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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GS칼텍스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로서 환경오염, 기후변화
및 자원·에너지 고갈 등 지구환경적 이슈 대응을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UN Global

BRID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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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 지지와 실천을
천명하여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GS칼텍스가 발간하는
일곱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이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FUTURE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하여
당사의 사업활동에 긴밀히 영향을 주고 받는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소비자, 정부 및 여수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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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특징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거쳐, GS칼텍스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지속가능성 이슈를 위주로 그 활동 성과를
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으로서, 당사의 CSR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해
온 활동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기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최신 보고 기준인 G3.1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고, UN Global Compact의 이행성과 보고는
Advanced Level을 적용하여 보고하였습니다.

GS칼텍스 2011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 기간 및 데이터
보고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최근 3년
간의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성과 데이터는 업무부문별 전산관리
시스템 및 해당 사업본부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2009
년 및 2010년 데이터의 경우 보고기간 중 산출방식상 변화가 없으므로
재사용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발간은 2011년 6월입니다.

보고 경계
보고서는 GS칼텍스 본사 및 여수공장의 경제·사회·환경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의 일부는 저유소, 주유소,
윤활유 공장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고
경계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에너지연구센터 및
자회사관련 운영 성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성과는 한국표준협회의 독립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GRI G3.1 적용수준은 A+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35-9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 GS타워 Tel : 02-2005-1114
555-260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여수공장
Tel : 061-680-2114

GS칼텍스 지속가능경영 체계
GS칼텍스의 지속가능경영은 GSC Way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는 ISO 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으며, Sustainable
Operation, Reliable Energy, Accountable
Engagement, Responsible Marketing의
4대 전략방향으로 구성되어 세부 실행 성과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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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지난

유로존 재정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전이되며 글로벌 경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10년 간 지속가능발전

성장보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GS칼텍스는 대규모 투자를

기업협의회(KBCSD)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사로 활동하며
에너지 효율향상 및

2011년 GS칼텍스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녹색 상생경영을 선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주유소 부문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3

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중질유분해시설이 완전 가동되면서 친환경 경질유 제품의 독보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한 산업계 리더로서의

원유수입액의 83.3%를 해외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S칼텍스는 국내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운데 두 번째로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제4중질유분해시설이 상업 가동하는

국가 경제발전에도

2013년에는 명실상부한 퍼펙트 콤플렉스를 완성하여 더욱 넓어진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국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드높이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 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인 GS에너지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GS칼텍스는 기존 주력
사업인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사업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GS에너지는
에너지전문 사업 지주회사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 사업을 발굴·육성하여 GS
칼텍스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GS칼텍스는 지난 10년 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사로 활동하며
에너지 효율향상 및 녹색 상생경영을 선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산업계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2012

GS칼텍스는 책임감 있는
녹색 에너지 기업으로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청정 에너지 확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기업 및 한국의 그린 리더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여

이와 더불어,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녹색나눔’

가장 사랑 받는 기업,

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를 완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과 ‘지역참여’의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있으며, 2012 여수엑스포에 독립기업관 ‘에너지 필드’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책임감 있는 녹색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여 가장
사랑 받는 기업,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2년 6월
대표이사 회장

허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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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at GS Caltex
2011년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GS칼텍스가 자체 개발한 ISO 26000 수준 진단지표를
활용한 진단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및 ISO 26000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이슈를 선정 및 실행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GSC Way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CSR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며, 매 분기별 1회 CSR 위원회 개최 시
추진활동에 대한 경과를 CEO에게 보고합니다.

CSR 주요 추진 성과

●완료

OUR CHALLENGE
CSR STRATEGY

대응 이슈

OUR RESPONSE

OUR RESPONSE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진행중

OUR COMMITMENT
진행 경과

2012 실행과제

페이지

1. SUSTAINABLE OPERATION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전 영역으로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함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전사적 확대
(구매 / 생산 / 마케팅 / 지원 등)

전 사업장 및 각 Function 별로 원료 구매에서 제품 생산,
판매, 사용 단계의 전 영역에서 저탄소에너지 정책을 실천

사내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협력사/자회사에 대한 인권정책을 명문화
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해야 함

인권 관련 정책(지침)을 명문화하도록 CSR 위원회에서
결정(2011.02)

UN 인권 선언 및 인권 책임 규범(안) 등 국제규범을 근거로
개정 표준(안)을 마련(2011. 6)

안전관련 임직원, 협력사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
(경제·사회·문화권, 시민권 · 정치권)

30

협력업체, 기타 연관조직까지 확대된 고용 및
고용관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 필요

화합의 노사문화 유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2011년 임단협 무분규 타결 및 정년 60세로 연장

주유소, 협력사 등 취약계층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방향 도출

25-27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책임감 있는 제품개발로 환경유해성
감소 노력 필요

제품 환경품질의 경쟁력을 강화

환경품질등급 4~5등급으로 환경부로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 인정 받음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미래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니셔티브 확보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공정운영 Safeguard 구축 및 실행

공정거래 실천 절차서 제정 및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조직 교육강화

Value Chain내 타 조직에 대한 사회 책임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협력사 CSR 추진지원을 강화하도록 CSR위원회에서
결정(2011.02)

1차-2차 협력사간 거래관행 개선/협력사 윤리경영 교육
협력사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활용과
지역사회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의 공헌 및
지원 활동 필요

커뮤니티 자립성 제고를 위한 공헌 및 지원활동 강화

사회 책임 비전과 전략을 전사 비전체계와
통합하고 임직원 성과에 CSR을 고려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

17-24

Great Work Place

2. RELIABLE ENERGY

GS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자회사를 통한
폐기물 처리사업 확대

-

34

-

37-39

3. ACCOUNTABLE ENGAGEMENT

공정운영

구매·용역 입찰 계약시 사회적 책임관련 요건 강화

41-44

여성 취업교육 지원 등 기존사업 수행/전남대 중화학설비안전
진단센터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지원

지역사회 기술 전수 프로그램 개발

45-49

CSR 전략 수립 및 성과 평가

CSR 전략체계 수립 및 1차년도 실행과제 도출

사회책임경영 성과지표 체계 수립

이해관계자의 주요이슈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필요

CSR 관련 Stakeholder 참여·프로세스 구축 및 확대

보고 이슈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구축 완료

이해관계자 참여 통합관리 책임과 권한 부여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홍보 부족

사회적 책임 활동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의 통합적 관리방안 모색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속가능소비 촉진

제품·서비스 관련 소비자(End-User)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 (End-User) 대상
프로그램 운영

주유소·충전소 현장 녹색 드라이빙 캠페인 활동 실시
GS칼텍스 보증제 강화(정품연료사용)

지속가능한 소비캠페인

51-52

소비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필요

저탄소 녹색 소비 캠페인 실시

주유사원 현장 에코 캠페인(684개 주유소) 실시

성공사례 구축

53-55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Stakeholder
식별 및 참여강화

14-15

4. RESPONSIBL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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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칼텍스 주요성과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 Social Performance

GS칼텍스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환경, 사회분야에 걸쳐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GS칼텍스의 환경 및 사회성과는 CSR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차년도 보고서를 통하여 글로벌

미치는 이슈와 성과들을 경영진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No.3 HOU VRHCR을 완전 가동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준의 새로운 성과지표 체계를 적용하여 성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략방향

전략과제

항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년)

매출액

수출액

No.4 HOU 투자액

신용등급 / 회사채

클린주유소 지정 수(개)

Heavy Oil Upgrading

48

30.2

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톤/년)

+

1.1

조

AA

조

2009
당기순이익

매출액

3%

3%

862,315
35,315,777

2011

유동자산

9,340,284

10,413,150

12,952,90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101,202

760,976

374,593

11,798,955

12,432,839

12,585,658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4%

7,620,466

비유동부채

9,080,422

6,227,541

5,691,650

영업비용 (임금 및 복지 포함)

세금

44,819,006

국내 회사채

33,155,096
26,031,731
738,842
447,513

국내 기업어음

302,189

2009

114,026
해외

2010

2011

환경투자금액(억원)

2,001

1,014

299

온실가스 총 배출량(천Tco2eq)

6,101

6,492

7,581

- 직접배출량

5,301

5,490

6,308

- 간접배출량

799

1,002

1,273

임직원수(명)

- 비정규직

해외장기채권

평가일

여수공장 안전보건 교육(h/명)

2010
10,041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1

0
10

20.7

28.7,

28.7

1,198(68)

1,186(69)

1,235(68)

3,100

3,147

3,205

397

251

223

47

128

179

350

123

44

149(4.59)

150(4.55)

184(5.42)

20

20

20

0.12

0.04

0.06

5,410

24,620

11,800

21.5/1829

21.5/1342

21.5/1387

남성 구성원 비율(%)

88.1

88.5

88.3

AA+

2011-11-04

여성 구성원 비율(%)

11.9

11.5

11.7

한국기업평가

AA+

2011-05-16

장애인 취약계층 채용
인당 교육시간(시)

한국신용정보

A1

2011-11-04

한국신용평가

A1

2011-11-04

한국기업평가

A1

2011-12-28

S&P

BBB

2011-03

Moody's

Baa

2011-05

STRATEGY 2.
RELIABLE
ENERGY

제품·서비스 책임성 강화
미래에너지 리더십확보
공정운영

커뮤니티 참여 및 개발

0.13%
0.11%
0.10%

STRATEGY 4.
RESPONSIBLE
MARKETING

0

0

85

102

57

238

102

248,530

361,431

235,702,775

256,548,013

259,630,029

0.13

0.11

0.10

임직원 윤리교육 실적

-

-

3,337

공정거래 위반 회수(회)

2

1

1

33,605

32,769

56,552

5,937

6,654

6,371

LNG도입량(톤)
원유도입량(배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연도별 지역사회 공헌 금액(백만원)
사회봉사단 참여인원(명)
녹색구매 실적(백만원)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주유소수(비율)
고객 불만처리 소요시간(시)

소비자 권리 보호

0
85
62,634

-Express 교육 수강인원(충전소)

STRATEGY 3.
ACCOUNTABLE
ENGAGEMENT

2009
4,328

0
10

한국신용평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 %)

3,240

0
10

2011-11-04

지속가능소비 촉진

2010

8,656

AA+

2011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2009

7,616

한국신용정보

국내

361,060

58,880

5,902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이수자수(명)

신용등급

266.8
38,369

유해화학물질 배출량(톤/년)

Great Work Place 구축 TRIR(20만 인시당 발생한 총재해율%)

평가기관

236.1
50,159

3,66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상정 안건 수(건)

자본비용 (이자 배당)

329.1
36,662

16,324

- 정규직

2011 국내 / 해외 신용 등급

123

3,553

퇴직인원(퇴사율)

분배된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14,240

119

14,922

노조가입인원(가입률%)

*연결재무제표 기준

12,071

99

3,367

고도화 비율(%)

6,133,755

11,741

11,365

해양오염 방제훈련 회수(회)

10,472,621

2011

폐기물 배출량(톤/년)

오일유출 회수(회)

STRATEGY 1.
SUSTAINABLE
OPERATION

2010

재활용 용수량(톤/일)

3개년간 신규 고용(명)

1,236,011
47,946,262

2011

2010

매출액영업이익률

669,030
27,907,971

2010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 체제 구축

연결재무 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원)

2009

용수사용량(톤/일)

2009

4,639

5,610

10,434

191(72)

238(86)

256(96)

3.3

2.8

2.4

65.6

65.7

65.2

-Express 교육 수강인원(주유소)

1,535

1,685

1919

-Express 교육 수강인원(충전소)

57

238

102

고객 불만처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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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양질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수출확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GSC Way
칼텍스의 비전은 GS칼텍스가 지향하는 GSC Way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GS칼텍스는 비전을 달성하기
GS칼
위해 2012년 1월 1일 GSC Way를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도

GS칼텍스 개요

GS에너지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기존 8본부 1사업단이 2012년

GSC Way수립 배경
GS칼텍스는 회사의 비전과 경영목표(Bridge to the Future)를 촉진하고 미래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적용 할 수 있는 공통적 기반(원칙)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명
설립일자

최고경영층 회의 및 구성원 의견 조사, 내ㆍ외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GSC Way를 수립하였습니다.

GS칼텍스주식회사

1월 1일부로 7본부 1사업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967년 5월 19일
(호남정유주식회사 설립등기)

본부조직

대표 브랜드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
GS타워
본사 소재지

GSC Way

공장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여수공장

조직가치
신뢰 _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믿고 존중한다.
유연 _ 열린 사고와 행동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 운영

싱가포르, 중국, 런던,
인도 현지법인과 지사 운영

직원수

3,205 명

조직구조

7본부 1사업단 (2012년 1월 1일 개편)

탁월 _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최고를 지향한다.

핵심행동
선제행동 _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행한다.
상호협력 _ 대내외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다.
성과창출 _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GSC Way 실천문
우리는 신뢰, 유연, 도전, 탁월을 바탕으로
-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행한다.
- 대내외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다.
-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우리는 GSC Way 실천을 통해 비전을 달성한다.

| 해외 네트워크 |
런던 지사

북경대표처

GS칼텍스 인디아
GS칼텍스(지난)능원유한공사
GS칼텍스(수저우)소료유한공사

GS칼텍스(칭다오)석유유한공사
GS칼텍스(엔타이)능원유한공사
GS칼텍스 체코

GS칼텍스 싱가포르
GS칼텍스(칭다오)능원유한공사
GS칼텍스(랑팡)소료유한공사
아부다비 지사

생산본부

석유화학
사업본부

윤활유
사업본부

정유
영업본부

Supply &
Trading 본부

재무본부

대표
이사
회장

도전 _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하게 시도한다.

경영지원
본부

직보조직

경영기획실

사업단

VGOFCC
사업단

인재개발실

*VGOFCC: Vacuum Gas Oil Fluid
Catalytic Cracking unit
(감압경유 유동상 촉매 분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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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 석유분야 |

| Base Oil 및 윤활유분야 |

| LNG 및 도시가스분야 |

| 신재생에너지분야 |

GS칼텍스는 하루 77만5천 배럴의 정제시설과 21만

2007년부터 본격생산이 시작된 윤활기유는 2011년

GS칼텍스는 2009년 최초로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

GS칼텍스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5천 배럴 규모의 국내 최대 중질유 분해시설을 보유하

기준 일산 2만6천 배럴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

입한 이후 2010년 25만톤, 2011년 36만톤을 직도입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 박막

고 있으며, 전체 석유제품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

니다. 매출의 약 75%를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

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자가소비용 및 신규발전

전지, 다양한 전지소재 등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 관련

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

소 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폐플라스틱·폐촉

이익률이 25%를 상회합니다. 윤활유 분야에서는 하

확대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회사인 해양도

매 등 폐자원 재활용 분야에 진출하여 친환경 녹색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

루 9천배럴 규모의 윤활유 제품과 연간 8천톤 규모의

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회 구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윤활유 완제품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00여개의 주유소와 400
여개의 충전소를 통해 국내석유 수요의 30% 이상을

시장에서 점유율 및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석유화학분야 |

| 전력 및 지역난방분야 |

| 해외자원개발분야 |

| 녹색성장사업분야 |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파라자일렌 등 방향족 제품을 중

GS칼텍스는 자회사인 GS파워와 관계회사인 GSEPS

GS칼텍스는 장기적으로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1일 정제

GS칼텍스는 녹색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여

심으로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등

를 통해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과 난방

능력의 10%까지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 아래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로 수출을 확대해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로

열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GSEPS는 충남 당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인도네

GS칼텍스의 녹색투자는 기존 사업의 그린화 전략과 녹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1년엔 체코에 복합수지 법

진군에 총 100만k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시아 NE Natuna 광구를 포함하여 8개의 광구를 보유하

색 신사업 추진의 두 가지 전략 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

인을 설립하고, 중국 쑤조우에 연산 3만7천톤 규모의

운영하고 있으며, GS파워는 90만kW 규모의 안양·

고 있으며 지주사인 ㈜GS 역시 7개의 광구를 보유하는

습니다. GS칼텍스가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에너지 고효

복합수지 중국 제2공장의 상업가동을 시작하는 등 활

부천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

등 총 15개 광구에 지분참여 형태로 유전개발사업을 진

율화’ 달성이며, 대규모 녹색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 청

발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정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영 혁신 활동

행을 장려하여 6시그마를 넘어서는 전사적인 혁신 문화를 구

2011년 사업부문별 내수 / 수출 비중

2011년 국내 시장 점유율

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017년 매출 100조 달성을 위한
6시그마 경영 혁신 활동

수출

GS칼텍스

내수

타정유사

6시그마 현업 내재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GS칼텍스는 1999년 Sustainable Profit Growth 달성을 위한
전사 통합 혁신 프로그램으로써 6시그마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까지 약 300개의 Champion과제, 800개의 BB

6시그마 수행과제, 재무성과 및 Belt 인증자 수

과제, 3800개의 GB과제를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재무성과
창출, 인재육성,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적
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hampion
과제
GB과제

전사적 혁신문화 구축
2011년에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을 위한 Champion과
제 도전성 심사를 실시하였고, 조직별 창의적 혁신활동의 수

과제 수(개)
재무성과(억 원)
과제 수(개)
재무성과(억 원)
MBB

Belt
BB
인증자 수(명)
GB

2009

2010

2011

50
1,654
464
533

52
708
455
326

52
531
432
317

0
52
214

5
53
432

3
55
35

24%

39%

10%

27.3%

49%
61%

정유 사업

76%
윤활유 사업

90%
방향족 사업

30.9%

22.9%

51%
피피 사업

경질유

휘발유

석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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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GS칼텍스는 1967년 설립 이래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 투명한 경영활동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CSR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상임위원회 운영

Global CSR Initiative

리스크 관리 체계

이사회 내에 경영조정위원회 (Accountability Committee),

GS칼텍스는 석유류 제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말까지 ㈜GS와 쉐브론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감사위원회 (Audit Com-

UN Global Compact(UNGC) 참여

리스크 관리 위원회

mittee), LNG 도입관리위원회 (LNG Procurement Manage-

GS칼텍스는 2010년 1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UN

GS칼텍스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경제·환경·사회 분

(Chevron)이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다. 2012년

ment Committee) 등 별도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원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

야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 및 석유 가격

1월 1일 부로 ㈜GS의 100% 자회사이며 GS칼텍스의 주식

2011년에는 총 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에서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변동과 관련해 회사가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

Global Standard를 지지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

해 2004년 5월부터 리스크 관리 위원회(Risk Management

이사회 성과 및 이해관계 충돌방지

습니다. 2011년 2월 CSR 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을 명문화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의장인 CEO

이사회 구성원은 GS칼텍스와 ㈜GS, GS에너지 및 쉐브론 각

하도록 결정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와 재무 및 Supply&Trading 관련 임원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

50%를 보유하는 GS에너지의 신규 설립에 따라, 현재 GS에
너지와 쉐브론이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으며, 회사 위험 관리와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을 통해 회사의

이사회 중심의 의사 결정 체제

사의 경영진들로 선임됨에 따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각 사의

1967년 국내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한 GS칼텍스는 이

내부규정에 따르며, 이사회 활동 자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녹색성장산업협의체

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경

없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산

영활동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자격 및 전문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

업계 대화 채널인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의 대표로서 정부와 민

성을 고려하여 각 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추천하고 이를 근거

보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의 결

간기업간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의 녹색성장 전략

로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이사회는 전문지식

의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그 안건에서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10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2011

ISO 26000 이행 수준 제고

년에는 총 7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친환경 등유 제조 프

주니어 보드(Junior Board)

GS칼텍스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ISO 26000에 선제적으로

로젝트, 2011년 마케팅 전략 및 2012년 사업계획 등 주요 사

GS칼텍스는 1993년 10월 부터 과장급 이하 직원 중 별도의

대응하고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업들 보다 한발 앞

안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 및 선발을 통하여 패기 있고 역량 있는 직원들로 구성

서 2010년 6월 ISO 26000 대응 Task Force를 구성하여 ISO

된 ‘주니어보드(Junior Board)’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000 기반 CSR 수준 진단 지표 개발, CSR 전략체계 수립

이사회 구성 (2012년 5월 1일 기준)

주니어보드는 회사 발전을 위한 임직원들의 대표기구이자, 다

및 대응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과제들은 인권ㆍ환

성명

양한 의견을 CEO에게 전달하는 하의상달의 커뮤니케이션 채

경ㆍ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ISO 26000 7대 핵심주제에 대

널입니다. 2012년 6월 현재 37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19년동

한 이행수준 개선 활동이며,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안 132건의 의견이 제안되었고, 그 중 약 70%가 회사의 경영

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직책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서경석

(주)GS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부회장, 정유영업본부장 / 경영지원본부장

나완배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전상호

사장, 생산본부장

R. C. Krogmeier

Vice President, Chevron International Products

P. V. Bennett

Vice President and Treasurer, Chevron Corporation

하였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의장인 CEO

C. R. Anderson

Vice President, Chevron Manufacturing

및 본부장급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

Vice President, Chevron Gas and Midstream

R. D. Edwards

Country Chairman, Chevron Korea

GS칼텍스의 통합적 리스크 관리
경제분야 리스크

사회분야 리스크

환경분야 리스크

Risk Management
Committee

CSR
Committee

환경안전협의회

국제유가 및 외환부문
등 가격관련 사업
리스크 관리

인권, 노동, 소비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성과를 관리

EHS 정책 및 전략
실행기구

선제적 Risk 관리 및 전략적 대응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심할 때에는 Risk를 어떻게 선제

“

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발

생 가능한 모든 Risk에 대하여 사전에 시나리오별 Action

활동에 반영 및 실행되고 있습니다.

Plan을 수립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실행하여 위기를 기회

”

로 활용해 나갑시다.

CSR 위원회

GS칼텍스는 사회공헌 관련 정책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2005년 7월 사회
공헌
공헌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2010년 4
월에
월에는 이를 CSR위원회로 확대 개편

P. J. Blough

GS칼텍스 리스크 관리 체계도

며, CSR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BCSD 및
WBCSD
활동

칼텍스는 지난 2002년 KBCSD(Korea Business
GS칼
Co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발전
발전기업협의회) 발족 이후, 회장사로서 한국 산업
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을 발
휘하
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WBCSD(World Business

2011년에는 총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Co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

해, ISO 26000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환

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로서, 2012년 WBCSD

경·지역사회 이슈 등 CSR 관련 안건들

한국 총회를 유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

을 논의하였습니다.

울이고 있습니다.

- CEO 신년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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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 정의 프로세스
중요 이슈 도출결과
GS칼텍스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 115개의 지속가능성 이슈에서 52개의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중대성 평가를 통해 31개의 최종 보고이슈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룹별 관심 이슈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GS칼텍스는 2010년 도출한 중요 이슈를 검토하고 새로운 이슈를 파악하고자, GRI 내용 정의 규약과 ISO
26000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요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 내용 결정에 활용하였습니다.

1

★ 관심이슈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미디어 분석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책임 관련 4,060개의 기사를 분석하였
습니다. 2011년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에 비해 소비
자 이슈, 환경 및 공정운영 관행 이슈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순위

관련 기업 성과지표 분석
GS칼텍스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성과보고 수준을 국내·외 주
요 정유사의 지표단위 보고 수준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
석결과 GS칼텍스의 보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항목
은 검토 후 적합한 보고 수준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보도된 이슈
•소비자 이슈 : 난방유 가격 등 소비자 지원 이슈
•공정운영 관행 : 윤리경영 확대 및 동반성장 강화
•지역사회 참여 : 기부문화 확산 및 문화재 보호활동
•노동관행 : 고용노동부 선정, ‘일터혁신 우수 대기업’
•환경 : 고유황 중질유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경질유생산

2

Stakeholder Identification and Engagement
이해관계자 식별

2010년 ISO 26000의 기준에 따라
도출된 이해관계자 식별 결과와 동일함

3

CSR 수준 재진단
2010년도에 이어 GS칼텍스가 개발한 ISO 26000 진단지표
에 따라 CSR 이행 수준을 재진단하였습니다. 2011년에 인권
정책·가이드 개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공정거래세이프
가드 도입, 지속 가능한 소비 유도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진단 결과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이해관계자 리서치

GS칼텍스의 9가지 핵심 이해관계자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룹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Materiality Test

Relevance
평가

1, 2단계의 분석·조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슈가 GS칼텍스에 관련이 있는 지 평가
하여 Screening함 (ISO 26000 7.3.2.1)

Significance
평가

Relevant 이슈가 GS칼텍스와 이해관계자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 평가하여 Scoring함
(ISO 26000 7.3.2.1)

Significance to Stakeholders (5점 만점)

중대성 평가 결과

● Trend

● Impact

4.1
10

4.0
2

6

3.9

9
11

3.8

4

8

개인
고객

여수
NGO/
지역주민 이익단체

주주 및
투자자

계열사
자회사

★

순위 2010

보고 페이지

25

3,33-36

3

41

27

17

9

38

2

18

15

20

1

41

5

19-20

8

51-52

17

12,43

16

39

신규

3,10-11

30

3

23

23,52

44

14-15

4

54

21

43-44

36

25

45

44

47

43-44

24

45-49

10

55

1

국제정세 불안정성 증대

★

★

2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 증대

★

★

3

정부 정책의 영향력 증대

★

4

대체에너지원 증가

★

5

환경규제 강화

★

6

환경오염 폐기물 증가

7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8

환경오염방지

9

건강·친환경 사회를 중시하는
소비자 증대

10

고객의 가격 민감도 증대

★

11

자연 자원(화석연료 등)의 고갈

★

12

수출을 통한 수익창출 확대

★

13

경쟁 심화

★

1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15

사회적 책임 인식

★

16

소비자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17

공정경쟁

18

임직원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 증대

19

유통구조 개선 요구 증대

20

빈부격차 심화

21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22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분쟁해결

23

근로조건 질의 공정하고 적절한 고려

★

★

34

31

24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 보장

★

★

33

26-27

25

기업의 영향권 내 사회적 책임 촉진

★

32

44

26

공정 마케팅 활동

22

55

27

경제성과 및 배분

★

31

6

28

고용창출 기회 제공

★

신규

48

29

지역사회의 투자 지원에 대한 노력

★

★

42

46

30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

★

★

39

47,49

31

근로자의 사회적 대화 보장

37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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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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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20

3.7

임직원

정부
주유소
유관기관 법인고객

1

5

7

중요이슈

협력
업체

★

3.6
28

13

3.5
3.4

22 21 16
15 17
25
14
29

31
26

3.3

12
18

23

30
27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Significance to GS칼텍스 (5점 만점)

★
★

★

★

SUSTAINABLE
OPERATION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체제 구축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정부 정책의 영향력 증대

3

환경규제 강화

5

환경오염 폐기물 증가

6

환경오염 방지

8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14

환경투자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방지
등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완료

OUR
CHALLENGE

OUR
RESPONSE

CSR
STRATEGY

대응 이슈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전 영역으로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함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전사적 확대
(구매 / 생산 / 마케팅 /
지원 등)

전 사업장 및 각 Function
별로 제품의 구매에서 생산,
판매, 사용 단계의 전 영역
에서 저탄소에너지 정책을 실천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

Sustainable Operation을
추구합니다.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
체제를 통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행하고, 인간중시
의 경영철학으로 임직원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Great Work Place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SUSTAINABLE
OPERATION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

◆ EHS&Q 통합시스템

정부

Great Work Place → 25

국현수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진행경과

진행중

2012 실행과제

사내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 해양환경 보호

◆ 환경오염 예방
◆ 기후변화 전사적 대응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17

16 / 17

GS칼텍스는 국제적 수준의 선진 경영시스템과

우선순위

GS칼텍스는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체제 구축 →

2011 Sustainability Report

GS칼텍스의 약속

정유시장의 온실가스 규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GS칼텍스는 정유사로서 온실가스 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정유시장의 판도를 가를 수 있

감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가시적

을 만큼 큰 규제입니다. GS칼텍스는 그동안 우리나라

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

의 연료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잘 부응해왔고, 선두주

고 있습니다. 2011년 전 사업장 및 각

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생산과

Function 별로 제품의 구매에서 생산,

정은 물론이고 원유채굴,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영과정

판매, 사용 단계의 전 영역에 저탄소

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관련 프로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고, 2012년부터

환경투자금액

임직원수

인당 교육시간

세스를 갖추고 성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유과정

는 사내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

(단위 : 억 원)

(단위 : 명)

(단위 : 시)

에서 발생하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여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299

3,205

102

은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더 중요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체제 구축

SUSTAINABLE OPERATION

18
19
21
23
24

EHS&Q 통합시스템

EHS&Q 통합시스템
환경오염 예방
기후변화 전사적 대응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해양환경 보호

2011 Sustaina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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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예방

EHS&Q 통합정보시스템은 Environment,

GS칼텍스는 대기, 수질, 토양, 화학물질,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제2차 자발적 협약 추진

Health, Safety, Quality 환경·안전·보건·품질을

전 분야에 걸쳐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내부

GS칼텍스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GS칼텍스 고유의 통합 관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산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시스템입니다.

환경오염을 예방·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환경부·전라남도와 함께
제2차 자발적 환경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까지 향후 5년 동
안 200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13%를 저감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EHS&Q 통합시스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대기오염 예방

토양오염 예방

GS칼텍스는 환경·안전·보건·품질 경영을 효율적이고 체계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등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발적 토양오염조사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HS&Q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터 ISO 14001(환경경영 체제에 관한 국제표준) 및 OHSAS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보건·품질 경영의 지

18001(보건 및 안전 경영시스템) 등과 같은 각종 국제규격 인

침이 되는 각각의 방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증을 취득하고 환경·안전·보건·품질을 국제표준에 의거하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 준수

GS칼텍스는 2002년 환경부와 체결한 “토양오염조사 및 복원

격한 운영기준(법적 배출 허용기준의 90%)을 마련하여 준

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준수하여 3년에 한번씩 전 사업장에

수하고 있습니다. 여수공장의 경우, 전기집진기·멀티싸이크

대한 자발적인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이 발견

론·RTO*·VRU**·NOx 환원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될 경우 토양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여 Dust, VOC,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EHS&Q 통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경관
련 제반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관련 법규기
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GS칼텍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자발
적인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운영기준 ▶ GS칼텍스는 법적 배출 허용기준보다 엄

환경·안전·보건·품질 방침 제정
1996년 경영활동에 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

공장 및 저유소 지하 유류배관 지상화

의 배출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공장 및 저유소

* 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의 지하 유류배관의 지상화 작업을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근원

** VRU: Vapor Recovery Unit

경영 방침을 선언한 이래,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환경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 환경·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 시스템 ▶ 공장 내 전체 굴뚝에 굴뚝

안전·보건·품질 방침을 제정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CleanSYS)을 설치하여 먼지·황
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CO) 등의 오염물질 배출
을 자동적·연속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공장 주위의 대기질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공장에는 지하수 감시정을 설치하여
지하수 오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토양오염 예방 설비 강화
주유소의 경우에는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누유방지 센서 등
을 설치한 클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배관 및 탱
크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 질소산화물 배출을 발생단계에서

클린주유소 지정 수

부터 저감하기 위해 신설공정은 물론 기존공장 히터에 Low
NOx Burner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보

품질 방침

안전보건 방침

2010

습니다.

97

21.7%

1. GS칼텍스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1. GS칼텍스는 종합에너지서비스 리더로서 과학적이

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활동 분야에서 지

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을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고 환

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의 요구 및 기

속적인 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기업으

대를 충족하고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로서 건전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를 제공한다.
2. 또한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제공하여 'The Leader

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 정보의 공유를 원

수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으로 국민의 신뢰감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의 선도적 위상

칙으로 한다.

을 확보한다.

을 이루어 나간다.

119

2011

청정연료 LNG 도입 ▶ 청정연료인 LNG도입을 통해 Dust,
1. GS칼텍스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안전보건 경

2.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제반 환경법규를 준

2009

비율*(%)

일러 및 소각로 시설에도 NOx 환원장치를 추가 적용하고 있

환경경영 방침

2.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제반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

개소

26.6%
133

29.7%

* 2011년 말 회사소유 직영주유소 448개소 기준

VOC,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질오염 배출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고도처리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톤/년)

GS칼텍스는 생산공정의 폐수발생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2009

2010

2011

갖추어 일일 단위로 폐수발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폐수

먼지

228

242

203

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증류설비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원
유의 탈염기 설비에 재사용하고 폐수처리장 최종 처리수의 오

3.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설계·정비·운전시 근로자의

3. 이러한 환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KSA/ISO 14001

3. 이를 위하여 BS EN ISO 9001과 KSA 9001/

SOx

6,978

7,125

9,390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 향상

에 의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 국제적 인증기관

QS9000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NOx

4,047

3,981

3,937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보건의 위험을 최

에 등록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경영 방

적 인증기관에 등록하고 이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CO

361

589

581

소화하여 고도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이룩한다.

침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개선할 것을 다짐한다.

VOC

127

134

129

합계

11,741

12,071

14,240

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도처리시설(Carbon Filter)을 설치·
운영하여 오염물질 제거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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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사적 대응

사내 수질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강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01년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GS칼텍스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내 운영기준은 법적 허용 기준

을 기준으로 협약 체결 3년 내(2007년)에 30%, 5년 내(2009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의 50%로 강화하였으며, 배출농도가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년)에 50%의 화학물질 배출량 감축을 협의하고 노출탐지보

에는 환경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함으

수시스템(LDAR) 및 공정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 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있습니다.

20 / 21

(ISO 50001) 인증을 완료하고, 전 Value Chain에
걸쳐 전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단위: 톤/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톤/년)

2009

2010

2011

NaOH

3,923

4,716

5,427

H2SO4

250

440

495

에너지관리 활동

2009

2010

2011

BOD

88.4

67.4

65.7

HCl

1,506

2,187

2,457

GS칼텍스는 에너지효율화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글

COD

159.45

105

118.31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창의적 혁신활동

NH3

176

226

231

로벌 에너지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72.29

59.8

79.43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PCE

47

47

46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8.85

3.9

3.26

보다 저렴한 고품질 제품 공금과 비용절감을 위해 혼신의 힘

합계

5,902

7,616

8,656

Best Practice 발굴 및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국내 동종사

0.1

0.02

0.08

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효율화 및 비용절감은 생산본

및 Chevron 관계 정유사 대비 최고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

329.1

236.1

266.8

부의 최고의 핵심지표이며 이를 위해 1999년 전사 통합 혁신

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Champion과제(임

SS
N-H
Phenol
합계

환경투자

원), BB과제, GB과제를 실행하여 에너지개선 아이템을 발굴

고도화 설비 투자: No. 4 HOU(Heavy Oil Upgrading,

폐기물 배출

제4중질유 분해시설) 프로젝트
폐기물 배출 실명증 운영 및 슬러지 재활용

GS칼텍스는 2010년 10월 최저급 중질 잔사유를 이용하여 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배출실명증(발생팀·수행업
체·처리 요청일·환경담당자의 서명 기록)을 운영하고 있으
며,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기물
을 방치하거나 분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환경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

최고 에너지 효율 달성

가가치가 높은 청정연료인 경질유종을 생산하는 고도화 설비
인 VRHCR 공정의 상업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핵심동력사업인 No.4 HOU(Heavy Oil Upgrading, 제4 중질
유 분해시설) 프로젝트에 약 1조1천억원을 투자해 생산설비
를 확충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 운영

하고 있으며, 지식 제안시스템인 P-Bank (Productivity Bank)

GS칼텍스는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사용 및 개선현황을

를 개설하여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등급에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효율 모니터링시스템, 성과·Loss 모니

따른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에너지 혁신활동을 유도

터링시스템 그리고 가열로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2011년에는 에너지 비용개선 및 에너지절감 아이템
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단가관리시스템
을 추가 개발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
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노력하여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폐유)를 시멘트
No.4 HOU 프로젝트를 통한 생산설비 확충 규모

소성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단위: 톤/년)

하루평균 5만3천배럴

ware Optimization 등의 최적화 활동 Review 및 반기 에너지

Total (EFO BD)

경영시스템 내부심사 경과 검토를 수행하여, 에너지 개선 실

* EFOBD : Equivalent Fuel Oil Barrels per Day

2010

2011

지정(A)

8,677

20,917

22,370

일반(B)

14,960

13,795

14,130

재활용(C)

12,272

19,790

20,176

습니다. 아울러 생산본부 임원 및 팀장 등 전체 관리자 전원

54.4

57.0

53.3

이 참여하는 월간 ‘성과리뷰회의’를 통해 여수공장의 에너지

23,637

34,712

36,500

11,365

14,922

16,324

재활용률(%)
합계
합계(재활용 외)

•친환경 고급휘발유 제조시설(Alkylation) 하루평균 5천배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GS칼텍스는 EHS&Q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사용 실적을 정기적(매월·매분
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환경부와 ‘화학물질 저감

효율화 지수 현황을 포함한 생산본부의 전반적 현황을 리뷰

2009

2010

2011

계

525

167

71

763

대기

1,334

813

219

2,366

VOC

36

4

-

40

GS칼텍스는 경영층의 확고한 의지와 임직원의 실행력을 기반

토양오염

89

14

6

109

으로 에너지효율화를 회사의 기업문화로 내재화하여 지속적

기타

17

17

3

37

이고도 과감한 에너지효율화 절감사업에 투자를 실시하였습

2,001

1,014

299

3,314

니다. 그 결과 2011년 11월 17일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

계

2010

2011

32,967

34,359

38,387

3,871

4,786

(구매전기 207
MW, 구매스팀
758 EFO BD)

36,529

(구매전기 228 (구매전기 276
MW, 구매스팀 MW, 구매스팀
785 EFO BD) 1,054 EFO BD)

38,230

43,173

적과 로드맵 실현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

환경투자 금액 (단위: 억원)

폐수 및 해양오염

2009

3,562

GS칼텍스는 ‘최적화분과’를 통해 격주 에너지효율화, Hard-

2009

•휘발유 탈황시설(Gasoline HDS) 하루평균 2만4천배럴

직접 에너지 소비량 (EFO BD)
- 구매 전력, 스팀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
간접 에너지 소비량
- 구매 전력 사용량 (MW),
구매 스팀 (EFO BD)

에너지개선 협의회 강화

•감압가스오일 유동상 촉매분해시설(VGO FCC)

에너지사용량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통령상 수상

리공단 주관의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단체상 부문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활동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GS칼텍스는 2008년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실가스 산정기준
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이드라인,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GHG Protocol,
ISO 14061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인벤토
리를 구축하였습니다. 2011년 신설된 VRHCR 공정까지 반영
한 IT기반의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보완·확대하여 효과적
인 온실가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온실가스 관
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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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TF운영

온실가스 감축 규제 선제 대응

GS칼텍스는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물 관리 시스템

GS칼텍스는 팀장 중심으로 구성된 ‘기후변화TF’를 통해 에너

GS칼텍스는 2009년부터 사내배출권거래제도(GS-ETS,

폐수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Emission Trading System)를 실시하여 향후 온실가스 배출

용수사용량 (단위: 톤/일)

으로 구성된 ‘녹색성장협의회’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에너지목

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쟁력 높은 에너지 효율화

표관리제 참여 및 사내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정부정책 논의

및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수 공장

및 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해 회사의 중장기적 녹색성장 전략

을 비롯하여 GS파워와 GSEPS 등 총 8개 사업장이 GS-ETS

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대한 경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목표달성 및 거래 실적에 따

영층의 관심과 개선 의지는 자연스럽게 전 직원의 행동으로 이

라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거래시장을 운영하여 총 32,000 톤의 배출권 매매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여수 공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 10건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인정받
아 정부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실적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2011

제1공장

25,823

28,487

28,039

제2공장

10,839

21,672

10,330

Total

36,662

50,159

38,369

재활용용수량 (원유의 탈염기 설비에 사용하는 재사용 용수량) (단위: 톤/일)

GS칼텍스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등의 폐기물
관리 업무를 On-Line 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System화 하
여 팀별 폐기물 발생 실명제 개념을 통한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제1공장
제2공장
Total

5,301

200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사 TF

총배출량 : 6,100

여수공장

GS
칼텍스
본사

을 함유한 폐기물은 금속 성분만을 추출 후 자원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등 재활용율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002
5,490

2010

또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폐유)는 재생연료공장에
서 시멘트 소성연료로 재활용 처리하고, 전이금속(Mo, Ni 등)

799

GS
EPS

2010

를 발행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GS
파워

폐기물 분야

2009

기물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치되는 경우 환경부적합보고서

사무국_GS칼텍스
환경안전기획부문

대표이사
회장

자원이용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된 폐

을 확보하였습니다.

총배출량 : 6,492

수질분야

1,273
2011

6,308

총배출량 : 7,581

* 직접 배출:고정연소에 의한 배출, 공정배출

지속적인 수질오염물질 저감 활동으로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 간접 배출:구매스팀에 의한 배출, 구매 전력에 의한 배출

농도를 배출허용 기준 대비 30% 이하 수준으로 유지·관리

* 2009년, 2010년 배출량은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른 3자 검증된 수치이며,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은 검증기관 검증 중에 있음.

해오고 있습니다. 공공구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폐수처리장 방
류수에 대한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시스템(TMS)을 운영하고
있고, 생태독성 관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생물학적 폐수처리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

미생물의 활성도와 처리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
도 폐수 유입에 따른 미생물 Trouble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유

GS칼텍스는 최근 기후변화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지고, 치솟는 유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에너지
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의 의
미는 단순히 국제적인 인증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GS칼텍스의 지속 성장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맞
게 구축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최고경영층은 에너지 경영방침 천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개선)를 통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Continual Improvement)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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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입 폐수 성상을 6~7분 간격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TOC(Total Organic Carbon) 계측기를 이용하여 발
생 폐수의 성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상황별로 폐수처
리량을 조절하고 고농도 폐수를 분리해 내는 등 폐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물질이 포함된 물(Sour Water)을 재처리 후
에 염분제거용 물(Desalter Feed Water)로 재사용함으로써
폐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수처리 시설

2009

2010

2011

3,367

3,553

3,669

0

0

0

3,367

3,553

3,669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체제 구축

SUSTAINABLE OPERATION

18
19
21
23
24

해양환경 보호

EHS&Q 통합시스템
환경오염 예방
기후변화 전사적 대응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해양환경 보호

2011 Sustainability Report

Great Work Place

GS칼텍스는 환경지킴이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해양 유출사고 예방 훈련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운송 중 해상유출 방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방제 훈련을 통해

GS칼텍스는 제품 및 원자재 운송에 있어 오일유출 등 해양환

해양유출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사고 예방의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고 방제협력사와 함께 전

임직원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 증대

18

담 방제팀을 운영하여 해상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사건 발생

근로조건 질의 공정하고 적절한 고려

23

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 보장

24

고용창출 기회 제공

28

근로자의 사회적 대화 보장

31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보존활동

련을 통해 방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

GS칼텍스는 각 사업장별로 해양환경 및 수산활동 보존에 역

인 방제훈련 및 교육을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사

점을 둔 지역환경 보전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지형숙지 및 장비운영 숙달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

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간 반복훈련을 통하여 대응태세를 구축

여하기 위해 여수 인근 해역에서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 살리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1
년 4월 14일에도 어민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간 방제훈련 및 교육 현황

여수 인근 해역에서 전복 치패 2만 5천미를 방류하는 행사를

GS칼텍스는 국립공원 지역인 여수 오동도 환경정화 봉사대를
조직하여 매월 오동도 해안가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수

방제선
기동 훈련

민관 합동
방제훈련

Virtual 비상
대응 훈련

6회 / 년

2회 / 년

2회 / 년

방제 프로그램 운영 ▶ 방제훈련은 해양 조류를 예측하

와 윤활유공장이 위치한 인천에서도 정기적으로 월미도 쓰레

여 확산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조류 예측 프로그

기 줍기 등 해안가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램, 유출유 확산 예측 프로그램 및 Virtual 비상대응 프로
그램이 함께 가동되어 보다 과학적이고 실전에 가까운

GS칼텍스-UNEP 여수청정바다캠페인
GS칼텍스는 2002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환경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OUR
CHALLENGE
CSR
STRATEGY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및 자회사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Great
Work
Place

협력사/자회사에 대한
인권정책을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인권 관련 정책(지침)을
UN 인권 선언 및 인권 책임
명문화하도록 CSR
규범(안) 등 국제규범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결정(2011.02) 개정 표준(안)을 마련(2011. 6)

협력업체, 기타 연관조직까지
화합의 노사문화 유지 및
확대된 고용 및 고용 관계의
고용 안정성 제고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 필요

SUSTAINABLE
OPERATION

Great Work Place

2011 주요성과

진행경과

2011년 임단협 무분규 타결 및
정년 60세로 연장

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

노동조합

수 청정바다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여름을 맞

김국진
방제훈련

실시간 조류 예측 프로그램

GS칼텍스
노동조합 위원장

2012 실행과제
안전관련 임직원,
협력사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
(경제·사회·문화권,
시민권·정치권)
주유소, 협력사 등
취약계층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방향 도출

◆ 상생의 노사문화
◆ 안전보건
◆ 인권보호
◆ 인적자원 개발

GS칼텍스의 약속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일까지 진행된 ‘2011 여수청정바다캠페인’ 행사에는 총 87명

진행중

OUR
RESPONSE
2011 실행과제

생 환경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25일부터 27

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활성화를 통하여 임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해

대응 이슈

와 함께, 매년 8월 여수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주제로 하는 대학

아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

한편, 복리후생제도 운영,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완료

공장 ‘바다사랑 봉사대’ 를 만들어 공장 인근 마을과 여수 섬지
역 해안가 정화와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유소

GS칼텍스는 직원의 역량제고에 전력을 다하는

우선순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바다사랑 봉사대

임직원은 회사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강도 높은 방제훈련 ▶ GS칼텍스는 강도 높은 자체 방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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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생각하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

GS칼텍스의 경영진은 무엇보다도 노사의

이 바라보는 신뢰의 격차가 심할수록 조직은 발

신뢰관계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

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사가 얼마나 안정적

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노사

으로 상생을 해나가느냐는 회사발전에 있어 매우

는 2011년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하고 정

중요한 요소입니다. 2004년 파업 이후 노사상생

년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

선언을 하고 제2공장도 건설한 점은 노사안정의

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영방침으로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Great Work Place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성원들의 권리를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경

2012년에는 관리 영역을 주유소, 협력사 등

영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노동환경 실태 조
사 및 개선방향 도출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SUSTAINABLE OPERATION

Great Work Place
26
28
30
31

상생의 노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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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문화
안전보건
인권보호
인적자원 개발

GS칼텍스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

까지 회사에 위임하는 등, GS칼텍스는 올해까지 7년 연속 임

계적인 System인 IIF를 노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

달성’이라는 원대한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2005년 12월

금 위임 및 임단협 무분규 타결이라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사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노사합동 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9일 ‘노사화합 선언 및 노사헌장 발표’의 첫걸음을

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외이웃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TFT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9
임원

퇴직연금제도

지원, 지역 장학·교육 사업 등 크고 작은 노사공동의

고용유형별 임직원 수 (단위: 명)

를 구성하고 다양한 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제도를 설계하
여 2010년 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현황

퇴직연금제도는 시행에 앞서 전 구성원 설명회, 퇴직연금 길라

1971년 설립된 노동조합 조직은 현재 본조(여수공장)와 중

잡이 오픈, 퇴직연금 Help Desk의 운영 등 제도에 대한 커뮤

앙지부(저유소 및 윤활유공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니케이션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에 대한 구성원 동의를 구하는

2010

2011

55

53

60

일반직

1,621

1,679

1,677

생산기술직

1,242

1,262

1,273

45

46

49

지원직
계약/파견

114

84

123

기타

22

21

23

합계

3,100

3,147

3,205

2009

2010

2011

47

128

179

*계약/파견: 정년 후 재고용자 포함
*기타: 자문/고문/직영청경/청원경찰 등의 인원이 포함

원은 여수공장과 각 지방 저유소 및 윤활유공장 근무자로 구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전 임직원이 우

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하

선 DB(회사보장)형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가입한 후 2012년

여 3명이며, 3년의 임기로 조합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

부터 개인별 희망에 따라 DC(개인책임)형 제도로 전환할 수

정규직

있도록 지원하고, 총 14개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비정규직

350

123

44

구성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합계

397

251

223

2009

2010

2011

서울&기타

1,559

1,562

1,636

여수

1,537

1,538

1,569

필수유지업무 협약 체결

됩니다.
노조가입인원(명)

● 가입률(%)

GS칼텍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하고
인원도 100%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수유지업무협정

2009
2010
2011

1,198

68%
69%

1,186
1,235

68%

서를 2009년 정유업계 최초로 체결했으며, 이 정신을 바탕으

* 2009년 비정규직: 에너지 인턴십 채용 인원 포함

퇴직인원 및 퇴사율 (단위: 명)

GS칼텍스 노동조합은 2011년에도 임금협약 체결을 회사에
전격적으로 위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회사는 제반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4% 임금인상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
간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2005
년부터 임금교섭을 위임하여 왔고 2009년에는 단체협약 체결

퇴직인원

퇴사율(%)

지역별 임직원 수 (단위: 명)

149
2009

2005년 노사화합 선언을 통해 ‘무분규 사업장 이룩’이라는 노
2011년 7년 연속 임금 위임 및 임단협 무분규 타결

* 퇴사자는 고려되지 않음

기준인원

로 무분규 사업장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
다.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노사는 파업 이후

4.59%

3,249
150

사 공동의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10

노사공동 무재해 사업장 구축 안전활동 전개

2011

매년 대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망재해위험

* 기준 인원 : 연말인원 + 퇴사인원

4.55%

3,297
184

이 높은 5대 위험작업에 대해 노사가 협력하여 예방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
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무사고 무상해 구현을 위한 체

신규 고용창출 (단위: 명)

3,389

5.42%

GS칼텍스 고용현황
회사는 구성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
를 통해 2009년 7월부터 정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재고용 하는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011년 노사문화대상 수상

에는 더 나아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자체를 기존 만 58세에

GS칼텍스 여수공장은 2005년 노사화합 선언 이후 노사헌장의 실천을 통해

서 만 60세로 연장함으로써,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노사 동반성장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왔

적 조직문화 구축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

으며 그 결과 7년 연속 임금위임 및 임단협 무분규 타결, 등 모범적 노사관

습니다.

2011년 대졸신입사원 입문연수 ▶ GS칼텍스는 2011년 상반기 20명, 하반기 55

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
사는 이러한 노사 파트너십을 통

명, 생산기술직 31명 등 106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2011년 12월 19일부터 5

1인당 연평균 초임 (단위: 천 원)

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

주에 걸쳐 ‘2011년 대졸신입사원 입문연수’을 실시했습니다.

2009

2010

2011

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

생산기술직 초임

27,124

29,408

30,584

는 기업을 선정, 인증하는 2011년

일반직 초임

32,074

36,000

38,300

노사문화대상에 공모하여 국무총

*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 각종 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별도 지급

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Great Work Place

SUSTAINAB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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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로서

고 있으며, 재해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초 경영위원

직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를 통해 전사 EHS Performance 목표를 수립·선포하고 있

개인의 행복은 곧 조직과 사회의 행복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임직원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EHS Performance
TRIR *

하고 있으며,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도 안전보건을 의사결정

2009

0.04

0.06

2010

2011

리더(임원, 팀장, 감독자)들이 안전활동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원

책임 있는 무재해 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들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

안전보건경영 실행

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협력사 스스로가 안전보건정책

GS칼텍스는 사업장 EHS 정책 및 전략 설정을 위한 최고의 의

을 마련하고 무재해 활동을 실행하는 인증제도로써, 2011년

사기구로 1999년부터 “환경안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습

에는 3개사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안

니다. 약 20여명의 사업장 안전환경담당 임원이 매 분기마다

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각 협력사는 자발적으로 안전점

참석하여 환경안전 현안 및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검, 위험성 평가,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입 전보다

있으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례에 대한 Best Practice 를

재해율이 50%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협력사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보

20

2011

20

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신 안전기술 및 안전작업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11,800여명의 협력사 임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월
4시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재해율 관리에 있어 Global standard를 도입하
고 선진국 수준의 “EHS Performance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의 개념을 도입,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
체 임직원의 작업시간까지 통합하여 사고건수를 관리하고 있
습니다. GS칼텍스의 재해율은 국내 동종업종은 물론 세계적
인 정유회사(World class)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

21.5 / 1387

67 / 163

69.5 / 141

신입사원 교육 (시간/명)

36시간 / 57명

99시간 / 52명

126시간 / 109명

비상대응 훈련 (시간/명)

22 / 1037

38 / 1065

38 / 1207

GS칼텍스 윤활유공장은 2011년 3월 30일자로, 무재
해 6년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윤활유공장은 협력
사와 함께 전 직원의 기계·공정 결함 개선 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

선도적인 안전문화 조성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모든 작업자가 안전과 함께 생

GS칼텍스는 세계적인 안전 컨설팅사인 JMJ로부터 자문을 받

산성 향상에 집중 노력하였으며, 각 설비 이상시 안전

아 2006년부터 무사고·무상해(IIF: Incident & Injury Free)

하고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된 공정을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IF활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에

확보하여 Clean & Green Factory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한 관심과 배려의 안전문화 프로그램으로써,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IIF 안전 교육, 가이드북 제작·배포

금번 기록 달성은 ‘무재해 10년 사업장 달성’이라는 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기 목표 아래 윤활유 공장의 전 직원이 아차사고 및 안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관찰제도를 통한 사전 위험성 발굴과 철저한 현장 사
전점검 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값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환경안전경진대회

GS칼텍스는 전 임직원의 환경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 환
환경안전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여수공
장, 윤활유공장, 저유소, 기술연구소와 7개 자회사의 87개 팀
이 참여하였으며, 각 팀의 우수사례는 사업장 전체에 공유되
어 안전활동과 설비개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소방 교육과정 시행

GS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비상대응
지휘관(Emergency Commander)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하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이수자수 (단위: 명)

세계적인 EHS Performance 수준 관리

21.5 / 1342

80 / 130

경안전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회”에 참여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

2010

21.5 / 1829

역량 향상교육 (시간/명)

한 자동화 설비의 지속적인 도입 및 소음·조도 개선에

상생의 안전보건

20

GS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비상대응 지휘관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물화재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World Class: Chevron, ExxonMobil, Shell, BP 등

해 인시 달성 및 안전관리감독 철저를 직접 당부하고 있으며,

2009

2011

윤활유공장 무재해 6년 달성

* TRIR(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20만 인시당 발생한 총 재해율

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경영자가 무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상정안건 처리실적 (단위: 건)

2010

0.300

0.12

안전관리 리더십

2009
정기 안전교육(시간/명)

0.356

0.326

최우선의 경영목표 “무재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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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장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현황 (단위: 시간/명)

습니다.

World Class TRIR **

GS칼텍스는 모든 회의시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우선 논의

2011 Sustainability Report

상생의 노사문화
안전보건
인권보호
인적자원 개발

여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09

5,410

실물화재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

2010
2011

24,620
11,800

방방재청 산하 소방관 및 관련 학계 등 연간 200여 명의 외부
인들에게도 회사의 소방교육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소방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공장

윤활유공장 안전결의문

Great Work Place

SUSTAINABLE OPERATION

26
28
30
31

인권보호
인권관련 주요 개정 내용

GS칼텍스는 UN Global Compact의 인권·노동·
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특히

● 인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권

과 인류 공존의 가치를 존중/지지

인권관련 정책을 명문화하여 GS칼텍스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인권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안전보건
인권보호
인적자원 개발

2011 Sustainability Report

인적자원 개발
GS칼텍스의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회사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GS칼텍스는 조직장 후보자급 대상자들의 리더십개발 프로그
램인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LDC)를 운영하고 있

CEO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LDC는 프리젠테이션, 그룹토의, 역할연기 등을 통하

●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국적·사회적 출신·

장애·재산 또는 기타 신분,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음

여 후보자의 개인 별 강점과 보완점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분
석하여 피드백 해주며 보다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체계

● 강제·아동 노동을 강요하거나 전쟁 범죄 등 보편적 인권을

적인 교육적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해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일체의 계약/거래 행위 금지
●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내 관련 법규 및 국제 사회의 규

범/조약 준수

인간중시의 경영철학

GS칼텍스는 인간중시의 경영철학과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
엄성에 따라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
며 학력, 출신지역,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급
여, 교육, 퇴직과 같은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제도에서도 임직
원에 대해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고기
간 중 차별관련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사 및 단체교섭
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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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목표(GSC Way)

대외 교육기부

GS칼텍스는 고유의 인재상으로 신뢰, 유연, 도전, 탁월의 조

GS칼텍스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친화경영 차원에서 사원

직 가치와 선제 행동, 상호 협력, 성과 창출의 핵심 행동으로

부모 초청 프로그램, 자녀 초청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구성된 GSC Way를 수립하여 인재육성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임직원들의 Loyalty와 자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내 어린이집 운영 ▶ GS칼텍스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토대로 채용에서부터 인재육성에 이르기

대학의 화학공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 및 멘토링을

우를 철저히 금지하고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까지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을 ‘비즈니스 리더’

제공하고 있으며 현직 초·중·고 교사들을 위한 6시그마

위해 2011년에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을 50명 수준의 규모

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11년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실시, 과학 영재를 위한 과학 영재 Junior R&D Camp

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연간 인당 약 102시간과 총 214억원의 교육훈련비를 투자하

개최 등 교육 기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출산·

였습니다. 교육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직원 형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임직원들은 자유롭게 휴직을 할 수 있도

별, 성별 교육시간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복리후생제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인당 교육시간(시)

주택마련 지원 서비스

인권정책 명문화
UN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규정 개정 ▶ GS칼텍스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

2009

85

2010

85

2011

여가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
5,000만원 한도, 연1%
사택 : 여수공장
기숙사 : 여수공장

콘도미니엄 지원 : 180여구좌
인재개발원 : 생활관
하계휴양소 : 지리산, 설악산
백암 생활연수원 등
리프레쉬(reflesh)휴가 실시

102

며,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GS칼텍스는 UN 세계인권선언과 UN

인재육성 체계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 인권 책임 규범(안)에 근

GS칼텍스의 인재육성은 계층별 과정, 후보자 과정, 그리고 코

거하여 2011년에 기존의 인사, 구매, 윤리규범 등 총 6

칭·멘토링을 통한 1:1 맞춤과정 등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

다양한 복리후생

개 사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GS칼텍스

다. 또한 모든 구성원의 개인별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직

서비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장
하여 인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까지 포함한 인권규정 교육 ▶ 개정된 규정에는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및 업무관련 인

GS칼텍스 사내 어린이집

무군별 직무교육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그 외 엄격한 기준에 따

성별 구성원 비율 (단위: %)
2009

2010

2011

남성

88.1

88.5

88.3

여성

11.9

11.5

11.7

권에 대한 직원 교육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주
요 내용은 매년 전 임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CCP(Corporate Compliance Program) 온라인 교육에
포함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라 선발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연수 과정이 별도

의료서비스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본인/배우자 전액지원(5만원 초과분)
미성년자녀 (300만원 한도 내)
단체 상해보험 가입
최고 2억원(산재사망시)
종합건강검진 및 부속의원(여수)
건강증진프로그램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GS칼텍스는 우수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영자를
고충처리

GS칼텍스는 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
련한 별도의 고충처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담자
로 하여금 관련 고충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 내
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메일과 유선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외 유수 대학 MBA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에 인턴으로 파견을 하여 해외 우수 Practice를 배우고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들의 경
력 개발을 위해 본부간 직무이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
업영역에서 경험을 쌓고 전사적인 시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 서비스
구성원상담 프로그램(EAP)
자녀학자금 지원 : 중/고/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자녀 수 상관없이)
결혼자금 융자 : 1,000만원 한도
연1%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RELI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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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GS칼텍스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

국제정세 불안정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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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환경성·안정성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료

GS칼텍스는
Reliable Energy생산을
추구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미래 에너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OUR
CHALLENGE

OUR
RESPONSE

CSR
STRATEGY

대응 이슈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책임감 있는 제품개발로
환경유해성 감소 노력 필요

제품 환경품질의
경쟁력을 강화

환경품질등급 4~5등급으로
환경부로부터 최고수준의
품질 인정 받음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RELIABLE ENERGY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 33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진행경과

진행중

2012 실행과제

◆ 지속가능한 제품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 → 37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NGO
이은영
소비자
시민모임 기획처장

품질등급

★★★
★★

LNG 도입량

음극재생산능력

(단위 : 만 톤)

(단위 : 톤)

36

2,000

GS칼텍스의 약속

석유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회사의

한 1차 에너지입니다. 또한 석유는 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재의 성격

원유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예측하여 안정적인

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가격으

원유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중동을 비롯한 동남

로 석유를 공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 호주, 유럽,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이르

고 봅니다. 자주개발 확대로 높은 중동의존

기까지 원유도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전세계 30

도를 줄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대

여 개국에서 80여개 유종의 다양한 원유를 도입

체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자원 고갈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대비해야 합니다.

등에서 추진중인 유전개발에 참여하여 에너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RELI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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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제품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제품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GS칼텍스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품질 친환경

제품 특유의 역한 냄새가 적어 실내 보관 시에도 쾌적한 환경

GS칼텍스는 미래 자원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사업의 강점

제품 개발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원유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유전개발 참여

GS칼텍스의 자원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은
㈜GS를 포함한 GS그룹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룹 내 GS글로벌의 축적된 해

특히 휘발유, 등유, 경유 제품은 황함량 제거를 위해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친 제품으로서 국내 품질기준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최고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및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미래 에너지

환경품질등급 결과
환경부는 매년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환경성을 측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GS에너지의 물적분할로 인

품은 환경부로부터 매년 4~5등급을 받아, 세계 최고수준의

하여 해외유전개발은 GS칼텍스 체제하에서보다 의사 결정에

품질을 인정 받았습니다.

한층 속도를 내어 UAE 3개 광구 및 미국 Nemaha사업에 참

2009
상반기

고품질 휘발유
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으로서, 엔진 출력을 극대화하고
엔진 내에 쌓여있는 찌거기를 제거함으로써 연비를 향상시켜
CO2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하반기

2010
상반기

하반기

2011
상반기

하반기

휘발유

★★★★★ ★★★★★

경유

★★★★★ ★★★★★ ★★★★★ ★★★★★ ★★★★★ ★★★★★

★★★★ ★★★★★

★★★★★: 세계최고기준 수준 ★★★★: 세계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 ★★★★★

(출처 : 환경부)

제품 안전성

고급 휘발유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옥탄가(RON) 100이상의 고성능 휘발유로서, 엔진 내 이상연

GS칼텍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으로 제품안전성을

소를 억제하여 엔진을 보호하고 출력과 가속성능을 높였으며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출하, 저장을 거쳐 고객에게 공

진동 및 소음은 줄여줍니다.

급되는 최종 판매처로 운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ISO 9001

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

환경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

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의 안정성과 제품 품질 관리의 체계를
초저유황 경유 (ULSD : Ultra Low Sulfur Diesel)

확보하고, 공정 사고 및 제품 품질 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 노

GS칼텍스의 초저유황경유 제품은 클린디젤 차량에 적합

력하고 있습니다.

한 환경친화적 연료로서, 고도의 탈황시설을 통해 황함량을

GS칼텍스는 LNG를 직도입하여, 여수공장의 연료 및 원료로

안정적인 원유수급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9년

GS칼텍스는 매년 2억 5천만 배럴 가량의 원유를 주요 산유

최초로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한 이후 2011년 약 36만톤

국들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산유국 및 해외 에너지 업체들

(6카고)을 도입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자가소비용 및 신

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발전소 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특히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싱가포르 법인과 런던,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LNG 터미널

UAE 지사를 설치하고 중동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80

인 가스산업 선진화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여 개 유종의 다양한 원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석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화학은 물론 유전개발과 녹색성장비즈니스 등 새로운 사업

주유소 품질관리

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밀도 모두 국내외 최고 수준의 품질

GS칼텍스의 주유소 품질관리는 품질검사기관보다 엄격한 기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저유황 경유에는 바이오디

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을

젤을 2% 혼합 생산하고 있어, CO2 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노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최근 가짜 석유에 대한 소비자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GS칼텍스는 더욱 철저한 주유소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의심될 경우
품질서비스가 출동하여 고객과 상담하고 현장에서

등유는 실내용 난방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연소시 유
해가스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냄새나 눈 매움이 없으며, 석유
품질서비스 차량 운영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GS칼텍스는 자회사인 해양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등을 통
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
다. 2000년 서라벌도시가스를 설립하여 경북 경주시와 영천

10ppm이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함량 외에도 세탄가, 윤

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1년 광주광역시를 공급권역으로
하는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확고한 기반
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에너지와 강남도시가스에 대한
지분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급권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
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미래에너지 리더십을 확보하
고 각 가정 및 사업장에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분석하여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유 수급
유전개발 사업 현황

GS칼텍스는 2007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현장에서 유사
품질서

GS칼텍스는 현재 인도네시아 NE Natuna 광구를 포함하여 8
개의 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사인 ㈜GS 역시 7개의 광

품질서비스

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새로 출범한 에너지전문 사

차량은 일반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정밀 분석 장비를 탑재

업 지주회사인 GS에너지를 통해 UAE 및 미국사업에 진출하

한 이동실험실 차량입니다.

는 등 총 17개 광구에서 지분참여 형태로 유전개발사업을 진

석유제품 및 품질 저하를 판별할 수 있는 ‘
비스 차량’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하는 등 GSC Way의 가치에 맞는 지속 성장의 시너지를 지
속적으로 창출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미래에너지 리더십

국제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

등유

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석유제

고품질 친환경 제품
고성능 엔진 청정제를 주입하여 기존 제품대비 엔진 청정성 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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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은 유한하여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며,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우선순위

대체에너지원 증가

4

자연 자원(화석연료 등)의 고갈

11

대체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 원유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완료

OUR
CHALLENGE

OUR
RESPONSE

CSR
STRATEGY

대응 이슈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미래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니셔티브 확보

GS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자회사를 통한
폐기물 처리사업 확대

미래 에너지
리더십 확보

GS칼텍스

(주)GS

GS에너지

RELIABLE ENERGY

미래 에너지 리더십 확보

2003년

2012년 3월

쉐브론사로부터 캄보디아 Block A해상광구 탐사권 15% 인수
유전개발사업 본격진출

GS에너지는 UAE 3개 광구(육상2개+해상1개)

2006년 7월
태국 육상 L10/43, L11/43 탐사광구 지분 30%를
일본미쯔이(Mitsui)그룹의 탐사 자회사인 MOECO사로부터 인수

인도네시아 해상 탐사 광구인 NE Natuna 광구 지분 30%를
Mitra Energy로부터 인수계약 체결

2012 실행과제

◆ 신재생 에너지
◆ 폐자원 Recycle

지분 6%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DNOC)로부터
인수계약 체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2012년 5월

GS칼텍스의 약속

GS에너지는 미국 육상개발 광구인 Nemaha 광구지분
10%를 Longfellow Energy사로부터 인수계약 체결

2011년 9월

진행경과

진행중

계열사
이성욱
(주)GS지주회사
업무지원팀 차장

자연자원 중에서도 특히 석유생산은 머지않아 한

GS칼텍스는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

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석유고갈에 따른 시장 상

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2011년에는 미래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 전

셔티브 확보를 대응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까지는 고도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수급

있습니다. 특히 GS에너지 주식회사와 자회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폐기물 처

성장을 위해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활발하

리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에너지 패러다임

게 앞장서 비용 측면에서도 절약되고, 활용 측면

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여

(주)GS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Total Energy 기업이 되어
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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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Recycle

GS칼텍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음극재 ▶ GS칼텍스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차전지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미래에너지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국산화에 성공했

수요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습니다. GS칼텍스가 개발에 성공한 음극재는 1000℃ 수준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011 Sustainability Report

신재생 에너지
폐자원 Recycle

서 열처리를 통해 만든 소프트 카본계열이어서 기존 흑연 음
극재 대비 출력이 높고 충전에 필요한 시간이 짧습니다. 또 인
조흑연보다 값이 저렴하고 천연흑연보다는 안전성이 높아 전

GS칼텍스는 자원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자회사인 삼일 폴리머와 GS플라텍은 폐자원 Recycling
을 통해 유한한 자원에 대한 사용효율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자동차용 배터리로 널리 쓰일 전망입니다.

플라즈마 폐기물 가스화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플라텍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가스화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높은 에너지화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GS플라텍의 핵
심기술인 세계최고수준의 용융가스화 기술은 성상의 제한 없
이 가연성 폐기물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생성된 합성가스의 활용분야는 화석연료 대체, 스팀제

EDLC용 탄소소재

GS칼텍스는 일본 최대 정유회사인 JX NOE와 합작하여 설립

폐플라스틱 재활용

조, 발전, 고순도 수소추출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회수되

GS칼텍스는 일본 최대 정유회사인 JX-NOE(舊신일본석

한 자회사인 ‘Power Carbon Technology’를 통해 음극재 사

GS칼텍스 자회사인 삼일폴리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

어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전기이중층커패시터

업을 추진하여, 연산 2,000톤 규모의 음극재 공장을 2011년

여 자동차, 가전제품에 적합한 친환경 복합수지를 제조하고 있

(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용 탄소소재를 생

12월에 완공하였으며, 2012년 3월 현재 본격 양산 중에 있습

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또는 매

기존의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술과는 달리 다이옥신과 같

산하기 위한 합작법인 ‘Power Carbon Technology’를 설립

니다. 이번 양산을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온 음극재의 국

립되어 왔으며, 소각할 경우 온실가스 등의 배출로 대기 환경

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은 1/10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부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경북 구미시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

산화에 성공하게 되어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활성화에 더욱 박

문제를 유발하고 매립 역시 자연분해 되는 시간이 길어 환경

차를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산물인 슬래그는 인체에 무해한 유리결정질 물질로 토양 복원

졌습니다. 이 공장은 2010년 3월 준공되었으며, 세계 최대 규

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폐플라스틱 1톤을 재활용하면 이

용이나 건설자재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이렇듯 기존 환경오염

산화탄소 1.26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모든 폐자원이 가진 에너

모인 연간 300톤의 EDLC용 탄소소재를 본격 양산하여 상업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지를 전력, 수소, 스팀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은 기존의 소각

박막전지

GS칼텍스는 자회사인 GS나노텍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인
박막전지(Thin Film Battery)를 개발하여 아시아 최초로 상업

폐플라스틱

이산화탄소

1톤

1.26톤

재활용

감축

너지 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 청송의 일 10톤급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정부의 지원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을 기반으로 Thin Film Battery 및 전자제품 시장 트렌드를 주

Recycle 플라스틱 시장은 유럽에서 2000년 초부터 형성되기

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판매 대리

시작해 현재 5,000억원 규모이며,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점을 개척하는 등 해외 시장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국내 Recycle 플라스틱 시장은
Power Carbon Technology

전지소재

아직 초기 단계이나, 2008년부터 글로벌 환경법규 강화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에 의해, 재활용

GS칼텍스는 향후 전기차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료전지

부품의 사용 비중이 높아 지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2009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전지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

GS칼텍스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난 1989년 연료전지 개발
을 시작한 이래 자회사 GS퓨얼셀을 통해 1kW 가정용 연료

있습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처리기술과 차별화되는 친환경 신기술이자 미래의 신재생에

을 받아 세계최초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 연료전지발전의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내외의 높은 평가
를 받았으며, 경기도 연천에 건설중인 일110톤 RPF전용 가스
화 시설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 상용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지, 5kW 건물용 연료전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연료전지는
양극재 ▶ 이차전지 양극재는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

도시가스를 수소로 변환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

구하고 국산화율이 30%에 머물고 있어, 국내 업체의 경쟁력

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친환경 고효율 신에너지 설

강화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

비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5% 절감되는 차세대 에너지원

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매진하고

입니다. 또한 GS칼텍스 기술연구소에서는 건물용, 대용량 연

있으며,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GS

료전지 및 시스템 주요 부품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

칼텍스는 2011년 이차전지 양극재 전체(전구체 및 양극재)

으며 현재 100kW 이상의 대용량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 완

의 자체 생산 기술을 보유한 대정이엠(주)에 대한 전략적 투

료하였습니다.

자를 강화하여, 지분을 2010년 14.5%에서 2011년 29%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정이엠(주)는 2011년 전북 익산에 전구체
2,000톤/년, 양극재 1,000톤/년 규모의 생산 설비를 완공하
여 Mass Production 체제 구축을 완성하였습니다.

500kW 플라즈마 설비

연천 플라즈마 가스화 설비

세계최초 폐자원 연료전지 발전

ACCOUNTABLE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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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운영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GS칼텍스는 경영활동에 있어 기업윤리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정운영 관행을

우선순위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 증대

2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7

공정경쟁

17

유통구조 개선 요구 증대

19

기업의 영향권 내 사회적 책임 촉진

25

솔선수범하여 정착시켜 나가고 그 범위를 협력사
및 자회사에까지 확장하여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료

OUR
CHALLENGE

OUR
RESPONSE

CSR
STRATEGY

대응 이슈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함

공정 운영 Safeguard
구축 및 실행

공정거래 실천 절차서 제정 및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조직의 교육강화

Value Chain 내 타 조직에
대한 사회 책임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협력사 CSR 추진지원을
강화하도록 CSR위원회에서
결정 (2011.02)

1차-2차 협력사간 거래관행
개선 협력사 윤리경영 교육
협력사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지원

진행경과

공정운영

GS칼텍스는
Accountable
Engagement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보다
강화하고, 공정운영
관행을 정착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운영 →

ACCOUNTABLE
ENGAGEMENT

진행중

2012 실행과제

구매/용역
입찰 계약시
사회적
책임관련 요건
강화

◆ 윤리경영/공정거래
◆ 상생경영

공정운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41

협력업체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45

박병재
이일산업㈜
대표이사

임직원 윤리교육 실적

지역사회 공헌금액

사회봉사단 참여인원

(단위 : 명)

(단위 : 억원)

(단위 : 명)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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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6,371

GS칼텍스의 약속

국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사회적으로 큰 이

GS칼텍스는 2011년 공정거래 실천 절차

슈가 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깨끗하다, 부

서 제정 및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조직 교

패가 없다, 사람들이 깔끔하고 신사적이다’라는

육강화, 1차-2차 협력사간 거래관행 개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정유회사의 선두기업으로

을 위한 협력사 윤리경영 교육 및 협력사 자

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 받고 있는데, 급여수준,

율준수프로그램 구축지원을 중점 실시하였

노사관계, 사회환원, 소비자 이슈 등을 보고 그

습니다. 2012년에는 구매·용역 입찰 계약

것을 가이드라인 삼아가는 기업이 많습니다. 대

시 사회적 책임관련 요건을 강화하여 협력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더 각별한 것 같습

사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운영

ACCOUNTABLE ENGAGEMENT
4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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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공정거래
상생경영

윤리경영 / 공정거래
GS칼텍스의 윤리경영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세부 행동지침인 윤리규범실천규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존 윤리경영 제보라인 홈페이지를 윤리경영 홈페이지로 전면

고객,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국가/사회,

정, 관련 조직/보고체계를 규정한 자율준수업무규정, 공정거

매년 1차례씩 실시하는 CCP(Corporate Compliance

개편하고, 동반성장 및 고객만족경영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관

래 관련 임직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 실천규정을 제

Program) 온라인 필수과정을 통해 임직원이 업무수행

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중에는 윤리규범 및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7가지 내용(CCP의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개정하여 인권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

이해, 임직원 기본윤리, 공정거래, 성희롱예방, 정보보안,

환경·보건·안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경영방식입니다.

1

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율준수 조직 체계

CEO의 윤리경영 의지

CEO가 천명한 자율준수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2001년부

윤리경영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윤리경영

터 CFO를 자율준수관리자(CCO: Corporate Compliance

에 관한 CEO의 의지표명입니다. GS칼텍스는 2011년 두 차

Officer)로 하고, 각 본부·자회사별로 자율준수관리자(UCO:

례에 걸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EO의 메시지를 자

Unit Compliance Officer)를 선임해 각 업무 현장에서 자율준

회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수 활동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감독될 수 있도록 전사 자율준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기위해 사내 인트라넷 상에 윤리

1, Environment, Health, Safety & Quality

경영 게시마당을 두고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관련 각종 최신사
례 및 토론방, Q&A 등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수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임원급 총 20명)

“

Sustainable Profit Growth를 달성하기 위
또한 전사차원의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

의사 결정과 행동을 생활화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고 윤리경영 위반사항 발생 예방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

”

2010년부터는 CCP의 교육이해도 및 공감도를 높이고자 기
존 단일과정을 일반과정, 고객사 심화과정, 협력사 심화과정
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업무·조직별로 사례 및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교육의 경우
고객사 심화 과정에는 부당 공동 행위 및 일반 불공정 거래 행

거래 등 구매 관련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례씩 자율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
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자율준수사무국(제도개선팀)

한 매월 윤리경영 웹진 “윤리바이러스”를 발간하여 전 임직원
에게 배포하면서 윤리경영·공정거래 관련 최신사례 등을 공
유하고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임직
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위, 부당 표시·광고 및 부당 경품 등 영업 관련 직원들이 반
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협력사 심화과정에는 부당 하도급

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에 기반한 윤리적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임직원의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

EHS&Q , CCM 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윤리경영

2011.01

2

공정거래
GS칼텍스는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가변동 등 불
안정한 시장환경에 따라, 사업에 있어 공정 거래를 최우선
시 하며 가격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

임직원 윤리교육 실적 (단위: 명)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협력사에 대해 직·간접으로 선물이

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윤리경영 활동 계획 및 실적은 반기별

나 금품 제공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청탁, 불공정 거래 등 고

로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통해 투명하

온라인

2,262

객사·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1,075

공정거래법 준수

합계

3,337

GS칼텍스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

2011.09

“

안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규정을 위반한 선물 등을 받게 될

* 생산기술직 CD교육 별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반송을 함으로써 윤리경영이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윤리규범

”

윤리경영
제보라인

년 12월부터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한 새로운 제도 수립 시

전 화 02-2005-6011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사내 전문부서의

팩 스 02-556-7630
고충처리기구(성희롱신고) 02-2005-6012
이메일 ethics@gscaltex.com

활동의 의사결정 및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기준이 되는 윤리규

이사회 /
Audit Committee

제보라인

조직장

감사실(자율준수사무국)

2, Unit Compliance Officer

보고

UCO2 선임

조직별
자율준수 관리자(UCO)
자율준수 운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적합 여부 사전 검토 제

이메일 clean@gscaltex.com

소화하고 임직원들의 법준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자율준수관리자 _ 엄태진 부사장
(2012년 6월 현재)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성을 최
것으로, GS칼텍스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
제점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원적지 관리 담합 관
련 1건의 시정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

CCO1 선임

자율준수 관리자(CCO)

자율준수사무국 제도개선팀
전 화 02-2005-6259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위반행위 징계

1, Corporate Compliance Officer

자율준수
프로그램
문의처

대표이사 회장

자율준수 조직

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2009

인터넷 http://ethics.gscaltex.com

GS칼텍스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에 경영

사원상벌위원회

2011

*자회사 CCO 포함

교육 및 전파

각 조직

대외적으로는 윤리경영 홈페

공정거래 사전점검 활동

이지(http://ethics.gscaltex.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높은 조직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자율

com)를 통해 GS칼텍스의 윤

준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사

리경영 활동을 소개하고 고

전 예방 점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객,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
의 제보와 소통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

공정운영

ACCOUNTABLE ENGAGEMENT
42
44

윤리경영 / 공정거래
상생경영

상생경영
GS칼텍스의 지속가능성은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납품단가 조정

통해 제고될 수 있습니다. CEO의 경영철학인 ‘역지사지

환율변동, 물가인상 등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신뢰에 기반한 협력사 지원 등
상생경영 활동에 보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 Sustainability Report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적극 조정하여 2011년
기준 약 55억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중소협력사 수입자재 국산
화 지원 및 발주, 신사업 추진 시 주요 자재 중소협력사 발주
등의 기술개발 지원에도 힘쓰는 등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44 / 45

GS칼텍스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순위

지역사회의 투자 지원에 대한 노력

29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

30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음

빈부격차 심화

20

GS칼텍스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21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고객,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GS칼텍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
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

협력사 지원 강화

드라인의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성실히 운영해 오고 있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총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2차 협

으며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동반성장 전담부서 설

력사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1차 협력

치 등 기타 경영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차 협력사가 회사로부터 납품단가를 인상 받은 경우, 납품

결제대금 현금 지급

단가 조정 정보가 2차 협력사까지 잘 전달되도록 ‘2차 협력

GS칼텍스는 중소협력사에 대한 결제대금 4,205억원을

사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정보 제공’ 방안을 구축하여 실행하

100% 현금결제로 유지하고 평균 대금지급기일을 세금계산

고 있습니다.

●완료

OUR
CHALLENGE
CSR
STRATEGY

OUR
RESPONSE

대응 이슈

서 접수 후 7일 이내에서 4.4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협력

지원 활동 필요

사 대출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상생펀드 1,000억원

사회 책임 비전과 전략을
전사 비전체계와 통합하고
임직원 성과에 CSR을 고려

리대출을 지원했습니다.

Stakeholder 이해관계자의 주요이슈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식별 및
구축 필요
참여강화

GS칼텍스 협력회사 주요 지원 내용
1. 자금지원
• 금융권과 공동으로 상생펀드 1,000억원을 출연하여 협력회사
은행 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
• 네트워크론 600억원 약정을 통해 협력사 대출지원
• 우수 장기계약 협력사 대여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 상생보증기금 출연

2. 대금지급 조건 개선
• 현금 결제율 100% 유지
• 협력회사가 납품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 후 7일 이내 결제
• 월 예상 계약금액의 약 20% 선급금 지급

3. 교육 훈련 지원 강화
• GS칼텍스 협력사 지원 센터 운영 - 여수공장 기술교육, 해상
수송 안전, 에너지효율화 등
• 윤리경영 교육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 지원

4.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 신제품 개발 공동참여 및 제품개발 지원
•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국제 공인기관의 실험실 테스트 기회 제공

• 신사업 기자재의 중소기업 발주
• 수입자재 국산화 지원
• 우수협력사 특허출원 비용지원

5. 경영 및 기타 지원
• 6시그마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OEM 업체에 대한 원부자재 사급제로 구매 대행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 우수 협력사 계약이행 보증 의무 면제
• 우수 협력사 하자보증증권 면제
• 동반성장 사무국 운영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윤리경영제보라인 내)
• 홈페이지 우수 협력사 및 제품 소개
• 협력회사 간담회 등
• 우수협력사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 회사 휴양소 지원
• 협력사 사무실 지원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커뮤니티 자립성 제고를 위한
공헌 및 지원활동 강화

여성 취업교육 지원 등 기존사업
수행/전남대 중화학설비안전진단
센터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여수
시 테크니션스쿨 지원

지역사회
기술 전수
프로그램 개발

CSR 전략 수립 및 성과 평가

CSR 전략체계 수립 및
1차년도 실행과제 도출

사회책임경영
성과지출
체계 수립

CSR 관련 Stakeholder
참여·프로세스 구축 및 확대

보고 이슈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
자 참여 프로세스 구축 완료

이해관계자
참여 통합관리
R&R 부여

사회적 책임 활동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의 통합적
관리방안 모색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역사회
활용과 지역사회 의존도를
참여 및 발전 낮추는 방향의 공헌 및

을 조성하여 2011년 말까지 35개사에 대해 약 315억원의 저

진행중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홍보
부족

ACCOUNTABLE
ENGAGEMENT

진행경과 2012 실행과제

◆ 사회공헌
◆ 지역사회 자립성 제고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지역사회
한창진
예울마루
사업추진협의회
위원장

GS칼텍스의 약속

GS칼텍스는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대규모

GS칼텍스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한 공장 증설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

활용과 지역사회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의

는 등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저가 경

여성 취업교육 지원 사업과 전남대 중화학

쟁입찰이나 잦은 협력업체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

설비 안전진단센터,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6. 2차 협력사 지원

이 사실인데, GS칼텍스는 기술력을 전수하는 등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지원을 추진하였습니

• 1차-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 가격 조정정보 제공 체계 구축

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업체를 육성해 나가

다. 2012년부터는 지역사회가 활용하고 발

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에도 경쟁

전할 수 있는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개발하

력 있고 신뢰할만한 기술력을 지닌 협력회사를 육

여 지역사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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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지역사회 자립성 제고

사회공헌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불우이웃 돕기 ▶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

사회공헌 슬로건으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방향
GS칼텍스
GS칼텍스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지역 소외이웃 지원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어린이 환경교육

역의 불우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 생태체험ㆍ어린이 환경교육 ▶ 2010년부터 소외계

와 함께 기부전용 GS&POINT 나눔카드를 출시해, 고객기부 주

층의 복지 증진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를 위

유 마일리지와 회사 매칭그랜트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불우이웃 가정의 아동

한 2005년부터 진행해 온 추석 사랑의 온정 나누기를 지속하여,

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

2011년 9월에는 112개 지역 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560여 곳에

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해 동안 139회에 걸쳐서 6,377

생필품을 전달하였으며, 2011년 여수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기후변화·

내 400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

SLOGAN
SLOGAN

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당일 교육과 2박 3일의

무료급식소 운영 ▶ 2008년부터 매주 5일간 하루 310여 명의

캠프를 합쳐서 총 13회, 569명의 아동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녹색나눔

녹색환경미술대회 / 녹색어린이글쓰기대회 ▶ GS칼텍스는

부인회와 지역 봉사단체 총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2011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적 책임을 다한다.

1994년부터 어린이들이 환경보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생

년 연인원 3,876명이 참여해 78,462식의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

각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서울과 여수에서

2011년까지의 누적 급식인원수는 277,135명에 달합니다.

지역참여

각각 녹색환경미술대회와 녹색환경글쓰기대회를 개최하고 있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한다.

습니다. 2011년 5월 개최된 미술대회에서는 태양열ㆍ풍력 등

도서·벽지 마을 지원 ▶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재생에너지 체험, 물감폐수 간이정수 체험 등이 함께 진행되

도서/벽지 마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섬마을 독거노

었으며, 글쓰기대회에서는 자연주제 글제 선정과 어린이 기후

인 집수리, 섬마을 경로행사, 마을 공용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

변화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행사에

니다.

래를 위하여 나눔을 통해 녹색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녹색 나눔’

는 총 14만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를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GS칼텍스 사원

GS칼텍스
GS칼텍스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MISSION
MISSION

과 지역사회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 보다는, 지속적 참여와 자
립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참여’의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추

환경성 질환ㆍ난민 돕기

교육기부 활동

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환경난민 돕기 ▶ GS칼텍스는 사단법인 굿네이버

교육 기부 협약 체결 ▶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

스와 함께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식수 부족ㆍ수원지

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2011년 11월 22일

오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해외

GS칼텍스 허동수 회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등이 참석

환경난민돕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 캄보디아 북

한 가운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 현지에서 정수기 708대 지원, 화장실 60곳 건립, 저수지

그동안 에너지분야 산학협력 지원, 대학생 창의성 아카데미 지원

300,000m³(20ha) 조성과 함께 GS칼텍스의 봉사자들과 소

등을 통해 인재육성에 앞장서 온 GS칼텍스는 교육기부 협약 이

외 아동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연합 봉사단을 현지에 직접 파

후 한발 더 나아가, 과학 영재 Junior R&D 캠프, 학교장ㆍ교사

견해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상 6시그마 교육 등 미래 에너지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

연도별 사회공헌 비용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금액

2009
2010

33,605
32,796
56,552

2011

하는 교육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역사회 비용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2009

2010

2011

사회복지

6,843

9,436

11,972

환경보전

504

1,057

1,352

문화체육

12,425

16,218

36,780

장학교육

13,145

3,586

2,610

기타

688

2,472

3,838

합계

33,605

33,769

56,552

나눔상품 사업 ▶ GS칼텍스는 200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월
드비전과 함께 나눔상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장학ㆍ교육 후원 ▶ 1996년부터 여수지역 중·고·대학생들에

GS건설ㆍGS홈쇼핑ㆍGS리테일ㆍGSEPSㆍGS스포츠ㆍ

게 GS칼텍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7일 개

남촌재단과 함께 공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빅앤트인터내셔

최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46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널 박서원 대표가 디자인한 Healing Bag 나눔을 판매하고, 수

지원 규모는 2011년까지 총 6,578명, 48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익금 전액을 국내 환경성 질환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남 여수의 섬에 있는 초·중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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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성 제고
GS칼텍스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개발과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화시킴으로써 GS칼텍스가 추구해온 ‘친환경’에 대한 의지

GS칼텍스

를 잘 반영하였습니다.

여수문화예술공원,

2012 여수엑스포 공식 지원시설, 예울마루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는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지원시설

섬 주민 소득증대 지원

예울마루

이자 고품격 전문 문화 공간입니다. GS칼텍스는 여수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예울마루를 통하

2005년부터 여수 거문도/금오도 등의 섬마을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

여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던 지역민뿐

여 관광객들이 섬을 찾게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
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총 560여 명의

GS칼텍스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는

GS칼텍스 임직원 가족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섬을 찾았으며, 2011년까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모태기업으로서

지 7년 간 총 6천여 명이 섬 하계 휴양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GS칼텍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여성 취업 지원

만 아니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 에너지를 충전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셔틀버스 등 엑스
포 운영 차량의 유류를 전량 공급하는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예울마루는 건축물ㆍ자산ㆍ조경시설물 일체
를 포함하여 준공과 동시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고, 초기 일
정 기간 동안 예울마루의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시설을 직접 운

2005년부터 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직업 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 프

영할 계획입니다.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예울마루 추진

초보강사 파견사업을 펼쳐 60명의 여성들이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GS칼텍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등 2011까지 13개 과정에 걸쳐서 총 347명의 여성들이 교육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지역사회 발전 활동으로 추진

과정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보육

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은 문

시설 지원과 각종 교육 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보

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GS칼텍스는 이를

다 잘 적응하고, 나아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으로 승화하고자, 2012 여수세계박람
회 개최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기에 이르렀

주민 자활사업 지원

습니다.

GS칼텍스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여수 섬 지역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섬마을 집고쳐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

파도와 휴식을 제공하는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

습니다. 2011년 여수 남면 섬지역의 저소득가정 42세대를 대상으로 도

문화예술의 너울(파도)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배·장판을 시공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여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예울마루는

수 남면 섬 261세대의 도배·장판과 간단한 집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가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

또한 2008년 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에 대

예울마루 추진경과
2007. 10

GS칼텍스-여수시 여수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2008. 04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여수시 시전동 망마산/장도 일원 약

다. 예울마루의 기본 설계는 망마산 정상의 전망대에서부터 핵

2008. 12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등 마스터플랜을 확정

한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초기 사무실 임대비용 지원, 생산품 구입, 운영

심시설인 공연장 및 전시장을 지나 보행교량을 통해 장도의 아

2009. 04

국내 건축사인 창조건축과 세계적 건축가인 프랑스 도미니크 페로

위원회 참여 등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뜰리에(예술가들의 작업공간)와 상설전시장까지 이어지는 동
선의 흐름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약 2Km 산책로로 계획

2009. 10

기본설계 마무리

하고 주요 공간들을 지하에 배치하여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2009. 11

기공식 개최

2010.

토목공사 완료 및 건축물 공사 시작

2012. 05

개관

산업인력 양성사업 후원
이들을 지역
GS칼텍스는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

내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수
수 인재로

서 태양광과 열미로 시스템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극

키우자는 취지로 운영 중인 ‘여수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테크니션스쿨』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하여 자
GS칼텍스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문·벤치마킹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며, 현
재는 사업추진협의회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고 있습
니다.

70만㎡ 사업부지 확정

컨소시엄에 설계 의뢰

RESPONSIBLE
MARKETING

지속가능소비 촉진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소비자 권리 보호 →

53

9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14

공정 마케팅 활동

26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소비 촉진을 통해
친환경 구매 및 사회를 중시하는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OUR
CHALLENGE

OUR
RESPONSE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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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이슈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제품·서비스 관련 소비자
(End-User)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
(End-User) 대상 프로그램운영

주유소·충전소 현장 녹색
드라이빙 캠페인 활동 실시
GS칼텍스 보증제 강화
(정품연료사용)

RESPONSIBLE
MARKETING

진행경과

진행중

2012 실행과제

지속가능한
소비캠페인

◆ 지속가능소비 촉진

지속가능소비 촉진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주유소 고객
김재선
GS칼텍스
은마주유소 대표

녹색구매 실적

녹색구매를 통해 녹색경영 활동을 추구해 가고

●완료

마케팅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소비 촉진을
장려합니다.
51

건강·친환경·사회를 중시하는 소비자 증대

지속가능
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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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녹색생산, 녹색유통,

우선순위

GS칼텍스는 책임감 있는

지속가능소비 촉진 →

2011 Sustainability Report

고객 불만 처리

(단위 : 억원)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주유소 비율(단위:%)

소요시간 (단위 : 일)

104

96

2.4

GS칼텍스의 약속

GS칼텍스와는 20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영

GS칼텍스는 2007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업해오고 있는데, 서로 상생의 방향으로 신의를 지

품질서비스 차량을 운영하여 주유소의 영

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관리적 측면에서 접

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근하기 보다는 영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활동을 적

교육과 모범주유소 사례를 위해 주유소 현

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유원을

장 녹색 드라이빙 캠페인 및 GS칼텍스 보

GS칼텍스의 일원으로 보고 양성소를 설립하여 교

증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

육, 훈련에 투자하고, 모범주유소의 사례를 전파하

터 주유사원 현장 에코 캠페인을 추진해 나

는 등 발전가능성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관계

갈 예정입니다.

회사 모두 다 함께 상생하기 위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유소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보다 증대되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소비 촉진

RESPONSIBL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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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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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소비 촉진
GS칼텍스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저탄소 녹색소비 캠페인

체결하여 친환경 제품 구매를 정착화 하였으며,

GS칼텍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회사의 환경경영 활동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슈

홍보와 자동차 연비향상을 통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하

환경친화적인 생산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저탄소

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저

GS칼텍스는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선순위

고객의 가격 민감도 증대

10

소비자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16

료로 체크하는 ‘적정 공기압 유지를 통한 자동차 연비 개선 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분쟁해결

22

녹색구매

로그램’을 시행하고, 저탄소 녹색소비 캠페인의 성공적인 정

공정 마케팅 활동

26

녹색구매 추진 방향

착을 위하여 고객접점인 주유사원의 자발적인 안내를 제공하

GS칼텍스는 회사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경영

고 있으며, GS칼텍스 보증제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품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친환경상품 구매 추진 방

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추구합니다.

탄소 녹색소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전
국 Auto Oasis 매장을 통하여 타이어 공기압과 엔진오일을 무

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 제정 및 운용

CSR
STRATEGY

•정부지정 친환경상품 구매

서비스 관련 불만을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리보호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료

OUR
CHALLENGE

친환경상품 구매관련 내용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제품으로 인한 안전 보호 및

진행중

OUR
RESPONSE

대응 이슈

2011 실행과제

2011 주요성과

진행경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필요

저탄소 녹색 소비
캠페인 실시

주유사원 현장 에코 캠페인
(684개 주유소) 실시

2012 실행과제

•친환경상품의 지속적 발굴 및 확대
•목표 및 실적관리
소비자
권리 보호

성공사례 구축

협력사 친환경경영관련 내용
•장기계약 등 업체선정 시 환경평가 반영
◆ 소비자 권리 보호

RESPONSIBLE
MARKETING

•자재검수/공사완료 시 환경평가
•계약조건에 친환경상품 사용 등 반영

◆ 고객만족 활동

소비자 권리 보호

•핵심 협력사 환경경영체계 구축 지원

3 Step 캠페인 추진(Off-Line)

녹색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합계

품목 수

976

915

1,176

1,806

4,873

구매실적

4,846

4,639,

5,610

10,434

25,530

1. 타이어 공기압 : 주유소(충전소) 참여 유도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2. 에코 운전 습관 : 주유사원 통한 캠페인 확대

GS칼텍스의 약속

3. 정품 연료 사용 : GS칼텍스 보증제 강화

투자자
저 탄소 녹색소비 홍보(On-Line)

저탄소 녹색소비
GS칼텍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1.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아

2. 녹색 소비 Contents 지속적인 강화

사이트 : 3 Step 캠페인 홍보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국내 정유시장은 타 산업에 비해 시장점유율 등 기

GS칼텍스는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소비

업간의 경쟁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품

자에게 더 책임감 있고 좋은 품질의 제품

질과 가격으로 활발하게 경쟁하여 소비자에게 더

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

정유사로서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

적 책임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

천의 일환으로 소비자(End-User) 를 대상

이들에게 깨끗하고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

실한 선택이므로, GS칼텍스가 기업경영의 경제성

으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해 GS칼텍스는 에너지 절감, 시설 고도화 등 환경영향을 줄이

과 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SO 26000에

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감으로써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 나

기반한 사회책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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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호
고객만족 활동

소비자 권리 보호

고객만족 활동

GS칼텍스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GS칼텍스는 제품에 대한 공정한 마케팅 활동을

고객 서비스센터(CSC) ▶ 2001년 GS칼텍스의 고객 상담 관

위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고객정보 보호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련 채널을 통합 출범한 CSC(Customer Service Center)는 고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강화에 끊임없는

비교하고 구매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객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기반으로 처리 영업을 점차 확대하고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며, 마케팅 활동 전반에 걸쳐 제품에

있습니다. CSC는 주유고객ㆍ주유소ㆍ보너스카드고객ㆍ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칭찬, 품질 및 서비스불만 등 고객문의

대한 오도문구 사용 및 불명확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전반 사항에 대한 접수부터 해소까지 회사의 전 영역에서 고

있습니다.

객 만족을 목표로 철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 마케팅 활동

주체인 주유(충전)사원의 서비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제품 공급에 관련하여 소비자

여‘

보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방송법 상 광고관련 제반 법

있습니다. 해당 주유소에 버스가 정차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한해 동안 제품 및

서비스 마인드 및 6단계 서비스 매뉴얼, 마케팅 프로그램 등 1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총 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해결

고객불만 대응 성과

클린주유소란 ? ▶ 이중벽 탱크(FRP+철판, HDPE), 이중배관, 기름 흘림이나 넘

소비자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침 방지시설, 누유 검지 센서등 오염물질의 누출과 유출을 방지하는 토양오염 사전
예방 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고객정보 보호활동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고객정보 수집·저

수오염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양오염 및 지하수 정

장/이용·제공/파기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오염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
라 안전한 고객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주유소 시설 안전 관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가연성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폭발

고객정보보호 내부감사 활동

등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시설

소비자중심경영(CCM) ▶ CCM(Consumer Centered

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필수적 입니다.

품질서비스는 주유소 시설물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
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적 보호조치

• 최소한의 필수 고객정보만을 수집
• 고객정보 수집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고객정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 고객정보의 이용이 끝난 경우 반드시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감사체계

-Express 교육 ▶ GS칼텍스는 고객접점의 서비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여 주유소 안전보건의 위

제도입니다. GS칼텍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

험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시설지원팀은 상·하반기 주유

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비자 지향적 기업문화의 구축’이 필

• 고객의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 기타 관련 법 요구 조치 시행

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선제적 시설물 유지 보수

수적임을 인식, 그 일환으로 소비자중심경영 프로그램을 운영

를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

•고객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연 1회 주기적 감사활동을
통해 고객정보 보호 강화

유증기 회수

기업문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GS칼텍스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및 주유원들에게 깨끗하

사후 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기를 통한 유증기의 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6년 소비자중심경영(구. CCMS)을

기배출을 차단하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앞장서고 있습니

도입하였으며, 2010년 7월 정유업계 최초로 CCM 우수기업

다. 유증기회수장치는 휘발유 주유시 주유노즐을 통해 대기중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고객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고객정보 모니
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건 및 안전보호
주유소 토양오염 안전 보장 활동

GS칼텍스는 2006년 환경부의 클린주유소 시범 보급사업 참
여를 시점으로 클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2011

2009

2010

2011

3.3

2.8

2.4

고객불만 처리만족도 (단위 : 점수)
- 불만접수 후 종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통
해 조사한 만족(5점 척도 중 4점 이상) 고객의 비율

65.6

65.7

65.2

-Express 주유소 교육 수강 인원(단위 : 명)

1535

1685

1919

-Express 충전소 교육 수강 인원(단위 : 명)

57

238

102

고객불만처리 소요시간
- 고객불만(품질, 서비스, 보너스카드 등) 접수 후
처리 완료 시까지 소요일수의 평균

의 제품과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지향적인

으로 날아가버리는 유증기를 다시 주유소의 저장탱크로 회수
하는 설비로서, 대기오염 개선 뿐만 아니라 휘발유의 자연 손

제품
개발

실분을 줄여 주유소의 재고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GS

홍보

영업

칼텍스는 2011년말 기준 유증기 회수장비의 의무설치 대상

서비스

주유소 중 96%에 달하는 256개소에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까지 모든 설치 대상주유소에 유증기회
수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불만발생

Leader System Performance
리더십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주유소

년말 기준 국내 정유사중 최대 규모인 160개소의 클린주유소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현재 신축 및 리

개소

모델링하는 모든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설치하고 있으며 지

비율*(%)

속적으로 클린주유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양 및 지하

Express(이동식 교육 버스)’교육을 실시해 오고

2009

2010

2011

191

238

256

72

86

96

시스템

성과

구매

품질
물류

생산

소비자

불만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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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OPERATION

GRI G3.1/ ISO 26000 Index
보고

일부보고

보고안됨

해당사항없음
ISO 26000

ISO 26000
7대 핵심주제

이해관계자 참여원칙

6.8.2

지역사회 참여

경계 프로토콜

6.6.5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세부내용

전략 및 분석

공개
여부

페이지

비고

1, 8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예: CEO, 회장 또는 동급 임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3

6.2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3

6.2

조직 거버넌스

조직 프로필

GRI G3.1/
ISO 26000 Index →

57

제3자 검증 의견서 →

62

2.1

조직 명칭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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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4

본사/본부 소재지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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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2

2.7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9

2.8

보고 조직의 규모

9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UN Global Compact → 64
독자의 목소리 →

56 / 57

65

9

9 ~ 11

6.2

조직 거버넌스

9, 12

67

보고 매개변수
3.1

보고 대상 기간 (예: 회계 연도/달력 연도)

About This Report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존재하는 경우)

About This Report

3.3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About This Report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About This Report

3.6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About This Report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

About This Report

3.8

합작 회사, 자회사, 임대 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About This Report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About This Report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About This Report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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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is Report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57~ 61

3.13

외부 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외부 검증의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62 ~ 63

6.2

7.5.3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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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3.1/ ISO 26000 Index
보고

일부보고

보고안됨

GRI G3.1/ ISO 26000 Index

해당사항없음

세부내용

보고
공개
여부

페이지

비고

ISO 26000

ISO 26000
7대 핵심주제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 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12

6.2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12

6.2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와 성별 명시

12

6.2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12

6.2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부서별 구성 포함)과
조직의 성과 (사회/환경 성과 포함) 간의 관계

12

6.2

4.6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12

6.2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성별 및 다양성지표들을 포함)

12

6.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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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6.2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 관련
위험 요소 및 기회,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행동 강령 및 원칙 준수 포함

12

6.2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4, 5

6.2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13

6.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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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2

4.13

협회 (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13

6.2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4

6.2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14

6.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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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6.2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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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14 ~ 15

6.2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예: 수익, 영업 비용, 직원 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조직 거버넌스

6

공개
여부

세부내용

페이지

비고

ISO 26000

ISO 26000
7대 핵심주제

6.5/6.5.4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6.5/6.5.6

환경/환경보호, 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6.5/6.5.5

환경/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6.5/6.5.3

환경/오염방지

6.5/6.5.4/6.5.6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환경보호, 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6.5/6.5.4/6.6.
6/6.7.5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지속가능한 소비

17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7, 35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7, 20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

21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21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21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EN8

공급원별 총 취수

7, 23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7, 23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7, 23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4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24

21,
37 ~ 39
21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지정 멸종
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7, 22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7, 22

EN18

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7, 22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CSR위원회에서 생물다양
성 보호 계획이 논의단계에
있으며, 2012년 보고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GS칼텍스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회 참여와 발전/지역사회 참여/
부와 소득창출/사회적 투자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7, 19

21 ~ 22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7, 23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7, 23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GS칼텍스는 중대한 유해
물질은 유출하지 않습니다.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
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GS칼텍스는 폐기물을 해외
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

CSR위원회의 생물
다양성 관리
계획이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포장재의 사용비율이
미미합니다.

6.5/6.5.4/6.7.5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지속가능한 소비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

환경 법규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6.5

환경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24

6.5/6.5.4/6.6.6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20

6.5

환경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6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성별 임금 비율

27

6.4.4/6.8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44

6.6.6/6.8/6.8.5
/6.8.7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

26 ~ 27

6.8/6.8.5/6.8.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고용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영향의 범위 포함)

해당사항없음

6.8/6.8.3/6.8.7
/6.8.9

27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지원 형태구분 포함)

보고안됨

6

EC3 연금 지원 범위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일부보고

환경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경제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58 / 59

49

46 ~ 49

6.4.4/6.8

6.3.9/6.8/6.8.3/
6.8.4/6.8.5/6.8.6/
6.8.7/ 6.8.9

6.3.9 /6.6.6/ 6.6.7/
6.7.8/6.8/6.8.5/
6.8.6/6.8.7/6.8.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기술개발과 접근/
부와 소득창출/사회적 투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필수 서비스 접근/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창출과
기능 개발/기술개발과 접근/
부와 수입 창출/사회적 투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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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3.1/ ISO 26000 Index
보고

일부보고

보고안됨

보고
공개
여부

노동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LA1

GRI G3.1/ ISO 26000 Index

해당사항없음

세부내용

성별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LA2

신규직원 채용 그리고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사업장 중요지역별)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페이지

30 ~31

6.4/6.4.3/6.4.4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26

6.4/6.4.3/6.4.4/
6.4.5/6.3.10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6.4/6.4.3/6.4.4/6
.4.5.4/6.4.3/6.4.4
/6.4.5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사회적 대화

26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및 성별)

28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성별 비율

해당사항없음
공개
여부

세부내용

페이지

45 ~ 49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42 ~ 43

6.6/6.6.5/
6.6.7

공정운영관행/공정경쟁/
재산권 존중

43

6.6/6.6.7/6.8.7*

공정운영관행/재산권 존중/
부와 소득창출

42 ~ 43

6.4/6.4.6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28 ~29

6.4/6.4.6/6.8/
6.8.3/6.8.4/6.8.8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보건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26 ~ 29

6.4/6.4.6/6.8/
6.8.3/6.8.4/6.8.8.4/
6.4.6/6.8/6.8.3/
6.8.4/6.8.8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SO9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31

6.4/6.4.7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SO10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

27, 31

6.4/6.4.7/6.8.5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고용창출과 기능개발

31

6.4/6.4.7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PR1

제품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45 ~ 4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33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34

사업의 중요위치에 따른 직원 범주 별 여성직원의 남성직원 대비 기본급 및 보상 비율

27

6.3.7/6.3.10/6.4/
6.4.3/6.4.4

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노동관행/고용과 고용
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대화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34

취약그룹에 대한 차별금지/
기업 및 지역구성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55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55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6.3.7/6.3.10/6.4
/6.4.3/6.4.4

30

정치 후원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LA14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공정운영관행/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지역사회 참여

SO4

부패위험 사업
단위는 없습니다.

43

-

HR3

6.6/6.6.4/6.8.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및 기타 협력사들의 인권 심사 비율

공정운영관행/반부패

SO3

-

PR2

HR2

6.6/6.6.3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건수 및 비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고용창출과 기능
개발/부와 소득창출/재산권 존중

SO2

6.3.7/6.3.10/6.4
/6.4.3

HR1

6.3.9/6.8/6.8.5
/6.8.7*/6.6.7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27

인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ISO 26000
7대 핵심주제

SO1

이사회 및 직원의 직원 범주(형태)별 구성 현황
(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육아휴직 이후 성별 복직 및 유지비율

ISO 26000

41

LA13

LA15

비고

27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LA11

보고안됨

사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LA6

직원 형태별 및 성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ISO 26000
7대 핵심주제

6.4/6.4.3

26

LA10

ISO 26000

일부보고

27, 30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비고

25

LA5

L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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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30
6.3/6.33/6.3.5
/6.6.6

3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소비자 이슈/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지속가능소비

6.7/6.7.3/6.7.4/
6.7.5/6.7.6/6.7.9

소비자 이슈/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 계약관행/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지속가능
소비/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교육과 인식 제고

6.7/6.7.4/6.7.5/
6.7.6/6.7.8/6.7.9

소비자 이슈/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지속가능소비/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교육과 인식 제고

6.4/6.4.6

소비자 이슈/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 계약관행/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교육과
인식 제고

6.7/6.7.7

소비자 이슈/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6.7/6.7.6

소비자 이슈/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인권/실사/공모회피/가치
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30

6.3/6.3.3/6.3.5
/6.4.3/6.6.6

7, 43

6.3/6.3.5

인권/공모회피

인권/실사/공모회피/고용과 고용관계/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30

차별 사례는
없습니다.

6.3/6.3.6/6.3.7
/6.3.10/6.4.3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고용과 고용관계

노동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
분야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6.3/6.3.3/6.3.4/6.3.
5/6.3.8/6.3.10
/6.4.3/6.4.5

인권/실사/인권위험상황/공모회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고용과 고용관계/
사회적 대화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거나 위반된다고 판단된
업무분야 및 주요공급자 그리고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30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그리고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

30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및 그리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30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43

윤리교육과 통합운영

6.3/6.3.5/
6.4.3/6.6.6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고용과 고용관계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6.3/6.3.6/6.3.7
/6.3.8/6.6.7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재산권 존중

HR10

인권 심리(審理) 그리고/또는 인권 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장의 비율 및 개수

-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실사/인권위험상황

HR11

공식적인 민원처리 방법에 의해 접수, 제기 및 해결된 인권 관련 민원의 수

-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고충해결

6.3/6.3.3/6.3.4/
6.3.5/6.3.7/6.3.10

6.3.9/6.6.6/6.7/
6.7.4/6.7.5

인권/실사/인권위험상황/공모회피/차별
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인권/공모회피/고용과 고용관계/가치
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55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54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

벌금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GRI G3.1 적용레벨 선언
2011 GS칼텍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 G3.1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적용레벨 등급을 'A+'로 자체선언합니다.
한국표준협회는 GS칼텍스의 2011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독립 검증하였으며, GRI G3.1 적용레벨이 'A+'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02
가이드라인의거

필수

자체 선언

선택

제3자 확인

C

C+

외
부
검
증
보
고
서

B

B+

외
부
검
증
보
고
서

A

A+

외
부
검
증
보
고
서

2011 Sustainability Report

62 / 63

제3자 검증 의견서
GS칼텍스 경영층 및 이해관계자 귀중

중요성이란 어떤 이슈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갖는 관련성(relevance)과 유의성(significance)을 결정하는 것이다.

서문

뷰, 동종업계 관련 기업 분석, 미디어 자료 분석, 내부 진단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하는 중요성 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핵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GS칼텍스로부터 ‘GS칼텍스 2011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GS칼텍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성과 및 관련 시스템의 증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정리 및 보고서의 모든 주장에 대한 책임은 GS칼텍스에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GS칼텍스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
니고 있습니다.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 2008 검증표준과 GRI G3.1 가이드라인, ISO 26000 지침을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AA1000AS 2008
검증표준의 검증원칙인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의 원칙을 보고서 검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보고서 내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일
반 수준의 보증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검증 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 검증표준 2008에 따라 유형2에 해당하는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형2 검증은 AA1000 검증표준 2008의 보고 책
임 원칙에 따라 보고서에 담긴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본 검증범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GS칼텍스의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목표, 사업, 성과 등 시스템
과 활동에 중점을 두어 검증하였습니다. 환경, 사회 및 광의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데이터를 제외한 협의의 재무 데이터의 검증을 수반하
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검증 제공자의 관여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로 제한되었습니다.

검증인은 GS칼텍스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
심 이슈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으로 정의되며,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 그리고 이
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검증인은 GS칼텍스가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조직의 방침과 활동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
다. 특히 사회책임전략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진의 적극적 지원하에 이를 실행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고서 성과지표의 산정, 수집 및 작성 과정에서 오류 발생을 감소시
키기 위해 내부 검토를 수행하고, 정확성과 일관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지침 및 절차 수립 등 품질보증 활동 시행을 권고합니다.
개선권고사항[실행 성과/이슈 차원]
전체 기업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합니다.
• 경제분야
유가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국제 정세 불확실성 증가가 에너지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도 이를 핵심 이
슈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관리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대응전략을 시행할 것
을 권고합니다.
• 환경분야

검증방법

[기후변화 전사적 대응] 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에너지 관리 및 효율개선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

•GS칼텍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성 이슈 검토

량적인 목표에 대한 공개가 요청됩니다. 또한 환경분야 공개지표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연계된 목표 대비 성과 중심으로 보고할 것

•보고서에 포함된 중대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검토

을 권고합니다.

•영역별 성과 데이터 담당자 인터뷰 및 수집 시스템 검토
•GS칼텍스 본사 및 여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지속가능성 데이터 작성 프로세스 검토

• 사회분야

•보고서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의 검토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의 중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와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활동의 수행 확대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치 여부 검토

및 수행 노력에 대한 공개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담당부서의 활동, 과거 발생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 활동
을 향후 이해관계자와 보고서를 통해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합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검증 원칙/프로세스 차원]
2012년 6월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증인은 검증활
동을 통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 중대한 오류나 편견없이 GS칼텍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창룡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검증인은 GS칼텍스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참여 프로세스와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
히 2010년에 이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이슈에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다 객관화된 이해관계자 이슈 도출을 체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계화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향후 기업 차원의 균형 잡힌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

있는 지식서비스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간사기관, GRI 지정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운영

정을 권고합니다.

기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중요성

2011 Sustainability Report

UN Global Compact
GS칼텍스는 2010년 12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원칙을 지지하며, 매년 이행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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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목소리
2011 GS칼텍스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독자의견 설문서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UNGC Advanced Level을 적용하여 이행활동을 보다

GS칼텍스 2011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S칼텍스의 경제·환경·사회 분야에 걸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Criterion

보고내용

Strategy, Governance and Engagement
1.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레벨에서 UNGC실행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논의 여부

•CSR 위원회를 통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활동을 논의
•UN 인권선언 및 인권책임 규범 등의 국제규범을 근거로 GS칼텍스 인권 정책 명문화

2. 지속가능성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시스템

•이사회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리스크 통합 관리

3.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그룹별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수렴
•환경부, 노동조합, 소비자 시민모임, GS지주회사, 이일산업㈜, 예울마루 사업추진협의회,
은마주유소, 사회책임투자포럼 등

UN Goals and Issues
4. UN 목표와 이슈 지원을 위한 활동

•평등한 인적자원 개발의 기회를 제공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여성의 권리보장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전사 CSR 전략으로 추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보다 사랑 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이 보고서와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이해관계자 그룹에 해당하십니까?

5. 이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GS칼텍스임직원

□ 매우불만족

□ 주주

□ 금융기관

□ 고객

□ 협력사

□ NGO

□ 지역 주민

□ 학계

□ 정부

□ 언론

□ 연구기관

□ 기타 [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6. 이 보고서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Human Rights Implementation
5. 인권부문에 있어 약속, 전략 및 정책

•2011년 명문화한 인권지침을 근거로 향후 임직원 인권의식 확대 및 인권정책에 적용

6. 인권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CSR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사항을 논의

7. 인권원칙 통합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인권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8. 인권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인권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2. 귀하의 주요 관심영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조직 거버넌스

□ 인권

□노동관행

□ 환경

□공정운영관행

□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Labour Principles Implementation

3. 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실도 및 유용성에 대해

9. 노동부문 약속, 전략 및 정책

•Great Work Place를 전략으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 달성의 비전 실행

10. 노동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CSR 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노동 성과 논의

11. 노동원칙 통합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노동관행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노동관행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나. 저탄소 환경 성과 관리

□□□□□

다. Great Work Place

□□□□□

평가해 주십시오.

12. 노동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Environmental Stewardship Implementation

◀ 불만족 1 2 3 4 5 만족 ▶

라.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

13. 환경부문 약속, 전략 및 정책

•저탄소 환경성과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향후 CDM사업 추진 탄소시장 진출 검토

마.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

□□□□□

14. 환경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CSR 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성과 논의

바. 공정운영

□□□□□

15. 환경리더십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환경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사.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16. 환경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환경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아. 지속가능소비 촉진

□□□□□

Anti-Corruption Implementation
17. 반부패 부문에 있어 약속, 전략 및 정책

•공정운영을 전략으로 추진하고 협력사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

18. 반부패 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CSR 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반부패 성과 논의

19. 반부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환경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20. 반부패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ISO 26000 자체 진단 툴을 개발하여 환경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경영활동에 반영

Value Chain Implementation
21. Value Chain상에서 UNGC 원칙 실행여부

•GS칼텍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ISO 26000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UNGC 10대 원칙을 포함함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
22. 조직의 프로파일과 운영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하여 조직 프로필 및 운영방식 등 회사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 소비자 권리 보호

□□□□□

차. 기타

[

7. GS칼텍스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대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4. GS칼텍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 할 활동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불만족 1 2 3 4 5 만족 ▶

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나. 저탄소 환경 성과 관리

□□□□□

다. Great Work Place

□□□□□

라. 제품 서비스 책임성 강화

□□□□□

마. 미래에너지 리더십 확보

□□□□□

바. 공정운영

□□□□□

사.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23. 투명성과 공개를 위한 대외기준 반영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ISO 26000, UNGC 원칙, GRI G3.1 등의 국제기준을 반영함

아. 지속가능소비 촉진

□□□□□

24. 믿을만한 제 3자를 통해 검증획득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제3자 검증 실시

자. 소비자 권리 보호

□□□□□

차. 기타

[

]

소중한 의견을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 환경품질기획팀
환경/품질기획팀
Tel 02-2005-6136
Fax 02-565-5168
E mail bridgegs@gscaltex.com

회사 연혁

성장과 발전 1966~1989
1966. 12 미국 Caltex와 합작투자계약 체결
1967. 05 미국 호남정유주식회사 설립등기
1969. 06 여수 제1공장 제1 CDU 완공(일산 6만배럴)
1981. 06 여수 제1공장 확장(일산 총 38만배럴), 제1 원유부두 완공
1986. 01 기술연구소 설립
1988. 04 폴리프로필렌 공장 완공(연산 12만톤)
1989. 12 폴리프로필렌 공장 확장(연산 12만톤 → 18만톤)

2008. 10 여수 제1공장 확장(일산 총 70만배럴)
2008. 12 제4등경유 탈황시설 완공(1일 7만배럴, 총 26만배럴)
2009. 01 중질유분해시설 생산능력 증대 - RFCC
(일산 9만 3천배럴 → 9만 4천배럴)
HCR(일산 6만배럴 → 6만 1천배럴), 총 15만 5천배럴
파원카본테크놀로지주식회사 설립(신일본석유와 합작투자계약 체결)
2009. 07 여수 제1공장 확장(일산 총 70만배럴)
윤활기유 공장 생산능력 증대(일산 1만 6천배럴 → 2만 3천배럴)
2009. 10 여수 제1공장 확장(일산 총 75만배럴)

경영합리화와 사업 다각화 1990~1999
1990. 09 제1파라자일렌 공정(연산 20만톤) 및 제1 BTX 공정(연산 50만톤) 완공
1991. 10 제1등경유 탈황시설 완공(1일 5만배럴)
1995. 09 제1등경유 탈황시설 완공(RFCC, 일산 7만배럴)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1996. 05 LG-Caltex정유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97. 02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인수(現 예스코)
1998. 11 대전 중앙기술연구소 완공

구조 혁신과 사업 고도화 2000~2005
2000. 01 New 비전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 선포
2000. 06 LG파워주식회사 설립(現 GS파워)
2000. 08 서라벌도시가스주식회사 설립
2001. 01 해양도시가스주식회사 인수

수상실적

2003. 04 제3 파라자일렌 추출시설 완공(연산 총 120만톤)
2003. 09 오만 소하르 정유공장 위탁운영사업 수주
2005. 03 GS칼텍스주식회사로 사명 변경1998.11대전 중앙기술연구소 완공

2010년 1월

2009년 안전관리 최우수업체 표창

여수시

종합에너지서비스 리더 2006~2012

2010년 9월

2010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06. 06 GS칼텍스(랑방) 소료유한공사 설립

2010년 10월

해양안전 경진대회 입선

국토해양부

2010년 11월

제12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국무총리상

국무총리

2010년 11월

201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2010년 11월

2010년 작업장 혁신 대상 최우수기업

고용노동부

2007. 09 수고스테이션 개관

2010년 11월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우수업체 선정

환경부

2007. 11 제1BTX공정 생산능력 증대(방향족, 연산 총 280만톤)

2011년 4월

2011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수여기관

중앙일보

2011년 7월

대한민국 우수 상생 기업상

지식경제부

2011년 10월

2011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2011년 10월

201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우수기업

한국표준협회

2011년 11월

제33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대통령상

지식경제부

2011년 11월

윤리경영대상

윤리경영학회

2011년 11월

역대 2번째 200억불 수출의 탑 수상

무역협회

2011년 12월

3년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2006. 08 GS칼텍스재단 출범
2006. 12 신에너지연구센터 개관
2007. 08 제2중질유 분해시설 완공-감압증류시설(VDU,일산 15만배럴)
수첨탈황분해시설(HCR. 일산 5만5천배럴)
윤활기유 공장 완공(일산 1만 6천배럴)

2007. 12 청평연구소 완공

등경유 탈황시설 확장(1일 총 27만 2천배럴)
2010. 02 GS칼텍스 인도현지 윤활유법인(GS Caltex India Private Limited) 설립. 방글라데시 육상 탐사광구 Block 7 지분 참여
2010. 03 PCT(Power Carbon Technology) 생산시설 완공
2010. 06 중질유분해시설 완공 -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
(VHCR, 일산 6만배럴), 총 21만 5천배럴
2011. 05 제3중질유분해시설(VRHCR) 준공식
제4중질유분해시설(VGOFCC) 기공식
음극재공장 기공식
2011. 09 GS아로마틱스 일본 지점 개소
2012. 01 GS에너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