력 High

해외 시장 확대

2.43

영향력 High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2.40

발생/영향력 High

영향력 Top 10

<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
경제적 책임 (6)

이해관계자 분류 및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사협의회
노동 •노사합동 봉사활동
조합 •노사합동 캠페인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홈페이지
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사회적 책임 (6)

재무건전성

외부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신성장 동력·사업다각화

협력사 동반성장

시장점유율

협력사 CSR지원

연구개발

임직원 봉사활동 확대

해외시장 확대

지역사회투자

윤리경영·공정거래

지역사회 주민 권리 보호

내부 환경분석

국제표준 분석
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이해관계자 설문

임직원 설문
대외 공시자료

⇨ 다면 분석을 통한 GS칼텍스 관련 지속가능성 이슈 분석

•사회공헌활동
•간담회
NGO
•홈페이지, 언론보도

< Materiality Map >

이슈 풀 구성

❷

환경적 책임 (8)

임직원에 대한 책임 (8)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인재 채용 및 유지

Issue

Issue

Issue

핵심주제

Issue

•사회공헌활동
지역 •간담회
사회 •홈페이지, 언론보도

•협력사 협의회
•구매 포털 사이트
협력사
•만족도 조사

•CEO메세지 등 공지사항
•사보, 사내 게시판
임직원
•임직원 설문조사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Oil Spill 관리

사내 커뮤니케이션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임직원 건강 및 보건 관리

대기배출물질 관리

일과 삶의 균형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노력

노사관계

수자원 사용 절감 및 폐수 관리

차별금지ㆍ다양성 존중

Impact

❶

•CEO메세지 등 공지사항
•홈페이지, 사보,
자회사
언론보도

⇨ 이슈별 특성에 따른 이슈 풀 구성

Evidence of 'Impact'

Evidence of 'Relevance'

•이해관계자 설문 ‘영향력’
•미디어 리서치 결과

•이해관계자 설문 ‘발생가능성’
•선진기업 벤치마킹

❸

❼

< 핵심 이슈 >
구분

제품 및 서비스 가격

❶ 신성장 동력·사업다각화

사회적 책임

❷ 지역사회 투자

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 안전과 건강 보호

이슈(Issue)

경제적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❹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사회적 책임

❺ 협력사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❻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경제적 책임

❼ 윤리경영·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환경적 책임

❽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주유소에서의 서비스 및 품질관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고객만족활동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미디어 관심 이슈,
Oil & Gas 산업 이슈

⇨ 핵심보고 이슈 선정

핵심
보고
이슈

내/외부
이해관계자 이슈

환경적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14

❹

❻
❿

Relevance

고객에 대한 책임 (6)
주주/ •사업보고서
투자자 •실적 공시



❾

⇨ Evidence of ‘Impact’와
Evidence of ‘Relevance’에 대한 중요성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고객
•고객센터 •SNS 채널

❺
❽

❾ 인재 채용 및 유지
❿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고객만족 활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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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Summary
완전성
중요성 평가 결과 총 11개(경제 2개, 사회 3개, 환경 2개, 임직원 2개, 고객 2개)의 핵심 이슈가 도출되었습니다.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11개의 핵심 이슈 중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보고서 전반에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윤리경영ㆍ공정거래의 경
우 Overview에서 별도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9개의 핵심 이슈 및 GS칼텍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가 필

•인적자원공급 임직원 3,000명
•물적자원공급 원유도입량 2억 7,079만 배럴(270,786,277BBL)
•지분구조
GS에너지 50%
Chevron (Overseas) Holdings Ltd. 40%
Chevron Global Energy Inc. 10%

요한 이슈들을 선정하여 6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구분
보고 이슈

핵심 이슈

보고
페이지

Issue 1.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신성장 동력·사업다각화
•협력사 동반성장

•재무건전성
•연구개발
•협력사 CSR지원

18~23

Issue 2.
최상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가격
•고객만족활동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개인정보보호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24~30

Issue 3.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기후변화대응
•대기배출물질 관리
•폐기물 감축 재활용 노력
•수자원 사용 절감 및 폐수 관리

31~37

Issue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임직원 건강 및 보건 관리

38~42

Issue 5.
임직원 가치 제고

•인재 채용 및 유지

•노사관계
•차별금지·다양성 존중
•일과 삶의 균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사내커뮤니케이션

43~48

Issue 6.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투자

•임직원 봉사활동 확대
•지역사회 주민 권리 보호

49~52

핵심 이슈 변화 분석
2015년 중요성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6년에는 지역사회 투자, 윤리경영ㆍ공정거래, 고객만족활동이 핵심 이슈로 신규 식
별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Oil

Supply
•정제능력 79만 배럴/일
•주유소 2,569개 충전소 402개
•방향족 생산능력 280만 톤/년
•국내 시장 점유율 25.6%
•베이스오일 생산능력 130만 톤/년 •멤버십 가입자 1,757만 명
•15개 연결대상 종속회사

Business Segment
•시설투자금액 3,053억 원
•환경투자금액 126.5억 원
•연구개발비 497억 원

•매출액 25조 7,702억 원
•수출액 18조 2,440억 원
•수출 비중 70.8%

Sales

Investment
•임직원 급여 3,336억 원
•사회공헌금액 356억 원
•협력사 우대금리 대출 지원 567억 원
•영업이익(연결기준) 2조 1,404억 원
•당기순이익(연결기준) 1조 4,170억 원

Spill 관리, 재무건전성, 노사관계, 개인정보보호 등은 경영 환경의 변동, 이슈 발생 감소 등으로 인해 핵심 이슈에서 제외되었습니
다. 한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협력사 동반성장, 신성장 동력ㆍ사업다각화,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인재 채용 및 유지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핵심 이슈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중ㆍ장기적 관점

Value Distribution

에서 GS칼텍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관리 이슈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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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gress

V-Project 추진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GS칼텍스는 2013년부터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사업의 Value Chain 강화 및 공장 설비의 운전 효율화
등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전사 차원의 Cross-Functional 조직을 구성하여 V-Project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V-Project는 2013년~2015년 Opportunity Crude 도입을 통한 원유 도입 비용 절감, 고도
화시설(Heavy Oil Upgrading)의 최적 운영,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극대화, 유틸리티 및 에너지 효율화 등
100여 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단기 수익성 향상 활동뿐만 아
니라 지속적 수익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2016년 V-Project 활동을 통
해 2,730억 원의 재무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에도 약 3,160억 원 수준의 재무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V-Project 주요 개선 영역 및 연도별 재무성과 (단위: 십억 원)
V-Project 재무성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1조 1,146억 원
1.
2.
3.
4.
5.

Context & Challenge

V-Project

개선 영역

※ 2017년 추정 성과 포함

Feed Stock 경쟁력 강화
공정운전 최적화
제품 Value 극대화
에너지/유틸리티 최적화
중기 경쟁력 강화

(추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추정

Wave1(2013)

64.2

99.2

153.9

108.4

107.3

Wave2(2014)

-

61.0

117.0

72.0

62.9

Wave3(2015)

-

-

30.7

65.6

66.7

Wave4(2016)

-

-

-

27.0

48.7

Wave5(2017)

-

-

-

-

30.0

64.2

160.2

301.6

273.0

315.6

국내외 정치 불안정성 확산, OPEC의 감산과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동종 업체들의 신ㆍ증설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기
업의 경영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지역의 정제시설 증설 및 수출 확대로 인해 국제시장

Grand Total

시설투자금액

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 환경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기업의 이익 변동폭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서 에너지 업계는 지속성장을 위해 외부 환경 대응력을 키우고 견고한 내부 경쟁력을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3,053억 원

V-Project는 2017년 한 해 동안 기존 단기 수익성 향상 활동뿐만 아니라 전략과제를 통한 중장기 개선 활
동과 시설투자를 통한 수익성 증대사업으로 개선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전략과제로 공정 운전 최적화를 통
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 운전 Scheme 변경을 통한 방향족 제품 생산량 증대를

보고 내용

중요도

신성장 동력 및 사업다각화

핵심 이슈

재무건전성

보고 이슈

•주주 및 투자자

연구개발

보고 이슈

•임직원

협력사 동반성장

핵심 이슈

•협력사

협력사 CSR 지원

보고 이슈

•V-Project 추진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사업다각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
•R&D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Major
Stakeholder

관련 이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정 증설(Revamp) 및 신규 설비 도입 등 시설투자

GRI Standards Disclosure Title
(주제 경계)

•GRI 201: 경제성과(내부)

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Item

•GRI 204: 조달관행(내부·외부)
•GRI 308: 공급업체 환경 평가
(내부·외부)

•No.3 Product Wharf
•Incheon Terminal
Reinforcement
•Biobutanol Demo Plant

사업다각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확대

GS칼텍스는 폴리머 사업 분야에서 복합수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국 GS칼텍스

(랑팡)소료유한공사, 2010년 중국 GS칼텍스(쑤저우)소료유한공사, 2011년 GS칼텍스 체코법인, 2013년
경남 진주 복합수지 공장, 2016년 멕시코 복합수지 생산법인 설립(2017년 가동) 등 국내외 생산거점을 지속

Highlights

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연결기준)

당기순이익(연결기준)

시설투자금액

연구개발비

2조
1,404억 원

1조
4,170억 원

협력사 동반성장
우대금리 지원

Base Oil 사업은 2015년 이후 생산 모드 최적화를 통해 고급 Base Oil인 Group III 제품 생산량을 증대

3,053억 원

497억 원

567억 원

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수출하고 있
으며,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해외 거점에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네트워크 확장 및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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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윤활유는 제품 경쟁력과, 글로벌 OEM 공급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해외 윤활유 시장에 진출하여 해마다 수출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및 인도 현지법인과 러시아 지사를 운영하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단위: 억 원)

GS칼텍스는 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할 수 있는 R&D

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97

방향족 사업은 꾸준한 원가 절감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바이오케미칼 제품 개발, 고부가 유도체 및 소재 개발에 매진하여 사업 경쟁
력을 가진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영역에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462

등 해외 거점에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솔벤트 제품 개발 및 판매 확

하고자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

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로 사회와 환경, 그리고 고객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R&D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98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

주요 R&D 활동

GS칼텍스는 대외 경영 환경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무건전성을 갖추

R&D 분야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내용
산업용
기초 소재

장단기 사업 계획을 고려한 차입, 운용 전략을 통해 적정 규모의 현금 및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
업 운영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차입금 만기 구조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은행 Credit Line을 충분하게

바이오케미칼

화장품 및
헬스케어 소재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농업 소재
2014

2015

바이오케미칼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화학산업에서 탈피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케미칼을 통칭합니다. 회사는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바이오케미칼 Demo Plant를 건설하여 본격적 사업화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

기능성 섬유

신용등급 현황(2017년 3월 기준)
구분

국내신용평가
(Issuer Rating)

해외신용평가

평가사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

AA+

한국기업평가

AA+

NICE신용평가

AA+

S&P

BBB

Moody’s

Baa2

고부가유도체
및 소재

친환경
특수 용제
Specialty
Polymer

기존 사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적 이슈를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화,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 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적재산권

정유업계는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따라 회사의 손익 및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GS칼

수상/인증

생상품 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험회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며, CEO를 의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활동

바이오케미칼, 고부가 유도체 및 소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44건의
국내 특허를 등록하였고 15건의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핵심 기술 장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텍스는 이러한 가격 변동 위험을 적절히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파

리스크 관리 주요 부서

회사는 바이오 및 기능성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 유도체로
기능성 섬유, 친환경 특수 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내열/고기능성
Specialty Polymer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목질계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부탄올 생산기술
(The technology of biobutanol production using cellulosic wastes)’
(2016년 6월 2일, 환경부)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협력사와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동반성장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GS칼텍스는 협력사와 함께

RM운영팀

일일 Market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ㆍ이슈 보고, 파생상품거래 제안 및 실행

RM전략팀

주간/월간 Market 분석과 가격 전망, Risk Assessment 및 파생상품거래 Operation 수행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해 공

사내 Risk Management 활동 Compliance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정성, 안정성, 실효성의 기본 방침 아래 윤리ㆍ환경ㆍ사회적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회계팀

다. 또한 구매대금의 현금결제 및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협력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기술 개발과 교육 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현황
구분

의장

CEO

자금 지원

위원

석유사업총괄, 화학사업총괄, 재무실장, Supply&Trading본부장, 싱가포르법인장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대금

전사최적화부문장, 방향족사업부문장, 원유제품부문장, BaseOil사업부문장, 자금부문장

의 경우 100%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협력사를 대

배석임원
간사/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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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RM부문장, 회계부문장/RM전략팀, 회계팀

상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1,000억 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2016년 말까지 77개의 협력사에 우대금리 대

활동 내용

리스크 관리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성과 검토

출 5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계약 금액 중 월 예상 비용의 20%를 선급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최 주기

연 4회(분기 1회)

을 도입하여 주요 선박회사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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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s
동반성장 기본 방침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술 개발 지원

Core Issue 1. ESG Data

중소 협력사의 제조/생산 기술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
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머 및 윤활유 사업 관련 자재의 공동 개발 추진
및 기술교육 지원, 최신 동향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입 자재에 대해 국산화 개
발을 추진하고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래 유지

교육 및 훈련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비용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안전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 향

구분

ESG 지표

기업 일반

•협력사의 위치, 공급망의 구조, 또는 협력사 선정 및 종료 등에 대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

•GRI 102-10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대체/재생가능 에너지 양
•기업 내부 사용을 위해 생산되는 대체/재생가능 에너지 양

해당 사항 없음

-

•GRI 302-1
•ISO26000 6.5.4
•UNGC Advanced 9~11

•공급망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문서화

구매 관련 제반 업무규정 및 절차 존재

-

•DJSI 1.5.1

•공급업체 심사시 요구되는 최소 ESG 기준
•신규 공급업체 심사시 요구되는 최소 ESG 기준
•계약에서 ESG 요소 포함 여부 및 범위
•공급업체 CSR 모니터링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자재 및 서비스 협력사 선정시 ISO9001,
ISO14001 인증 보유 여부 확인 및 인증 보유시
평가 점수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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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08-1
•ISO26000 6.3.5/6.6.6
•UNGC Advanced
2/9~11
•DJSI 1.5.2~4
•EU Directive Art.19a(1)(e)

•공급망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리스크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공급망 관리 방식 중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
•공급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활동
•공급업체 대상 인센티브
•재화, 서비스 및 인적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기업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
•현지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 및 절차

•협력사의 경영현황(거래실적/신용평가 등급)과
관련한 평가항목 존재
•협력사 자금지원, 기술개발, 안전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향상 활동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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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I 1.5.6
•IPIECA SE5 C1/SE7 C1
/SE9 S1

•특정 언어로 기술된 부패 방지를 위한 계약 비중(%)

100%(법규 준수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명시된 국문 업무규정 존재)

-

•IPIECA SE12 S1

•구매부서 전략목표 (ESG 포함) 관련 최고 책임자
•실무차원의 ESG 목표 이행 책임자
•전략목표 책임자와 실무 이행 책임자 간 보고라인 존재 여부

•최고 책임자 : 재무실장(CPO)
•실무 이행 책임자 : 전략구매부문장 및 각 팀장

-

•DJSI 1.5.4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준/정책/윤리강령 보유 여부 및 명시된 항목

•협력사 윤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GS칼텍스 윤리규범에 협력사와의 공존 공영 명시

10~11
64

•DJSI 1.5.3

•공동 이니셔티브 활동 여부 및 활동 내용

동반성장위원회

10~11
64

•DJSI 1.5.3
•ISO26000 6.3.5

•주요 공급업체 정의
•Tier 1(직접 제품/서비스 공급) 공급업체 중 핵심업체 비율/업체 수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구매업무지침에 협력사 정의 존재
•2016년 거래실적 보유 협력사 1,204개
•구매비용 9,475억 원

-

•GRI 102-9/204-1
•ISO26000 7.3.1
•DJSI 1.5.1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
•사회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협력사의 비율과 이유

해당 사항 없음

-

•GRI 308-2/414-2

•리스크 최고 책임자 또는 위원회
•최고 책임자 보고라인

CEO를 의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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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중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수
•사외이사들에 대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사외이사 없음

-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업 부문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별도 리스크 관리 부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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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에 대한 설명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 및
현금흐름 변동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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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임직원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orporate Compliance Program)
구축을 지원하고, 윤리규범 체계와 규정 항목 설계 방법 및 내부통제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원 실적

협력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구매대금
현금결제, 장기계약
및 가격 조정

교육명

실적

공사관리자 안전과정

28개사/41명

TA안전감독 인증교육

3개사/57명

신호수 실무 인증과정

54개사/242명

구분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34개사/100명

협력사 안전담당자 교육

49개사/244명

카고 크레인 기사 안전교육

39개사/65명

실효성

휴먼에러 예방 재해자 구조

11개사/24명

기술협력, 교육지원
경영 컨설팅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
경영지원활동 전개

관리자 역량향상

5개사/10명

내항선 선주/선원 안전교육

9개사 대상 총 4회(250명/회)

개방검사 관련 협력사 안전교육

4개사 안전관리자

물류센터 고객서비스 향상 교육

15개 출하처 600명

여수공장

협력사
영역별
교육

Global ESG Standards

사회

안전교육
본사
고객서비스 향상

동반성장 우대금리 지원규모

77개사/567억원(2016년 12월 기준)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Our Commitment

보고 페이지

상을 위한 8개 교육과정을 운영(2016년, 223개사 대상 783명 교육 수료)하고 있으며, 해상수송 안전지원 기
술센터에서는 해상수송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 승선 전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와

안정성

Data 요약

◆ V-Project 전략과제를 통한 중장기 개선활동 및 시설투자를 통한 수익성 증대
◆ 사업다각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 활동 지속
◆ 혁신적 기술력 바탕의 R&D 활동으로 사회ㆍ환경ㆍ고객 가치 창출 기여
◆ 동반성장 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체계 구축
◆ 신사업 및 신성장 동력 발굴

•DJSI 1.2.1

거버넌스

•GRI 102-15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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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gress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
GS칼텍스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 국제 석유제품 가격 현황 및 환율 변동 등 시장 상
황을 고려하여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문화 구축

GS칼텍스는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7월 정유업계 최초로 CCM우수기업 인증을 획
득하였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
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
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GS칼텍스는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비전을
수립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정유업계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CCM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제품

최상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CCM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또한, 고객상담 통합 채널인 CSC(Customer Service Center, 전화 1544-5151 또는 kixx.
co.kr 고객상담안내 메뉴)를 통해 제품 품질 및 서비스와 기타 고객 문의에 대한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SC는 고객 요구 사항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Context & Challenge

수행하기 위한 콜 인프라와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CSC를 통해 접수된 고객 불만은 매월 CCM사
무국 및 관련 부서와의 실무회의를 거쳐 공유되며, 이슈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현업 부서에 안내하여 동일 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장기적인 저유가 기조 속에서 에너지 업계는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시장 상황과

슈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가격과 고객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객 민감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용 연료는 대기 환경이나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엔진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

고객 가치 제고 추진 프로세스

고, 소비자들의 관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저품질 제품을 사용할 때 차량의
영향, 연비 저하 등에 대해 체감하는 민감도는 매우 큽니다. 현재 에너지 업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국제적 품질 경쟁
력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고 내용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
•정보보안 활동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 및 관리

관련 이슈

중요도

제품 및 서비스 가격

핵심 이슈

고객만족활동

핵심 이슈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보고 이슈

개인정보보호

보고 이슈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보고 이슈

NCSI

Highlights

(국가고객만족도평가)

8년 연속 1위

Major
Stakeholder

1

2

3

4

전략수립

사전 예방체계

내부관리시스템

사후 구제체계

VOC 기반
전략수립

품질/서비스 관리
및 관련 교육

CCM 시스템/
CSC 운영/VOC 관리

소비자 불만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5
평가 및 개선
운영실적평가/VOC 공유/
제반 프로세스 개선

GRI Standards Disclosure Title
(주제 경계)

고객 친화적 마케팅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서비스 운영

•고객

•GRI 410: 보안 관행(내부ㆍ외부)

•지역사회

•GRI 416: 고객안전보건(내부ㆍ외부)

•NGO

•GRI 417: 마케팅 라벨링(내부)

GS칼텍스는 주유소, 충전소 관련 정보 및 각종 이벤트를 안내하는 Kixx 홈페이지(www.kixx.co.kr), GS

•자회사

•GRI 418: 고객개인정보보호(내부)

그룹 통합멤버십인 GS&POINT 홈페이지(www.gsnpoint.com), GS&POINT 모바일앱을 운영하여 회
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
CCM(소비자중심경영)
4회 연속 재인증

주유소ㆍ충전소
품질점검 횟수

4,865회

고객만족 및 일원화된 주유서비스 활동 강화

GS칼텍스는 서비스 전략 수립, 현장 교육, 평가와 포상, 현장 실행력 강화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인 주유소 현장에서 탁월한 서비스 실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생산성본
부가 주관하는 NCSI(국가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주유소 서비스업 부문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6
년에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주유소/충전소에 배포하여 친절, 청결 등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를 고
취하였으며, 일원화되고 기본에 충실한 ‘4단계 주유서비스’를 전파하여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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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평가 및 파트너 케어

NCSI
(국가고객만족도평가)

GS칼텍스의 서비스 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주유소 서비스업 부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 및 서비스 개선과 고객만족 활동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소비

8년 연속 1위

자중심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1993년부터 우수 주유소를 선정하는 ‘스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유 현장의 전

(2009년~2016년)

반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타 페스티벌’에서는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업장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2014년~2016년)

0건

을 ‘스타 파트너’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 사업장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활동

정보보안 조직 구성 및 관리·감독

GS칼텍스는 정보보안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각 본부별 임원으로 구성된 ‘정보보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
며,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위원장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해킹예방, 임직원 보
안의식 제고 등 전사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와 활동 및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정보
보안과 관련한 각종 위협에 대비하고 고객 정보를 포함한 회사 유·무형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비즈니스 신뢰

I am your Event를 통한 특별한 체험

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법령 및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안

Cinema’는 고객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영화 혜택 이미지’로 브랜드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정보보호를 위한 사내 활동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다양한 온라인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 이벤트인 ‘I am your

부터 '오리지널/티켓/부티크/캠핑/드라이브‘의 5가지 컨셉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고객불만처리 소요시간

GS&POINT 멤버십 및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일)

2014

2015

1.6

0.7

(2014년~2016년)

GS그룹 통합멤버십인 GS&POINT는 ‘가족과 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취지로 GS그룹의 고객 모두가 즐길 수 있
는 여행,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장바구니에 담는 대로 드립니다. 총 경품
1억!’, ‘GS&캠핑’, ‘내 맘대로 우리 집 꾸미기’ 등의 대표 프로모션과 온라인 상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과의 소
통을 강화하고 10만 명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4년 연속 개최한 GS&

2016

캠핑은 2016년 총 6회에 걸쳐 120여 가족을 초청, 전국 유명 여행지에서 DIY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0.8

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GS칼텍스는 이외에도 축구교실, 야구교실, 에스코트 키즈 등 부모와 어
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스포츠 프로그램 ‘GS&SPORTS’를 운영하는 등 고객 만족 프로그램들을 지속적

GS칼텍스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전담 조직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국내외 보안 이슈를 검토하고 있
으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신 동향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악성메일 훈련 등)과 보안 세미
나, 캠페인 등 다양한 임직원 보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안 강화를 위해 전체

0건

IT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과 모의해킹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보안 솔루션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 시도
등 네트워크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적 보안강화를 위해서 사업장 침
투테스트, 불시 보안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보안 통제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GS칼텍스는 정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인증’을 업계 최초로 2013년에 획득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인증인 ‘PIMS인증’

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위하여 매년 관계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 정
보너스카드 회원 수
(만 명)

스타서비스팀 운영을 통한 차별화

보 저장ㆍ전송 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 DB 접근은 지문인식기와 CCTV가 설치된 별도의

GS칼텍스는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교육 전문 조직인 스타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서비스팀은 매년 수백 개의 주유소와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장 직원의 서비스 매뉴얼 실

2014

2015

1,639

1,699

행 교육, 고객 목소리 청취, 현장 직원 격려 등의 멘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GS칼텍스는 2015년 수도권 지역에
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SC(Service Consulting)를 2016년 전국으로 확대하여 관할 지역 서비스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서비스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 및 시범 등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통
해 고객 만족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유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그린스타 양성 과정’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2016

1,757

을 도입하여 주유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 파트너의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마인드
를 가진 우수한 현장 직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4

2015

24.8
2016

25.6

26

년 ‘개인정보 보호조치 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이나 오남용 등의 법 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
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않으며, 기 보유한 주민등
록번호는 2012년에 완전 파기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
보 처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고객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주요 사업장은 제한지역 및 통제구역 등의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출입
관리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며, 방문객 및 협

내수시장 점유율

24.9

니터링을 위해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부서와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매

방문ㆍ출입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만족 활동 성과
(%)

‘보안 Room’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취급 이력 관리와 이상 징후 모

력사 담당자 등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승인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PIMS
인증

CCM
인증

KSQI

2014

2014

2014

인증

재인증

우수콜센터

2015

2015

2015

재인증

-

우수콜센터

2016

2016

2016

재인증

재인증

우수콜센터

있습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GS 칼텍스는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계 법령(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유사시 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작성 및 실시하고 있
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석유 생산 및 저장, 공급 시설의 장애, 운영 중
단,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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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 및 관리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토양오염 조사(횟수)

GS칼텍스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친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은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바이오 연료

261
252

공장

물류센터

주유소/고객

법 규격 대비 엄격한 제품 생산
출하 전 품질점검

입고 전 품질점검
장기저장 제품 품질점검

Kixx품질서비스 차량 운영

198

인 바이오부탄올 연구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고품질 휘발유 Kixx는 고순도 엔진 청정 기능 첨가제를 사용하여 엔진 주요 장치를 보호하며, 유해
배출 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규격을 만족하는 고품질 휘발유 제품입니다. 또한

2014

2015

2016

연비와 엔진 출력을 극대화하고 주행성을 향상시켜 고객의 승차감까지 높인 제품입니다.

경유 제품은 착화성과 출력에 있어 매우 우수하며, 겨울철 왁스 생성을 방지하는 고성능 유동성 향상제가 포함

클린주유소(개소)

엄격한 제품 품질관리

GS칼텍스는 ISO 국제 품질인증 시스템에 의거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

149

142

되어 있어 저온에서도 시동성이 좋습니다. 또한, 고도의 탈황시설을 통해 생산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
129

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2016년 환경품질등급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였습니다.

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제품은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 아래 생산되고 있
등유 제품은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고순도, 친환경 제품으로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량을 줄여 냄새

으며, 공장 출하 단계뿐 아니라 물류센터 입고 단계와 장기저장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품질 저
하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생산공정과 물류센터 품질관리와 더불어 고객과 접점에 있는 유통

2014

2015

2016

수 있으며, 황 함량을 법적 품질기준의 3/10 이하인 30ppm 이하로 생산하여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마크를 획

단계 품질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유소 품질 이상 발생 시 판매 중단 및 반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

득하였습니다.

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업계 최초로 이동실험실 형태의 ‘Kixx품질서비스 차량’
운영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품질검사는 물론, 고객 품질 불만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LPG 품질서비스 차량’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

나 눈 매움 현상이 없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특유의 역한 냄새가 적어 실내 보관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주유소 품질점검(횟수)

GS칼텍스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한 자체 연구를 통해 비식용 목질계

5,373
4,676

며, 법적 품질기준이 변동되는 시기에는 충전소 운영과실로 인한 법적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

폐자원으로부터 바이오부탄올 양산에 필요한 전처리당화·발효·분리정제 통합 공정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고성
4,426

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한국석유관리원 품질점검에서 정유사 중 가장

능 균주 개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GS칼텍스의 바이오부탄올 생산기술은 목질계 폐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로서 201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으며

낮은 비정상 제품 적발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에 바이오부탄올 생산을 위한
시범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Kixx품질서비스 차량 개요

2014

2015

2016

유럽연합 화학물질 관리규정(EU REACH) 대응 현황

GS칼텍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여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럽의 EU충전소 품질점검(횟수)
운영 목적

차량 탑재 장비

운영 방법

645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및
품질 불량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고
GS칼텍스 주유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시료 채취 및
품질점검 실시

휘발유 분석:
FT-NIR(Fourier Transform-Near
Infrared Spectrometer)

경유 내 등유 혼유분석:
Colorimeter, UV Spectrometer
수분 및 침전물 검출:
수분검지시약, 원심분리기

방문 주유소 선정 또는 긴급 점검 요청
⇩
주유소 방문 및 품질분석
⇩
결과 처리 및 안내
⇩
주유소 사후관리
(정밀 분석 필요시, 실험실로 시료 송부)

주유소 토양오염 예방 활동

GS칼텍스는 2013년 환경부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직영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영주유소를 신축하거나 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클린주유소로 전환하고,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린주유소: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

28

424

439

REACH 제도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사전등록을 시작으로 유
럽 수출량 1,000톤 이상(2010년), 100톤 이상(2013년) 제품에 대하여 등록을 완료하였고 최종 등록 기한
인 2018년까지 1톤 이상 수출하는 제품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역내 고객과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고객들은 GS칼텍스의 화학물질 제품을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GS칼텍스는 EUREACH 외에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적극적
으로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2015

2016

GS칼텍스는 최상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Our Commitment

◆ 고객 지향의 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기반 마케팅 활동 전개
•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GS&POINT 모바일 앱 추가 기능 개발로 소비자 편익 추구
•고객 니즈를 반영한 부가 혜택 제공

◆ 선제적인 정보보안 활동 전개
◆ 주유소 품질점검 활동 강화를 통한 고품질 제품 공급
◆ 환경친화적 제품 및 기술 개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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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 2. ESG Data

구분

거버넌스

ESG 지표

Data 요약

보고 페이지

Global ESG Standards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0건(2014년~2016년)

27

•GRI 418-1
•ISO26000 6.7.1~2

•입증된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0건(2014년~2016년)

27

•GRI 418-1
•ISO26000 6.7.7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불만 및 분쟁 해결 활동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도입
•고객서비스센터(CSC) 운영

25

•ISO26000 6.7.6

•공개적으로 보고된 잠재적인 비즈니스 영향
•공개적으로 보고된 리스크 완화 방안
•제품,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
•제품 관련 사고 모니터링, 트래킹, 평가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술

•ISO 국제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거하여 제품
생산부터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 품질관리 실시
•EU REACH 체계적 이행 중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 위반 사건 수

0건(2014년~2016년)

-

•GRI 417-3
•ISO26000 6.7.3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 위반 사건 수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

0건(2014년~2016년)

-

•GRI 417-2
•ISO26000 4.6/6.7.1~2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과 관련된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MSDS 공개 및
상세 정보 제공

-

•GRI 417-1
•ISO26000 6.7.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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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I 1.2.4
•ISO26000
6.5.3~5/6.7.1~.2/
6.7.4~5/6.8.8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Context & Challenge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에너지 및 환경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변화협약이 비준되고, 2016년 11월 전격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의 산업구조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형태
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유 산업은 시설의 특성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제품의 특성상 생산, 저장, 수송 및 사용과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사

•제품 및 서비스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NCSI(국가고객만족도)
주유소 서비스업 부문 8년 연속 1위
(2009년~2016년)
•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스타서비스팀 운영
•스타페스티벌 개최

•품질경영시스템인증(ISO9001) 획득 여부

주요 생산시설인 여수공장,
윤활유 공장에서 ISO9001 유지 중

•고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활동

•엄격한 품질관리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에너지 관리 활동 및 환경 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환경경영활동은 양질의 제품 생산,
안정적인 이윤 창출만큼이나 기업을 유지하는 핵심 영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규제의 범주를 넘어
25~26

•ISO26000 6.7.9

보고 내용

-

28~29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활동을 전개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SO26000
6.5.3~5/6.7.1~2/
6.7.4~5/6.8.8
•IPIECA HS4 C2

•환경경영활동 강화
•선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활동
•에너지 관리 최적화

사회

환경

•공공 보안업체 인권
•사설 보안 공급자 교육
•사설 및 공공 보안에 대한 인권 보고

•UNGC 보편적 인권 원칙 지지
•시설보안은 정부 인증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인권 유린 방지 및 사고 예방,
해당 업체에서 기밀 보호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방문ㆍ출입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관련 시스템 보유

•유럽연합 화학물질 관리규정(REACH) 지시에 관련한
대응 현황 및 관련 활동

EU REACH 체계적 이행 중

관련 이슈

중요도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핵심 이슈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핵심 이슈

기후변화대응
대기배출물질관리

Major
Stakeholder

GRI Standards Disclosure Title
(주제 경계)

•GRI 302: 에너지(내부)
•정부

•GRI 303: 용수(내부)

보고 이슈

•지역사회

•GRI 304: 생물다양성(내부)

보고 이슈

•NGO

•GRI 305: 배출 (내부)

•임직원

•GRI 306: 폐수 및 폐기물(내부)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노력

보고 이슈

수자원 사용 절감 및 폐수 관리

보고 이슈

•GRI 307: 컴플라이언스(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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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10-1
•ISO26000 6.3.5

Highlights

27

환경투자금액

폐기물 재활용률

대기오염배출물질

126.5억 원

71.6%

24.9% 저감

(2008년~2016년)

•EU Directive Art.
19a(1)(e)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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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s
Our Progress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경영활동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활동

GS칼텍스는 SHE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해화학

GS칼텍스는 1996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한 이래, 시설 신ㆍ증설, 공정 운영, 제품 운송 등 경영활동의 전 과
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대체 가능한 비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화학
물질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사용시, 구매 전 단계에서 화학물질 확인 사전 검토 및 투자요청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회사 자체 배출량 저감목표를 설

대기오염 예방 활동

정하고, 해상 VRU의 안정적 가동과 방향족 탱크 VRU 설치 및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GS칼텍스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실행 중에 있
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 청정연료인 LNG 연료 도입, 공정 가열시설 저녹스 버너
(Low NOx Burner) 적용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 발생단계부터 배출량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가열시설
및 보일러 설비 후단에 NOx 환원장치를 설치하여 일부 발생한 질소산화물도 최소한으로 저감하여 배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전기집진기·스크러버·RTO*·VRU** 등의 방지시설을 통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황산화물(SOx) 등 기타 오염물질의 저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장의 주요 굴뚝에 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
을 설치하여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
으며, 2017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

관리 강화를 통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오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
로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여수산업단지 내 업체들과 ‘화학사고 긴
급대응 공동방재 협약’을 체결하여 긴급대응반 편성 및 공동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대응 공동훈련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16년 여수산업단지 2반의 대표사로 활동하며 분기 1회의 정보 교류회와 반기
1회의 공동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주변에 보호구함 및 방제약품함을 보
강 배치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업체의 주기적인 확
인 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해 취급 도급업체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GS칼텍스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 환경부 및
전라남도와 함께 2016년까지 200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 저감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광양
만권 자발적 환경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총량 기준 최종 24.9%(먼지 48.4%, SOx 29.6%, NOx
13.5%)의 저감 실적을 기록하여 목표치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기환경설비
투자, 청정연료 사용량 증대 및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

GS칼텍스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감
축을 위해 생산 현장 부서별 폐기물 발생량을 월단위로 공유하여 발생량 최소화를 유도하며, 폐기물 종류에 따
라 철저히 분리 보관이 실행되도록 작업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및 협력사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요청 전산시스템과 폐기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

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축열식 산화설비-악취소각시설) VRU: Vapor Recovery Unit(유기화합물질 회수장치)

기 위하여 재활용 업체와 함께 처리 기술 및 수요처 개발 노력을 지속하여 탱크슬러지, 폐유, 촉매, 합성수지,

토양오염 예방 활동

목재, 음식물 쓰레기 등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면서 2016년에는 재활용 비율을 71.6%까지 증진하였습니

GS칼텍스는 환경부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1차 : 2002년 ~ 2012년, 2차 : 2013년 ~ 2023

다. GS칼텍스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폐기물 발생부터 보관 및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폐기물 재활
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년)을 체결, 여수공장 전 지역에 지하수 감시정을 설치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토양환
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직영주유소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수행

GS칼텍스는 생물다양성 확보와 환경보전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

수질오염 예방 활동

GS칼텍스는 생산공정의 폐수 발생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일일 단위로 폐수 발생 현황을 관리하고

다. 주력사업장이 있는 여수지역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수공장 인근 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습
니다. 또한 여수산업단지 주변 해안가와 섬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양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일부를 원유 정제공정의 탈염기 설비에 재사용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장에 고
도처리시설(Carbon Filter)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제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016년은 폐수처리 설비 건
전성을 확보하고자 해양으로 처리수를 배출하는 폐수처리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 및 보수 작업을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폐수처리 안정성 확보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가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폐수의 재활용률
을 높이기 위해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등/경유 정제시설에 재사용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분야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측정

LDAR*
방제용품 관리 시스템
공장 배수로 관리
태풍 모니터링 시스템
SHE 시스템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구분

배출농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여수지역 환경 관련 보호구역 현황

내용

특정도서지역

주기적인 현장 측정 및 분석(대기·수질·폐기물 등)
대기·수질 분야 배출농도 실시간 측정 및 관리

자연공원

VOC 및 수소 비산배출원 모니터링
방제물품 재고현황 관리

대기환경규제지역

Oil Detector, pH 측정기, CCTV 설치
태풍정보를 토대로 여수공장 영향시점 분석, 사전 대응
환경업무 총괄 관리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특별관리해역

내용

여수시 미평동에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미평 상수원보호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지구와는 8.8km 이격 되어 위치
여수시에는 총 4개소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중흥동 산 190-1에 위치한 곳으로 약 6.8km 이격 되어 위치
여수시에는 총 12개소의 특정도서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이중 가덕도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약 15.8km 이격 되어 위치
여수반도 동측의 오동도 일원의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측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돌산읍 전면
해상 및 도서 일원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로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약 6.5km,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약 29km 이격 되어 위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환경부고시 제1999-191호」에 따라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시설의 범위’ 기준에 따라 경유는
황 함유율 0.1% 이하, 중유는 황 함유율 0.3% 이하를 사용하도록 고시되어 있음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내 위치

Leak Detection And Repai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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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법규 변화에 따른 개선 노력

환경 관련 지표
관련 활동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구분

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활동
2. 화학물질관리법 만족 시설개선 활동(2019년까지)
3. 강화된 규정에 따른 개인보호구 지급
4. 취급도급 신고 및 취급시설자체점검 절차 수립
5. 비상샤워시설 보완 및 고체 촉매 흩날림 방지시설 설치
6.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교체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검사 실시
8. 화학물질관련법 교육(전 직원 대상)

2014

2015

2016

먼지

189.1

179

165.9

질소산화물(NOx)

4,010.9

4,151.5

4,374.1

황산화물(SOx)

8,541.3

6,304

7,392.1

일산화탄소(CO)

775.9

757.5

395.4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33.4

116.5

109.8

유해대기오염물(HAP)

58.8

80.5

95.6

먼지***

4.8/30

4.8/30

5.7/30

질소산화물(NOx)

64.2/150

88/150

83.3/150

황산화물(SOx)

55.5/180

59.2/180

62.1/180

일산화탄소(CO)

34.7/200

32.3/200

24.2/200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45.5

119.7

172.8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61.8

132.4

140.2

부유물질(SS)

97.3

85.7

82.3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5.4/30

6.8/30

6.9/3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9/40

10.1/40

9.2/40

부유물질(SS)

3/30

2.2/30

3.2/30

지정폐기물

19,796

22,461

21,165

일반폐기물

18,026

18,481

20,726

재활용

24,525

28,668

30,001

비료화

308

276

263

회수(에너지 회수 포함)

12,937

19,544

19,129

소각

4,229

3,029

2,596

매립

8,573

9,163

9,294

기타

11,775

8,929

10,609

용수 사용량(톤)

일 평균 사용량

53,055

53,930

55,487

폐수 배출량(톤)

일 평균 배출량

24,775

26,942

28,542

가성소다(NaOH)

9,220

25,521

30,398

황산(H2SO4)

602

1,123

770

염산(HCl)

1,647

1,666

1,840

암모니아(NH3)

466

462

57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톤)

1.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구매 프로세스 개선 등)
2. 화학물질등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ppm. 당 사/법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1. 방지시설 효율 상승을 위한 시설개선 (NOx 환원장치 촉매교체, 황산화물 제거공정 촉매교체 등)
2. 청정연료인 LNG 연료 도입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톤)

자발적 환경관리 협약 체결 현황
구분

협약 기간

내용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산업계 친환경구매 자발적 협약

2005~2016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과 GR마크 인증제품)의
생산·유통·구매 촉진 활성화 동참

2020년 BAU 대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2014 ~ 2020

2020년 BAU 대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배출저감
SMART 프로그램 협약

2013 ~ 2017

(ppm. 당 사/법 기준)

2017년까지 2009년 배출량 대비 벤젠(60% 저감),
1,3부타디엔(14% 저감)
폐기물 배출량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 협약

2012 ~ 2016

2016년까지 200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 저감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2013~2023

유류 유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토양오염현황 자발적 확인 및 복원

화학사고 긴급대응 공동방재 협약

2013~

공동으로 화학사고 대응 공동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수습 대응 조치

환경투자금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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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구분

2014

2015

2016

폐수 및 해양오염

75.5

22.5

20

대기

7.1

21.6

52.6

휘발성유기화합물

46.7

0.4

2.1

토양오염

77.1

73.1

51.8

기타

-

-

-

계

206.4

117.6

126.5

(톤)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대표적인 Heater, Boiler 설비의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농도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농도
해양방류수의 배출기준 및 배출농도 먼지 단위: mg/m3
※주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시설: RFCC CO Boiler, 공정 가열시설(Heater), Package Boiler
		 •수질오염물질 배출 주요 시설: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 제조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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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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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활동

Core Issue 3. ESG Data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기회 또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
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기후변화 전담 팀을 운용하여

구분

ESG 지표

Data 요약

보고 페이지

Global ESG Standards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시나리오별 내ㆍ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회사의 기후변화 전략 방향

Plan

을 검토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시 온실가스 영향도를 반영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

•에너지 감축 기회 검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예측

하고 있으며, 향후 전사 Value Chain에 온실가스 영향을 검토하여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
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도 여수산업단지 내 잉여 열 에너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생물학적 직/간접 영향 성격을 보고

•정유 산업은 시설 특성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제품 특성상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제품 MSDS 공개

•공정 운영간 발생하는 지역사회 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치하는 특정 메커니즘

•대기/수질/토양오염 예방활동
•유해화학물질/폐기물 관리 활동 수행
•환경법규 준수, 자발적 협약 이행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최고 직급

안전환경기획부문장

•기후 변화에 연관된 잠재적인 기회 및 위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요소 대응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재무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31,36

•GRI 201-2
•ISO26000 6.5.5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3개년 환경 주요 지표 공개

31,35

•GRI 305-7
•ISO26000 6.5.3
•UNGC Advanced 9~11
•DJSI 2.3.7~10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는 운영 사이트

여수지역 환경 관련 보호구역 현황 공개

33

•GRI 304-1
•ISO26000 6.5.6/6.7.5
•UNGC Advanced 9~11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평가하고 고려하는 방법

•주기적인 지역 환경정화 활동 진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 협약 체결 및 이행

33~34

•UNGC Advanced 9~11
•IPIECA E5 S3

•공장 내 용수 사용량 체계적 관리
•총 폐수 배출량

용수 사용량, 폐수 배출량 공개

35

•프로젝트 수행 시 물 스트레스 고려 여부
•글로벌 물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의지

프로젝트 진행 시 물 스트레스를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CDP Water 등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의향 있음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절차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전기, 열, 수증기 등에 사용되는 직접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절감량/외부 판매량

•에너지 절감 목표 수립
•사내 TF 및 에너지 전문기관 컨설팅 진행
•‘에너지 포탈’시스템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활동 수행
•직ㆍ간접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 절감량 보고
•외부에 판매되는 에너지 없음

36

•GRI 302-1~2,4
•ISO26000 6.5.4
•DJSI 2.3.4

•온실가스 배출량
•제3의 기관으로부터 환경 감사 유무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외부 검증 진행

36

•GRI 306-3~4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폐기물 배출량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공개
•2015~2016년 중대한 유출 없음

33

•GRI 306-2~3
•ISO26000
6.3.3/6.5.4,/6.5.6
•UNGC Advanced 9~11

31

거버넌스

지원을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공정 부생가스를 활용한 고순도 수소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기후변

32~34

화 관련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내 온실가스 감축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do
•에너지 감축 시설 투자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배출권거래제 이행 및 대응

구분

2014

2015

2016

Scope I : 직접 배출량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6,500,458

6,616,133

6,997,586

Scope II : 간접 배출량(외부구매 스팀, 전력)

2,024,761

1,818,771

1,438,494

-

※상기 수치는 정부 최종승인 전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최적화
check

GS칼텍스는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활동을 진

•에너지 효율화 지수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생산공정마다 도전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
협업 및 사내 TF 활동과 더불어 외부 에너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에너지 절감 항목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포탈’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 성과 및 Loss 항목 관리 등 여
수공장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정부 온실가스/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월 여수공장 온실가스 발생량을 집계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절감 항목 발굴 및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한 해

action

약 300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조기감축 배출량 확보

에너지 관련 지표 (단위: TJ)
에너지 효율화 지수:
(EII: Energy Intensity Index)
전 세계 정유공장 개별 공정의 에너지 사용 효
율 비교를 위해 미국 솔로몬사에서 개발한 지
수, 솔로몬사 통계에 기반한 공정별 단위 처리
량 또는 단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대비 실제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 양을 지수화 하여 각 공
정의 효율화 정도를 산정함. 에너지 효율이 높
아질수록 단위 처리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EII 지수는 낮아지게 됨

2014

2015

2016

88,292

87,759

93,003

Scope II : 간접 에너지소비량(구매전력, 스팀)

17,270

17,657

16,099

연간 에너지 절감효과

2,919

2,705

2,562

구분

Scope I : 직접 에너지소비량
(구매전력, 스팀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

※에너지 소비량 산출 방식 및 단위환산 계수 출처 •직접 소비량: 유량계를 통해 사용량 파악 → 제품별 발열량 환산
		
•단위환산 출처: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너지열량환산기준’값에 기준하여 단위환산 실시

GS칼텍스는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Our Commitment

◆ 환경경영시스템 실행 강화

◆ 환경 관련 제반 법규 준수

◆ 화학물질 관련 TF 지속 수행

◆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전략 구축

◆ 에너지 관리 신규 개선 영역 발굴

◆ 에너지 절감 항목 중장기 Plan 수립(연도별 투자 계획 및 적용 가능 항목 관리)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 지속

◆ 에너지 컨설팅 및 타사 및 Global 적용 사례 적극 검토

•GRI 413-2
•ISO26000
6.3.9/6.5.3,/6.8

환경

•관리 중인 유해폐기물/배출량/처리방법
•일반폐기물 배출량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된 활동
•중대한 유출 건수 및 유출량
•환경 활동의 효과적인 조치의 공유 범위
•환경정책 외부 공개 여부 및 포함 내용
•신규공정 도입 및 공정 변경 간 환경 위험을 진단하는 정형화된
과정과 문서가 있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적용 및 외부 보고하는
공식 시스템 운영 여부

•ISO 14001 인증 획득한 사업장 비율
•환경경영시스템(EMS : ISO14001) 적용 범위
(ex. 사업장 비율, 매출 비율 등

※2014년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는
201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조치사항 보고

회사 홈페이지와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음

-

•DJSI 2.4.2
•UNGC Advanced 9~11

•GRI 303-1
•UNGC Advanced 9~11
•DJSI 2.5.1~2

-

•전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진행    
-제3제품부두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진행
-신규사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포지구 원유저장탱크 신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원유 및 납사 저장탱크 부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장 규모 및 매출 비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여수공장에서 인증 유지 중
•여수공장은 전문기관에 의한 제3자 검증을 받고
있으며, 그 외 사업장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 중

-

•UNGC Advanced 9~11
•EU Directive Art.
19a(1)(e)
•DJSI 2.2.1~2

-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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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gress

안전보건환경품질(SHEQ) 경영체계
GS칼텍스는 SHEQ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HEQ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법적 요구사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SHEQ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8개의 SHEQ 경영방침을 기준으로 전사 규
정을 제·개정하여 회사의 모든 활동이 SHEQ 경영방침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HEQ 경영
체계는 ‘Plan-Do-Check-Action Cycle’에 따라 목표 및 계획 수립, 실행, 점검, 개선 과정을 통해 지
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추

SHEQ
경영방침

구하며,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가 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환경·품질(SHEQ)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SHEQ 정보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실천을 통해 성숙한 SHEQ 문화를 정착시킨다.
•선진화된 SHEQ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 운전과 작업을 수행하고, 시설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서로의 SHEQ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안전체계 강화 및 확대
Context & Challenge
최근 대형사고 및 재난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련 법규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달성과 안전보건 체계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GS칼텍스는 안전보건환경품질(SHEQ) 경영

SHEQ
업무규정

SHEQ
업무절차/지침서

SHEQ
매뉴얼/기준,표준

전사 공통 기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및 R&R

단위 활동별 세부작업
수행 방향

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사적 차원의 안전보건환경품질 활동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

•안전보건환경품질(SHEQ) 경영체계

관련 이슈

중요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핵심 이슈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직원 건강 및 보건관리

보고 이슈

GRI Standards Disclosure Title
(주제 경계)

•정부

•안전관리
•보건관리
•환경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선순환 시스템

•석유제품 품질관리
•안전환경진단

성과 검토

•지역사회
•NGO

•비상대응
•사업장 보건관리 강화

Major
Stakeholder

•SHEQ 경영관리
•사고관리
•비상사태 대응
•안전보건환경 교육훈련
•협력사 SHEQ 관리
•SHEQ 커뮤니케이션

•GRI 403 : 산업안전보건(내부ㆍ외부)

•임직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협력사

GS칼텍스는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관점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임직원 상호간에 활발한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위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안전의식 및 행동 제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Highlights

및 시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을 확보하고자
전사 훈련
훈련명

전사 불시 비상대응 훈련

사업장 훈련*
시행 횟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명

시행 횟수

소방 훈련

교대조별 연3회

육해상 방제 훈련

교대조별 연3회

공정 Dry Training 훈련**

교대조별 월1회

초기 대응 훈련

교대조별 월1회

분기 1회

GS칼텍스는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에 따라 회사의 대응
및 운영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의 12가지 항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사람(교육훈련/사고조사/협력사관리/자체감사), 시설(설비유지 점검/가동 전 안전점검),
시스템/기술(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 지침 절차/안전작업허가 절차/공정위험성평가/변경관리), 비상대응 각
영역별 공정안전관리시스템 내재화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훈련은 여수공장 기준이며, 각 사업장 별 기준에 따라 자체 훈련 실시함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의 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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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비상대응

공정안전관리시스템 내재화

GS칼텍스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하여 2014년 비상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24시간 산업재해, 안

비상
대응
시설

전환경사고, 지진/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GS칼텍스 비상대응 매뉴얼』
을 바탕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임직원이 수행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보고체계를 단순화시켜 사고 발

시스템
/기술

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단위 공정 별 발생 가능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본사 주관 불시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여수공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선 200여 명, 2선 100여 명의 비상요원 출동

사람 GS칼텍스는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과 행동 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 실천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훈련장’에서 전 직원들이 실물화재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특히 안전 최우수 기업인 듀폰과 함께 『안전문화변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원/팀장 등 리더의 솔선수범을 통

역량을 축적하는 등 사고에 대한 인명과 환경,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 모든 직원들의 자율적인 안전 활동과 지속적인 안전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 협력사의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을

사업장 보건관리 강화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환경경진대회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인증제를 통해 협력사의 안전 관리 능력이 함께 향

GS칼텍스는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시설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대사증후군

상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공장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

다. GS칼텍스는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환경의식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사 등 전문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속의원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
시설 GS칼텍스의 공정 설비는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으로 설계ㆍ건설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후 50

및 혈액검사, 청력검사, X-ray 촬영 등의 기본 검진이 가능하며, 필요시 추적 검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년 동안 매년 최신 검사 및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시설 건전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있으며, 설계 수명이 도래하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MSDS* 관리,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측정 등 다양한 보건 활동 지원을 통해서

기 전 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시설을 대상

도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였으며,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중장기 Reliability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Master Plan을 마련하고 시설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안전운전 범위를 설정하여
엄격히 운전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운전 범위를 벗어날 경우 경보 시스템 작동 및 자동으로 공정 가동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표

중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년간의 공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하
여 안전한 공정 가동과 비상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기술 GS칼텍스는 석유화학 공정 Risk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선진화된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임직원/협력사 TRIR* (재해율)

건/20만 인시

0.12/0.07

0.03/0.07

0.03/0.10

건/20만 인시

0.09/0.07

0.00/0.07

0.03/0.03

남성

명

0

0

0

여성

명

0

0

0

남성

명

0

0

1

여성

명

0

0

0

임직원/협력사 DAFWR**
(작업손실 재해율)

기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험성평가 체계를 HAZOP-LOPA-SIL-QRA*의 정
성적이고 정량적인 체계로 개편, 전 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함으로써 공정 Risk 저감을 위

임직원 업무 관련 사망자 수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SIL: Safety Integrity Level
QR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협력사 근로자 업무 관련
사망자 수

GS칼텍스는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 현장 사전 확인 및 실질적인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태를 확

TRIR(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20만 인시(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100명이 1년간 근무하는 시간) 당
발생한 사고(응급조치 이하 규모의 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 및 질병, 사망 사고) 건수
DAFWR(Days Away From Work Rate): 20만 인시 당 발생한 하루 이상 작업손실 유발 사고 건수

보한 뒤 안전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여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수정한
후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 도중 불안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
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안전보건환경품질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안전환경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진단은 사람, 시설, 시스템/기술,
비상대응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신 선진기법이 반영된 정량화
된 점검표를 통해 매년 팀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년마다 사업장 단위로 API* 안전
환경진단을 실시하고, 격년 단위로 안전문화수준진단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등 안전수준을 지속적으
로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안전체계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다음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Our Commitment

◆ SHEQ 경영시스템 기반 안전활동 강화
◆ 안전문화변화프로그램 실시
◆ 장치 Leak 중점 점검, A+급 주요설비 Reliability 강화 등 시설 안전관리 활동
◆ PSM 일상화 내재화 활동
◆ 전 사업장 안전환경진단
◆ 지진 발생 대비 불시 비상대응 훈련 실시 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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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 4. ESG Data

구분

거버넌스

ESG 지표

Data 요약

보고 페이지

•공급망 및 탐사/생산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 문화와
위기대응 통합 관리 시스템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운영

39

•임직원 건강에 대한 지역적, 전 세계적 이슈를 인지하고
함께 결과(outcome)와 계획(plan)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 관리 시스템과
최근 개선된 사항에 대한 설명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대사증후군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부속의원 운영
•MSDS 관리,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측정 등
다양한 보건 활동 지원 수행

41

•협력사에게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이 통용되는지 여부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구축 지원
•안전환경경진대회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인증제 시행

40

•신규공정도입/ 공정변경 간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정형화된 과정과 문서가 있는지 여부

신규 공정 도입/공정 변경 시 공통업무절차서 제4편 제1장
제1절 ‘설비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시행함. 이를 통해
신규 공정 도입/공정 변경 간 위험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공정안전
및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있음

-

Global ESG Standards

•SASB NR0101-19

Context & Challenge

20%(15개소 중 3개소, 부산/인천 물류센터, 인천윤활유공장)
•OHSAS 18001를 인증받은 사업장의 비율

※인증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인증 사업장 수준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자체 진단

•안전보건 사항이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지 여부

정식 협약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조직의 통제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비율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수준

노사 각 7인으로 구성, 분기 1회 개최

임직원 가치 제고

•ISO26000 6.4.4
•IPIECA HS2 C1, S1

-

인적자원은 산업의 성장과 기술이 성숙한 정유 산업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역량 육성은 기
업의 평판과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가장 우선시하는 활동입니다.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TRIR(재해율) 및 DAFWR(작업손실 재해율)
•임직원/협력사 사망자 수

는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사관계와 일과 삶의 균형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3개년 현황 공개

-

•GRI 403-1,4
•ISO26000 6.4.4/6.4.6
•UNGC Advanced 6~8

41

•GRI 403-2~3
•ISO26000 6.4.6/6.8.8
•UNGC Advanced 6~8
•EU Directive Art.19a(1)(d)
•DJSI 3.6.2~6
•SASB NR0101-17
•IPIECA HS2 C1, S1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임직원 채용 및 유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

•산업협회 또는 기타 협회들에 대한 주요 멤버십 현황

환경

•업무 연속성 계획(BCP) 유무

•2014년 비상대응팀 신설
•비상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임직원 즉각 대응 유도
•사업장 별, 공정 별 월 1회 이상 자체 비상대응 훈련 진행
•본사 주관 불시 비상대응 훈련 실시
•여수공장 1선 200여 명, 2선 100여 명의 비상요원 출동 체계
구축 및 국내 최대 규모 소방훈련장 운영

중요도

인재 채용 및 유지

핵심 이슈

차별금지ㆍ다양성 존중

보고 이슈

노사관계

보고 이슈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보고 이슈

일과 삶의 균형

보고 이슈

사내커뮤니케이션

보고 이슈

Major
Stakeholder

•우수한 인재의 채용 및 유지
•체계적인 인재 육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한국위험물학회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관련 이슈

•임직원

•원활한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동

41

•GRI 102-13

Highlights
41

GRI Standards Disclosure Title
(주제 경계)

•GRI 202 : 시장 지위(내부)
•GRI 401 : 고용(내부)
•GRI 402 : 노사관계(내부)
•GRI 404 : 훈련 및 교육(내부)
•GRI 405 : 다양성과 기회 균등(내부)
•GRI 406 : 차별 금지(내부)
•GRI 407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내부)
•GRI 408 : 아동 노동(내부)
•GRI 409 : 강제 노동(내부)

임직원 근속연수

노사 쟁의 건수

15.3년

0건

-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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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재의 채용 및 유지

합리적인 채용 절차 GS칼텍스는 성장을 위하여 ‘인재의 다양성 확보’와 ‘스펙을 초월한 직무 적합 인재 채용’

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사 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고, 공통 자격 요건에서 어학점수를 폐지하
는 등 직무 역량 검증에 집중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온라인을 통해 평등한 채용 기회를 제

공하고 있으며, Test 전형을 통해 직무수행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인성/능력과 국가 역사에 대한 소양을 보

리더십,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제도를 통해 회사는 우수인재를 검증할 기회를, 지원자는 회
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화공리더십 과정은 GS칼텍스가 대학과 협력하여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회사 본부장급을 포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생산 지식과 노하우를 전

GS칼텍스는 단체 결사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생산적 노사관
계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 달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 12월 9일 ‘노사화합 선언 및 노사헌장’을 발표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노조가입인원

가입/
대상

1,298/
1,769

1,294/
1,804

1,289/
1,796

노조 전임자

명

3

3

3

고 있습니다. 면접 시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여 지원자의 학교, 학점, 각종 점수 등을 면접관에게 공개
하지 않는 등 직무 역량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정기 공채와 함께 일반인턴, 산학인턴, 화공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노사 관련 지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자를 두고 상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시 노사협의체로는 분기
별 실시하는 노사협의회(노사 각 7인으로 구성, 업무 관련 및 근로조건 관련 논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각 7
인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 관련 논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임직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활동 및 임직원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연합 단체

-

-

-

-

노사 쟁의 건수

건

-

-

-

달하는 채널이며, 멘토링 제도는 재학 중인 학생들과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을 매칭하여 서로에 대한 이

체계적인 인재 육성

해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
를 제공하고, 회사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직원 총 급여

시장환경 및 사업전략을 고려한
리더계층 역량 육성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GS칼텍스는 성별에 따른 임금, 평가, 승진 관련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전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과
직무군별로 갖추어야 할
전문직무역량으로 구분하여 육성함

GS칼텍스는 임직원이 달성한 성과를 객관적인 제도를 통해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임직
원에게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평가에 기반을 둔 차

3,336억 원

등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는 직무 및 직급에 따라 평가군을 분류하고 평가항목을

리더십
사업이해(공정,재무)

직무역량

GSC人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와 행동규범을
조직가치와 핵심행동으로 정리하여
전파·교육함

수행 과정에 대해 점검하며, 달성한 성과 수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평
가의 경우 핵심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의 정량적, 정성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인재

창의력

공통직무역량/전문직무역량

직무
군별
역량

분석/기획

차별화하여 업무 및 역할의 특성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목
표수립 및 연중 Review, 연말평가 시, 평가자와 면담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하고 업무

의사소통

신뢰

GSC Way

유연

조직가치/핵심행동

도전
탁월

선제행동
상호협력
성과창출

육성 및 보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해 연
중 상시 수행 관찰기록을 작성하며, 평가 면담 및 피드백 의무화, 평가 결과 이상 소명, 평가 소원 제도 등의 제

GS칼텍스는 ‘GSC Way’, ‘직무역량’, ‘리더십’으로 구성된 역량 체계를 바탕으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상 제도는 임직원의 업무 성취감을 높이고 성과 창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

‘GSC Way’는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조직가치와 핵심행동으로, ‘직무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기여도, 직무가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

여러 전문 영역으로, ‘리더십’은 비전 달성을 견인하기 위해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성과자에 대해서는 개인 업적급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GS칼텍스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을 지향하며, 각 계층별 차별화된 리더십 교육, 업무와 연계된 직무교육, 코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최고 연봉자의 기본연봉은 그를 제외한 임직원 평균 급여액의 9.45배로 나

칭/멘토링, 각종 경험 과정, 외부 학위과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장,

타났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과주의에

단기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둔 보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 및 평가 관련 지표
구분

단위

신규 채용 인원
나이별 신규 채용 임직원 수

성별 신규 채용 임직원 수
지역별 신규 채용 임직원 수
신입사원 급여
2016년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남자
여자
본사/지방
여수공장
생산기술직
일반직
생산기술직
일반직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전체 직원 비율*
직속상관과 협의된 성과측정이 가능한 목표로 평가 받는 직원 비율*
다면 평가 대상 직원 비율**
상대 평가 대상 직원 비율***
여성 임직원 현황

명

만원

%

임원
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명

목표수립/중간리뷰/연말평가 시행 임직원의 비율 본인 및 상사평가 시행 임직원의 비율 절대평가군 제외

44

2016
108
97
11
0
93
15
38
70
3,425
4,250
226
281
88
88
94
90
0
13
95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성장 단계별 필요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인재 육성 관련 지표

다. 또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LDC(Leadership Development Center)를 통하여 팀장 후보자를 선발, 육
구분

단위

2016

교육투자비용
(사내교육비+사외교육비)

억원

39

간접비 제외

성하고 있으며, 임원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다면(상사/부하/본인) 리더십 진단 및 피드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칭/멘토링 프로그램 조직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함양을 위해 임원과 팀장을 대상으로 사내·외

전문 인력을 활용한 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사내 코치’를 양성하여, 후배
임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제고하고 잠재 역량 발휘를 돕는 ‘사내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년 차 신
입사원을 위해 담당 팀장과 선배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육성 프로그램 GS칼텍스의 직무역량 체계는 모든 임직원이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직무역량과

각 직무군별로 요구되는 전문직무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직무역량 육성을 위해 생산공정과 재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해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창의력, 분석/기획 등의 역량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무역량은 GS칼텍스 내 모든 직무군을 대상으로 분석 작업과 함께 학습 모듈화 작업
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45

Core issues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원활한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동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선별된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외 유수 대학의 MBA를 포함한 다양한 학위과정을 지원

성별/연령별 임직원 현황

하고 있으며, 쉐브론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2016년, 단위: 명)

열린 소통공간 ‘知音(지음)’을 활용한 임직원간 교류 프로그램

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과정 및 각종 사외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GS타워 27층에 230평 규모의 열린 소통공간 ‘知音(지음)’을 열었습니다. ‘知音(지음)’

성별

2,713

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와 임직원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G-이음)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287

어내는 공간(지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음은 임직원 교류, 부서 간 협업, 아이디어 논의, 조직문
화 활동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음에서는 정기적으로 知音 Academy, 知音 Talk, 知音

의료비 지원 임직원의 건강과 복리향상을 위해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

총 임직원

3,000

TIME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知音 Academy는 회사 업무 및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Business

습니다. 임직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5만 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며, 24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Trend 및 문화 관련 특강으로, 2016년 진행된 10번의 강의에 약 60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知音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과보철료는 본인에 한해 본인부담금 5만 원을 공제한 후, 치료비의

Talk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이 모여 관심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대화하는 체험 위주의 소규모 특강

50%를 지원하되 3년간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으로 약 15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知音 TIME은 반기마다 임직원이 본인의 지식, 경험, 관심사에 대한
자신만의 Story와 관점을 다른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며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시간입니다. 2017년에는 지음

직원단체보험 지원 본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최대 1억 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산재로

Academy와 Talk 프로그램을 지방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비즈니스 에
티켓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캐주얼한 포스터 형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Good Manners’ 캠페인, 각종

인한 사망 시 추가 최고 1억 원(최대 2억 원)까지 보장되는 임의보험이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일반사망,
51

0

1,213

149

임원

일반직

51

1,362

1,323

5

13

지원직

1,328

56

74

7

기타

180

23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GS칼텍스는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터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임직원들은 나눔터를 이용하여 업무 개

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계약/파견

전시회 (회사 사료 전시회, 임직원 휴가 사진전) 등도 지음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후유장애, 입원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

43

생산기술직

106

GS칼텍스는 2015년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

선,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100건의 업무 관련 제
안이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검토 후 현업에 적용하거나 업무 개선 시 고려하고 있습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지원 직장 및 개인생활 관련, 재무 관련, 법률 관련 조언이 필요한 임

니다. 2017년에는 나눔터를 토론 게시판 신설, 업무 관련 임직원 의견 수렴 등 임직원 간 소통 및 협업 증진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을 대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지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경우 입사 후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인사 관련 주요 지표 (3개년)

학자금의 50%를 지원하며, 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 및 대학교의

구분

수업료와 학생회비 등 학자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업의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총 임직원

생활안정 지원 임직원의 복리증진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주택의 매매 및 임차시 5천만 원까지 연리 1%

고용
유형별

지역별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 임직원의 다양한 Needs에 맞추기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50세 초과

30세 미만

604

406

55

52

51

1,447

1,362

생산기술직

1,313

1,351

1,328

지원직

51

55

56

152

144

180

명

기타

38

30

23

서울/기타

1,406

1,373

1,326

여수

1,653

1,706

1,674

연금제도 가입 대상 임직원

2,809

2,738

2,771

퇴직자 수

322

257

170

퇴직률

10.5

8.3

5.7

10.4

9.1

9.6

1.71

1.61

1.5

%

장애인 고용률

등의 이용에 사용하고 회사 시스템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6
3,000

1,450

여성인력 고용률

경우 연간 35만 포인트, 직원의 경우 연간 200만 포인트(1포인트 = 1원)를 본인이 원하는 문화생활, 체육시설

2015
3,079

임원

계약, 파견

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2014
3,059

일반직

받을 경우 장학금 수혜 분을 공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대해서만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결혼 시, 생활안정을 위해 연리 1%로 1천만 원까지 대출

연령별

단위

근속연수

년

15.1

15.3

15.3

신규 채용 인원

명

50

90

108

모성 보호 임신 중인 여직원 및 출산 후 수유 중인 여직원의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에 ‘쉼터방’과

‘모유수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여직원들은 자유롭게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임직원 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항 임직원의 여가생활을 위해 휴양소와 콘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소통 등을 위하여 동호

회활동을 지원하고,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을 위해 스포츠 입장권을 배포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녀 양육부담을
30~50세

1,990

해소하기 위해 본사와 공장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ur Commitment

◆ 우수인재 채용 및 육성 노력
◆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제도 운영과 보상
◆ Work & life Balance 유지를 위한 제도 운영
◆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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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 5. ESG Data

구분

거버넌스

사회

ESG 지표

Data 요약

보고 페이지

Global ESG Standards

•보수 결정 절차
•임원직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보수 관련 이해관계자의 견해 수렴 및 반영 방식

•객관적인 제도를 통해 임직원 성과 평가
•성과에 기반을 둔 차등 보상 제도 시행

44

•GRI 102-36~37
•ISO26000 6.2
•UNGC Advanced 1,20
•DJSI 3.4.2

•노동조합가입, 단체 결사 등의 권리 보고

단체 결사 및 활동의 자유 보장

45

•GRI 407-1
•ISO26000 6.3.10
•UNGC

•노조 가입 직원 비율(%)

71.8%(1,289명/1,796명)

45

•경영상의 변화에 관해 노조와 협의/협상한 횟수

0회(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없음)

-

•여성 관리자 비율(임원/부장급 이상/과장급 이상)

0/13/95(명)

44

•주요 사업장 내 성별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생산기술직 226%, 일반직 281%(성별 차등 없음)

44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100%

-

•주요 사업장 내 최저 임금 부재 및 가변성 여부(성별)

해당사항 없음

-

•GRI 102-41
•ISO26000 5.3
•UNGC Advanced 3~5
•DJSI 3.2.3
•UNGC Advanced 3~8
•DJSI 3.2.1

•GRI 102-8/401-1/
404-3/405-1~2/406-1
•ISO260006.2.3/6.3.7/
6.3.10/6.4.3/6.4.7/6.8.5
•UNGC Advanced 3-8
•EU Directive (7)(18)/
Art.19a(1)(a)/(b)(7)
•DJSI 3.2.1~2/3.4.1

•임직원 구성(성별/연령/지역/고용형태)
•남성 대비 여성 임직원의 급여 비율 및 기본적인 원칙
•장애인 고용 비율
•신규 채용 임직원 (성별/연령/지역/고용형태)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전체 직원의 비율
•퇴직률
•차별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성별에 따른 임금, 평가, 승진 관련 차별을 엄격히 금지
•임직원 구성과 관련된 세부 지표를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 제공되지 않은
조직의 정규직에 대한 보상 기준
•육아휴직을 받은 임직원의 수

•의료비, 단체보험, 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복리후생제도 지원
•육아 휴직을 받은 임직원: 19명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임직원: 8명

46

•GRI 401-2~3
•ISO26000 6.4.6/6..4.4
•UNGC Advanced 6~8
•EU Directive (7)

•연금제도 가입 대상 임직원 수

2,771명

46

•GRI 201-3
•ISO26000 6..8.7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아동노동 위험 사업장에 대한 보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근로자 훈련
•기업 내 인권정책 보유 여부

•국제노동기구 규정 및 UNGC 원칙 준수
•모든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
•전 임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인권 교육이 포함된
자율준수프로그램 시행

45~47

10, 61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GRI 202-1~2
•ISO26000 6.8.1~2

Context & Challenge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적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정기적인 봉
사활동 실행 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단순 기부 위주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특성과 지역사회 니즈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큰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수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 활
동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GRI 408-1/409-1/412-2
•ISO26000 4.8/6.3.1~2/
6.3.5/6.4.1~2
•UNGC Advanced 3~5
•EU Directive Art.19a(1)(e)
보고 내용

•비보복 및 고충처리제도에 관한 기업의 정책, 접근법
•비보복 및 고충처리제도 관련 정량적 데이터
•임직원과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보고
•직원 인게이지먼트에 관한 접근법/빈도수/적용 범위/
결과 공유, 액션플랜
•직원의 고충 및 이슈 처리 방법에 대한 보고 방식

•구성원 개발 프로그램 사례와 성과, 참여 비율
•정규직 교육 훈련 및 개발 투자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근로자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상 변동에
관해 임직원과 노조에게 알리는 최소 통지기간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서에 통지기간과
협상 및 협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나눔터를 이용하여 업무 개선,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및 특정
이슈 토론(2016년 100건 제안 등록)
•소통공간(지음), 사보 및 SNS 운영
•연초 목표수립/연중 Review/연말평가시 면담을 통해
업무 수행 점검 및 성과 논의
•임직원 심리·재정·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운영

•리더십 육성, 코칭/멘토링, 직무역량 육성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16년 교육훈련비용 39억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50일 전 통보하고 협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최소 2개월 전 갱신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쌍방은 늦어도 협약 만료일 30일 전에 단체교섭에
응해야 함. 단, 쌍방간에 본 협약에 대한 갱신요청이 없을 시
자동갱신으로 간주함

47

•ISO26000 6.3.6/6.4.5
•UNGC Advanced 3~5
•EU Directive Art.19a(1)(e)

관련 이슈

중요도

지역사회 투자

핵심 이슈

임직원 봉사활동 확대

보고 이슈

지역사회 주민 권리 보호

보고 이슈

•지역사회

•대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수행
46

45

-

•IPIECA SE16 C1

•GRI 404-2
•ISO26000
6.3.5/6.4.7/6.8.5
•UNGC Advanced 6~8
•EU Directive (7)
•DJSI 3.3.3
•IPIECA SE17 C2

•NGO
•임직원

•재단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투자

마음톡톡 수혜 아동 수

Highlights

Major
Stakeholder

GRI Standards Disclosure Title
(주제 경계)

•GRI 203 : 간접경제효과(내부ㆍ외부)
•GRI 413 : 지역사회(내부ㆍ외부)

(2013년~2016년 누적)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

예울마루
연간 관람객 수

9,747명

2,132명

106,688명

•GRI 402-1
•ISO26000 6.4.3/6.4.5
•UNGC Advanced 15~18
•EU Directive Art.19a(1)(b)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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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수행

마음톡톡은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문제를 다루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GS칼텍스의 대표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GS칼텍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또래관계가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지난 2013년 마음톡톡 사업을
시작해 2016년까지 총 9,747명의 아이들의 마음 치유를 지원해 왔습니다.

사랑나눔터 누적 봉사자
(2008년~2016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 GS칼텍스는 지난 2008년부터 ‘GS칼텍스 사랑나눔터’를 운영

하면서 매주 5일간 일 평균 350여 명의 여수지역 결식우려 노인들께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2016년 12월까지 총 69만여 식의 무료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GS칼텍스 임직원 봉사대, 사원부인회, 퇴

3만 5천 명

직사우회 및 지역 내 29개 봉사단체에서 일 평균 18명의 봉사자가 교대로 참여하여 누적 봉사자 수가 총 3만 5천
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로를 인

마음톡톡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집단

정받아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봉사단은 ‘201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프로그램 본연의 기능에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더해 미술, 연극, 무용동작, 음악 등 예술치유 매체를 통합적

2016년 4월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연합회와 ‘마음톡톡 예술치유 지원 업

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

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119명이 전문 음악치료사들로부터 악기

들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예술치유 매

연주, 작사·작곡 교육 등의 예술치유를 받으며 재범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체의 통합적 활용과 집단 치료를 기반으로 지난 4년간 208시간의 치료사 재교육과 지속적인 수퍼비전 등을 통

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소외아동
의 꿈과 비전 강화를 주제로 2010년부터 여수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으로 직업체험·꿈 키움·환경교육 등

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을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 희망에너지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적 자원봉사자 수 2,100여 명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2016년에는 ‘잡(Job)아라 나의 꿈’을 주제

사업 초기인 2013년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가정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시작했던 마음톡톡 사업은,
2015년 교육부와 『학교생활 위기학생 예술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교육부의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인

GS칼텍스 장학금 누적 지급액
(1996년~2016년)

위(Wee) 프로젝트와 협력해 그 지원 영역을 학교로 확장하였습니다.
마음톡톡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울·불안·위축 등 심리정서

57억 원

로 5월부터 11월까지 500여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을 속 직업현장을 찾아 미래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다채
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직업 체험 활동 내용과 봉사자 역할, 참여도 및 소감 등이 상세히 기술된 활동사례
집 800부를 제작하여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 지역아동센터,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여수YWCA 등에 배포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하

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초·중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마음톡톡 센터치유’, 중학교 한 학년 전체를 대상

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여수시 남면 소재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GS칼텍스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을 진

으로 위기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해 교우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마음톡톡 교실힐링’, 그리고 평소 생활하

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섬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인 어학수업 외에도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형성할 수 있

던 환경을 벗어나 낯선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간 집중적인 예술치유 활동을 통해 긍정적 또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마음톡톡 치유캠프’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다층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그동안 복지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얻은 마음톡톡 프로그램의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남동부
지역의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과 서울 지역의 탈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음톡톡 사업은 교육부, 굿네이버스, 남북하나재단,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연
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모금 기관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톡톡
사업 재원의 일부는 GS칼텍스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조성

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과 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S칼텍스는 지
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GS칼텍스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여수지역 중·
고·대학생 총 7천9백여 명에게 총 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GS칼텍스 노·사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간 노동
조합원들의 자발적 성금에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더해 총 7억 2천만 원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 나눔 사업, 여수
YMCA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학생 야간학습 교실 운영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어린이 환경교육’ GS칼텍스는 2012년부터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기

후변화의 심각성과 올바른 에너지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가르치는 그린에너지스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아이들이 흥미롭게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전문 Kit인 ‘아슬아슬 지구’를 개발해,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일선 학교들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S칼텍스는 여수공장과 지역 물
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 주변의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GS칼텍스 사회봉사단’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에게 사랑

마음톡톡 활동 성과

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력 사업장이 위치한 여수를 중심으로 ‘GS칼텍스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활발한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기관(개소)

13

16

32

35

96

아동(명)

1,410

1,278

1,453

1,529

5,670

학교(개소)

3

24

5

22

아동(명)

560

1,484

730

2,774

마음톡톡 센터치유

마음톡톡 교실힐링

개최 회수

6

2

4

1

13

아동(명)

738

292

208

65

1,303

2,148

2,130

3,145

2,324

9,747

마음톡톡 치유캠프

합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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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내에 조직된 32개의 개별봉사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및 1:1
멘토링, 전기/보일러 수리,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 복지시설 운영 지원,
독거노인 가정 반찬 배달, 장애인 체험활동 지원,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매월 20여 회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임직원 자녀봉사대가 신규 결성되어 서울대학교 햇빛봉사단
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가구 만들기, 저소득가정 집 고치기, 연탄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GS칼텍스는 개별봉사대 활동 이외에도 전사 차원에서 2005년부터 매년 5월 회사 창립기념일을 전·
후로 다양한 테마의 창립기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에는 ‘한가위 온정 나누기 행사’를 통해 소외이
웃들에게 매년 1억 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와 난방유/연
탄 등을 전달하는 연말 봉사활동도 매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5년 하반기부터 중학교 자유
학기제 전면 시행에 발맞추어 청소년 기업 방문 프로그램인 'I am your GS칼텍스'를 운영하여 매달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듣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 am your GS칼텍스‘ 프로그램
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대한 공로로 2017년 1월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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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s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재단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투자
GS칼텍스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여망에 부응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울마루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2012년 5월 10일 개관한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는 GS

칼텍스가 2007년부터 총 1,100억여 원을 투자하여 여수에 조성하고 있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랜드마크
입니다.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예울마루
는 GS칼텍스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서 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한 상생 협력의 대표적
인 사례입니다. 최고의 음향시설과 조명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1,021석의 대극장과 302석 규모의 소극장, 다양
한 형태의 전시실을 갖춘 예울마루는 대규모 문화공간이 없던 여수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리며 지역주민들
의 문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울마루는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발레, 연극 등 특정 장
르에 편중되지 않는 공연 구성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고조된 여수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 지표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사회공헌금액*

억원

114

139

356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

명

1,967

1,460

2,132

예울마루 연간 관람객

명

106,602

106,739

106,688

예울마루 연간 공연/전시/아카데미 개최

횟수

352

328

331

GRI Standards Index

GS칼텍스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표 사회공헌사업 ‘마음톡톡’의 사회적 가치 강화

경영일반 ESG Data
재무정보

사회공헌 목적의 집행비용으로, 사업보고서 상의 기부금과 상이함

Our Commitment

APPENDIX

◆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 수행

GS칼텍스 윤리규범

UN Global Compact
제3자 검증의견서

◆ 예울마루 2단계 '장도 조성 사업' 추진 및 예울마루 조성 완료

54
55
56
60
61
62

Core Issue 6. ESG Data
구분

사회

ESG 지표

Data 요약

보고 페이지

Global ESG Standards

•GRI 203-1/413-1
•ISO26000 6.3.9~10/
6.8.1~6.8.2/6.8.7/6.8.9
•EU Directive Art.
19a(1)(a)/(b)(7)
•DJSI 3.5.1~2

•사회공헌 관련 정책, 프로그램 또는 절차에 대하여 기술
•지역사회 니즈에 기초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전 사업장에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대표 사회공헌 사업/지역 사회공헌 활동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진행

•사회공헌활동 성과 (기부금/참여 연인원)

356억 원/2,132명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외부 공개 여부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매년 공개
•대표 사회공헌 사업 효과성 분석 실시

49~52

•DJSI 1.7.3/1.7.5

•공식적인 지역사회 불만처리 프로세스의 존재

•익명성 보장된 윤리경영 제보 라인 운영
•고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운영

11, 25

•GRI 413-1
•ISO26000 6.3.8/6.3.9/
6.5.1~3/6.8/6.8.1-6.8.2
•EU Directive Art.19a(1)(a)/(b)(7)

11, 25

•GRI 411-1
•ISO26000 6.3.4/6.3.6~7
•EU Directive Art.19.a(1)(d)
•IPIECA SE2 S1

•보고기간 내 원주민의 권리 관련 침해사고의 확인된 숫자
•사고의 상태와 취해진 조치에 대해 보고

해당사항 없음
※2014년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는 201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조치사항 보고

49~52

52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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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ESG 지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기업 소개

•위치의 변경, 또는 시설 개설, 폐쇄, 확장 등 운영 상 변화
•주식자본 구조의 변화 및 기타 자본의 형성, 유지, 변화

Data 요약

매출액/임직원 급여 및 복지/세금/지역사회 투자 비용/협력사
구매비용/조세 정보 등 세부 공개

조직명칭/주요 브랜드, 상품, 서비스/본사의 위치/보고 조직이
사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운영 사업장/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사업 분야 세부 공개

중대한 변화 없음

보고 페이지

6~7,
17,23,
43~48,
52,55

6~7,
17

-

Global ESG Standards

•GRI 102-7/201-1
•ISO26000
6.8.1~6.8.3/6.8.7
•UNGC Advanced 1
•DJSI 1.6.2

과목

매출액

유동자산
1,491,635

1,476,265

매출채권

2,921,621

2,563,708

•GRI 102-1~6
•ISO26000 6.3.10
•UNGC Advanced 1
•EU Directive Art.19a(a)

단기금융자산

1,067,023

1,269,194

재고자산

3,321,618

2,797,562

268

1,316

•GRI 102-10

기타유동자산

선급법인세

5,12~13

•GRI 102-11/14/
20~21/26~34
•ISO260005.2/6.2/6.3.5/
6.7/ 7.4.2~3/7.8
•UNGC Advanced
1/19~20
•EU Directive Art.19a(a)
•DJSI 1.1.5/1.2.1

•환경/인권/노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임원의 임명 여부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환경 : 안전환경기획부문장
•인권/노동 : 인사실장
•CSR위원회/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위원회를 통해 보고

-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보편적인 국제기준/선언/원칙

UNGC

61

•GRI 102-12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비전과 행동규범 보유

8

•GRI 102-16
•ISO26000 4.4
•DJSI 1.3.1

•공정비즈니스와 뇌물 및 부패에 대하여 다루는
정책/활동/시스템/교육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안내/고충처리 제도
•윤리교육 수강 임직원 비율
•기본적 인권을 위한 활동/인권정책 적용 범위

•5년 내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유무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조직의 경쟁저해행위 및
독점 규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
•완료된 법적조치의 주요 결과 보고 (결정과 판결 포함)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주요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

•체계적인 자율준수경영 수행
•협력사 및 자회사까지 자율준수경영 확대
•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진행
•협력사 및 고객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호 정책 지지
(UNGC 10대 원칙 지지)

•2015년 일반유 담합과 LPG 담합 관련 대법원 패소 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7년, 2010년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2016년 신규 법적 분쟁 발생 없음
•2012~2015(4개년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누락 공시)
로 2016년 3월 과태료 (1,400만원)처분 받은 사실 있음. 2016
년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집단현황공
시 내부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공시의무 위반 리스크 관리 중

10~11,
61

-

•GRI 102-17/205-2
•ISO26000 4.4/
6.6.1~6.6.3/6.6.5~6
•UNGC Advanced 12~14
•EU Directive Art.19a(1)
(a)(b)/Art.19a(1)(d)(7)
•DJSI 1.3.1~2/1.3.4

•CEO /이사회 이사 및 고위경영진의 보수
•이사회 구성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를 포함한 조직의 지배구조
•이사의 독립성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정보

※DJSI는 Oil&Gas Refining&Marketing 섹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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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 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인트라넷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보고서 핵심 이슈 선정에 반영

지속가능성보고서 지배구조 소개 항목과 사업보고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보고

14~16

9

•GRI 10218,23~25,35,38/405-1
•ISO26000 5.2/6.2/6.2.3/
6.3.7/6.3.10/7.8
•UNGC Advanced
1/3~8/ 19~20
•EU Directive (7)(18)
•DJSI 1.1.1/1.1.3~8/
1.1.10

-857,317

-826,757

2,140,400

1,305,532

11,874

1,894

금융수익

2,185,215

1,904,672

금융비용

-2,433,336

-2,259,553

기타수익

543,024

868,001

기타비용

-621,763

-543,888

1,825,414

1,276,658

-408,413

-304,836

1,417,001

971,822

1,417,001

971,822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지분법손익

99,319
8,207,364

장기금융자산

339,005

388,055

지분법적용투자자산

288,254

275,251

9,567,579

9,931,766

투자부동산

58,638

41,049

무형자산

79,842

71,708

이연법인세자산

510

490

기타비유동자산

33,967

33,844

10,367,795

10,742,163

19,283,865

18,949,527

매입채무

1,850,332

1,734,197

단기금융부채

3,353,708

3,301,649

미지급법인세

345,302

145,002

기타유동부채

87,280

63,920

5,636,622

5,244,768

장기금융부채

3,581,995

4,392,841

확정급여부채

35,677

88,385

이연법인세부채

137,210

189,776

기타비유동부채

51,032

61,243

3,805,914

4,732,245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9,442,536

9,977,01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60,000

260,000

68,330

68,330

-61,189

-61,189

6,295

13,155

9,567,893

8,692,218

9,841,329

8,972,514

9,841,329

8,972,514

19,283,865

18,949,527

유동부채

유동부채 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부채총계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전사 차원의 구체적 활동

-26,206,9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부채

•GRI 206-1/419-1
•ISO26000
4.6/6.6.1~6.6.2/
6.6.5/6.6.7
•UNGC Advanced 9~11
•EU Directive Art.19a(1)(e)

•GRI 102-42~44
•ISO26000 5.3
•UNGC Advanced 21
•DJSI 3.7.1~3

2015

-22,772,526

113,905

비유동자산 계

2016

28,339,224

8,916,070

유형자산

(단위: 백만 원)

25,770,243

매출원가

현금및현금성자산

자산총계

거버넌스

과목

비유동자산
•지속가능경영 체계 단계적 구축
•정기적인 CSR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개최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 CEO 메세지 공개

연결손익계산서

2015

2016

자산

유동자산 계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모니터링/보고
•사전예방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지속가능성의 실행을 위한 조직의
전략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성명서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
•지속가능성을 관장하는 위원회/참여 임원 및 부서
•경제, 사회, 환경적 토픽과 그 영향,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단위: 백만 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과목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원)

2016

2015

1,417,001

971,822

-2,502

-5,775

176

-782

-2,326

-6,557

82

1,846

-371

102

-6,298

31

-273

12,516

-6,860

14,495

1,407,815

979,760

1,407,815

979,760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본
자본금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계

지분법자본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계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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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I Sta n d a rd s I n d ex

일반표준 ( 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Disclosure
Number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GRI Sta nda rds Index

●완전보고

지표설명

◐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Page

보고 여부

외부 검증

조직 프로필

일반표준( 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Disclosure
Number

●완전보고

지표설명

◐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Page

보고 여부

외부 검증

이해관계자 참여

GRI 102

102-1

조직 명칭

6

●

●

GRI 102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4

●

●

GRI 102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7

●

●

GRI 102

102-41

단체 협약

45

●

●

GRI 102

102-3

본사의 위치

6

●

●

GRI 102

102-42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택

14

●

●

GRI 102

102-4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6

●

●

GRI 102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14

●

●

GRI 102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9

●

●

GRI 102

102-44

핵심 주제와 관심사항

14~16

●

●

GRI 102

102-6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6

●

●

보고방식

GRI 102

102-7

보고 조직의 규모

6

●

●

GRI 102

102-46

보고서 내용 및 주제 경계 정의

18, 24, 31, 38,
43, 49

●

●

18, 24, 31, 38,
43, 49

●

●

GRI 102

102-8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보

GRI 102

102-9

공급망

GRI 102

102-10

조직 및 공급망에 대한 중대한 변화

GRI 102

102-11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법

GRI 102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GRI 102

102-13

협회 가입

102-14

43~48

●

●

GRI 102

102-47

중요한 주제 목록

17, 22~23

●

●

GRI 102

102-48

정보의 재입력

52

●

●

54

●

●

GRI 102

102-50

보고 기간

2

●

●

12~13

●

●

GRI 102

102-51

최근 보고서 날짜

2

●

●

61

●

●

GRI 102

102-52

보고주기

2

●

●

42, 61

●

●

GRI 102

102-53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처

2

●

●

GRI 102

102-54

보고 방식(GRI 기준)

2

●

●

최고결정권자의 의사표현(CEO메세지)

5

●

●

GRI 102

102-55

GRI 콘텐츠 색인

3

●

●

사업과 관련된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

14~16, 18, 24, 31
38,43,49

●

●

GRI 102

102-56

외부 검증

62~63

●

●

전략
GRI 102
GRI 102

102-15

윤리성 및 청렴성
GRI 102

102-16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8

●

●

GRI 102

102-17

윤리에 관한 조언 및 신고 메커니즘

10

●

●

GRI 102

102-18

거버넌스 구조

9

●

●

GRI 102

102-19

권한 위임

9

●

●

GRI 102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집행 책임

GRI 102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 자문

GRI 102

102-22

GRI 102
GRI 102

거버넌스

주제별 표준( Topic-Specific Standards)

●완전보고

12

●

●

14~16

●

●

최고 지배기구와 위원회의 구성

9

●

●

102-23

최고 지배지구의 의장

9

●

●

에너지

102-24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그 산하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9

●

●

Management Approach

GRI 102

102-25

이해관계 상충

9

●

●

GRI 302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GRI 102

102-26

목적, 가치 및 전략 수립시 최고 지배기구의 역할

9

●

●

GRI 302

302-4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GRI 102

102-2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공동 지식

12

●

●

배출

GRI 102

102-28

최고 지배기구의 성과 평가

9

●

●

Management Approach

GRI 102

102-2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파악 및 관리

12~13

●

●

GRI 305

305-1

GRI 102

102-30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

12~13

●

●

GRI 305

GRI 102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검토

12~13

●

●

GRI 305

GRI 102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최고 통치 기관의 역할

12~13

●

●

컴플라이언스

GRI 102

102-33

비판적인 관심 사항 전달

12~16

●

●

Management Approach

GRI 102

102-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및 제도

9, 12

●

●

GRI 307

GRI 102

102-35

보수 정책

9

●

●

고용

GRI 102

102-36

보수 결정 프로세스

54

◐

●

Management Approach

GRI 102

102-37

보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GRI 102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GRI 102

102-39

연간 총 보수 비율 증가율

56

GRI
Standards

Disclosure
Number

Page

보고 여부

외부 검증

31~37

●

●

36

●

●

36

●

●

31~37

●

●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36

●

●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36

●

●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35

●

●

31~37

●

●

37

●

●

43~48

●

●

307-1

지표설명

◐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54

◐

●

GRI 401

401-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44

●

●

44, 54

◐

●

GRI 401

401-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46

●

●

54

◐

●

GRI 401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48

●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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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I Sta n d a rd s I n d ex

주제별 표준 ( Topic-Specific Standards)

GRI
Standards

Disclosure
Number

GRI Sta nda rds Index

●완전보고

지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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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Page

보고 여부

외부 검증

산업안전보건

비중요 주제에 대한 공시( Other Disclosure)

GRI
Standards

Disclosure
Number

●완전보고

지표설명

◐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Page

보고 여부

외부 검증

생물다양성

Management Approach

38~42

●

●

GRI 304

304-1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33

●

●

GRI 403

403-1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42

●

●

폐수 및 폐기물

GRI 403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41

●

●

GRI 306

306-2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35

●

●

GRI 403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42

●

●

GRI 306

306-3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37

●

●

49~52

●

●

지역사회

공급업체 환경평가

DMA
GRI 413

413-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52

●

●

GRI 413

413-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31

●

●

24~30

●

●

마케팅 라벨링

GRI 308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22

●

●

GRI 308

308-2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23

●

●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여부 포함)

48

●

●

GRI 404

404-2

지속적인 고용을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45

●

●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44

●

●

노사관계
GRI 402

Management Approach

훈련 및 교육

GRI 417

417-1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30

●

●

GRI 417

417-2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30

●

●

GRI 404

GRI 417

417-3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30

●

●

다양성과 기회 균등
GRI 405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46

●

●

GRI 405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48

●

●

406-1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48

●

●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45

●

●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48

●

●

409-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48

●

●

410-1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27

●

●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52

●

●

412-2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10, 61

●

●

차별 금지
GRI 406

비중요 주제 에 대한 공 시 (Other Disclosure)

●완전보고

◐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RI 407

GRI
Standards

Disclosure
Number

지표설명

Page

보고 여부

외부 검증

17

●

●

강제노동

31, 36

●

●

GRI 409

보안 관행

경제성과

GRI 408

GRI 201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GRI 201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GRI 201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47

●

●

GRI 202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44

●

●

GRI 202

202-2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48

●

●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49~52

●

●

시장지위

GRI 410

간접경제효과
GRI 203

204-1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23

●

●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10~11

●

●

GRI 205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10~11

●

●

414-2

공급 사슬에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취해진 조치

23

●

●

416-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30

●

●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27

●

●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사례

54

●

●

고객안전보건
GRI 416

고객개인정보보호

경제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10~11, 54

●

●

GRI 418

418-1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용수

58

공급업체 사회 평가
GRI 414

GRI 205

GRI 303

GRI 411

GRI 412

반부패

GRI 206

원주민 권리

인권 평가

조달관행
GRI 204

아동노동

303-1

수원별 총 취수량

33

●

●

GRI 419

419-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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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 텍 스 윤 리 규 범

UN Globa l Compa ct

서문

GS칼텍스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개의 보편적인 원칙을 지지하여 왔습니다.

공평한 기회와 적극적 지원으로 성장을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며, 국가 및

또한 매년 이행사항에 대한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적극적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회사와 국가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GS칼텍스는 UN Global Compact 원칙을 준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GS칼텍스는 고객에게는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로 만족을 제공하고, 거래선 및 협력사와의 공존공영을 이루며, 임직원에게는

추구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보편적 인권 및 인류 공존의 가치를 지지한다. 이를 위하여 GS칼텍스는 경영활동의 의사
결정 및 임직원들의 업무수행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고객만족 경영

구분

원칙

인권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2. 우리는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련활동

활동결과(보고페이지)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참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1.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인권 교육 시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복지 제도 시행

10, 46

3. 고객의 정보와 이익을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협력사와의 공존공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노동조합 운영 및 조합 가입의 자유 보장

1. 협력사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다.

•노조 상근인원을 통해 노사 상시 소통채널 유지

2. 협력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 존중 및 기본윤리 준수

노동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3.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한다.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6. 우리는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및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원칙 준수
※G
 S칼텍스는 모든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함

43~48

•성별에 따른 임금, 평가, 승진 관련 차별 금지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해 평등한 채용 기회 제공

2. 임직원은 상호존중하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주주의 이익 보호
주주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1.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SHEQ경영방침 제정 및 실천

2.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환경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7.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우리는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9.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
 경 법규 변화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21, 31~42

• 자발적 환경관리 협약 체결 및 이행

1.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고
 기능·친환경 제품 개발

2.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다.

•바
 이오화학 분야 연구 지속

3. 자유경쟁 시장질서와 정치적 기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국제상거래 관련 수출입 통제나
반부패와 관련한 각종 법규나 조약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4.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인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과 인류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환경ㆍ보건ㆍ안전 중시 경영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반부패

10. 우
 리는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임
 직원 자율준수서약서 제출(매년)
•자
 율준수프로그램 확대 및 자율준수관리자 역할 강화

10

•윤
 리경영 교육 시행

1.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임직원과 협력사의 보건ㆍ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존중 경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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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GS 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3자 검증의견서

GS칼텍스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생산성본부(이하 ‘검증인’)는 GS칼텍스로부터

Material Issues

Issues

Indicators

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

413-1, 413-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

403-1, 403-2, 403-4

제품 및 서비스 가격

마케팅 라벨링

417-1, 417-2, 417-3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강화

에너지, 배출

302-1, 302-4, 305-1, 305-2, 305-7

인재 채용 및 유지

고용

401-1, 401-2, 401-3

환경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307-1

GS칼텍스 2016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과 독립성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와 의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GS칼텍스에 있습니다.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견에 대해

※ 주제별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중 비중요주제(Non-Material Standards)에 대한 지표(Indicators)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GRI Standards Index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포괄성(Inclusivity): 이해관계자의 참여

책임지며,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본 보고서의 작성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본 검증인은 GS칼텍스가 포괄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노동조합, NGO, 자회사,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주주 및 투자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임직원 등 9개 그룹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각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기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극적
인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본 검증은 AA1000AS(2008) 검증표준을 기준으로 Type 2 검증유형과 중위 수준(Moderate Level)으로 수행하였
습니다. AA1000APS(2008) 검증 원칙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원칙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보고 내용이 GRI
Standards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검증 업무의 범위와 경계는 보고서의 시간적, 지역적, 가치사슬상
보고 경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 업무의 범위는 사업장 기준 100%를 만족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자회

◇ 중요성(Materiality) : 주요 이슈의 선정 및 보고

본 검증인은 GS칼텍스가 합리적인 중대성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에 미치는 포괄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
고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사업 연관성(Relevance)’
와 ‘이해관계자 영향도(Impact)’에 기반하여 국제표준 분석, 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 및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한 사항

◇ 대응성(Responsiveness):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본 검증인은 GS칼텍스가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대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

본 검증은 상기의 검증기준 및 범위에 따라 2016년도 성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에 대한 신

고, 그 내용들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11개의 핵심이슈에 대해 GS

뢰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재무데이터는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칼텍스의 대응 현황을 보고서 각 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데이터는 기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은 서울 본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가
적인 검증 절차가 수행될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권고 사항

본 검증인은 GS칼텍스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검증 방법

본 검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1.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GRI Standards를 기준으로 보고 내용 및 품질에 대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경영 발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언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기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세스 수립을 권고합니다.
• 체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과제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전략 실현에 대한 내용을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상의 오류를 다른 출처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였습니다.
4. 미디어 리서치 및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요 이슈의 선정 및 기술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습니다.
5. 서울 본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주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06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홍순직

검증 결과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을 통

김동수 센터장

오범택 팀장

해 GS칼텍스의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표
준(General Standards)의 경우 ‘Core Option’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제별표
준(Topic-specific Standards)의 경우 보고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대성 이슈(Material Issues)에 대한
측면(Issues) & 지표(Indicators)를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검증 글로벌 국제 표준 AA1000 제정 기관인 AccountAbility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검증기관으로서 단독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위원단은 지속가능경영 자문 및 검증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