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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FSC™마크를 획득한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 되었습니다.

ABOUT THIS REPORT

GS칼텍스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이란
GS칼텍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영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제
품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GS칼텍스는 국내 에너지·화학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 활동과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 이
해관계자에게는 성찰과 재도약의 기회로 여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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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정량적 성과의 경우 3개년(2011년 ~ 2013년) 실적을
함께 공개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적시성을 고
려하여 2014년 상반기에 발생한 일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언급하
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GS칼텍스 본사 및 여수 공장 등 국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의 경우 물류센터, 윤활유
공장, 주유소, 충전소 및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에 주의를

Material
Aspects

요하는 경우 별도의 표기를 하였습니다.

보고 기준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4 Core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AA1000SES
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
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GRI 공식인증교육을 수료한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기
관의 자문을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 대비 보고의 범위, 경계 및 측정
방식의 중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추가정보

GS칼텍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 전화: 02-2005-1614
- 이메일: c16895@gscaltex.com

CEO Message

GS칼텍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S칼텍스는 이윤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 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한 해 동안 GS칼텍스가 추진한 사회 책임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홉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 GS칼텍스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4중질유
분해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체코와 진주에 복합수지공장을
준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에는 뉴 비전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를
선포하며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 내부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최근 지속되는 사업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하여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을 재정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과 협업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 밝은 미래
를 위한 GS칼텍스의 열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

GS칼텍스는 ‘
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개발과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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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지난 1967년 국내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 대한민국 석

사업 부문

유산업을 이끌며 2013년 연간 매출 약 46조 원(연결기준)의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GS칼텍스의 지분구조는 GS에너지(주)

석유 분야

50%, Chevron(Overseas) Holdings Ltd. 40%, 그리고 Chevron Global Energy Inc. 10%로 이루어져 있습니

GS칼텍스는 전국 2,970여 개의 주유소와 430여 개의 충전소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의 안정

다. 정유 및 윤활유, 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동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앞선 기술과 차별화된 품질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 석유

적 공급에 힘쓰는 한편 전체 매출의 약 68%를 해외 수출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및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GS칼텍스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전문 기업

GS칼텍스는 중동 및 아시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며 등·경유

입니다.

탈황시설 등 최첨단 자동화 생산설비를 통해 일 최대 77만 5천 배럴을 정제하며 고품질의 석
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도화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2010
년 제3중질유분해시설(VRHCR)과 2013년 제4중질유분해시설(VGOFCC)을 완공하면서

회사 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국내 최고수준인 일 26만 8천 배럴의 고도화처리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유산업
해외 네트워크

의 이상적 모델인 퍼펙트 콤플렉스(Perfect Complex)로 도약하였으며, 수익성과 경쟁력

내용

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런던지사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설립일

1967년 5월 19일(호남정유주식회사 설립등기)

본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해외 법인(지사)

중국, 인도, 싱가폴, 런던 등

총 임직원 수

3,225명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사업영역

석유, 석유화학 사업

GS칼텍스(옌타이)능원유한공사
GS칼텍스 화공무역(북경)유한공사

방향족사업은 1990년 9월, 연 2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과 연 50만 톤 규모의 방향
GS칼텍스(랑팡)소료유한공사
GS칼텍스(지난)능원유한공사
GS칼텍스 체코법인

족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

GS칼텍스(칭다오)능원유한공사

규 투자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폴리머사업은 1988년 4월, 연 12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완공하여 PP제품

GS칼텍스 인도법인

구분

주식수

지분율

GS에너지(주)

13,000

50%

Chevron(Overseas) Holdings Ltd.

10,400

40%

2,600

10%

정 효율화를 통해 현재 파라자일렌 135만 톤, 벤젠 93만 톤, 톨루엔 17만 톤, 혼합자
일렌 35만 톤 등 연간 280만 톤의 방향족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일 방향

GS칼텍스(쑤저우)소료유한공사

주주 구성

족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및 공

GS칼텍스(칭다오)석유유한공사

GS칼텍스 아부다비지사

Chevron Global Energy Inc.

석유화학 분야

GS칼텍스(쑤저우)무역유한공사

GS칼텍스 싱가폴법인

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현재 연산 18만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당사 RFCC 공정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
의 원료인 프로필렌을 전량 자체 조달함으로써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원가경쟁력을 강
화하게 되었으며, 2013년 3월 VGOFCC 완공에 따라 연간 25만톤의 프로필렌을 추
가생산하게 되어, 총 47만 6천톤의 프로필렌 생산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
합수지 사업확대 추진으로 2006년 중국 GS칼텍스(랑팡)소료유한공사, 2010년 중국
GS칼텍스(쑤저우)소료유한공사, 2011년 GS칼텍스 체코법인, 2013년 경남 진주의
복합수지 공장 신설 등 국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성장해

조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

대표이사 부회장

Base Oil 및 윤활유 분야

대외협력실

감사실

경영기획실

인사부문

일 2만6천 배럴 규모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는 Base Oil 사업은 생산량의 70% 이상
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수첨분해공법(Hydrocracker)을 통해 환
경친화적인 고품질 윤활기유를 생산하여 자동차용 및 산업용 윤활유에서 요구하는 까

법무부문

다로운 규격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

윤활유 사업은 일 9천 배럴의 윤활유 공장과 연 8천 톤 규모의 그리스 공장을 통해 제

중국법인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윤활유 완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및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제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Supply & Trading
본부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생산본부

정유영업본부

석유화학·
윤활유사업본부

수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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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전은 험난한 경영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GS칼텍스는 회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실행하고 미래 시장환경 변화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에너지가 됩니다. GS칼텍스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4년 1월, GS칼

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지향하고 적용하는 공통적 기반(원칙)이 필요함을 느끼고

텍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GSC Way를 수립하였습니다. GS칼텍스의 비전은 GSC Way를 통해서 구현되어 집니다.

조직가치

1. Value No.1

2. Energy & Chemical

3. Partner

고객에게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투

광의의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단순히 ‘기업’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지속적인 수익성

기존의 윤활유 및 석유화학에 국한하지 않

성장을 지원하고 보람을 함께하는 동반자

을, 사회와 국가에는 산업 동력과 자원의

는 넓은 의미의 화학제품과 솔루션 등의

적 존재가 된다.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공헌을, 그리고 구

공급 영역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성장, 발

성원에게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과 성장의

전시켜 나아간다.

신뢰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서로 믿고 존중한다.

유연

열린 사고와 행동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도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하게 시도한다.

탁월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최고를 지향한다.

핵심행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 창출자로 인정받는 기업이 된다.

비전선언문

존재이유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선제행동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행한다.

상호협력

대내외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다.

성과창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우리는 에너지·화학 자원이 지닌 가치를 신뢰받는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역량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가치 창출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미래상

열정을 다하는 성장의 파트너로서 인류에 공헌하는
글로벌 에너지·화학 기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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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GS칼텍스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기업윤리의 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 국가와 사회, 세계까지 GS칼

입니다. GS칼텍스는 신뢰받는 지배구조 구축 및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사회 중심의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텍스의 경영활동이 영향을 끼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실천 중이며,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추진의지를 바
탕으로 전사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과 정직성을 기업문화로 내재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체계와 교육
GS칼텍스는 자율준수경영 방침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자율준
수관리자(CCO : Corporate Compliance Officer)와 각 본

GS칼텍스의 이사는 각 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추천되고 이를 근거

이사회/
Audit Committe

부 별·자회사 별 자율준수관리자(UCO : Unit Compliance
사원상벌위원회

자율준수사무국

(CCO)

자율준수운영위원회를 통해 업무현장에서의 윤리경영 활동을 감

자율준수운영위원회

독 및 독려하고 있으며 각 활동들은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되고

기관리 능력을 갖춘 10명의 이사들로 GS칼텍스 경영진 3명, ㈜

조직장

자율준수관리자

(법제팀)

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차례씩 CCO와 UCO로 구성된

CCP(Corporate Compliance Program), 즉 자율준수 프

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이사회는 전문지식과 위

CCO(*1) 선임

Officer)를 두어 자율준수 정책을 입안, 시행, 사후관리를 하도

있습니다. 또한 GS칼텍스 전 임직원은 매년 1차례씩 필수과정인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보고

(*2)

UCO 선임

조직별
자율준수관리자
(UCO)
*자회사 포함

교육 및 전파
(*1) Corporate Compliance Ofﬁcer

조직장

(*2) Unit Compliance Ofﬁcer

로그램 교육을 통해 임직원 기본윤리, 공정거래, 성희롱예방, 정
보보안, 내부거래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

구분

단위 : 명

GS칼텍스

온라인

GS칼텍스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해외 자회사로 확장

직책
사내이사

GS 경영진 1명, GS에너지 경영진 1명, 그리고 Chevron 경영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계

협력사

허동수

GS칼텍스 이사회 의장,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

김병열

GS칼텍스 생산본부장, 사장

서경석

㈜GS 대표이사, 부회장

비상무이사

나완배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R. C. Krogmeier

Vice President,

이사회 구성원은 GS칼텍스, ㈜GS, GS에너지 및 Chevron 각

Chevron International

사의 경영진들로 선임됨에 따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각 사의 내부

Products
J. S. Farrand

Chemicals

으로 채택됩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

159

44

진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G. M. Hanggi

의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안건

용으로 윤리규범실천규정과 자율준수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자율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고객사

상정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들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3,451건의 명절윤리경영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윤리바이러스 웹매거진을 발행하여 임직원 윤

를 위하여 적어도 개최일 1주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GS칼텍스의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GS칼텍스와의 거래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윤리적

2013년에는 총 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

딜레마에 관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이 가능하도록 윤리경영 상담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항 및 비윤리

획, No.3 제품부두 프로젝트, No.4 PX 프로젝트 등 주요 사안

행위, 각종 비리 사건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제보라인

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칭
Accountability

GS칼텍스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에 경영조정

Committee

공정거래법 준수

위원회(Accountability Committee),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아

Audit

GS칼텍스는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 발생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닌 별도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LNG 도입관리위원

Committee

가 있는지 사내 전문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적합여부 사전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공정거래

회(LNG Procurement Management Committee) 등 별도

LNG

이슈에 대한 사전 관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임직원들의 법 준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후

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주주총회

Procurement

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

Management

다. 2013년에는 총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Committee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이 1건도 없었습니다.

General Manager,
Chevron Supply & Trading

이사회 내 위원회

: ethics@gscaltex.com

Country Chairman,
Chevron Korea

J. J. Kuehn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 윤리경영 제보라인 : 02-2005-6011 ☎ 성희롱 고충처리 전용 : 02-2005-6012

General Manager,
Chevron Manufacturing

W. J. Miner

Board Support Office는 Chevron 주재이사와 정기적으로 회

하고, 각 자회사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

Vice President,
Chevron Downstream &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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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기타

이사회 운영 및 보상

3,026

3,185

(2014년 4월 기준)

성명

규정에 따르며, 이사회 활동 자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CCP 교육실적

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확대

이사회 구성 현황

구성

산하위원회 책임사항

3명

•Governance 관련 사항 검토

4명

•Compliance Program과 주요

2명

•LNG 비즈니스 관련 사항 검토

및 논의

감사 이슈 등 검토 및 논의

및 논의

향후 계획
GS칼텍스는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선, 확대 시행할 계획
입니다. 또한 개정된 윤리규범실천규정과 자율준수업무규정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에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협
력사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등 가치사슬 내 모든 주체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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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주제 선정

GS칼텍스는 지속가능경영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GS칼텍스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G4에서 제시하는 보

Responsibility)이자 기업존속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GS칼텍스는 CSR전략체계와 CSR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제, 사

고주제 선정의 원칙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주제 선정의 원칙은 이해관계자 포괄성(Stakeholder

회, 환경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Inclusiveness), 지속가능성 맥락(Sustainability Context), 중요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으로 이
루어지며 각 항목에 대한 GS칼텍스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CSR전략체계

이해관계자 포괄성

GS칼텍스는 2010년 ‘Sustainable Operation’, ‘Reliable Energy’, ‘Accountable Engagement’, ‘Responsible

GS칼텍스는 고객, 투자자, 사회 및 국가 그리고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난과 보람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존재

Marketing’으로 구성된 CSR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관리하고

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경

있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CSR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ISO26000 기반의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CSR 수준진단 및 개선활동을 펼쳤

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통활동을 통해 인지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주제를 보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으며, 2012년부터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현업부서의 실질적 활동을 중심으로 30개의 CSR 성과관리지표를 선정, 이를 측정하고 개
선활동을 수행하는 ‘CSR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류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CSR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의장인 CEO 및 본부장급 임원들로 구성된 CSR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CSR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CSR위원회를 통해 전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정부

된 주요 위원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CSR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국내뿐만 아니라 GS칼텍스가 진출한 해외 국가의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홈페이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컨퍼런스

2013년에는 총 3회의 CSR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CSR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관련 주요 위원회/협의회 간 실무협의체계를 강
노동조합

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 CSR위원회 주요 논의 안건
구분
주요안건

1차 위원회
CSR전략체계 운영방향

NGO
2차 위원회

3차 위원회

CSR성과지표 리뷰

CSR전략체계 개선 방향

대표 사회공헌사업 현황 보고

사회공헌사업 13년 실적 및 14년 운영방안

GS칼텍스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 달성’이라는 비전을

•노사합동 캠페인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봉사활동 참여,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NGO와 협력하여

•간담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보, 언론보도
자회사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위원회
GS칼텍스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별 전문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사합동 봉사단 활동

협력업체

특히 기업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리스크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 및 제품 가격 변동 등

•CEO메시지 등 공지사항

내부거래 규정 준수 등 자회사와의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시장

•홈페이지, 사보, 언론보도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협의회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 공유 및

•구매 포털 사이트 •만족도 조사

기술 전파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간담회

사업장 주변의 환경보호와 각종 나눔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사보, 언론보도

소통하고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기술력 향상 및 투명한 유통망 구축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여 고객의

•고객센터 등 고객의견 수집채널

신뢰도를 제고하고,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고객의견 수집채널을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시작된 리스크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Committee)는 의장인 CEO와 재무
및 Supply & Trading 관련 임원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적 리스크와 함께 2013년 주요 화두였던 환경안전 이슈는 GS칼텍스와 자회사의 전 사업장에서 임원급이 참여하는 환경안전협의
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안전기술 및 관리기법을 소개하여 선도적인 안전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된 사항은

고객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정보보안, 윤리경영, 공생발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위원회와 협의회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이러한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 및 협의회들과 CSR위원회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사업보고서

주주 및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GS칼텍스는 CSR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운영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되
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그 일환으로 GS칼텍스는 2014년 상반기부터 GRI, ISO26000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기존의 CSR성과지표
및 국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CSR관리사항 및 예상 이슈’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지속가능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지속적인 기업경쟁력 강화로

내부 임직원

•사보, 사내 게시판

임직원의 권리가 존중 받고, 그 가치가 향상될 때 기업은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임직원 설문조사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을 통해
임직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대내외적 CSR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인 CSR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INTRODUCTIO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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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맥락

완전성

GS칼텍스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지속가능성 이슈 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 Pool은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글로벌

중요성 평가 결과 총 11개(고객 1개, 경제 3개, 임직원 3개, 환경 4개)의 핵심이슈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GRI G4 가이드라인에 따라 9

표준 검토(GRI G4, ISO 26000), GS칼텍스 내부 이슈 및 자료 검토, 외부 환경 분석(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리서치, 명성조사 결

개의 중요 측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5개의 테마 구성을 통해 각 중요 측면에 대한 경제적,

과)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GS칼텍스에 관련된 총 38개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이슈 이외에 잠재이슈(Relevant Topics)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

중요성

고자 합니다.

중요성 평가는 ‘GS칼텍스에 미치는 영향도’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심도’의 2가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GS칼텍스에 미치는 영향
도’는 GS칼텍스 TFT가 단기 재무적 관점과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이슈를 평가한 결과이며, ‘외부 이해관계자 관심도’는 선진기업 벤치
마킹, 미디어리서치, 명성조사 결과를 통해 평가한 결과입니다. GS칼텍스 지속가능경영 TFT의 중요성 평가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지속가능경영 TFT 가운데 70%가 넘는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GS칼텍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높은 관
심과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G4 Aspect

보고 주제

핵심이슈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경제성과

•제품/서비스 가격의 적절성과 고객만족활동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에너지

•재무 건전성
•신성장동력
•시장점유율 확대

지속가능성 이슈 Pool 및 중요성 평가 결과
분야
고객

이슈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적절성과 고객만족활동

경제
임직원

경제

임직원
임직원
경제
환경

신성장 동력
Oil Spill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환경

에너지 효율성 강화

고객

고객 안전과 건강 보호

사회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확대

사회

협력업체 동반성장 강화

환경

환경규제 대응

임직원

노사관계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기후변화 대응

•종합

사회

지역사회 주민 인권 및 권리 보호

•Oil Spill

경제

윤리경영 강화

고객

•작업 요소별 안전사고 예방

•우수인재 채용 노력

임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산업안전보건

임직원 가치 제고

•고용
•훈련 및 교육

차별금지 및 공정한 기회 제공

경제

공정거래 강화

환경

폐수 및 폐기물 관리

고객

공정 마케팅

환경

수자원 사용관리

환경법규 준수 강화
협력사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 친화적 제품

환경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안전 문화 확산

사회

글로벌 인권기준 반영

대기배출물질 관리 강화

고객

개인정보 보호

핵심이슈 변화 분석
2012년 중요성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2013년에는 우수인재 채용 노력, 재무 건전성,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Oil Spill 등이 중요
이슈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치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Oil Spill의 경우 국내외 정유사들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중요 이슈로 새롭게 등장하
였습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재무건전성 이슈 또한 중요 이슈로 파악되었습니다.
*2014년 1월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는 현재 사고수습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향후 제작되는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

경제

시장점유율 확대

환경

기후변화 대응

환경

사회

사회적 책임 촉진 및 투자 확대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배출

•에너지 효율성 강화

환경
사회

일과 삶의 균형

이슈

임직원 건강 및 보건 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작업 요소별 안전사고 예방

분야

커뮤니케이션 강화

우수인재 채용 노력

환경

임직원

연구개발

재무 건전성
임직원

임직원

이슈

분야

임직원
환경

임직원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입니다.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Material Aspects
GS칼텍스는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GRI G4, ISO 26000 등
글로벌 표준 검토,내부 이슈 및
자료 검토, 외부 환경 분석 등을 토대로
중요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성과를 5개의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5.

임직원 가치 제고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19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확대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Material Aspect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글로벌 경기의 회복 지연, 신흥국 경쟁 기업의 성장, 원화 환율 강세, 원유 공급량 증대 등 2014년에도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수출액

정부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주주 및
투자자

주요성과

고도화비율

노동조합

지역사회

글로벌 시장 발굴을 통한 수출 확대

2015년 까지 진주 공장을 증설하여 전체 생산 규모를 2만 톤으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로 늘릴 계획입니다.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1천 1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
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경영혁신 활동

한국경제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중국,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까지 전세계 50

V-Project

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UAE 등 산유국에도 역수출

GS칼텍스는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도화설비를 갖추는

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제 고도화시설에 대한 과감한 선제 투

데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도화설비 가동을 통해 최

자와 방향족, 윤활유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통해

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원

지속적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온 결과이며 GS칼텍스의 사업 발

유 구매 및 제품 판매부서, 기획 부서 등 전사 관점의 협업이 필

전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GS칼텍스는 총 31조 1천

요합니다. 이러한 전사적 협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전사

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Mega 프로젝트인 ‘V-Proje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혁신’이라는 의미와 ‘Vision’

연간 수출액

과 ‘Victory’의 의미를 포함하여 명명된 ‘V-Project’는 Value

2011년

2012년

2013년

30.2조 원

31.9조 원

31.1조 원

Chain상의 생산본부, Supply & Trading 본부, 경영기획실
이 참여하여 2013년에만 약 40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고도화시설 최적 운영’ 이외에도 ‘에너지/유틸
리티 효율화’와 ‘석유화학 최적화’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
습니다.

탄소섬유 LFT 상용화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수지를 말합니다. 탄소섬유에 다양한 플라

근원적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발굴과 끊임없는 혁신,

이슈의 영향이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천 톤의 탄소섬유 LFT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LFT란 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의 약자로

GS칼텍스의 사업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GS칼텍스는
효율적인 R&D 활동 등은 GS칼텍스만의 차별적 경쟁우위 요소가 될 것 입니다.

현재 진천 공장과 진주 공장, 중국 쑤저우 공장 등에 연간 1만2

주요 개선 과제 개요 및 재무적 성과

스틱 수지와 첨가제를 배합하고 GS칼텍스만의 독자적인 LFT 가

단위 : 십억 원

개선 영역

구분

공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강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나고, 부품 변형
가능성은 최소화하여 기존 강철 소재보다 무게는 50% 가볍고,
강성은 동등하거나 약간 더 강한 수준의 신소재 입니다.

고도화시설 최적운영

1) Crude 사용 경쟁력 강화

(Scope I)

2) 공정운전 최적화

2014년

실적

(추정)

64.2

136.4

-

45.5

64.2

181.9

3) 제품 수입/판매 최적화

GS칼텍스 폴리머기술개발팀은 2012년 말 자동차 경량화를 위

에너지/유틸리티

1) 저렴한 에너지원 사용 증대

한 부품용 탄소섬유복합소재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 양산적

효율화

2) 에너지 사용량 절감

용에 성공, 기아차의 일부 모델에 상용화 하였습니다. 또한 북

(Scope II)

3) 수소 생산 / 스팀 회수
최적화

미 전기차 업체들과도 탄소섬유 LFT소재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
니다.

2013년

Total

협력업체

고객

임직원
NGO

자회사

31.1

조

34.6

%

(업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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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 및 지식경영 활동

R&D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GS칼텍스는

R&D 추진 체계

1999년 전사적 혁신 프로그램으로서 6시그마를 도입하였고,

GS칼텍스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R&D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

2004년부터는 Learning Organization 구축을 위한 지식경

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연구소는 바이오케미칼, 고부가

영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실행과 변화관리

화 복합소재, 촉매기술, 응용기술, 정유 및 기술지원 등 5개 분야

를 통하여 2013년까지 약 380개의 Champion 과제, 8백 개의

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소재 발굴

BB 과제, 4천 6백여 개의 GB 과제를 실행하였고 23개의 전략

등을 통해 GS칼텍스가 선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CoP(Community of Practice)와 2천여 개의 학습 CoP 활동

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향하며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케미칼 분야
바이오부탄올

재무건전성 확보

GS칼텍스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과 함께 3대 바이오 에
너지로 불리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이자 케미칼인 ‘바이오부탄

Material Asp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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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성과 창출, 인재육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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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최근의 경영환경은 기업에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적인 경쟁

BD/MEK(1,3-Butadiene/Methyl ethyl ketone)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진 피롤리돈을 원료로 고분자 중합

발효 공정을 통하여 얻어진 2,3-BDO를 원료로 촉매 전환

을 통해 제조되며, 섬유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가능

공정을 통해 고부가 케미칼인 1,3-Butadiene과 Methyl

합니다. 특히, 면섬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흡습율이 뛰어나

ethyl ketone(MEK)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며, 기계적 물성 등이 기존 제품과 유사해 고부가 기능성 섬유 및

1,3-Butadiene은 합성고무 제조의 주원료이며, MEK는 산업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등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소재로 2013년

용제 및 유기합성 중간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유래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3-Butadiene, MEK 생산을 위한 촉매 및 공정 기술을 확보

100대 기술과 주역’에 선정되어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인정

하여 2013년 Pilot scale 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고부가화 복합소재 분야

R&D 향후 계획

탄소섬유

GS칼텍스는 바이오케미칼 분야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스케일

GS칼텍스는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피치(Pitch)를 원

업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용화 기술검증 및 상

료로 고부가가치의 탄소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세 사업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플랜트 수출, 기술 라이

있습니다. 현재 활성탄소섬유 제조와 관련된 기반기술을 확보하

선스 판매 사업 및 자체 상업공장 건설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 전주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파일럿규모의 실증연구

또한 바이오케미칼 기술들이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접어들게 될

를 2014년 말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Pitch계 장섬유의

것을 대비하여 바이오매스 원료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위한 전

올’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사업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대외 경영 환경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

2007년 연구를 시작한 이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공정에서

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무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 다양

부터 균주 발효 및 분리 정제 공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세

수율 증대를 통해 원가를 낮춰 PAN계 탄소섬유 대비 가격경쟁

략적 제휴를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오케미칼 및 고부가화 복합소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GS칼텍스는 2013년 초 주요 고도

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목질계 바이오매스

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 분야의 수요시장 확대와 신규 응용처 발굴을 위한 노력도 병

화 시설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

를 원료로 바이오부탄올 생산이 가능한 균주, 전 공정의 통합 및

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단기 사업

최적화를 통한 획기적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은 GS칼텍스 바이오

계획을 고려한 차입, 운용 전략 수립을 통해 적정 현금 및 차입금

부탄올 기술이 가진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GS칼텍스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차입

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4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4

금 만기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Credit Line을

년 국가로부터 NET* 신기술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위기 대응 능력을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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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현금흐름을 위한 재무전략 이행

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
바이오 나일론

하여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아

GS칼텍스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필요에 발맞추어 바이오 나일론

갈 것입니다.

소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 나일론은 옥수수, 사탕수수

바이오부탄올 균주실험

제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미생물 발효를 이용하여 2,3-Butanediol

시설투자금액
단위 : 백만 원

(2,3-BDO)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3-

2011년

2012년

2013년

BDO는 보습, 방부 특성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식물생장촉진

631,137

964,108

511,089

기능을 이용한 친환경 작물보호제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결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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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DO(2,3-Butanediol)

빙방지제, 열 전달매체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케미칼로

Pilot scale 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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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2013년 GS칼텍스는 균주 및 생산 공정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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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은 타 산업 또는 기계의 연료 및 기본소재가 되는 만큼 높은 품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시장상황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GS칼텍스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및 충전소 가맹점주를 회사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동반성장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영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영향이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노동조합

지역사회

*위의 자료에 언급된 수치는 2013년 12월 기준입니다

주요성과

업계최초 CCM
(소비자중심경영)
3회 연속 재인증

국가고객만족도(NCSI)
5년연속 1위

3

1

협력업체

고객

임직원
NGO

자회사

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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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고객에게 신뢰 받는 제품과 서비스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

고객가치 제고 추진 프로세스

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고객가치를 기업경영의 주요전략으로 공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표해온 GS칼텍스는 2006년부터 이를 보다 강화하고자 관련 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소비자

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견(VOC)을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완
벽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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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한

철저히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품질경영을 통한 비전 달성
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전 제

서비스 품질관리

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은 ‘Value No.1 Energy &

GS칼텍스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

Chemical Partner’ 비전달성의 기본입니다.

스 전략수립, 현장교육, 평가와 포상, 현장실행력 강화라는 선순
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친절, 청결 등 기본에

고객가치 제고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6단계 서비스매뉴얼을 제작, 주유소

소비자중심경영

체인 경영위원회와 통합하여 보고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 소비자 권익 증진

화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정유업계 단독으로 연속 3회 재
내부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CCM 체계 도입 이래 꾸준한
사후구제체계

평가 및 개선

VOC 기반

품질/서비스

CCM 시스템,

소비자

운영실적평가,

전략수립

관리 및 관련

CSC 운영,

불만처리/

VOC 공유,

교육 등

VOC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제반 프로세스
개선

VOC 관리 및 개선을 이루어낸 결과를 인정받아 성과관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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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2013년 CCM위원회를 회사 주요 의사결정 회의

사전예방체계

점검활동은 연간 약 7천여 회에 달합니다.

GS칼텍스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수립

충전소 운영과실로 인한 법적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고객서비스센터(CSC) 운영
에 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고객상담 통합채널인 CSC
(Customer Service Center)는 경쟁사 대비 높은 만족도를
위해 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 및 제품 품질과

소비자중심경영(CCM) 실천

기타 고객 문의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06년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하여 2010년 7월

또한 정기적인 고객불만처리 관련지표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관

정유업계 최초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련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이

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종합에너지서비스 리더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

운영인 온라인사이트 및 모바일, 주유소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의 요구 및 기대를 충족하고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제공하여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의 선도적 위상을 이루어 나간다.

스타서비스팀 운영
GS칼텍스만의 스타서비스팀은 1천 2백여 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비스 매뉴얼의 체화 교육, 고객 목소리 청취, 현장 사원 격려
등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암기하는 교

•이를 위하여 BS EN ISO 9001과 KSA 9001/QS9000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 인증기관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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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GS칼텍스의 품질경영방침

고 이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한다.

육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얻어진 지식을 대화
를 통해 직접 전달함으로써 높은 교육 효과와 함께 실제 고객들
이 느끼는 가치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품 품질관리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GS칼텍스는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2007년 7월, 업

GS칼텍스의 서비스평가는 모니터요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평가

계 최초로 현장에서 직접 가짜석유제품 및 품질 저하를 판별할

하는 방문평가와 주유고객이 직접 마케팅사이트(www.kixx.

수 있는 ‘Kixx 품질서비스 차량’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Kixx

co.kr)에서 참여하는 인터넷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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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서비스 차량’은 전국 GS칼텍스 주유소를 방문하여 품질검사

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사업장과 우수 사업장 및 영업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및 경영 노하우 등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조직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서비스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활동 범위를 확

사업장과 하위 사업장의 후속교육 및 고객만족 활동의 자료로 활

대하여 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LPG 품질서비스 차량’을 추가

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가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정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품질기준이 변동되는 시기에는

유업계 최초로 1993년부터 우수 주유소와 충전소를 선정하는
‘스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객 만족 경영
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사업장을 ‘스타 파트너’로 선정

2014 CCM 인증서 수여식

서비스 교육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하여 시상하고, 우수 사업장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GS칼
Kixx 품질서비스 차량

텍스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GS칼텍스는 현재의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에 대한 점검강화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석유제품 유통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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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GS&CONCERT 2013

생활 속의 기분 좋은 에너지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마케터즈

GS칼텍스는 고객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 고객들이 직

GS칼텍스는 2013년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고객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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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기부활동을 통한 장애인재활협회 후원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그 외 활동과 성과

GS칼텍스는 2013년 10월, GS그룹 통합멤버십인 GS&POINT
회원들을 위한 콘서트 ‘GS&CONCERT 2013’를 개최하였습니

국가고객만족도 5년 연속 1위 달성

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동반대상에 따라 ‘아빠 최고 zone’, ‘가

GS칼텍스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휴카드

족 zone’, ‘커플 zone’, ‘친구 zone’ 등 좌석을 구분해 응모

및 보너스카드의 혜택, 문화마케팅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

를 받아 1020자녀들과 4050부모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팅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GS그룹 계열사와 브랜드가 참

결과, 고객으로부터 ‘만나면 반가운 기분 좋은 주유소’로 인정받

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GS&POINT 대학생 마케터즈 1, 2기를

마케팅사이트(www.kixx.co.kr)의 포인트 기부하기를 통하여

운영하고 ‘2013 GS칼텍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유시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하면, GS칼텍스가 적립포인트 만큼

60명의 대학생 마케터즈 및 약 400여 명의 아이디어 공모전 참

매칭포인트를 추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장애

가자들이 회사의 실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

여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행

으며, NCSI(국가고객만족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주유소 서

인재활협회에 전달되어 장애가정 청소년의 꿈을 지원해주는 ‘두

을 통하여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사는 GS&STREET에 방문한 2만 여 명의 고객과 8천 6백여 명의

비스업 부문 5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객

드림’사업 지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

GS&CONCERT 관객들의 성원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

기대수준이 전년 대비 3점(3.8%) 상승한 82점으로 국내 정유사

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GS&CONCERT’를 전 세대를 아우르

중 가장 높게 나타나 GS칼텍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이 높아

는 차별화된 컨셉의 콘서트로 지속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GS&POINT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수상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앱 대상 수상

GS&POINT가 2014년 6월 ‘201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GS칼텍스는 모바일을 통한 고객의 편리한 포인트생활과 커뮤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GS&POINT는 GS그룹 계열사 및 제

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GS&POINT 모바일앱 서비스를 제

휴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다양한 즐거

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앱으로 고객의 모바일 카드 사용과 가맹

움을 경험할 수 있는 GS그룹 통합멤버십으로서 GS칼텍스, GS

점 찾기, 이벤트 응모 등 쉽고 편리한 포인트 활용을 지원하여,

SHOP, GS25, GS수퍼마켓, GS왓슨스 등 전국 1만 6천여 개

2013년에는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앱’에서 멤버십 부문 대상

의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생활의 즐

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나눔카드를 통한 대한적십자사 기부
GS칼텍스는 2010년 주유소 등 가맹점의 이용실적 포인트를 기
부금으로 자동 적립해주는 ‘GS앤포인트(GS&POINT) 나눔카드’

공모된 주요 아이디어 주제

를 출시하여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S앤포
인트 나눔카드는 GS칼텍스 주유소, 충전소, 오토오아시스 등에
서 주유나 차량 수리를 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금으로 자동

•바이크 족을 위한 특화 주유소
•GS로고 이용 캐릭터 및 활용 광고 제안

금액을 매칭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이들의 생계와 주거환경 및 교육, 문화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충전 I am your Event
GS칼텍스는 주유 고객 대상 이벤트인 ‘I am your Event’를 통

문화스폰서를 통한 혈액암 환우 지원

해 영화, 공연, 독서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여 바쁜 일상

GS칼텍스는 2006년부터 한국혈액암협회의 객석나눔 프로그램

속에서 누리는 여유와 함께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
니다. 특히, 주말 아침 GS칼텍스 전용관에서 브런치세트와 영

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혈액암 환우들을 초대함으로써 정서적 치

화관람을 할 수 있는 ‘I am your Cinema’(舊 씨네마브런치)는

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만의 독특한 문화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10년 넘게 고
객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움’이라는 취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여
행,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 PIMS 인증
GS칼텍스는 2013년 정유사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

GS&CONCERT 2013

증을 받았습니다. GS그룹의 통합포인트 GS&POINT 1천 5백
만 회원과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들은 PIMS 인증을 통해서,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Material Aspec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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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여 맨오브라만차, 스팸어랏 등 최상급 문화공연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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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해주는 멤버십 카드로, GS칼텍스는 고객적립금과 동일한

•도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육교 및 원형 주유소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접 참여하는 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안심하고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S칼텍스는 고객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매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에 대한 관
리적 보호 조치 교육 및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포인트 기부금 전달식

GS&POINT 대학생 마케터즈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고객만족활동 향후 계획
GS칼텍스는 고객만족을 위한 전사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기
‘201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을 수상한 GS&POINT

반을 내실화하고, 고객의견 통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의견
을 회사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의 접
점인 현장에 대한 지원 증대를 통하여 회사의 동반성장 파트너인
주유소, 충전소의 고객만족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GS칼텍
스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여 소비자에
게 변함없이 사랑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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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Material
Aspect 3.

탄소(CO)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자동적,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한
편, 공장 주위의 대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 자

환경경영 활동 강화

동측정망을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GS칼텍스는 1996년 경영활동에 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

질소산화물 배출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저감하기 위해 신설공정은

려하는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한 이래,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강화

물론 기존공장 히터에 Low NOx Burner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

하고 환경경영방침을 제정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며, 2008년 이후부터는 보일러 및 소각로 시설에도 NOx 환원
장치를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사용량 감소를 위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청정연료인 LNG를 도입하는 등 대기오염물

환경경영방침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GS칼텍스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화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을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으
로 하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건전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
히 이행한다.

질의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GS칼텍스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에 동참하기 위
해 환경부 및 전라남도와 함께 2차 광양만권 자발적 환경협약서
를 체결하였습니다. 자발협약의 주요내용은 2016년까지 2008
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를 저감하는 것 입니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제반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으로 국민의 신뢰감을 확보한다.

* RTO :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 VRU : Vapor Recovery Unit

•이러한 환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KSA/ISO 14001에 의한 환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은 법제화 추세를 따르고

Material Aspect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원유 정제 시설은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2012년부터 사전 준비과정으로
GS칼텍스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관리활동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클린주유소 지정 수

정부
투자자

주요성과

노동조합

지역사회

C6H6

협력업체

고객

유해화학물질(벤젠)
저감률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이슈의 영향이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경영 시스템을 구축, 국제적 인증기관에 등록하여 이를 지속적

토양오염 예방 활동

으로 개선하고 환경경영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여수공장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지하
유류배관의 지상화 작업을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차
단하고 있으며, 공장 전 지역에 지하수 감시정을 설치하여 토양

대기오염 예방 활동

및 지하수 오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법적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

2011년부터는 GS칼텍스 직영주유소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수공장의 경우, 전기집진기·스크러버·RTO*·VRU*·NOx

오염 발생시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이중벽

환원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Dust, VOC, 황산

탱크, 이중배관, 누유방지 센서 등을 설치한 클린주유소를 지속적

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 저감에 노력을 기울

으로 확대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내 굴뚝에 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

또한 영업사원과 주유소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올

(CleanSYS)을 설치하여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시설 - Monitoring Pond

주유소 토양오염 예방활동 성과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토양오염 조사 주유소

개소

217

565

259

클린주유소

개소

135

154

147

* 2012년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전수조사년도로 인해 평년대비 조사 주유소 증가

임직원
NGO

자회사

147

개소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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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배출량 약 60%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GS칼텍스는 해

GS칼텍스는 생산공정의 폐수발생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

상 VRU의 안정적 가동과 석산지역 방향족 Tank VRU 설치 및

추어 일일 단위로 폐수발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의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관리 강화를 통해 벤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증류설비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원유정

의 저감 목표량을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이후에도 회사 자체 배

제공정의 탈염기 설비에 재사용하고, 폐수처리장 최종 처리수의

출량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Carbon Filter)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제거능력을

한편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오염피해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내 운영기

확산 방지를 위해 2013년 여수산단 내 업체들과 ‘화학사고 긴급

준을 법적 허용기준의 80%로 유지하고 있으며, 배출농도가 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수질오염 예방 활동

다. 또한, 회사 내 온실가스/에너지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온
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기후변화 정책 대응까지 업무 프로세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체계

에 대한 분업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대응 시스

GS칼텍스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선제적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이행 준비

다양한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 솔로몬 스터디 참여 등 온실가스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다방면에서 선제적 검토

대응 공동방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긴급대응반 편성 및 공동

및 에너지 효율 개선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유업계 최초로 에너지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해외 온실가스배출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경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 수질오염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대응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

경영시스템(ISO 50001)을 인증받았으며, 사내배출권거래제

거래제도 분석, 한계감축비용 추정, 배출량 및 할당량 예측, 사

물질을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니다.

(GS-ETS)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거래 참여 사업장들에 대해

업장별 감축 잠재량 확인, 조직간 역할과 책임 구성 등을 중점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자체 감축활동을 통한 목표달성을 유도하

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주요 부서와 함께 배출권거

였습니다. 수년간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 매커니즘에 대한 임직

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별도의 학습

원의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제도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설 공정이 가동됨에 따라 증가된 오
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포함한 폐수

폐기물 배출량 관리

처리시설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2014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요청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운전 및 정비 작업 시 발생

유해화학물질 관리

된 폐기물이 현장에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수거 처리될 수 있

GS칼텍스는 EHS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

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사용 실적을 매월, 매 분기 별 평가하

또한, 매년 실시되는 대정비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보

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환경부와 체결한 화학물질배출저

관방법, 처리 가이드 제공 및 협력사 환경관리 교육을 통하여 발
생시부터 적절하게 분리 보관 및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

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으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과 새로운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인 SMART 프로그램

슬러지(폐유)를 시멘트 소성 연료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며, 전

(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이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는 전문업체를 통해 금속 추출을 통한 자

Risk reduction Target)을 체결하였습니다. SMART 프로

원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램은 벤젠과 1, 3부타디엔에 대해 2009년 배출량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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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여 2010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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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개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

구매가능
판매가능

Plan

Do

Check

•에너지 감축

•에너지 감축

•에너지 효율화

기회 검토

시설 투자

지수* 관리

•에너지경영

•사내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예측

시스템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 및

거래제도

Action

•에너지 비용
절감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화학물질 배출저감 SMART프로그램 협약서

배출량 확보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배출
허용량

A기업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할당량 < 배출량

에너지 관리 활동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GS칼텍스는 자체적인 공정 개선 활동 이외에도 전문 에너지 컨
설팅 업체들과 에너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 에너지 효율화 지수 : EII(Energy Intensity Index)
전 세계 정유공장 개별 공정의 에너지 사용 효율 비교를 위해 미국
솔로몬사에서 개발한 지수. 솔로몬사 통계에 기반한 공정별 단위
처리량 또는 단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대비 실제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 양을 표현함으로써 각 공정의 효율화 정도를 산정,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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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잉여
배출량
배출
허용량

•조기감축

대응

LDAR 측정

초과
배출량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통해 열교환망을 개선하여 연료 사
용량을 절감하고, 낮은 효율로 운전되고 있는 가열로 설비 등 공
정 내 에너지 사용 취약 포인트를 발굴하여 설계 변경 및 설비 투
자를 실행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단위 처리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
문에 EII 지수는 낮아지게 됨.

에너지 사용현황 관리 강화
GS칼텍스는 여수공장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인 ‘에너지포탈’
을 운영하며 공장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실적 관리, 공정 별 에

온실가스 관리 활동

너지 사용 현황 및 에너지 손실관리를 일일 단위로 수행하고 있

내부관리 체계 강화

습니다. 또한, 담당자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Daily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물론 2015년

Energy Report 발행을 통해, 손실 에너지의 즉각적인 조치와

에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온실가스/에너

피드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기술, 에너지 전담

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및 계측기에 대한 MRV(Measure,

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정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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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제품

일상 에너지 개선 활동 강화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여수공장 절전을 위해 변전실과 같이 사람의 출입이 적은 시설에
는 자동 점멸이 가능한 절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고효율 발

고효율, 고품질 제품 추구

광다이오드(LED) 조명 적용 포인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효율적

GS칼텍스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품질 친환경 제품

인 전력 사용을 위해 시간대 조절이 가능한 설비는 전력 피크타

개발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휘

임(오전 10~11시, 오후 2~5시)을 피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발유, 등유, 경유 제품은 황분을 제거하기 위해 고도의 정제과정

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절전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자가

을 거친 제품으로 국내 품질기준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최고수준

발전기를 가동하여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수전 전기를 대체하고

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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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spect 4.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Auto-oil
산업단지 Integration 사업 진행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및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

GS칼텍스는 자체 혁신활동 이외에도 여수 산업단지 네트워킹의

는 자동차 연료규격을 연구하고 있으며, 차세대 청정연료인 바이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 공장들의 원료, 부

오부탄올 연구 등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산물, 유틸리티 등을 한 회사처럼 연결하여 단지 전체와 각 공장

니다.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의 효율 및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부생 잉여 수소와 스팀의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 활동

고품질 휘발유

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휘발유 대비 엔진청정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으
로서, 엔진출력을 극대화하고 이상연소를 억제하여 소음과 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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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Integration 사업 개념도

을 방지하고 연비를 향상시켜 CO2 배출저감에 기여합니다.

대기방출

초저유황 경유
스팀공급

GS칼텍스의 초저유황 경유 제품은 클린디젤 차량에 적합한 환

폐열회수
스팀생산
스팀생산 감소
연료사용량 감소

폐열발생

스팀사용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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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사 A

경친화적 연료로, 고도의 탈황시설을 통해 황함량을 10ppm이

석유화학산업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많은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산, 저장, 수송 및 사용과 폐기

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함량 이외에도 세탄가, 윤활성, 다고

등 전 과정에서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석유화학산업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리 방향족 함량, 밀도 모두 국내외 최고수준의 품질기준을 만족하
GS칼텍스

고 있으며 식물로부터 제조된 바이오디젤 연료를 혼합 생산하여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O2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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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 향후 계획

등유

2014년은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과 함께 2015년부터 3년간의

등유는 실내외 난방, 취사 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연소 시 유

배출권 할당량, 할당계획이 공개됩니다. 또한 각 기업별로 필요한

해가스 발생량을 줄여 냄새나 눈매움이 없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배출권을 정부에 신청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배출권 거

특유의 역한 냄새가 적어 실내 보관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

래제도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GS칼텍

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 등유제품은 황함량 법적 품질기준의

스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적 이행 방안 등을

1/10수준인 10ppm이하로 생산하여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전반에 있

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슈의 영향이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성과

연간 비상훈련 횟수
주주 및
투자자

어서 정부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지, 할당방법은 공정한지 등을

TRIR(재해율)

정부
노동조합

중점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업체

고객

임직원
NGO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자회사

50

회 이상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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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화 확산

효율적인 소방조직 유지·관리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한 잠재 위험 발굴

최근 국내외 석유화학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

여수공장에서 취급하는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물질들

석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서 잠재위험을 발굴하는 위험

은 인화성물질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화재사고에 대한 만전

성평가는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단시간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

GS칼텍스는 신규공정 건설, 설비 변경, 중요 작업 과정에서 위

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GS칼텍스는 4개의 교대조별

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토록 규정화하여 설비결함과 휴먼 에러

로 47명씩 총 188명의 1선 비상요원과 100명의 일근사원이 2

(Human Error)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 비상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기별 소방훈련과

한 업계 최초로 Bow-tie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 적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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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F를 통한 배려의 안전문화 육성
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GS칼텍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

GS칼텍스는 1996년부터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안전보건경영

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문화 프로그램인 IIF(Injury Incident

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EHS&Q통합관리시스템

Free)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IIF는 근로자, 감독자, 관

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

리자 별로 안전활동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로도 Safety First Leadership을 강화하고 정직하고 자율적인

직책별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과 실행 방법을 전달하였으며 사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Facilitator를 양성하여 현장 안전문화 창조의 촉매 및 전도사 역

가상으로 설정된 비상상황을 통보받고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

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로 2013년 고용노동부 위

겠습니다.

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그대로 퇴근하자’라는 구체

는 실습훈련을 연간 16차례 실시하면서 실제 상황 발생에 철저

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업계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

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안전 전문 컨설팅업체인 JMJ가 한 해 동안 IIF 문화를 가
장 잘 실천하며 우수한 안전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 및 조직을 선

안전보건방침

정하는 제1회 Korea IIF Success Award 에서 대상을 수상하

•GS칼텍스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안전보건경영을

였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비상대응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력 향상

사업장을 추구한다.

GS칼텍스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해 생
산, 운반,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저장시설에서는 매년 약 50회 이상

한다.

의 자체 비상대응훈련과 매년 1회 이상 소방서, 경찰서, 해경 등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설계, 정비, 운전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향상

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일반 주민

최소화하여 고도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이룩한다.

GS칼텍스는 1998년부터 사업장 임직원의 안전환경의식을 향

법에 비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하고 안전환경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안전환
경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EHS

신규 프로젝트 건설 중, 가동 전 안전진단

Performance 목표 달성에 노력한 협력사를 선정하여 격려함

GS칼텍스는 건설 중에 생긴 작은 문제가 향후 대형사고를 불러

으로써 동반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 환경, 설비 관련 전문가로 구

요인을 찾아내는 안전진단 프로세스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건설 중, 가동 전 안전진단 프로세스 시
행 이후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재해율이 대폭 감소했으며 타 사

석 기법으로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사태 발생시 숙지해야 할 ‘주민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GS칼텍스는 장치 별 부식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관 유체 흐름의 소음과 회전체의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산정하고, 점검주기를 설정하여

소음 등 소음이 발생하는 패턴을 건설 이전 3D 시뮬레이션으로

부식에 취약한 구간을 100%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예측한 후 소음벽, 진동패드 등 흡음성이 강한 인슐레이션을 적

휴대용 X-Ray장비, 특수 초음파 장비 등을 구입하고 진단하여

용하고 배관 Lagging 처리를 시행하여 소음을 제어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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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장의 장치는 화재, 폭발, 누출 시 인명피해 및 환경사

잔여 수명을 예측하는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취약구간이 발생

다. GS칼텍스의 이러한 노력은 VGOFCC 건설기간 중 6백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시 달성 및 진주공장 무재해 준공 등으로 그 성과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Living IIF in Action

Coaching
g IIF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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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안전을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

감독자

을 때의 정상사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기법. 다른 위험성평가 기

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3D 모델링 분

IIF의 직책별 역할

근로자

안전환경경진대회 개최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식 취약설비 진단

들이 거주하는 사업장은 주민센터, 119안전센터, 주민자치위원
회 등과 협조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설명하고, 비상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보건의 위험을

* Bow-tie 위험성평가 기법 :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그 위험요인이 발현되었

성된 안전진단팀이 신규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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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제반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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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경영

비상대응훈련

2013년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 안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시

관리자

Leading IIF in Action
- 안전을 위한 조직 행동 지도와 문화 형성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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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훈련장 준공

안전관리 향후 계획

GS칼텍스는 2013년 10월 여수공장 임직원 및 협력사 작업자들

GS칼텍스는 CSO(Chief Safety Officer)를 중심으로 Safety

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훈련장을 구축했습니다. 여수공장

Leadership을 선도하는 강력한 안전환경문화를 조성할 것입니

임직원과 협력사 작업자들은 GS칼텍스 제2공장 내 1만 9천㎡

다. 특히 경영위원이 참여하는 안전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매 분

규모의 부지에 24개 실내외 훈련코스, 동영상 강의실, 보호구

기마다 안전환경 이슈사항을 의결하고, 전체 생산운영담당 임원

전시실 등으로 조성된 안전훈련장에서 직접 안전훈련 교육을 받

의 KPI(key Performance Index) 중 30%를 안전환경성과로

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향후 모든 안전교육에 안전훈련장의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생산본부 비상대응팀을 신설하여

훈련코스를 포함하고 철저한 개인 보호구 착용과 작업절차 준수

비상대응기능, 응급구조기능, 소방기능, 방제기능을 강화할 예

등 안전 실천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정이며, 본사에는 안전진단팀을 신설하여, 설비진단, 안전환경

예정입니다.

감사,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인

Material
Aspect 5.

안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안전환경기준 준수
사업장 안전환경감사는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
에, 임직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임직원 가치 제고

안전환경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GS칼텍스는 현장 자체 감사 이외에 본사 주관의 안전환경감사
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와 안전

Material Aspect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보건활동 분야 총 31개 항목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여 그 개
선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협력사의 안전관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과 기술이 성숙한 석유화학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인적자원 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져 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도전은 GS칼텍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GS칼텍스는 구성원들이 높은 가치와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하여 조직과 함께 발전하도록 다양한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GS칼텍스 안전훈련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기회 부여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성과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보상, 신뢰에 기반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행, 그리고 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이슈의 영향이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EAP 제도 만족도
주주 및
투자자

정부

협력업체

고객

임직원
NGO

지예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노동조합

지역사회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주요성과

자회사

EAP

90

%

4.5

명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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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9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직무역량 육성

를 대상으로 하는 장단기 연수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공정 및 재무

인재육성 방향
GS칼텍스는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비

리더십 육성

전달성의 기본자산을 ‘인재’라 여기고 있습니다. ‘신뢰, 유연, 도

GS칼텍스는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성장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

전, 탁월’의 조직가치에 기반하여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자원과

량 및 필요 스킬 향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GS칼텍스만의 인재

한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인 LDC(Leadership Development

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aterial Aspec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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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우수인재

지식에 대한 직무기초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전 임직원에게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
심 직무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만의 차별화된 채용 프로세스
GS칼텍스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08년 민간기업 최초로 입사 과정에 한국사 시험을 도입하였
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프라인 채용설
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회사
에 대한 소개와 채용과 관련한 설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Center)를 통하여 팀장 후보자를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임원

전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을 규명하고, 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를 통

특히 인재육성의 미션을 ‘GS칼텍스의 비전 달성을 견인할 리더

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다면(상사/부하/본인) 리더십 진단 및 피드

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본

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채용설명회는 구직자들의 큰 관

십과 직무 전문성을 겸비한 비즈니스 리더의 육성’으로 설정하

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육성계획인 IDP(Individual

심을 끌었습니다.

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직무역량, 공통역량을 중점으
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코칭/멘토링
임원 및 팀장 직책 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

인재육성 프로그램

외 전문 인력를 통한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GS칼텍스의 교육은 계층별과정, 후보자과정, 그리고 코칭, 멘토

의 리더십,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시니어급

링을 통한 1:1맞춤과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내전문코치를 통한 ‘사내코칭 프로그램’과 1~2년차 신규 임직

구성원의 개인별 직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직무군별 직무 교육

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공통역량 육성

Development Planning)를 따라 사내외 교육, 온오프라인 교
육 등을 개인 별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무식 신입사원 공연

우수인재 육성
GS칼텍스는 우수인재를 미래의 경영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
수인재에 대해 유수의 국내외 대학 MBA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
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Chevron 등 세계적인 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하여 해외 우수 사례를 경험하고 이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Material Aspect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Material Aspect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인재육성 방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임직원 복리후생제도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조직가치

리더십

핵심행동

(Leadership)

Process

Finance

전사공통

직무군별
역량

회사 또는 단위 조직에서 모든 직원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육성

공통 역량
(Foundation Competency)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Job Competency)

(단위 : 억 원, 간접 교육비 제외)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해 임직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만 20세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

2011년

2012년

2013년

72.7

72.8

64.2

시하는 임직원 건강검진의 경우 35세 이상이 되면 종합건강검진
으로 변경되어 정밀검진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또한 임직원의
질병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사에는 의무실, 여수공장에는 부

해당 직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무 특유의
전문적 지식 및 스킬 등을 중점육성

직무 역량

건강관리 제도
연간 교육 투자 비용

임직원 교육

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일반적인 질병 및 상해사
고를 대비하여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지원제도
GS칼텍스는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위해 다
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편안한 휴식

행동
지향성

대인
영향력

의사
소통

창의력

적응력

인재
육성

팀원

팀장이상

을 위해 국내 유명 휴양지에 있는 콘도 이용권을 제공하며, 휴가
시즌에는 제주, 설악, 정선, 천안, 백암 등에서 임직원이 무료로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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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제도 운영
Material Aspect 1.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란 구성원의 고민과

‘지혜롭고 예쁘고 슬기롭게’

어려움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1:1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

– 지예슬 어린이집

는 고충처리 프로그램입니다. GS칼텍스는 전문 외부업체를 통
한 EAP제도를 운영하여 조직생활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 3월 역삼

Material Aspect 2.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하

동 GS타워 인근에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인 ‘지예슬 어린이집’을

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EAP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개원하였습니다.

균형을 도모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백

지상2층, 지하 1층 구조로 연면적 150평에 조성된 지예슬 어린

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대인관계, 자녀양육, 직무갈등, 재정상담

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등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 가족들도 EAP제도를 자유롭게 이용

재 총 11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인당 보육

할 수 있습니다.

아동 4.5명으로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예슬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가정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실제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와 부모들의 지문인식시스템 및 계단 안전문을 설치해 미연의 사

상담서비스 이용현황

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화장실을 갖추는 등 세심

업무관련분야

개인관련분야

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상담

직무스트레스

자녀양육

Material Aspect 3.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경력개발
직무갈등

정신건강
개인성장
대인관계

이용자만족도

90%

Material Aspect 4.
안전체계 강화 및 확산

지예슬 어린이집

GS칼텍스는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마음톡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니즈를
반영한 사회책임 기반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정기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실행 등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aterial Aspect 5.
임직원 가치 제고

마음톡톡 치료아동 수

2,148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명

예울마루 관람객 수

107,145

명

Specia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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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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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한뼘친구 GS칼텍스 마음톡톡

한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울마루는 대규모 문화공간이

에 기여하고자 2007년 3월부터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

등 예울마루의 공간적 특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 예술 체

GS칼텍스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판단

없던 여수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리며 지역주민들의 문화

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가 여수 지역 섬에 있는 초등

험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총 13곳의 학생 19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희망
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13년 3월 대표 사회공헌 사업 ‘마

학교별로 매주 한 차례씩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양광 에너지센터 건립

음톡톡’을 출범하였습니다. 마음톡톡은 전국 13개 지역의 거점

사회복지 지원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낸 사회봉사기금

‘기업-NGO-정부’가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기적

센터에서 인근 어린이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

GS칼텍스는 2008년부터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여수시 연

을 재원으로 하여, 2006년부터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학교의 저

캄보디아는 전 국민의 80%가 중앙 전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편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집중심리치

등동에서 노인 무료급식소인 ‘GS칼텍스 사랑나눔터’를 운영하고

녁 급식비를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학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등 지

농촌지역 가정 10곳 중 9곳이 작은 등유램프나 차량배터리에 의

유 캠프를 실시하여 연간 총 2,148명의 어린이들에게 힐링의 시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50여 명의 어르신

역 학교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낸 금액

지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를 해결하기

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마음톡톡은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께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나눔터는 GS칼텍스 사원부

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해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단법인 굿네이버

서 겪고 있는 또래관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통합예술집단치료 프

인회 및 퇴직사우회와 지역의 여성 봉사단체 17곳 총 400여 명

스와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

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미술, 연극, 무용동작 등 각 매체별 국

이 교대로 봉사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의 누적

GS칼텍스 사회봉사단

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매체통합을 시도하고 치료사를 직

급식인원수는 441,454식에 달하며, 연인원 22,167명이 봉사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에게 사랑

임직원 봉사단을 조직하여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회사

접 교육하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지역 복지시설 지원,

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력 사업장이 위치한 여수를 중심

연구진의 참여로 태양광 랜턴을 개발하여 바탐방 지역의 저소득

쳐 선발된 예술치료사들은 매주 1회씩 교육을 받아 치료수준을

복지시설과 소외이웃 한가위 사랑의 온정나누기 물품 기부, 독거

으로 ‘GS칼텍스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

층 가정에 보급 하고 2013년 8월 태양광 에너지 센터를 완공하

높였으며, 거점센터로 협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굿네이버스의

노인 가정 집고쳐주기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여수공장 내에는 총 38개의 봉사대가 조직되어,

는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

노력으로 시행 첫해 전국단위의 안정적 아동심리치유 프로세스

특히 GS칼텍스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전기 수리·보일러 수리·영정사진 촬영 등 재능기부 활동, 독

지 센터는 제품 생산 및 판매 기지 역할을 비롯하여 지역 일자리

를 정착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톡톡을 경험한

도서·벽지 마을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하절기 관광객

거노인 반찬 배달, 노인급식소 배식과 청소, 장애인 체험활동 지

창출, 태양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주민 교육을 통한 태양광 에

어린이들의 사전 사후 효과 조사 결과, 자존감과 대인관계 지표

유치를 위한 섬마을 하계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지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향상되고 우울감과 공격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6,850명이 하계캠프를 통해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GS칼텍스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장애아동

습니다. 마음톡톡은 시행 첫해 구축된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

이 밖에도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전복 치패 방

들을 위한 나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불우이

사회공헌활동 향후 계획

로 어린이 심리치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류, 섬마을 행사 지원, 섬마을 노인 효도관광 등 활발한 도서마

웃의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등의 소원을 이루

GS칼텍스는 실질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 확산과 지속가능

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주는 맞춤형 봉사활동인 ‘연말 소원성취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

한 사회공헌 사업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대

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 사회공헌사업인 마음톡톡의 시행 첫해 안정화된 운영을 기반

예울마루

너지 개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12년

예울마루는 GS칼텍스가 2007년부터 총 1,100억여 원을 투자

장학·교육 사업

하여 여수에 개관한 문화예술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GS칼텍스는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역 인재육성을 위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와 환경글쓰기대회

기 치료사 선발 등을 통해 마음톡톡의 저변을 확대해 나아갈 것

및 휴식공간입니다. ‘문화예술의 너울(파도)이 가득 넘치고 전통

해 1996년부터 여수의 중·고·대학생들에게 ‘GS칼텍스 장학

GS칼텍스는 1994년부터 ‘어린이’와 ‘환경’을 테마로 매년 서울과

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치료사 교육, 아동 심리치료 프로세스

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예

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총 325명에게 장학금을

여수에서 각각 환경미술대회와 환경글쓰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

정립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

울마루는 최고급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1,021

수여하는 등 지원 규모는 2013년까지 총 7,283명, 54억 5천

니다. 2013년 5월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환경미술대회는 친환

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캄보디아 태양광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석의 대극장과 302석 규모의 소극장,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가능

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섬 지역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경 에너지를 체험 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 체험관’, 재활용 조형물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랑나눔터, 도서지역 원

을 활용한 포토존 및 소망벽화 등을 함께 진행되었으며, 2013년

어민 교실, 예울마루 운영 등 여수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사

10월 예울마루에서 진행된 환경글쓰기대회는 사진전과 시화전

회공헌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으로 참여 기관 및 학교, 예술치료프로그램의 공모를 진행하고 2

사회공헌체계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마음톡톡 치료사 양성

•마음톡톡센터 지원

전국 사업

기반 활동

캄보디아 태양광 에너지센터 완공

마음톡톡

대표 활동

•어린이교육
•글로벌 에너지 나눔

마음톡톡 캠프

GS칼텍스 사랑나눔터

•예울마루 캠프 운영

지역 사업

재단 사업

•환경보전활동
•장학·교육 사업
•사회복지 지원

•예울마루 조성·운영

기부

•마음톡톡기부

•지정기부

봉사

•개별봉사단

•기획봉사

구성원 참여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GS칼텍스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예울마루 운영 1주년 성과 (2013년 6월 현재)

어디에?

어떻게?
●

왜?

예울마루 조성사업

여수시 중심부에 위치
시민 접근성이 우수

●

GS칼텍스 대표 사회공헌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추진

During

1,000

예울마루 총면적 :

21만여 평

약

(700,000㎡)

1,000일

약

동안

●

총 사업비 : GS칼텍스

93,000명
시공인력 투입

지역사회

1,100억 원 투자

여수 시민

3명 중 1명

예울마루 관람

Appendix

go

●

예울마루 명칭의미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개관 첫해, 전국문예회관 평균 관람객수의 2.7배 관람

●

37회

29회
●

최첨단 문화공간

전시실

3개

소극장

●

대극장

302석

=

●

70회

공연 건수

1,021석

전시 관람객 수

33,209명

공연 관람객 수

73,936명

총 관람객 수

공연 관람객

107,145명

19,509명

29,760명

73,936명

전남 평균

전국문예회관 평균

예울마루

[ 전남 평균 출처 : 2012년 공연예술실태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

GS칼텍스의 문화예술 랜드마크 ‘예울마루’

●

2015년 예울마루
2단계 사업부지 추가 예정

- 재무정보
-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 UN GLOBAL COMPACT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전남 동부권
문화지형
판도를 바꿈

GS칼텍스
사회공헌활동
장소로서 역할

2Step

- GRI G4 INDEX

APPENDIX

APPENDIX

재무정보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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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손익계산서
과목

2013년

2012년

과목

자산

매출액

유동자산

매출원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단기금융자산
재고자산
선급법인세
기타유동자산
유동자산 계

지분법적용투자자산

47,872,746
-46,468,646

판매비와관리비

-840,222

-893,174

영업이익

900,080

510,926

-7,677

-1,953

고객

PIMS(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만족

CCM(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품질

주유소 품질점검

-

-

-

인증

-

-

재인증

-

일

2.6

2.4

1.8

-

우수콜센터

우수콜센터

우수콜센터

톤

203

179

202.6

1,197,077

1,358,141
-1,448,970

594,085

706,087

기타수익

264,890

233,044

10,802,451

10,841,215

기타비용

-371,701

-304,199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527,295

346,989

491,986

계속영업 법인세비용

-153,628

-7,318

NOx

3,937

3,410

4,279.7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373,667

339,671

SOx

9,390

7,113

7,644.8

-

391,753

457

428.1

731,424

CO

581

373,667

VOC 1)

189

189

173

BOD

65.7

66.19

169.28

COD

118.31

118.37

157.13

SS

79.43

80.83

103.22

N-H

3.26

3.63

5.68

Phenol

0.08

0.07

0.52

지정폐기물

22,370

16,927

20,542

일반폐기물

14,130

15,727

19,047

재활용

20,176

18,072

23,744

NaOH

4,880

4,939

6,777

H2SO4

494

460

562

HCl

1,688

1,741

1,734

NH3

40

32

323

PCE

59

61

54

71

150

61.3

219

300

184.6

399,028

33,740

33,708

11,482,845

11,702,914

22,285,296

22,544,129

중단영업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373,667

734,090

-

-2,666

고객불만처리 소요 시간
KSQI(한국능률협회)
환경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동부채
매입채무

3,346,710

2,993,137

단기금융부채

3,763,590

4,102,177

미지급법인세

69,019

98,632

기타유동부채

145,096

162,435

7,324,415

7,356,38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과목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원)

2013년

폐기물 배출량

2012년

373,667

731,424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비유동부채
장기금융부채

5,541,949

5,581,027

확정급여부채

32,057

71,897

이연법인세부채

279,823

294,088

기타비유동부채

97,386

112,758

5,951,215
13,275,630

6,059,770
13,416,151

자본
260,000

260,000

66,270

66,270

-58,926

-58,639

14,193

15,581

8,728,129

8,844,737

9,009,666

9,127,949

-

29

자본총계

9,009,666

9,127,978

부채 및 자본총계

22,285,296

22,544,129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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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품질점검

부채

비지배지분

-

-1,455,374

1,40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금융비용

2,375

이익잉여금

6,523

금융수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39

22

63,856

자본조정

6,413

5,061,025

64,392

자본잉여금

건

364

무형자산

자본금

458.7

5,210,040

지분법손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434.2

825,169

35,658

비유동부채 계

470.3

1,130,636

44,969

유동부채 계

억원

3,585,634

투자부동산

자산총계

R&D 투자비용

3,266,605

300,965

비유동자산 계

R&D

2013

2012

2011

663,278

10,775,339

기타비유동자산

단위

과목

45,659,771

282,860

이연법인세자산

2012년

-43,919,469

10,655,481

유형자산

2013년

600,721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자산

(단위: 백만 원)

보험수리적손익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계

3,168

-16,678

557

-1,559

3,725

-18,237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먼지

7,388

1,173

127

-2,847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6,637

2,248

해외사업환산손익

-2,266

-13,731

VOC

-

55

3.9

계

-1,388

-13,157

토양 오염

6

6

17.7

376,004

700,030

기타

3

80

18.4

376,004

702,696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총포괄이익

환경투자비용 3)

억원

폐수 및 해양 오염
대기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

1)

-2,666

2)

VOC 배출량의 경우 2012년도까지는 해상출하배출량을 제외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3)

환경투자비용의 세부 내역은 아래 참조

작성함(2012년 데이터는 2011년 화학물질배출량의 공개된 자료 중 해상출하

폐수 및 해양 오염 분야 : 1공장 제 2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 등

배출량을 제외한 데이터). 그러나 현재 화학물질배출량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2013

대기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촉매 교체 등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기존의 2011, 2012년도 VOC 배출량을 수정함.

VOC : 방향족 저장 Tank VRU 설치 및 해상출하팀 VRU 시설 개선 등

2011년/2012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자료에 오류가 있어 매년 제출하는 실적보고 자료를

토양오염 : 공장 외곽 지역 배관 재질 등

기준으로 수정함

기타 : RFCC 공정 내 유독물 취급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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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UN GLOBAL COMPACT

48

49

GS칼텍스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개의 보편적인 원칙을 지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매년 이행사항에 대한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UN Global Compact 원칙을
과목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직접 배출량

tCO₂eq

2013

2012

2011

준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6,302,721

6,283,089

6,824,874

1,298,151

1,348,271

1,601,917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간접 배출량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및 관련 활동 추진 현황

(외부구매 스팀, 전력)
에너지 소비량

직접 에너지 소비량

TJ

89,496

87,458

91,937

(구매전력, 스팀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
간접 에너지 소비량

11,158

11,596

구분

원칙

인권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인권 관련 교육 시행

2. 우리는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복지 제도 시행

3.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실질적으로

• 노동조합 운영 및 조합 가입의 자유 보장

TRIR 1)

%

0.06

0.05

0.03

윤리경영 교육 인원

명

-

3,011

3,026

오프라인

-

261

159

온라인

-

16

-

오프라인

-

154

44

시간

102

129

97.2

명

3,233

3,249

3,137

DC

55

101

159

임원

55

52

55

일반직

1,710

1,596

1,534

생산기술직

1,274

1,330

1,357

50

53

53

264

229

185

48

54

41

서울 및 기타

1,782

1,616

1,500

여수

1,619

1,698

1,725

184

297

226

%

5.13

8.22

7.00

억원

565

490

245

협력사 윤리 경영 교육 인원

온라인

임직원 1인당 교육 시간
퇴직연금 가입 인원

고용유형별 임직원 수 2)

DB

지원직
계약, 파견
기타
지역별 임직원 수

퇴직율
사회공헌 투자금액

1)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응급처치 이상의 모든 사고율

2)

2013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인원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노동

인정한다.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6. 우리는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9, 50

• CSR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노동 성과 논의
• 국제노동기구 규정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준수
※ GS칼텍스는 모든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성별에 따른 임금, 평가, 승진 관련 차별 금지
• 온라인을 통해 평등한 채용기회 제공

환경

7.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우리는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 환경경영방침 제정 및 실천

20, 21, 28, 29,

•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

30, 31, 32

• 사내배출권거래제 도입
• 지자체 및 여수산단 업체들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협약 체결

9.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퇴직자 수

10, 39, 40

13,415

(구매전력, 스팀)
사회

활동결과 (보고페이지)

관련활동

• 고효율 제품 개발
• 바이오 케미칼 연구

반부패

10. 우리는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임직원 자율준수서약

10

•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 및 자율준수관리자 역할 강화
• 윤리경영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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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4 INDEX
50

51

일반표준공개

● : Full , ◐: Half, ○ : Not, N/A : Not Applicable

특정표준공개

● : Full , ◐: Half, ○ : Not, N/A : Not Applicable

경제
지표

지표설명

Page

보고율

비고

전략 및 분석
G4-1

지표설명
Generic DMA

CEO 메시지

4~5

●

조직 프로필
G4-3

조직 명칭

6

●

G4-4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

●

G4-5

본사의 위치

6

●

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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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G4-7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

●

G4-8

대상 시장(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6, 7

●

G4-9

보고 조직의 규모

6, 22

●

G4-10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48

●

G4-11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G4-12

보고 조직의 주요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망의 주요 특징

G4-13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G4-14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12

●

G4-15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49

●

G4-16

협회(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49

●

Page

보고율

18
22,46.48

●
●
◐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G4-18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G4-19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에서 확인된 중요성 측면

●
6~7

●

6

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31

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48

EC4

정부의 재정지원

지표

75.65%(가입인원 1,299명 / 가입대상 1,717명)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변화 없음

13~15

●

14

●

내부 보고 경계

18, 23, 28, 33, 37

●

외부 보고 경계

18, 23, 28, 33, 37

●

G4-22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 기술 사유

47

●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2

●

◐
없음

●

지표설명

Page

보고율

Omissions

비고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28

EN3

조직 내부의 에너지 소비량

48

●
●

EN6

에너지 소비 감축량

31~32

◐

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량

32

◐

●
●
●

Omissions

비고

배출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28

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48

EN16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량

EN21

48
31~32

◐

NOx ,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47

●

폐수 및 폐기물

●

G4-21

Generic DMA

28

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47

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47

●
●
●

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30

◐

Generic DMA

28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

47

●
●

Page

보고율

종합
EN31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지표

지표설명

고용

이해관계자 참여
G4-24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3

●

37

●

L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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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G4-2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13

●

L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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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0

◐

G4-2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13

●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G4-27

33,40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13

●

●
●

산업안전보건

보고서 프로필
G4-28

보고 대상 기간

2

●

G4-29

최근 발간 보고서 년도

2

●

G4-30

보고 주기

2

●

G4-31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2

●

G4-32

조직이 선택한 레포팅 기준

2

●

G4-33

제 3자의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2

●

조직의 지배구조

11

●

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L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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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8

◐

LA7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34~36

◐

2006년 이후 매년 보고

Generic DMA

37

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48

●
●

LA10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38~39

◐

제품책임
지표

지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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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10

●

Page

보고율

23~25

●
●
●

Omissions

비고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윤리성 및 청렴성

100%

훈련 및 교육

지배구조

G4-36

비고

에너지

◐

G4-20

G4-34

Omissions

환경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지표
경제성과

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47

위반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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