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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오늘의 에너지를 내일의 에너지로,
그 가능성을 넓혀갑니다.
GS칼텍스는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세상을 움직이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GS칼텍스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해 나가며 오늘의 에너지를 더욱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그 가능성을 넓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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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Message •회사 소개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CEO Message

GS칼텍스는 주요 사업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환경 영향을 최
소화하는 활동에서 나아가, 친환경 신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올해는 GS칼텍스가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창

전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메

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임직원 여

가 트렌드에 대응하여 자원효율화 및 탄소저감 순환경제(Circular

러분과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주주와 고객, 협력

Economy) 구현에 집중함으로써 수소, 폐플라스틱 재활용, 화이트

사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

바이오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2022년 4

씀을 전합니다.

월에는 친환경 통합 브랜드 ‘에너지플러스 에코(Energy Plus Eco)’
를 론칭하며, 친환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된 초경쟁(HyperCompetition)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미래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오늘날 기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사

없는 극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산업과 시장·기술 등 모든 경계

회적 책임,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 받고 있습

가 파괴되고 재설정되는 무경계성 속에서 어떠한 기업도 지속성

니다.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은 모든 업무영역에 철저

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

하게 적용해야 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원칙으로, GS칼텍스는 컴

수요건이자 기업경영의 중요한 축인 ESG(Environmental, Social,

플라이언스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 규정과

Governance)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ESG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행
동규범을 공표했으며, 국내 에너지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는 일상이

통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

GS칼텍스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에너지·화학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가장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또한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

GS칼텍스는 ESG 각 영역에서 지향하는 방향성과 함께 2021년에

하며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 별도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

추진한 지속가능 성과를 투명하게 담은 17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

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Profit pool

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이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 영역을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 로드맵

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지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에너지·화학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가장 존
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한 진정성 있는 도전과 혁신의 여정에 이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해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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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
업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갑니다.
GS칼텍스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로 출범해
대한민국 석유 산업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기술 및 품질의 혁신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루며 국내외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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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OR
SUSTAINABLE FUTURE
끊임없는 도전으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GS칼텍스는 안주하지 않고 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합니다.
글로벌 환경 문제, 4차 산업 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것입니다.

GS칼텍스는 친환경 사업 확장, 디지털 기술 기반 미래 사업을 향한 도전을 통해 에너지 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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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SG
HIGHLIGHTS

02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GS칼텍스는 사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Sustainability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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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 지향점 •ESG 관리체계

ESG 경영 지향점

E

친환경 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GS칼텍스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S

사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GS칼텍스는 사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G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배구조 확립

GS칼텍스는 경영활동 전반에서의 올바른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ESG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토대로,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친환경 신사업 및 제품 개발, 투자를 강화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제적,

공정하고 책임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실천해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나누며 성장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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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 지향점 •ESG 관리체계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온실가스 Intensity

총기록재해율(TRIR)

30%

0.05

ESG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 주제별
세부 위원회 운영

감소

감소

(원단위 배출량 기준, 2020년 대비)

(임직원·협력사 통합, 2020년 대비)

친환경 신사업 확대

전 임직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수소,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바이오 등)

100%

친환경 제품 브랜드 론칭

공급망 ESG 평가 실시

전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310

100%

환경경영 ISO 14001,
에너지경영 ISO 50001 인증

14001 50001

기업행동규범 개정

개사

품질경영 ISO 9001,
산업안전보건 KOSHA-MS 인증

9001

컴플라이언스 경영 ISO 37301,
정보보안 ISMS-P 인증
KOSHA-MS

37301

ISMS-P

09

OVERVIEW

2021 ESG HIGHLIGHTS
•ESG 경영 지향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PERFORMANCE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ESG 관리체계

ESG 관리체계
GS의 지속가능전략

GS의 ESG 관리체계

친환경적 지속가능성

ESG 협의체 출범

GS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GS가

GS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년 기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방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GS의 계열사들은 같은 방향성을 추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계

존 친환경협의체에 속해 있던 ESG분과와 SHE분과를 통합하여 ESG 협의체를 신설하였습니다. ESG 협의체는 GS의 ESG 경

열사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외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전략 수립 및 실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GS칼텍스는 ESG 협의체를 통해 계열사와 회사 간 ESG 연계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3명의 임원과 5명의 실무진을
ESG 협의체 담당자로 배정하여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GROW SUSTAINABLY

핵심경영가치

•ESG 정책 및 추진 전략 수립

ESG 협의체

•ESG 관련 제반 안건의 논의 및 의사 결정

사무국(㈜GS RM실)

REDUCE

IMPROVE

INNOVATE

줄입니다

개선합니다

혁신합니다

방향성

실천내용

GS는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GS는 사업 프로세스와

GS는 빅데이터, AI 기술과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여

바이오 기술 개발을 통해

아끼고 유해물질 배출 줄이기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ESG 협의체 결의 사항 및 논의 안건 선정
•ESG 정책 개발
•ESG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분야별 장애요인 및 리스크 모니터링

각 사 실무진 및 사무국 (10개사)

GS칼텍스

GS에너지

GS파워

인천종합에너지

GS리테일

GS EPS

GS E&R

GS글로벌

GS건설

㈜ GS

•각 사별 ESG 정책 수립
•ESG 관련 활동 수행 및 성과 공유
•ESG 데이터 관리 및 공유
•ESG 평가 대응

ESG 정책 수립
GS는 ESG 협의체 출범과 함께 ESG 방향성 공유 및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환경경영 정책, 인권 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사
외이사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등 ESG 정책 및 규범을 수립하였습니다. GS의 계열사는 공통의 방향성 아래, 각 사의 경영환
경을 고려하여 자사 정책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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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리체계

GS칼텍스의 ESG 관리체계
ESG 관련 주요 위원회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운영되던 CEO 산하 기존 CSR위원회를 2021년 2월,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탄소중립 대응 등 ESG 전략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분기별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 및 실행계획 수립, ESG 경영을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친환경 신사업 활동 성과 측정,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회사 CSR사업 전략 수립 등을 다루며, CEO 및 최고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는 기존 안전환경위원회를 CSEO(Chief Safety & Environment Officer, 최고안전환경책임자) 주관의 전사 SLC(Safety Leadership Committee)와 SHE실장 주관의 안전환경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SHE경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
니다.

ESG위원회

전사 SLC

ESG 평가 및 성과지표 공개 등의 기존 관리 활동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등

컴플라이언스

회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전사 차원에서 논의 및 의사결정

운영위원회

SHE정책 논의 및 의사결정, Safety Leadership 역량 강화,

산업안전

SHE 우수실천사례 공유

보건위원회

안전환경

SHE 주요 이슈사항 공유 및 의사결정,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점검,

협의회

안전문화변화 프로그램 현황 점검 등

Digital보안
위원회

인사위원회

전사 정보보안 및 IT/OT 보안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HR정책과 이슈 논의 및 공유

Risk
Management
Committee

전략투자
조정위원회

사원상벌
위원회

전사 컴플라이언스 현황, 실적, 주요 이슈 및 계획 공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노사 심의 의결

Risk Management 활동의 정책 및 전략 리뷰

전사 차원의 최적 투자(안)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사원의 상벌에 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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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니셔티브 및 정책 참여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활동
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이행사항에 대한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UN이
발표한 SDGs를 지지하며,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9개의 목표를 선정하여 회사 ESG 경영 활동과 연계한 활동을 꾸준
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국회 ESG포럼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참여를 비롯하여, 2022년 대한상
공회의소 ESG 아젠다 그룹 참여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Ecovadis)에서 Gold Medal 획득
GS칼텍스는 국내외 석유화학·항공 등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매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 ESG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관계를 확고히 유지할 뿐 아니라 환경·노동인권·윤
리·공급망 영역에 대한 회사의 ESG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는 지속적인 ESG 개선 활동을 통해 2021년 Ecovadis 평가에서 상위 5%
수준의 Gold Medal을 획득하였습니다.

ESG PERFORMANCE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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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환경영향 저감

ENVIRONMENTAL

03

친환경 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GS칼텍스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신사업 및 제품 개발, 투자를 강화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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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이 토픽은 왜 중요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이를 위해 2021년에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회사의 전 방위적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와 각 사업부에

인 기후변화대응 노력들을 정량화하고 분석하며 탄소 중립 로

서는 친환경 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활동

드맵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연구소는 GS그룹 차원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S칼텍스는 전사 차원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GS 칼텍스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감축(Reduction)·대체(Re-

펀드 조성을 통해 탄소 저감 장치 및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글로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지구온난화

가능한 에너지 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

placement)·상쇄(Offset)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접

벌 벤처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연계를

1.5˚C 특별보고서(SR15)’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속도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생산공

근 방법과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생산 공

바탕으로 친환경 분야로의 다양한 투자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

2040년대에 1.5˚C 상승 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의 효율화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 직·

정별 탄소배출 영향도 분석,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도출과 감축

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목표 수립 및 관리, 친환경 신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 정량화 등

폭염, 산불 등의 재난 피해는 이미 단순한 환경적 문제를

향후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까지 관리 범위를 확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넘어 재무적 이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 바이오 사업, 수소 사업 등

기업들 또한 다양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에너지·화학 기업을 향한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및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GS칼텍스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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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탄소 중립 접근 방법

감축(Reduction)
사업장 내 에너지효율화 혹은

REDUCTION

CCUS 등의 기술을 공정에
적용/활용하여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화, CCUS 등

전사 조직 체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한편, GS칼텍스는 공장 생산계획 최적화 프로그램(LP Model)

2021년 GS칼텍스는 CEO 산하 CSR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확

에 온실가스 영향을 반영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 개편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 관련 이슈를 다루는 최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및 가격 적용, 공정별 배출량

고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ESG위원회

모델링은 물론 유틸리티 사용량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공정별

를 통해 CEO 및 최고 경영진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동 경제성을 높였으며,

스 감축 전략, 친환경 사업 성과 및 신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의사

생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

결정을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GS칼텍스는 전사 차원의 온실가

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영향에 따

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른 공정별 원료(Feed) 처리량을 조절하여 최적화된 생산계획

CO2를 직접 감축

을 수립하고, 신규 설비 도입 검토 시 온실가스 영향도를 사전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 활동

확인하는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할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하

예정입니다.

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2022년 1월 ‘생산본부 온실가
스 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팀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현황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정기
적인 회의를 통해 타사 동향 및 신기술 검토, 에너지 효율화 항
목 발굴 및 기술 검토 진행 등을 안건으로 다루며 탄소 저감 아
이디어의 실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PLACEMENT

OFFSET

태양광, Cogen 등

CDM, VCM 등

온실가스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GS칼텍스는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배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
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간 에너

대체(Replacement)

상쇄(Offset)

공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나

친환경 활동이나

스팀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여

신사업 등을 통한

CO2를 간접적으로 감축

상쇄 영역

지 사용량 집계 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월별 배출량
을 집계하던 기존의 관리 수준에서 나아가, 공정별 운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트렌드 확인 및 최적화 관리, 배출량 헌팅
(Hunting) 원인 분석, 오류 데이터 파악, 온실가스 과집계 방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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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활동

나아가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스팀 및

이산화탄소(CO2) 포집·활용 제품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존 유틸리티 장치들의 가동률을 높이

GS칼텍스는 2021년부터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GS칼텍스는 사업장 내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온

에너지 효율화

는 전략도 구상 중입니다.

(CO2)를 포집하여 직접 활용하거나 이를 전환하여 잠재적 시장

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

GS칼텍스는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GS칼텍스는 석유정제기업 전문 평가사인 솔로몬(Solomon)사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년부터 최빈국 가정에서 취사도구로 사용하는 화로를 대신하여

감축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

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정유사의 경쟁력 지수 평가 Study에 지

습니다. 공업용, 식음료용, 드라이아이스 등 이산화탄소를 액화

연료 비용을 최대 66% 감축할 수 있는 쿡스토브를 보급함으로

해 2021년부터 내부 스콜피온즈(Scorpions) 프로젝트를 통해

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한 2020년 실적 평가에

탄산 형태로 직접 활용하는 방안과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을

써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

약 130여 건의 에너지 절감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연간 약 150

서 정제공정 탄소배출집약도를 지수화한 탄소배출지수(CEI™:

통한 화학 제품 생산 및 광물화 전환을 통한 건설소재 생산 등 이

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미얀마, 말라위, 잠비아 3

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4.3만tCO2eq의 온실가스

Carbon Emission Index™) 부문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1st

산화탄소를 제품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

개국에 약 15.2만대의 쿡스토브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글

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uartile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

습니다. 이 밖에도 GS칼텍스는 연관 업체와의 협력 및 적극적인

로벌 온실가스 감축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한 투자

또한, GS칼텍스는 사업장 내 LNG를 연료로 가스터빈 장치를

니다. 2012년 이후 글로벌 1st Quartile을 지속 기록 중이며 꾸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동하여 전력과 스팀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2021년

준한 실적 개선으로 지속적인 탄소배출 저감 활동에 대한 노력

하반기에 도입, 가동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석탄화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과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활용

력 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전력 일부를 대체함은 물론, 여수산업

발굴과 실행을 지속하는 한편,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GS칼텍스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감소될 것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

단지 내 인근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스팀 도입량도 감소되어 온

기실행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을 예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zation)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CORSIA)를 통해,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수준

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상쇄배출권 구매를 이행하도록

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이로 인한 바이오 항공유 수요 급증

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활동(2021년)

연료 절감
수소 생산 공정의 운전 효율 최적화

스팀 절감
회전기기 운전 최적화를 통한 스팀 사용량 절감

관련 데이터 보기

에너지 절감량(TJ/년)

온실가스 절감량 (tCO2eq/년)

비용 절감액 (억원/년)

21

1,197

2.6

50

4,072

3.8

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자, 최

국내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

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GS칼텍스는 2021년 6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획

Market)의 상쇄배출권(Offset Credit)을 활용한 탄소상쇄제품

득한 스웨덴 에너지기업 룬딘(Lundin Energy)사의 노르웨이 요

(Carbon Offset Products) 판매를 검토 중입니다

한 스베드럽(Johan Sverdrup)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Carbon Neutral) 원유 200만 배럴을 국내 최초 도입하였습니
다. 해당 원유는 채굴 작업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일반 유

전력 절감
계절별 회전기기 운전 최적화를 통한 전력 절감

3

※ 산출 기준 : 에너지 효율 개선 전후 각 에너지원별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감축량 산정

329

0.2

전 원유 대비 약 40배 낮으며, 잔여 배출량의 경우 상쇄사업에
사용됨으로써 탄소 감축 국제인증기준 ‘VCS(Verified Carbon
Standard)’ 인증을 받아 탄소중립 원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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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연계 친환경 신사업 확대

친환경 통합 브랜드 ‘Energy Plus Eco’ 론칭

Energy Plus Eco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GS칼텍스는 2022년, ‘에너지기업의 변화와 확장’의 의지를 담
GS칼텍스는 에너지기업으로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 미래지향적 사업 영역을 통합하는 ‘에너지플러스(Energy

비즈니스 밸류 체인(Business Value Chain) 전 과정에 걸쳐 자

Plus)’ 브랜드를 기반으로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에너지플러스

원 순환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구현하

에코(Energy Plus Eco)’를 론칭,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

며 ESG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 경영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새로운 기회 발굴과 저탄소 에너지로

에너지플러스 에코(Energy Plus Eco)는 친환경 복합수지, 친환

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사업과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경 윤활유 Kixx BIO1, 친환경 화장품 원료 그린다이올 등 순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경제에 기여하는 친환경 인증 제품 또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자 합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에 적용되며, 향후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GS

GS칼텍스는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은 수소 사업, 미래 모빌리

칼텍스의 친환경 기술 및 제품 등 신사업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티 변화에 맞는 EV 충전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와 함께

예정입니다.

BRAND LOGO

친환경 사업의 핵심인 순환경제의 가치를 뫼비우스의 띠로 형상화
화살표를 통해 회사의 변화와 확장 의지를 표현

CORE VALUE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에 따른 기계적 재활용(MR : Mechanical
Recycling) 및 화학적 재활용(CR : Chemical Recycling) 사업

GS칼텍스의

친환경 사업의 핵심인

친환경 사업을 대하는

변화와 확장 의지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

GS칼텍스의 다짐

Evolving

Eco - supportive

Trustworthy

변화, 확장하는

환경을 지지하는

믿을 수 있는

GS칼텍스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GS칼텍스의 친환경 사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업에서도

변화와 확장의 의지를 다지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마음은 GS칼텍스가 나아갈 방향이자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체 밸류 체인 과정과 연계하여

우리의 기본 신념이며,

변화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 입니다.

을 추진하여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
고 화이트바이오 사업,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연료 개발을 통
한 바이오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고
객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CORE MESSAGE

“환경에 에너지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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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사업 추진

연료전지 발전 사업

수소기업 네트워크 참여

EV 충전 네트워크 사업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대규모 수소 생산 설비를 운영한 경

2021년 6월, GS칼텍스는 여수시, 한국동서발전과 ‘수소경제 활

GS 그룹은 2021년 9월 발족한 한국판 수소위원회인 수소

GS 칼텍스는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차의 확산

험과 주유소·충전소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토대로 보다 많은 사

성화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수시 소

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람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

재의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에 15MW(메가

Summit)’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칼텍스

2020년에는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

소 비지니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

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는 GS그룹의 일원으로서 수소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제시

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21

로 2021년 7월,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한 이래

GS칼텍스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LNG를 사

하고 글로벌 해외 수소 프로젝트 및 수소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년 전국 77개소 주유소 및 충전소 167면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국내외 여러 파트너들과 수소 관련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

용하는 다른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부생수소를 원료로 사용

기술 R&D 공동 검토 등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설치된 충전기는 100kWh 이상의 초급

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이

강화를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속 충전기로 단시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를 통해 약 5만 가구가 친환경 수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GS칼텍스는 완성차 업계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및 렌탈 업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 등과 전기차 충전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GS칼텍스는 국내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

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니다.

선보인 수소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시작으로

GS칼텍스와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수소사업 밸류 체인

또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energy

전국 각지에 수소충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상용차용 수소충

plus) EV’ 앱을 출시하여 간편충전 기능인 바로충전, 충전기 정

전소 특수목적법인인 코하이젠에 주주로 참여하는 등 수소충전

보 검색, 앱 고객 대상 충전 할인 등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

LNG 냉열

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에너지 변화와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에 접목 가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

능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

2021년 5월, GS칼텍스는 액화수소 상용화를 위해 한국가스공

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수소

사와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GS칼텍스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내 유휴부

천연가스

추출설비

액화수소
기체수소

플랜트

액화수소
액화수소

충전소

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소차 충전

지에 연산 1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세계 최
초로 LNG 기화공정에서 발생하는 LNG 냉열을 활용하여 액화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된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수도권 및 중부권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CCU
이산화탄소

(탄소 포집·활용)

화학제품 원료 및 차량 연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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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Recycling) 사업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MR 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가전 제

친환경 복합수지 제품의 친환경 인증

화학적 재활용(CR : Chemical Recycling) 기술을 활용한

GS칼텍스는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가치 창

품용 친환경 복합수지를 생산해왔습니다. 2021년 기준 판매량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취득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 개발

출에 기여하고자 기계적 재활용(MR : Mechanical Recycling) 및

은 약 21,500톤, 매출액은 약 29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GS 칼텍스의 친환경 복합수지

GS칼텍스는 CR 기술 중 혼합 연료(Feed) 사용이 가능하고 기

화학적 재활용(CR : Chemical Recycl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연간 3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는 GS칼텍스의 고도화된 재활

존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연계 가능한 열분해 기술 활용 사업을

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고부가가치

용 기술을 기반으로 폐플라스틱

개발하고자 합니다. 최신 열분해 기술이 적용된 폐플라스틱 열

제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파트너사와 함께 발생원별

을 고객 니즈에 맞게 업사이클

분해유는 여수공장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어 열분해유

기계적 재활용(MR : Mechanical Recycling)

적절한 기계적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성과로

링한 기능성 플라스틱입니다. GS칼텍스의 전체 복합수지 생산

기반의 자원 순환형 석유제품 및 프로필렌(Propylene), 폴리프

기술 개발을 위한 전처리 업체와 파트너십 체결

국내 자동차 발생 폐플라스틱 전처리 업체와 함께 순도를 획기

량 중 10% 이상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이며

로필렌(PolyPropylene) 등 자원 순환형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플라스틱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의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기계

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양사 간의 협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연간 약 6만 1,000톤에 달합니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화학적/열적 재활용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현재 가장

업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해당 전처리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

다. 2021년 11월, GS칼텍스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친환경 복합

한편,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

활발하게 이용되는 기술은 기계적 재활용 기술이며, 이는 세척,

하고, 확보한 고순도 MR 원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발

수지 제품에 대해 GRS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GRS는 최종 제

입하는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첫 단계로 2021년 12월 폐플

분류, 분쇄 등 물리적 처리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사용

생 폐플라스틱이 자동차용 소재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Closed

품의 재활용 원료 함량뿐만 아니라 원료의 출처부터 제조까지

라스틱 열분해유 약 50톤을 국내 최초로 고도화 시설에 투입하

공정 전반에 걸쳐 재활용 원료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국제

였습니다. 향후 실증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2024년 가동을 목

적 인증 기준입니다.

표로 연간 5만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설비 신설

가능한 MR(Mechanical Recycling) 원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1)

Loop Model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투자를 모색할 예정이며, 이후 100만톤 규모로까지 이를 확장

GS칼텍스 자동차용 MR Closed-Loop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GS칼텍스는 2021년 12월, GS건설 및 폐플라스틱 열
분해 기술업체인 ‘도시유전’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GS칼텍스 자동차용 MR Closed Loop

등 국내 친환경 업체들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발생

Virgin Plastic 수준으로

친환경

고객사

폐플라스틱 수거

제품 선별/전처리

복합수지 생산

공급

전처리

UPCYCLING

판매

수거

1) Closed-Loop :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해당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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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바이오 사업

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

바이오 연료 사업

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별도 조직을 신설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 공정을 통해 바이오매스 원료로부터

GS 칼텍스는 2021년 11월, LG화학과 3-HP 양산기술 개발

GS칼텍스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여 바이오 원료 확보 및 바이오 케미칼 제품 생산을 검토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술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

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하였습니다. 3-HP는 US

2010년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 전문기업인 GS바이오를 설립하

등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항공유 등 차세

1)

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

DOE 에서 선정한 바이오매스 유래 12개의 중요 플랫폼 케미

여 100%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S바이오를 통해 바이

대 바이오 연료로까지 진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

을 대체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칼(Platform chemical) 중 하나로, 화학 반응을 통해 아크릴산

오매스 원료를 가공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획입니다.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2,3-부탄다이올

(Acrylic acid),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생분해 플라스

부산물 고부가화 연구를 통해 글리세린 외에도 기능성 사료첨가

(2,3-Butanediol, 이하 2,3-BDO) 대량생산이 가능한 미생물 및

틱(Poly Lactate Hydracrylate) 등 주요 화학제품으로 전환이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S바이오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재생원료 확보 노력

바이오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LG화학과 3-하이드록시프로

가능한 물질입니다. GS칼텍스의 공정 기술력과 LG화학의 발효

기준)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581,000kl이며, 이를 통해 석유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경우 기존 대비 더

피온산(3-Hydroxypropionic acid, 이하 3-HP) 양산기술 개발을

생산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2024년까지 양산기술 개발을 완료

를 대체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약 162만tCO2eq에 달합니다.

높은 탄소 배출 저감효과 및 수익성 증대가 가능합니다. 이에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할 계획입니다.

GS칼텍스는 자회사인 GS바이오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 확

GS칼텍스는 기존 식물성 기름 기반의 1세대 원료뿐만 아니라 2

대와 더불어 바이오 사업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계획

세대 원료인 UCO(Used Cooking Oil), 동물성 유지 등의 재생

의 일환으로 바이오 원료의 확보 및 정제, 바이오 연료 및 케미

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와 협업하여 테스

칼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바이오 연료 밸류 체

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품, 농업 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케미칼 및 생분해
플라스틱·친환경소재 신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주요 인증 및 수상

있습니다.
2)

3)

2,3-부탄다이올
GS칼텍스는 2020년 3월, 자체 화장품 원료 브랜드인 ‘그린다이
올(GreenDiol)’을 론칭하여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공급

바이오 사업 성장 방향
4)

5)

중입니다. GS칼텍스는 2,3-BDO이 함유된 제품의 출시 및 판매
3

량 증가로 인해 친환경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유

2
바이오 원료
(원료 확보 및 정체)

1

1
GS바이오
(바이오디젤)

바이오 케미칼
(고부가 화학제품)

2

1) US DOE(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 미국 에너지부
2) COSMOS 인증 :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5개 기관이 인증함
3) 비건(Vegan) 인증 : 한국비건인증원이 부여하는 공식 인증 제도.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부여함
4)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 인증 : 미국 농무부(USDA)의 친환경 제품 인증 제도. 100%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유계로부터 유래된 원료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5) IR52 장영실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경제적인 신기술 제품 개발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매주 1개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함

바이오
에탄올

3

바이오디젤
생산능력 확대
바이오사업
전 밸류 체인 확장
바이오항공유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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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윤활유 제품 출시

또한, Kixx BIO1은 미국 농무부의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을 위한 R&D 활동

GS칼텍스는 기존 엔진오일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바이오 제품 인증(USDA Certified

GS칼텍스는 수소와 온실가스 포집·활용 및 친환경 아스팔트·폴리머 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R&D 과제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기술

친환경 윤활유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해 왔습니다.

Biobased Product)을 통해 친환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2020년, GS칼텍스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엔진오일 'Kixx

엔진오일로 인정 받았으며, API SP 와 ILSAC GF-6 등 최신

HYBRID'를 출시하였으며 이후, 2021년 전기자동차 전용 엔진

규격을 획득하여 연비 개선, 엔진 보호 및 마모 방지 기능 등

오일 ‘Kixx EV’를 론칭, 2022년에는 국내 윤활유 브랜드로는 처

엔진오일 고유의 특성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음으로 식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엔진오일 ‘Kixx BIO1’을 출시하

이 밖에도 GS칼텍스는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

였습니다.

량용 윤활유 제품은 폐기 단계에서 회수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치

‘Kixx BIO1’은 바이오 기반 연료 개발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노

며, 용기 역시 별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Kixx BIO1

비(Novvi LC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식물 유래원료로 만든 베

의 제품용기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PCR : Post Consumer

이스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재배 과정에서

Recycled)으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하여 환경 부담을 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베이스 오일의 이산화탄소 생산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에너지

연구내용

아스팔트 신제품

• 아스팔트 포장 온도를 낮추어 CO2 및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저감한
친환경 중온아스팔트 개발
• 폐아스콘을 골재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Recycle 전용 아스팔트 개발

에너지 효율화 기술

• 정유공정 파울링(Fouling) 저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솔루션 개발

수소·CCU

•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및 운송·저장 기술 개발

량보다 더 많아져 탄소 저감을 실현하였습니다.

• 정유공정 배출 CO2를 포집·활용하여 케미칼(화학유분 및 폴리머)로 전환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 개발

화학

차세대 복합 소재

• 미래형 운송수단(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경량 복합소재 개발
• 연속섬유복합재를 적용한 차세대 경량 부품 개발
• 천연, 바이오 유래 재료를 적용한 친환경 부품 소재 개발
•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한 신규 복합소재 개발

재활용 용이 소재

국내 윤활유 브랜드 최초 식물 베이스 친환경 엔진오일 Kixx BIO1 출시
1) API SP : 미국석유협회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정한 가솔린 엔진오일 등급 규격
2) ILSAC GF-6 : 국제 윤활유 표준화 및 승인 위원회 (ILSAC : International Lubricants Standardization and Approval Committee)에서 정한 자동차 엔진오일을
위한 최소 성능 표준 규격

• 식품포장재용 폴리프로필렌 라벨, 필름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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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 저감

환경영향 저감
사업장 환경영향 최소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수자원 관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최적의 방안으로

GS칼텍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GS칼텍스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전 공장의 공업용수

MBR(Membrane Bio-Reactor)을 선정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장 주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정 간 수급 조정을 통해

수립 중입니다. 또한,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시설에 고도처리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

용수 사용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 재

설인 오존 AOP(Ozone Advanced Oxidation Process)를 추가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 TMS(Tele-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활용 방안 검토 등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자원을 더

도입하여 고농도 폐수처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20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

니다.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부유먼

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실행

질 총량관리제 를 준수하고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

지 등의 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장 내 운전이상 모니터링

중입니다.

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

시스템(OMS : Operation Monitoring System)과 연동하여 오

화물(SOx) 배출량이 많은 설비에 선택적 촉매 감소기법(SCR :

염물질 발생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수자원 리스크 관리

접 배출하기 전, 폐수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인 TMS(Tel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초저녹스 버너, 질소산화물 초

조치를 취하고 해당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21년 MFC(Mixed Feed Cracker) 프로젝트를

Monitoring System)를 통해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

억제 버너(ULNB : Ultra Low NOx Burner) 등의 저감 설비를

2021년 기준 총 43개 배출구에 TMS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

완수하였습니다. MFC 프로젝트에 따른 용수 사용량 변화를 예

습니다. 폐수의 주요 오염물질 지표인 SS(Suspended Solid),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년 말까지 총 17개 배출구에 TMS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측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공급 계약 및 자체 운전 개선을 사

TOC(Total Organic Carbon), pH(수소이온 농도 지수) 등을 24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가열시설 및 보일러시설 등의 연료를 기

전 실시함으로써 신설 공정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

시간 감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사전에 원인을 파악하여 운전

체연료로 전환하는 한편, 악취 소각시설,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습니다. 또한, 공장 내·외의 이슈로 수자원 공급 리스크 발생이

조건을 변경, 시설을 개선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예상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선제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 용수 공급 방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 관리

1)

GS 칼텍스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직

관련 데이터 보기

수질오염물질 관리
GS칼텍스는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 폐
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수생태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에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습니다. 기존 표준활성 슬러지 방식(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Process)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시설

관련 데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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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 저감

토양 관리

폐기물 관리

GS칼텍스는 정기적으로 각 주유소의 토양을 조사하고, 이중벽

GS칼텍스는 자체 개발한 SHE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의

탱크, 이중배관, 유류넘침 방지시설 등 누유 및 유출을 방지하는

폐기물 발생부터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

시설을 갖추어 주유소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수공

여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HE정보시스템을 통

장은 유류오염과 토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배

해 생산 현장의 폐기물 발생부터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모든 데

관 지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여수공장 전 지역에 지하

이터를 공유하여 발생량 감축을 유도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

수 감시정을 설치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

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종류별로 철저히 분리 및 보관

터링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 활동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활용 업체와 함께 폐유, 촉매, 합성수

또한, 토양오염시설로 등재된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2년 주기

지, 탱크슬러지, 목재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수요

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처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

2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대상여부 확인

평가항목 결정 공개

관련 데이터 보기
관련 데이터 보기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6

악취 관리

GS칼텍스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

사후환경영향조사

GS칼텍스는 2019년 7월 1일, 여수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

전에 예방하고자,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협의의견 반영

정된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노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

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초안)

프로세스

공고 공람

력하고 있습니다. Tank OOS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자

있습니다. 2021년 8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VOC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폐수

하였으며, 엄격한 평가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처리장 등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추가로 악취 저감설비

들을 사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

(촉매산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업 진행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

또한, 신설공장인 MFC(Mixed Feed Cracker) 공정을 포함하

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 부지경계 15곳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더불어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비상운전 상황에서 예상되는 환

5

4

차량에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모니터링 장비를

경오염 및 환경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

환경영향평가(본안)

주민설명회/공청회

함께 운영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철저히 모니터링하

기 위해 공정 또는 작업에 대한 환경측면식별을 진행하고 있습

협의

걔최 등 의견 수렴

고 있습니다.

니다. 환경측면 식별표를 통해 파악된 공정 및 작업상 환경영향
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계획을 구축
하여 연중 개선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Tank OOS(Tank Out of Service) : Tank를 비우고 Tank 내외부 전체를
정비하는 작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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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 저감

2021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거나 유해물질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데이터 보기

그린본드 발행
2019년 10월, GS칼텍스는 그린본드(Green Bond : 녹색 채권) 1,3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 자금은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사

GS칼텍스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시

해양오염사고 및 방제 활동

업,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시설과 수질관리 등 여수공장 환경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약 808억원을 관련 시

설 기준을 준수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업장에

GS칼텍스는 해양에서 선박을 통한 유류 입·출하 작업 중에 발

설에 투자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장외영향범위 및 사고 시나

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각 부두별 방제창고

리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

에 방제 자재를 구비하는 한편, 해양오염 대응 방제 시나리오

보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

를 준비하여 주기적으로 해양방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특히 선박의 적·양하 작업 중에는 해상 오일펜스를 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치하여 기름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같은 만일의 사태

내 오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학

에 대비하며 선박 입·출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질 유출사고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3

주요 프로젝트 현황

GS칼텍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알려진 황산화물과
제1 고도화시설(RFCC)습식가스저감설비
(Wet Gas Scrubber)
• 총 투자금액 546억원

년부터는 여수산업단지 내 업체들과 긴급대응반을 편성, 공동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공

GS칼텍스는 SHE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안전보건환경 법

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또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해화학물

있습니다. ‘SHE’는 Safety(안전)·Health(보건)·Environment(환

질 저장 및 제조사용시설 주변에 검지경보설비, 보호구함 및 방

경)를 의미하며, SHE 정보시스템은 각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용품함을 배치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협력사가 분기

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별 안전협의회를 통해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2020년, 안전 관련 진단 및 실행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해 온

• 총 투자금액 99억원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SHE 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환경 관리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

• 투자 완료

관련 데이터 보기

• 투자 완료

질소산화물을 감축하기 위해, 약 546억원을 투입하여
제1고도화시설(RFCC)에 있던 황산화물 저감설비를
습식가스 저감설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산화물
배출은 투자 전 대비 연간 약 3,000톤,
질소산화물 배출은 약 160톤 감소하였습니다.

폐수처리 고도화 설비
(Ozone Advanced Oxidation Process)

리하고 인허가 및 행정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환
폐수처리 고도화 설비

생물다양성 보존 관리

경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확

이를 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해물질, 폐기물, 토양오염, 해

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

양, 방제, ISO환경경영,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등 환경 관련 업

• 총 투자금액 115억원

해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인근 생물다양

무를 시스템화하였으며, 여러 유관부서가 SHE 정보시스템을

• 투자기간 2022년 – 2023년

성 영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는 생태계 보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

호지역 혹은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였습니다.

(Membrane Bio Reactor)

수생태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처리설비에 고도처리 시설(오존 AOP/MBR)을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투자 전 대비 2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수 재활용을 통해 수자원 보존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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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OCIAL
사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GS칼텍스는 사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토대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나누며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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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강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이 토픽은 왜 중요한가?

안전·보건경영 체계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PSM)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람, 설비,

공정안전 위험분석 시스템

시스템, 비상대응 영역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

GS칼텍스는 공정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방호계층분석(LOPA

해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위험과 안전분석(HAZOP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을

GS칼텍스는 SHE경영방침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대책을 토대로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공정안전관리(PSM : Process Safety

안전·보건 조직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안전무결성 수준 평가(SIL :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는 2022년 1월

Management)1) 내재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GS 칼텍스는 최고 안전환경책임자인 CSEO(Chief Safety &

Safety Integrity Level)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작업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의

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시설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Environment Officer)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안전관리조직을 운

는 먼저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을 통해 안전상태를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

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본부별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

확보한 후 안전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각 현장마

특히 에너지·화학 산업은 위험 기계 및 화학물질을

방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여 안전·보건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배치된 안전감독관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작업 내용이 변

활용하는 위험 작업의 비중이 높아 산업재해 발생

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

경될 경우 작업안전분석을 재실시하여 안전작업계획서에 반영
함으로써 상해 및 공정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CSEO

이에 GS칼텍스는 ‘안전보건’을 회사 필수 경영
가치로 정하고,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안전관리

SHE실
SHE 기획팀

윤활유
사업본부

S&T
본부

M&M
본부

Chemical
사업본부

생산
본부

윤활유
기술운영부문장

사업운영
부문장

일반유
SCM부문장

기술연구
소장

여수공장
생산공장장

안전환경
부문

인천윤활유
공장

수급
수송팀

물류관리팀/
M&M시설팀

연구
운영팀

비상
대응팀

안전
혁신팀

SHE 진단팀

신규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안전관리 계획서(PSMP : Project Safety Management Plan)를 수립하여 설계, 구매,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협력사를 포함한 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작업
안전분석 활동, 안전관찰 활동, 프로젝트 특별안전교육 및 단기
작업자 관리 등을 실시하여 추락, 낙하, 끼임 사고 등 주요 산업

안전팀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완공된 대규모 MFC(Mixed

환경팀

Feed Cracker) 프로젝트도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환경기술팀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현재 정상 가
동 중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4조 및 55조, 시행규칙 제50조~54조에 근거한 법적기준에 의해, 여수공장 및 전국물류센터 내 전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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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체계

하였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특성을 반

GS칼텍스는 산업재해,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각종 비상사태

영한 실행 세칙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 고도화

AI 기반 예지정비 확대
GS칼텍스는 중요 회전기기를 대상으로 솔루션 기반 AI 모델

관련 24시간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기준으

인텔리전트 플랜트 구축

을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 장치의 이상 여부와 이상원인

로 비상사태 대응 선포부터 비상사태종결까지 신속하고 철저하

GS 칼텍스는 가상공간에 실제 공장의 모습을 동일하게 구현

을 예측함은 물론,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을 통해 해당 모델을

하고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중대재해 방지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설비에 이상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에 알람을 설정하

DX(Digital Transformation) 영역에 중점을 두고 3D, AI 등 디

여 알람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지털 신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는 AI 솔루션을 도입하여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구축하

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수공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비상요원과 1선/2선 등 총 250여 명의 비
상·해양방제요원 출동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Live Saving Golden Rules 항목

1

2

단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이와는 별개

였으며, 이를 통해 설비에 이상상황이 발생하기 전 이상 여부를

로 불시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요원들
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마련된 대규모 소방훈련장에서 화재가상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량물작업 시

고소작업

접근 금지

추락방지

도 2021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MFC 프로젝트 진행 시 비상대응

3D OTS(Operation Training Simulator) 적용

미리 감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 회전기기 전체에 AI 솔루션

신규 건설한 MFC(Mixed Feed Cracker) 공정에 운전 및 제어

을 점차 확대 적용하여 설비사고를 미리 예방하며 안정적인 운

시스템이 현장과 동일하게 구현된 3D 훈련모델을 구축하여 공

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정 가동, 정지 및 비상상황 시 훈련할 수 있는 3D 기반의 OTS

3

4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3D 가상공간 속에서

안전관찰 텍스트(Text) 분류 AI 모델 개발

공정의 비상대응 체계 및 훈련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치 실제 기기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반복하며 비상상

여수공장은 직원이 안전 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안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GS칼텍스 여수공장은 각종 관

황 시 대처능력은 물론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관리 시스템에 관찰 내용을 수록하고 안전관찰 분류항목을

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를 통해 실제 공정에서 인적 오류(Human Error)로 인한 각종

직원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안전관찰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 인해 안전관찰 내용 등록 시 분류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

시나리오를 계획 및 수립하고 가동 전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장보호계획을 갖추고 있습

시설점검 시

적정보호구

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응 훈련 외에도 반기마

에너지원 차단

착용

고, 해당 내용이 텍스트로 입력되어 안전관찰 내용에 대한 통계

다 지자체, 군부대, 경찰 및 해양경찰 등과 함께 민·관·군·경 통
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 등 축적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텍스트

5

6

분석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안전관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GS칼텍스는 데이터

Life Saving Golden Rules

를 기반으로 한 분석 및 도출 시사점을 활용하여 집중 안전관찰

GS칼텍스는 모든 임직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

또는 근본원인 분석 등 안전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에

업장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Life Saving Golden Rules’
을 제정하였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고 중 인명과 관련된 사고
를 분석하여 중대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6가지 항목의 마련

위험발생지역

밀폐공간 작업 시

접근 금지

안전확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점검 데이터 및 날씨와 같은 외부
요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다양한 안전사고 징후를 미리 확인할
3D OTS 장비로 교육하는 모습

수 있도록 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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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한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 작업 수행

드론을 활용한 위험작업 수행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

밀폐용기 내 가스 무선 원격 감시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정유·화학 시설의 정비 등에서 활용되는 질소분위기 촉매 교

GS칼텍스는 2015년부터 여수공장의 현장업무 진행 시 드론을

을 수행하며 드론을 활용하여 위험물인 제품시료를 운반하는

GS칼텍스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및 사망 사고, 화재 폭발 위

체 작업은 작업자가 질소에 의한 질식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나오는 높이 100m 이상의 플레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항동물류센터의 제품시료를

험 등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무선 가스 디텍터

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작업자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

스택(Flare Stack)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접근하는 기존 검사 방

인천물류센터로 운반하기 위해 10km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

를 개발 후 도입하였습니다.

해 GS칼텍스는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협업하여 가상 작업공간

식은 위험도가 높아 운전 중 점검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열화상

해야 했으나, 드론을 활용한 후에는 최단거리인 해상으로 비행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에 노

을 만들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현장 설비에 로봇을 투

카메라 및 줌(Zoom)이 탑재된 드론을 활용하여 위험작업을 추

함으로써 3km의 짧은 거리로 제품시료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

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 가스점검은 필수사항입

입하는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

진한 결과, 현재 안전하게 운전 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

습니다. 또한, 인천물류센터의 부두가 육상과 떨어진 바다 위에

니다. 그러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고소지역 출입구의 가스를 측

다. 이러한 로봇 투입으로 질소분위기 작업의 위험성을 검토하

니다. 나아가 광범위한 영역의 설비검사 및 시설관리에도 드론

설치된 돌핀부두(Dolphin wharf)이기 때문에 도선을 활용하여

정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측정 시간대가 아닌

고, 작업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을 확대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두의 제품시료를 운반하는 과정 역시 드론 배송으로 대체하

다른 시간대에도 가스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 작업 안전 관리에

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밀

앞으로도 정유·화학 관련 시설에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 작업을
추가 적용하여 생산공정의 안전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폐용기의 가스 발생 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입니다.

있는 가스 무선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고
소지역에 총 17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밀폐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측정을 위해 소요되
는 시간 및 업무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질소작업 로봇 투입

인천물류센터 K-드론 실증지원사업

무선 가스 디텍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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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관리 체계화

전 과정 품질관리 체계

Kixx 품질서비스 차량 운영

GS칼텍스는 석유제품의 생산단계를 비롯하여 저장 및 유통단

GS칼텍스는 2007년부터 업계 최초로 이동실험실 형태의 Kixx

고객안전관리

계에서도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품질서비스 차량을 운영하여 전국 주유소 품질 검사를 진행하

GS칼텍스는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는 등 고객들에게 적합한 품질의 석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

고, 고객 품질 불만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석유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제품은 ISO 9001(품질경영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충전소 대상 LPG 품질서비

제품이 품질의 특성상 안전, 환경, 성능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시스템)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품질

스 차량을 추가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법적 품질기준이 변동되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EU-REACH(유럽연합 신화학물질

기준으로 생산되며, 공장 출하 단계뿐 아니라 물류센터에 입고

는 시기에는 충전소 운영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

되거나 장기 저장되는 제품 또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

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

학물질등록평가법)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다.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이 전국 물류센터로 입고 후 출고·저

유소 품질관리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실시간 결과 확인 및 효율

고 있습니다.

장될 때는 관련 법과 GS칼텍스 내부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품질

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2008년 사전등록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1톤 이상의

점검을 진행하며, 안전·환경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Kixx 품질서비스 프로세스

방문 주유소 선정 또는
긴급점검 요청

주유소 방문 및
품질 분석

화학물질에 대해 EU-REACH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에는 국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000톤 이상의 기존 화
학물질을 등록하였으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결과 처리
및 안내

주유소 사후 처리
(정밀 분석 필요 시, 실험실로 시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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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화학물질포털 시스템 운영

1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구분

활동 내용

안전보건환경

•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부속의원 운영

GS칼텍스는 제조, 구매, 사용,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화학물

(여수공장)

질을 화학물질포털(CMP)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등

점검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제조, 구매 및 연구개발 단계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내

2

안전문화변화
정기

화학물질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프로그램

건강검진

•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 Chief Safety & Environment Officer) 주관의 전사 SLC
(Safety Leadership Committee)에서 안전문화변화 프로그램 관련 주요 이슈 논의 및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의사결정 수행

습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의 전체 성

• 여수공장 등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찰·안전수준개선·사고조사 등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

분정보와 유해성 및 화학물질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화
학물질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함께 전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
• 3년 마다 API1) 인증 심사관이 방문하여 API 표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실시

매월 사업장별 SLC를 통한 주요 진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3

임직원, 협력사, 고객 모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전 커뮤니케이션

• CSEO 메세지, 안전 카드 뉴스 주기적 발행

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만 개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성화

• SHE 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 정보 및 사고 사례 공유 활성화
• 물류센터 관리자 화상교육 매월 실시(SHE Issue 공유)

또한,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강화되는 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적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전

안전환경 모범사례

4

발굴

• 모든 사업장 및 협력사의 안전환경활동 중 전사에 확대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를 선발하여
안전환경협의회에서 발표 및 전사 안전리더십 위원회에서 시상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정 시 자택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정부에 제출

활용할 수 있는 힐링키트 지원

1)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협회) : 석유 및 가스 산업 기준

하도록 하고, 구매물질은 정부제출 여부 확인 후 사용할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협력사 안전용품 및 건강검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출장 시

GS칼텍스는 2017년부터 협력사 소속 유조차 수송기사(주유소, 충전소 수송 7개사)를 대상으로 수송기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관련 위생물품 지원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등의 수송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송기사
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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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활동

GS칼텍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감염병 대응 초기 단
계였던 2020년 1월 28일부터 사내 지침에 따라 감염병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020년 2월 24일부터는 이를 전사 비상대책위원회로 격상하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현황 및
전 사업장 조치사항 모니터링

• 전사적인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및 공유
• 사내 지침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논의·실행

여 전사적 차원에서 임직원 및 협력사 모두의 안전과 건강 보호
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상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GS칼텍스는 국내외 감염자 현황 및 정부 지침을 모니터

전사 행동지침 수립 및 실행을 통한
임직원 건강 유지

• 사내 지침 변경을 포함한 주요 이슈는 사내 SNS를 활용하여 매일 임직원들에게 공유 및 자율적인 예방수칙 준수 유도
• 재택근무, 출장, 회의 등에 대한 운영가이드 마련 및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힐링키트를 제공하여 코로나 블루 예방 지원

링하며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 발열체크, 사무실·회의실 방역
등 다양한 방역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마스크

•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시행 및 전 사업장의 사업 연속성 계획 마련·운영

지급 및 밀접접촉자와 같은 자가격리자에게 자체 제작한 힐링

전 사업장의 사업 연속성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Business Continuity) 확보

인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비대면 보고 및 회의 진행
• 집단 감염 이슈 발생 시 필수 인원 확인 후 근무 형태 전환, 소독 등의 방역활동 실시
• 사업장 현장 및 선박 등에서 확진자 발생 시 현장 작업과 효과적인 방역이 동시에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관련 절차 마련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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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관리 확대
협력사 상생경영 실천

상으로 59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 매출증

평가, 방문실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ESG와 공급

대 600억원, 비용절감 124억원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망 관리의 중요성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 공

동반성장 기본방침

이 밖에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

유하여 협력사와 구매담당 조직의 업무이해도 및 참여도를 향

GS칼텍스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

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협약 대

상시켰습니다.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

•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수령

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

상인 협력사에 대해 금융권과 제휴하여 상생 펀드를 조성 및 운

련 세부 교육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협력사 거래계약서 내 ESG 항목 추가

력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영 중이며, 2021년 69개 협력사에 313억원의 동반성장 우대금

다양한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

리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성, 실효성이라는 상생경영의 기본 방침을 토대로 공정한

GS칼텍스는 2021년 국내외 핵심협력사 316개사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계 유지, 협력사의 역량과

ESG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인권존중, 안전한 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경, 환경 친화적 사업장 관리, 기업윤리 준수 등 글로벌 스탠

공급망 ESG 관리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1

협력사 인식제고

• ESG 및 공급망 관리 교육 지원

공급망 ESG 평가
관련 데이터 보기

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

다드에 따른 ESG평가항목을 토대로 협력사에 온라인 자가점검
을 시행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기업별 평가점수와 상세 개

GS칼텍스는 2016년부터 ‘생산성 혁신 고-투게더(Go-Togeth-

공급망 관리 체계

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여 각 협력사에 제공하였습니

er)’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협력사가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GS칼텍스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 제품의 품질,

다.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ESG 전문가의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요

납품 능력, 재무현황 등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평

현장점검 및 ESG 경영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협력사가 ESG에

비용뿐 아니라 시험·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여 협력사의 R&D 역

가 요소까지 고려하는 등 ESG의 중요성을 반영한 평가·관리를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ESG경영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량을 강화하고, GS칼텍스가 구매 계획 중인 기술·제품·용역 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발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를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여 기업 윤리 준수, 근로

또한, ESG 경영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리스크에 따라 상세 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의 인권 존중, 친환경적 사업장 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의

선 권고안을 작성 및 공유하고 ESG 모범사례집을 제공하는 등

2021년에는 ‘생산성 혁신 고-투게더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

내용을 협력사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거래계

협력사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향후

최하여, 8개 기업에 9개 사업을 지원한 결과 협력사 매출증대

약서에 안전, 환경, 노동 등 GS칼텍스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

GS칼텍스는 협력사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공급망 ESG 평가를

109억원, 비용절감 24억원이라는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공유하

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ESG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협력

진행할 예정입니다.

였습니다. GS칼텍스는 2016년부터 6년 간 총 36개 기업을 대

사에게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및 GS칼텍스 요구에 따른 ESG

2
ESG 자가점검 시행
• 핵심 협력사 대상 ESG 자가점검 실시

3

자가점검 결과에 대한 실사 및 검증
• 협력사 제출 정보에 대한 현장 점검
• ESG 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인식 제고
교육 진행

4

공급망 내 위험요소 확인 및 평가
•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제출자료의 신뢰성 및 ESG 요소 관리 수준 기준)

5

위험개선 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 일부 협력사의 인권노동 및 기업 윤리
항목에 대한 이슈 확인

관련 데이터 보기

• 시정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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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인권경영 실천

인권영향평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다양성 존중

GS칼텍스는 매년 ‘OECD의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GS칼텍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GS 칼텍스는 자회사인 ‘한울사랑 유한회사(이하 한울사랑)’

인권경영 원칙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의 인권

를 통해 2020년 3월과 11월, 여수공장 PCB(Project Center

GS칼텍스는 회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Conduct)’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기반

감수성 및 인권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

Building) 1층과 여수공장 1공장 복지동 2층에 사내카페를 각각

실천하기 위해 인권 존중 철학을 담은 인권정책 및 협력사 행동

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서

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정의 및 지침을 규정하여 임직

오픈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조

규범, 이해관계자 정책을 수립하여 인권존중의 원칙을 규정하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그룹웨어 접속 시 첫

성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한울사랑은 장애인 직원 13명, 비

였습니다.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

인권영향평가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화면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운영 안내 배너를 배

장애인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사원들은 고객

칙(UN Framework and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차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치하는 등 임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안심하고 신

응대부터 음료 제공 및 장애인 직원의 출퇴근 업무를 담당하는

Human Rights)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결사의 자유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습니다. 조직 및 연령별로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특히 GS칼텍스는 업무 규정 및 기업행동규범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

방지와 성희롱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 규

습니다.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

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임직원

시하여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식

들이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별, 평가,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울사랑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애인 사원들이 지속
적으로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음료 제공

2

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및 처리

및 위생 교육, 고객응대 및 소통 교육 등의 내부 교육을 진행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healing@gscaltex.co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2)2005-6012

또한, GS칼텍스는 카페를 운영하며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
4,000만원을 2021년 3월 (사)전남농아인협회에 기탁하는 등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장애인 단체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 일

1

2

인권영향평가

3

결과분석

4

개선점 도출

1

건

2021년 성희롱 제보 및 처리

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성희롱 신고

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metoo@gscaltex.com,
02)2005-6012

경영활동 반영
※ 동일한 전화번호이나 통화 상태에서 구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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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성과 평가 방법

임직원 업무환경 혁신

GS칼텍스는 연말평가 진행 시 주요 성과의 정량적, 정성적 측

DX(Digital Transformation)캠프 및 디지털 해커톤(Digital
Hackathon)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의 실패 요인(Pain

성과 평가 원칙

면을 통합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공정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

현장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Point)를 구성원이 직접 발제하고, 이에 공감하는 구성원들이

GS칼텍스는 공정한 평가 및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향하며, 성

해 평가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

GS 칼텍스는 2016년부터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

함께 문제를 정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여기서 도출된 프로토

과 이외의 요소로 인해 임금, 평가, 승진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

하여 평가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론을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현장의

타입(Prototype)을 경영층에게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 목표 수립 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기대 수준 달성도를 의미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Camp,

과정에서 상당 수의 프로토타입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실제 비

피평가자는 조직의 목표와 성과 평가 항목 및 가중치가 설정된

는 4개 등급(Outstanding/Exceed/Meet Expectation/Need

Hackathon)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시스템 개발에 이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자는 면

Improvement)을 활용하고, 등급별 비율 강제를 완화하여 자율

이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이해하고 변화

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개발과 향후 장기 육성계획을 지원합니

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

의 방향에 공감하는 임직원을 매년 ‘카탈리스트(Catalyst)’라는

또한, 2018년부터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탐색 프로그램

다. 연중 피평가자는 과업에 대한 점검을 받으며, 평가자에게 지

크리스트 형태의 가이드를 제공하여 각 성과관리 단계에서 객

이름으로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인 SBT(Self-designed Business Trip)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원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평가자가 체크리스트

관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가자를 대상

하여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학습하고 문제를 발굴하는 힘을 기

SBT는 미래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 학습하고 회사의

를 기반으로 연간 주요성과 내용, 과정 기여도 등을 평가한 후

으로 한 정기 교육을 통해 평가에 대한 평가자들의 인식 및 역

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체 임직원

적용점을 사내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GS칼텍스는 공

피평가자에게 결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의 약 3분의 1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법론을 경험하였습니다.

장 설비에 로봇을 이용하는 사례, 업체 등을 탐색하여 프로토타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적 이외의 요소로 평가 결과가

뿐만 아니라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여 구성원의 업무 성취감을

GS 칼텍스는 이러한 임직원 역량을 바탕으로 2021년 생산

입을 제작, 실제 공장 정비에 투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평가 결과는 보상의 기준으로만 활

높이고 성과창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성과-보상 연계 제도를

용되며 승진 및 직책 선임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과자에게는 업적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사내의 다양한 협업과 과업 형태를 고려하여 직속상사 이외에

평가 결과, 기여도, 직무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보상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에게도 평가권을 부여하고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료평가(Peer-Review) 제도 운영
GS칼텍스는 임직원 간 협업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동료평가
(Peer-Review)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일반
직, 연구전문직 책임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회사의 조직가치(신
뢰·유연·도전·탁월)에 대한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료평가 결과는 강점 및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피평가자에게 공유하며, 해당 결과는 직
책 선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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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

성과개선 프로그램 ‘스콜피온즈(Scorpions)’

자율과 책임 기반의 근무환경 조성

GS칼텍스는 2021년부터 기존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GS칼텍스는 임직원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근무 환경을 선택하

위해 성과개선 프로그램인 ‘스콜피온즈(Scorpions)’를 운영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임직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심리적 안정을

정, 화공인재 멘토링, 산학협력 실습 등 대학과 협력하여 개설한

고 있습니다. 스콜피온즈를 통해 전 업무영역에서 개선 과제를

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때, 임직원 스스로 더욱 책임감을 갖

바탕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주거지원, 생활안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지식과 노

발굴하고 실행하여 실질적 재무성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하는

고 업무에 몰입하여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

정, 자녀양육, 자기계발 및 여가 지원 등 임직원 각각의 요구를

하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식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선과 혁신의 내재화를 추구

기 때문입니다.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2020년부

특히 저출산 시대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임직원들의 부담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

특히, 도전적 목표 설정, 교차 기능(Cross Functional) 협업 확대,

터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택 근무

을 낮추고자, 출산 축하금 및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

GS칼텍스는 전사 차원의 경영방침 및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임

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업무 수행 그리고 Good Risk Taking을 주

를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여 팀 단위에서 그라운드 룰(Ground

기 모유수유실(엄마의 방)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본사 및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

요 방향성으로 삼으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Rule)을 수립하고 협업 툴(Tool)을 활용하여 새롭게 일하는 방

공장의 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난임치료

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콜피온즈 내재화를 위해 전사 핵심성과지표(Key

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 지원 및 난임치료휴가 등의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Performance Indicator)를 관리 중이며, 조직별로 요구되는 전

또한, 임직원들이 가족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과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무식, 경영현황 설명회를 동

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건강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보건

전국 콘도 및 휴양소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

영상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사내 SNS인 워크플

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레이스(Workplace)를 통해 회사의 다양한 소식과 관련 업계 정

또한, 정기 공채 외에도 일반 인턴, 글로벌 인턴, 산학 인턴, 화
공리더십 등의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공리더십 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알아보기

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음(智音) 아카데미, LIF(Leader Insight Forum) 등

스콜피온즈(Scorpions) 주요 방향성

합리적 고용 및 소통 활성화

을 통해 임직원들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의견
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목표 설정

Good Risk Taking

사전에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리스크 분석 후 대응 가능한 수준을 검토 및

공정한 채용 절차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주제에 제한이 없

기회 영역에 대한 최대 잠재 가능성

적용하여 높은 수익과 빠른 실행 추구

GS칼텍스는 다양한 직무에 따른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익명 게시판 나

도출 및 도전적인 목표 설정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별, 전공, 지역,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공개채용을

눔터에는 102건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이 중 35건이 검토 후 반

진행하며, 채용 시 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고 업무 능력 중심의

영되었습니다.

교차 기능(Cross Functional) 협업 확대

스콜피온즈
(Scorpions)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 장려

평가를 통해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간, 기능 간, 회사 외부와의 협업 확대를 통한

시스템 기반 체계적 업무 수행

새로운 기회 확보 및 입체적인 해결방안 도출

단일 시스템(Single System) 기반의

교차 기능(Cross Functional) 영역에서의 신속한

전사 개선과제 관리/수행을 통한

세스 중 일부 단계에서 AI 기술 및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의사결정과 추진력 확보를 위한 실행 체계 구축

업무 혁신 활동의 투명성 및 실행력 제고

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자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채용 평

최근에는 채용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채용 프로

가의 정확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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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여성리더 육성

GS칼텍스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 달성’이

GS칼텍스는 성별이 아닌 업무 능력 및 전문성, 리더십 등 공정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 노사화합선언 및 노사헌장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

GS칼텍스는 생애주기를 반영한 연차별 교육부터 직무역량 육성 프로그램,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외부 학위 과정 등과 같은 임직

을 발표한 이래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

존 여성 관리자들을 롤모델로 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

원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의 작업장 혁신,

는 여성 직원들이 육성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여성리더 인원은 지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조직문화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

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 봉사활동에도 노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성별의 구분,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직

또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

장 내 성장의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건강

협의회 및 각종 TF를 운영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한 경쟁,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 및 리더십

건위원회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영역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성 리더를 위한 다양한 육성

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인재로서 가장

프로그램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고민되는 영역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보완책도 계속

코칭·멘토링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 EMBA/MBA와 직무 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학위과정
• 역량강화를 위해 스스로 학습 주제와 관련 교육과정을 선정/참여하는
Self-Designed Learning 과정

• 임원과 팀장의 리더십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전문 코칭 프로그램
• 후배 임직원의 조직 적응 및 잠재적 역량 발휘를 돕는 사내 코칭 프로그램
• 신입/경력 사원 멘토링 프로그램

리더십 육성

• 조직장(임원·팀장) : EDP, 예비리더 과정, 신임팀장 과정, 팀장 그룹학습 등

프로그램

• 팀원 : 연차별 교육 시 리더십 관련 교육 과정

직무역량 육성
프로그램

• 공통직무역량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협상, 회계 기초, 재무제표 분석
• 전문직무역량 : 각 직무별 교육체계에 따른 직무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교육 (파이썬, 태블로, R 등)

퇴직 예정자 재취업

• 진로설계 : 변화관리 및 생애설계, 자기진단, 진로설계서 작성, 관계관리 등

지원 프로그램

• 생애 재무설계, 연금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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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기여
사회공헌 추진방향

주요 사회공헌 사업 성과 기여도 조사
GS칼텍스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사회공헌 성과 기여

GS칼텍스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며,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

도 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 체계는 CBBE(Customer-Based Brand Equity) 피라미드

정서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심리정서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마음톡톡’과

모델을 사회공헌에 접목시켜 도출된 것으로 GS칼텍스는 중점 사업 참가자(수혜자)들의 직접적인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주요 생산거점이 있는 여수시의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를 운영하는 등 전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비즈니스 연계성과 사회적 파급력(Impact)까지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GSC 사회공헌 평가

85점 • 임직원 인지도

인지 • 일반대중 인지도

사회적 가치 창출

100

• 사회적 영향력
• 비즈니스 기여도
• 명성 제고 기여도

GS칼텍스예울마루

지역사회공헌

80점

파급력

2021년 총점 - 84.5점 / 100점

0

90점

효과성

• 사회문제 해결 기여 효과
• 설정 목표 달성도
• 투입 예산 대비 성과 창출

85점 • 임직원 만족도

만족 • 이해관계자 만족도
* 대상 : 주요 사회공헌 3개 사업, 사업 기간 : 2021년 1월~12월 기준

교육기관-NPO-예술치료사

남해안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생산거점 중심으로

그룹 간 협업 운영 구조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심리정서

운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지역밀착형 나눔, 봉사 및

프로그램 지원

향상에 기여

사회공헌활동 전개

구분

총평

인지

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임직원 인지도는 82.7%로 높은 편이며, 바이럴 마케팅 및 기타 캠페인 증가로 대중 인지도를 제고함

효과성

각 프로그램별 SROI(Social Return of Investment)는 120.7%로,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입 예산 대비 높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함

만족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는 4.26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임직원 만족도는 3.65점으로 보완이 필요함

파급력

외부 확산 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며, 이해관계자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비즈니스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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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톡톡
GS칼텍스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의 자아 성장과 사회
성 향상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마음톡톡’ 사업을 진행하고

GS칼텍스

있습니다. 마음톡톡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톡톡을 통해 보다 양질의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기관-NPO(Non-Profit
Organization)-예술치료사 그룹 간 체계적인 협업 구조를 바탕
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
년 간 마음톡톡을 통해 전국에 있는 아동 청소년 총 22,694명
을 만나 그들이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건강하게

2,231

명

수혜 아동수 (2021년)

관련 데이터 보기

예방 프로그램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예술치유를 통해 또래 관계
문제를 예방하는 ‘교실힐링’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 학교폭력 피해아동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예술치료사
그룹

누적 수혜 아동수 (2013년~2021년)

교육기관

22,694

아동

명

학교/NPO
학교 현장 조율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술치유 프로그램

민관 파트너십 통한 대상 발굴

랜트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예방 및 치유 프

성장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38

OVERVIEW

2021 ESG HIGHLIGHTS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PERFORMANCE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39

•안전·보건 강화 •공급망 ESG 관리 확대 •인권 존중  사회공헌 기여

마음톡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어비스는 2021년 143건을

GS칼텍스 예울마루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외부 학계에서도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

상담하였으며, 서비스 시작 이후 총 469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2012년 5월 개관한 ‘GS칼텍스 예울마루’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 조성된 친환경 건축 공간을

습니다. 예방 프로그램인 ‘교실힐링’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회

등 심리상담의 대중화 및 지속가능한 심리상담 보급을 위해 힘

활용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불모지였던 지역사회에 신선한 패러다임을 선사하고 지역 주민의

정서학습 기반 중학생 인성 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서울대

쓰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 연구 논문이 (사)한국교육심리학

2019년 5월 예울마루 2단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진섬다리와 창작스튜디오, 장도전

회 2021년 제2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시관이 있는 ‘예술의 섬 장도’를 개관하였습니다.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음톡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

GS칼텍스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 준

GS칼텍스 예울마루는 2021년 4월, 예울마루 조성사업의 최종단계인 망마산 전망대 리모델링과 산책로 개설을 완료하며 망마산 정

한 논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예술치료가 아동 청소년에

비생(이하 취준생)을 돕기 위해 취준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운영

상부터 바다 건너 장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산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여수시 사업을 통해 예술의 공간 장도에

게 미치는 영향’이 한국웰니스 학회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취업준비생 1,464명을 대상으로

는 오션뷰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며, 이어서 난대림 조성과 숲 생태 복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논문에는 양적 검사뿐만 아니라 PPAT, DARP와 같은 질적 그림

아침 기상 습관 형성 및 목표 달성 성취감 제고를 위한 챌린지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

검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마음톡톡의 효과성을 더욱 정확하

이벤트, 취준생활 스트레스 및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전문가

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독주회, 뮤지컬 <캣츠>와 <시카고> 등 인기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리히텐슈타인을 비롯한 세계

게 입증하였습니다.

대담, 깊이 있는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워크숍 등 취

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된 <김희근 컬렉션展>, 예술의 섬 장도에서 이뤄진 생태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

준생들의 고민 해소 및 역량 강화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 기준 약 102만 명의 누적 이용객수, 약 82만 명의 장도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행하였습니다.

관련 데이터 보기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GS칼텍스
는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마음톡톡 힐링
뮤지컬 <별이 쏟아진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연 영
상을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954개 학교(약
26만 명)가 마음톡톡 뮤지컬 공연 영상 관람을 신청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화이트어비스’ 설립
GS칼텍스가 2018년부터 지원해 온 마음톡톡 예술치료사의 사
회적경제 조직이 ‘화이트어비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후 2021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2021.11.01,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되어 일반 성인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본격

마음톡톡 힐링 뮤지컬<별이 쏟아진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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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강화 •공급망 ESG 관리 확대 •인권 존중  사회공헌 기여

지역사회 기여 노력 확대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분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친화

GS칼텍스

사회공헌활동

참사람상

GS칼텍스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합니다. 주요 공정시설이
GS칼텍스

위치한 여수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

사랑나눔터

하여, 여수공장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을 투명하게 공
유하며 주민들과 상호 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또한, 여수지역 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 단체들과 적극 소통

희망에너지교실

활동 내용

• 2020년부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지역의 개인에게 시상
• 2008년부터 여수지역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 하루 350여 명에게 점심식사 제공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소 운영 대신 결식 우려 노인 대상 매주 1회 반찬 배달
• 명절 및 절기에 보양식 제공

• 2010년부터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꿈/비전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주요 사업에 반영하고
GS칼텍스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GS칼텍스

일반 사회공헌 프로그램

따뜻한 밥상

• 2007년부터 여수시 도서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가 섬에 거주하며 각 학교를 순회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8년부터 여수시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의 점심식사 지원
• 2021년에는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과 연계하여 온라인 멘토링 참여 기회 제공

GS칼텍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며 매

환경친화
사회공헌활동

환경정화활동
(해상·육상)

년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어족자원 증대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근 마을의 다중이용시설

수산자원 보호 활동

방역, 홀몸 어르신 대상 긴급 구호식품 상자 전달 등 실효성 높
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직원
나눔 활동

GS칼텍스
사회봉사단

GS칼텍스
한마음기금

• 임직원이 가족, 협력사와 함께 여수공장 인근마을, 하천, 해안가, 관광지 등 관내 공공장소를 찾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수거

• 여수 해역에 전복 치패 및 치어 방류 실시

• 자발적으로 조직된 임직원 봉사대가 연중 환경정화/집수리/방역 등 봉사활동 실시
• 창립기념일, 연말에는 인근마을 주민을 위한 쌀/난방유/김장 지원 등 상생 활동 진행
•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방역, 플로킹, 세탁비누 만들기 등 소규모/비대면 진행이 가능한 봉사활동을 기획, 운영

• 2005년부터 임직원 기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기부하여 임직원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에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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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05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배구조 확립
GS칼텍스는 경영활동 전반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ESG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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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강화
윤리경영 실천
이 토픽은 왜 중요한가?

법령 및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항목들을 반영함으로써 GS칼텍
스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

기업행동규범

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GS칼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가치가

GS칼텍스는 1997년 제정된 「GS칼텍스 윤리규범」을 2021년 3

텍스의 ESG 관리체계를 반영하여 향후 GS칼텍스의 지속가능한

더욱 강조되면서 각종 부정부패, 불공정거래 관행,

월 「기업행동규범」으로 전부 개정하여,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성장을 도모하고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담았습니다.

정보 보안 등과 같은 비즈니스 윤리에 관한 규제가

다양한 규정과 정책을 통합하고 ESG 등 글로벌 표준을 반영하

앞으로 GS칼텍스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였습니다.

있도록 주기적으로 「기업행동규범」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최신

(FCPA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새로 개정된 「기업행동규범」에 각종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내외

성과 적합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을 비롯하여
글로벌 반부패 규제의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기업은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인권

이해상충

사전 파악하여 윤리적·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자체

존중

행위 금지

부패방지/
내부통제 및
국제거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요구
수준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GS칼텍스 기업행동규범 기본원칙

따라서 GS칼텍스는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이행이
곧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선결 과제이자 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보보호와

안전·보건·환경

상생협력과

정보보안

중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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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경영

윤리경영 소통 채널 운영

윤리경영 핫라인 운영 원칙

GS칼텍스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윤리경영 홈페이지와 임직원

GS칼텍스는 윤리경영 핫라인을 이용하는 제보자 및 상담자의

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포털, 그리고 사내 SNS의 컴플라이언스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선의의 제보 사실로 인한 보복조치

컴플라이언스 운영 조직 및 보고 체계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

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해 비리, 불만, 탄원

GS 칼텍스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전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전사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CO :

니다. 또한,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해 국내외 관련 법령과 사규

등의 제보가 접수되면 유관부서가 제보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처

Corporate Compliance Officer)와 조직별로 조직장을 보좌하여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UCO :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및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리하며, 제보자가 요청할 경우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Unit Compliance Officer)를 두고 있습니다. CCO와 UCO는 ‘컴플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이

상황 등에 대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상시 상담하고 제보할

제보 대상은 GS칼텍스의 「기업행동규범」 위반 행위를 비롯하

슈 및 활동을 공유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 불공정한 거래,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거래, 임직원의 부당한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됩니다. 한편, 컴플라이언스 총괄 부서인 Compliance팀은 CCO를 보좌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다

업무처리, 금품·향응 요구 및 제공, 인권침해 행위 등 건전한 경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정책,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 리스크 관

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리 등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2021년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

관련 데이터 보기

윤리경영 홈페이지

윤리경영 실천 문화 확산

http://ethics.gscaltex.com

GS칼텍스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윤리경영 실천 문

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매년 임직원 및 고객사,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EO 메시지를 전달하여 윤리경영 실천
윤리경영 핫라인

이사회(감사위원회)

분위기를 고양하는 한편, 사내 SNS에 윤리경영 이슈를 지속적

ethics@gscaltex.com

으로 공유하며 윤리경영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

02)2005-6011

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전 임직원에게 자율준수 서약서 서
명 및 제출을 요청하여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

보고

CCO/UCO 선임
컴플라이언스 운영위원회

보고
조직장

Compliance팀(사무국)

고 있습니다.
CCO

윤리경영 핫라인

UCO

징계요청
사원상벌위원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교육·전파

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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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더불어 ‘경쟁사 커뮤니케이션 사전 검토 제도’를 운영하여 국내

GS칼텍스는 2021년 국내 에너지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GS 칼텍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CP : Corporate Com-

GS칼텍스는 공정거래(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ACP :

외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경쟁사와

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

pliance Program)은 「기업행동규범」 및 제반 사내 규정, 각종

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규정,

직·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ISO 37301은 국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증진 활동, 보고 체계, 제보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반독점 컴플라이언

GS칼텍스는 내부거래심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내부거래 시

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에 대한

라인, 각종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및

스 책임자(ACO : Anti-trust Compliance Officer)를 선임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

국제표준입니다.

효과성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임직원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담당부서는 내부거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등) 준

GS칼텍스는 ISO 37301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매년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컴플라이언스 기본교

공정거래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수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에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통보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하며, 교육 대상으로 국내외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령의 제·

고, 사업부서는 내부거래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 진행, 거래 변경

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

자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직원 모두를 포함합

개정 사항 및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사내에 공유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하도

스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윤리경영 및 준법지원을 강화하여

니다. 컴플라이언스 기본교육은 컴플라이언스와 기업행동규범,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

급거래 시 사전에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ESG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정보보안, 안전·보건·환경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이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기업행동규범 실천규정」

하도급거래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있습니다.

을 통해 공정거래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 보기

래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정거
래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 37301 인증 수여식

OVERVIEW

2021 ESG HIGHLIGHTS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PERFORMANCE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컴플라이언스 강화  이사회 운영 •디지털 보안 강화 • 리스크 관리

이사회 운영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원칙

이사회 구성 현황
직위

임원명

現 직책 및 직급

선임 배경

대표이사

허세홍

GS칼텍스(주), 대표이사 사장,

GS칼텍스와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재직 경험 및 회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이사회 의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회사 발전에 기여

이두희

GS칼텍스(주), CSEO 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 사장

GS칼텍스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발전에 기여

사내이사

김형국

GS칼텍스(주), Chemical사업본부장, 사장

GS칼텍스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발전에 기여

기타비상무이사

홍순기

(주)GS, 대표이사, 사장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재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이사회 발전에 기여

허용수

GS에너지(주), 대표이사, 사장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재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이사회 발전에 기여

Brant T.

President, International Fuels & Lubricants,

Chevron International Fuels & Lubricants의 President로서

Fish

Chevron Corporation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발전에 기여

이사회는 회사 정관 제36조(이사회) 및 제37조(이사회의 결

Wayne P.

Assistant Treasurer, Banking, Investments &

Chevron Corporation의 Assistant Treasurer로서

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Borduin

Financing, Chevron Corporation

이사회 발전에 기여

Andrei F.B.

Vice President & General Counsel Downstream,

Chevron Downstream, Chemicals & Midstream의 General Counsel로서

Behdjet

Chemicals & Midstream, Chevron Corporation

이사회 발전에 기여

William L.

CEO, Singapore Refining Company,

Chevron Refining 경험 등 정유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Stone

Chevron Corporation

이사회 발전에 기여

Christopher E.

Country Chairman, Chevron Korea,

Chevron Korea 주재이사로서 이사회 발전과 원활한

Jablonski

Chevron Corporation

커뮤니케이션에 기여

GS칼텍스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국내 주주인 GS와 해외주
주인 쉐브론(Chevron) 각 사에서 경영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
을 고려하여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를 선임합니다.
2022년 2월 기준, 이사회는 대표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 그
리고 기타비상무이사 7인 등 총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
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허세홍 이사회 의장 겸 CEO는 이전 주요 계열사 대표
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
탕으로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2월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사회 활동 자체에 대한 별도 보
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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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활동

감사위원 교육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정관에 근거하여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GS칼텍스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

GS칼텍스는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

고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9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 사업계획,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투자, 성과개선 프로젝트 등 주요 사안에 대

교육일자

교육내용

2021.02.03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지 및 회사 내부 프로세스 교육

한 검토 및 의결이 진행되었고, 안전,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등 ESG 관련 이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모든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Board Support Office는 쉐브론(Chevron) 주재이사와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사회 안건을 상정
합니다. 또한, 사전 자료 제공을 통해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데이터 보기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사회 내에 경영조정위원회(Accountability Committee)와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LNG
도입관리위원회(LNG Procurement Management 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부여받은 권한
과 기능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에는 안전에 관한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SHE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경영조정위원회

Governance 이슈 검토

감사위원회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감사 결과 검토

LNG 도입관리위원회

LNG 도입 관련 사항 검토

구성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2021년 개최 횟수

3회

4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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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강화 •이사회 운영  디지털 보안 강화 • 리스크 관리

디지털 보안 강화
디지털 보안 및 보호 체계

디지털 보안 관리체계 운영

고객정보 보호 체계 및 보호 활동

GS칼텍스는 내부 중요 데이터 및 IT·OT 보안과 관련된 각종 위

GS칼텍스는 2013년 업계 최초로 정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디지털 보안 조직 구성

협에 대비하고 고객 정보를 포함한 회사 유·무형 자산의 안전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위해 강화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 Personal

GS 칼텍스는 디지털 보안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관리 및 비즈니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디지털 보안 정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유지하고자 매년 관계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습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

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법령 및 국제표준을 기반으

니다.

자), 위원장, 각 본부별 임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보안위원회’를

로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정보 저장 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위원회는 ICT(Information and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

한의 인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Communication Technology)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으로 운영하고자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임직원 및 내외부

처리 이력 관리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개인정보 처리부서와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정기/비정기 진단 활동을

IT(Information Technology)·OT(Operation Technology) 보

고객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이나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 등 전사 디지털 보안 강화를 위한 투

또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Zero Trust Security Model)1)을

또한,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은 물론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

자, 활동 및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여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니다. GS칼텍스는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고객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통지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과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정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인 ‘Digital 보안팀’이 최신 보

보보안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 트렌드를 적시 분석하여 GS칼텍스 디지털 보안 및 관리체계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 징후 및 보안 위반 사항의 적시 적발과 위험 예
측 등을 위한 보안수준 검증(Security Assurance) 활동을 수행

인증범위 GS&POINT 서비스 및 GS칼텍스 보너스카드 서비스

하며,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유형에 기
반한 적발통제(Detection Control)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Zero Trust Security Model : 네트워크 경계를 내외부로 구분하여 신뢰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인증을 통해 적절한 권한을 받아야 함을 바탕으로 한
보안 전략

유효기간 2020.06.10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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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안 활동

정보보호 교육 활동
GS칼텍스는 매년 전 임직원에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

디지털 보안 위험관리

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을 강

GS 칼텍스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악성메일 훈련 등 최신 동향을 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IoT(Internet of

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과 보안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

Things), OT(Operation Technology)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한 보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S칼텍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

스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정보보안 진단 및 교육을 진행하

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

는 등 GS칼텍스 전반의 보안 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

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국내외 보안 이슈를 검토하는 등 디지털

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GS칼텍스 여수공장은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상 공장에 출

각종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시도 등 네트

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및 안전 준수사항과 제한사항

워크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을 실시하며, 물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적 보안강화를 위해 불시 보안점검, 사업장 침투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디지털 보안에 대한 위험관리 및 통제 수준을 점검합

출입관리·방문 예약 시스템

니다. 또한, 여러 위험을 사전 식별하여 예방하고자 자체 위험평

국가보안시설인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모든 출입 인원 및 차량

가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등 기술적

을 출입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 전 지역은 통

인 보안 강화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구역,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으로 구분되어 출입 인원은 승인
된 장소만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 시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48

OVERVIEW

2021 ESG HIGHLIGHTS

ENVIRONMENTAL

SOCIAL

ESG PERFORMANCE

GOVERNANCE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49

•컴플라이언스 강화 •이사회 운영 •디지털 보안 강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사업·재무 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 현황

비재무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구분

참석 및 주요 활동

구분

거버넌스

관련 주요 규정

주요 활동

GS칼텍스는 원유·석유제품의 시장가격 변동, 산업 변동성 등

의장

CEO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운영위원회

• 기업행동규범

• 전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경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에 유연하

위원

Chemical 사업본부장, Supply&Trading 본부장,

컴플라이언스

• 기업행동규범 실천규정

• 특화분야(공정거래, 반부패, Sanctions)

게 대처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리스크 관

재무실장, 윤활유사업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싱가포르법인장

위해 원유Operation팀, MI(Market Intelligence)팀, 성과지원팀

배석임원

환경

방향족사업부문장, 원유부문장, 사업운영부문장,

직은 대내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간사/사무국 회계부문장/성과지원팀

수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분기별로 CEO 산하 이사회 중

활동 내용

• 기업행동규범

• 안전환경협의회

• SHE 경영관리 규정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일간 모니터링 시스템,

• 환경관리 규정

공정별 탄소배출 영향도 분석 등)

개최 주기

• 석유제품 품질관리 규정 등

안전·보건

연 4회(분기 1회)

재무 리스크 관리

• 환경영향 저감 활동 및 환경 리스크

• 전사 SLC

• 기업행동규범

• 공정 위험성 평가

• 안전환경협의회

• SHE 경영관리 규정

• 작업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환경컨설팅 규정

• 신규 프로젝트 수행 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

• 안전보건환경 교육훈련 규정

• 안전 교육 실시

• 비상사태 대응 규정

• 비상대응훈련 실시

비재무 리스크 관리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

• 온실가스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사전예방 활동 실시

리스크 관리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성과 검토

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사 차원의 주요 리스크를

GS칼텍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사업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

• ESG 위원회

자금부문장

을 리스크 관리 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리스크 관리 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 안전·보건 사고 관리 규정 등
공급망

• ESG위원회

• 기업행동규범

• 협력사 ESG 교육

• 협력사 행동규범

• 협력사 ESG 평가

다. 건전한 재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차입금을

GS칼텍스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ESG 관련 비재무 리스크 관리

관리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전자본

체계를 강화하고자, CEO 및 최고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ESG위

증가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원회를 중심으로 ESG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 정보보안 규정

• 정보보호 관련 법규대응 및 정책관리

차입 수단을 다변화하여 균형 있는 차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 결정한 세부

• 보안사고 대응 규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및 위험관리

고, 충분한 신용한도(Credit Line)를 확보함으로써 자금 조달 경

리스크는 안전환경위원회, 컴플라이언스운영위원회, 정보보안

• 정보보안 모니터링 규정

쟁력을 높이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 고객/개인 정보보호 정책 규정 등

• 협력사 SHE 관리 규정
정보보안

• Digital보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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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정보 •ESG정보 및 성과 •UN SDGs 연계 활동

재무정보
연결재무상태표

국내외 세금 납부
2019

2020

2021

구분

20,427,735

19,740,218

23,582,457

한국

8,653,959

6,797,551

10,506,301

아시아

11,773,776

12,942,667

13,076,156

유럽

9,430,712

9,696,509

12,449,474

기타1)

유동부채

5,211,036

5,229,255

7,820,737

합계

비유동부채

4,219,676

4,467,254

4,628,737

10,997,023

10,043,709

11,132,983

구분

단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백만 원

자본총계

구분

단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백만 원

백만 원

2019

2020

2021

137,802

(315,987)

340,974

2,534

3,639

6,605

1,413

335

(35)

(1)

(6,003)

1,880

141,7472)

(318,015)2)

349,424

2019

2020

2021

133,305

(318,411)

335,704

23.5

28.6

25.04

국내 세금 납부3)
구분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단위

명목세금

백만 원

2019

2020

2021

명목세율

%

33,261,489

22,300,614

34,538,430

실효세액

백만 원

137,064

(583)

109,425

879,660

(919,208)

2,018,852

실효세율

%

24.2

0.1

8.2

452,617

(775,432)

1,051,74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R&D 투자

억원

510

5495)

549

R&D 투자비용4)
신용평가 정보
구분

2019

S&P

2020

2021

BBB+(N)

BBB(S)

BBB(S)

Moody’s

Baa1(S)

Baa1(S)

Baa1(S)

한국기업평가

AA+(S)

AA+(S)

AA+(S)

한국신용평가

AA+(S)

AA+(S)

AA+(S)

NICE신용평가

AA+(S)

AA+(S)

AA+(S)

1) 연결 실체 간 내부거래는 기타에서 조정 반영
2) 각 지역별 합산금액과 합계는 단위 절삭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개별 기준
4) 전체 R&D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함
5) 데이터 선정 범위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수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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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보 및 성과

환경

온실가스1)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6)

구분
Scope1:

단위
직접배출량

tCO₂eq
2)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원단위 배출량

Scope2:

간접배출량

tCO₂eq/억 원
tCO₂eq

2)

외부구매 스팀, 전력

원단위 배출량

종류별 배출량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tCO₂eq/억 원
천톤
톤

2019

2020

2021

6,356,466

6,100,541

6,545,251

19.11

27.36

18.95

1,690,788

1,688,245

1,897,581

5.08

7.57

5.49

7,993.9

7,743.9

8,392.0

2,136.1

1,825.6

1,815.0

27.6

21.1

40.9

에너지 사용량 3)
2019

2020

2021

연료

71,855

67,857

77,537

전기

25,719

25,089

27,750

8,352

8,583

10,757

105,917

101,519

116,029

0.32

0.46

0.34

구분

스팀

단위

TJ

총 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4)

TJ/억 원

2019

2020

2021

193.2

101.2

82.3

2,858.4

2,091.2

3,594.8

1,901.5

138.4

169.2

359.7

37.1

59.9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7.8

57.8

58.4

유해대기오염물(HAPs)

46.0

22.0

23.4

단위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단위

법적 기준

2019

2020

2021

15

3.1

3.3

2.9

130

42.0

32.7

34.8

120

9.2

1.2

1.7

200

8.7

10.5

15.2

2019

2020

20217)

53,852

54,230

65,745

31,517

29,272

30,269

17.6

17.5

19.4

2019

2020

20219)

129.3

256.6

386.4

169.3

223.8

341.3

80.6

84.9

134.1

법적 기준

2019

2020

2021

30

7.3

8.2

7.8

40

10.7

11.7

10.6

30

3.9

6.6

6.0

3

먼지

mg/m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ppm

일산화탄소(CO)

수자원 관리
구분

단위

공업용수 사용량

일 평균 사용량

폐수 배출량

일 평균 배출량

폐수 재활용률

폐수 재활용량/폐수발생량

톤/일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8)
구분

단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톤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
구분

구분

톤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10)
구분

단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ppm

부유물질(SS)

5)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시설 : RFCC CO Boiler, 공정 가열시설(Heater), Package Boiler
1) 온실가스는 GS칼텍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과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일부 데이터에 대한 사후 변경 반영
2)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매출액 기준
3)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과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사업장별로 정수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값과 ±1 TJ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일부 데이터에 대한 사후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산정 범위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수치 수정
4)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매출액 기준

6) 여수공장 가열시설 및 보일러 설비(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와 소각시설(일산화탄소)의 평균농도
7) 2021년 하반기부터 MFC(Mixed Feed Cracker) 신규 공정 가동으로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MFC 공정 발생 폐수에 대한 중수도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재이용함으로써 폐수 재활용률은 증가
8) 수질오염물질 배출 주요 시설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9) 2021년 하반기부터 MFC(Mixed Feed Cracker) 신규 공정 가동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10) 해양방류수의 배출기준 및 배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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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환경투자금액

구분

단위

가성소다(NaOH)
황산(H₂SO₄)

톤

염산(HCI)
암모니아(NH₃)

2019

2020

2021

37,842

62,862

1)

510

369

1,4631)

1,727

1,695

1,707

344

314

375

71,522

폐기물
2019

2020

2021

지정폐기물

26,325

16,833

12,849

일반폐기물

21,315

25,024

26,740

47,640

41,857

39,589

15,076

6,839

7,458

금속회수(촉매)

8,132

7,282

5,023

비료용(퇴비용)

320

320

356

12,675

18,417

18,889

36,203

32,858

31,720

76.0

78.5

80.1

소각

1,771

3,574

2,199

매립

9,117

4,751

5,468

구분

단위

폐기물 배출량

소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연료회수(폐유·용제)

기타재활용

톤

소계
재활용률(%)

파쇄·분쇄
합계

549

674

594

47,640

41,857

39,589

구분

단위

폐수 및 해양오염
대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억원

토양오염

유효기간

ISO 14001

여수공장

2021년 07월 ~ 2024년 07월

ISO 50001

여수공장

2020년 12월 ~ 2023년 12월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

단위

회

2019

2020

2021

308

592)

99

48

62

68

3803)

60

116

31

37

71

109

94

56

48

52

6

616

305

317

자발적 환경관리 협약 체결
구분

협력기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2013년 ~ 2023년

화학사고 긴급대응 공동방재 협약

2013년 ~ 계속

(화학안전공동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관련 활동
유류 유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토양오염 현황 자발적 확인 및 복원
화학사고 대응 공동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수습 대응 조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기준을

2019년 12월 ~ 2022년 12월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

환경법규 위반사항
구분
벌금 이상

2019

2020

2021

건

0

0

0

백만 원

-

-

-

단위

건
백만 원

토양오염 조사
구분

2021

합계

과태료($10,000 초과)
사업장

2020

기타

환경·에너지 인증
항목

2019

1) MFC(Mixed Feed Cracker) 신규 공정 가동에 따른 사용량 증가
2) 주유소 사업자 변경 건수 감소로 인해 2020년도 토양오염 횟수 감소
3) RFCC Wet Scrubber 투자 포함

3

1

4

8.4

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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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근 환경 보호구역 및 관련 활동
구분

내용

비고

관련 활동

상수원 보호구역

여수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1개소가 지정 보호되고 있음(미평. 1.07km²)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6.9km

-

야생생물 보호구역

여수시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3개소가 있으며, 사업장과 가장 인접한 보호구역은 중흥동에 위치하고 있음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3.7km

사후환경영향조사(육상동식물상조사)

자연공원

여수반도 동쪽에 위치한 오동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여수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돌산읍 전면해상 및 도서 일원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한려해상국립공원 : 8.7km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29.0km
수산자원보호구역

여수시 일원에는 총 2개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과 인접한 보호구역은 가막만 수산자원보호구역임

-

특정도서지역

여수시에는 총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장과 가장 인접한 지역은 소호동에 위치하고 있음(가덕도. 23,901km²)

특별관리해역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음

철새도래지

여수시 인근에는 광양만 갈사만이 지정되어 있음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3.8km

-

천연기념물

여수시에는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32km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여수시 권역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총 10개소가 위치하며, 사업장과 인접한 구역은 신월동보호림임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13.2km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기오염물질 저감활동(최적방지시설 설치)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됨

-

굴뚝TMS추가설치,버너 개선, 탈질시설 설치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여수시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에 따라 중유는 황 함유량 0.3%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연료를 저황유에서 LNG로 전량 대체(2020.04.09)

사업장과의 이격거리 : 13.5km
-

생태계보호노력(정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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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임직원1)

육아휴직

구분

단위

임직원 합계
고용유형별 임직원

임원
정규직
기간제

지역별 임직원

서울·기타
여수

연령별 임직원

50세 초과

명

30~50세

2020

2021

구분

3,283

3,267

3,259

육아휴직 사용자

48

46

44

3,136

3,129

3,101

9

23

2

2

9

12개월 간 근무한 직원

여성

6

11

23

2019

2020

2021

1,896

1,928

1,920

884

969

886

1,827

1,754

1,818

300

304

2,796

2,786

2,752

195

148

189

5.9

4.5

5.8

9.7

9.2

9.4

1.2

1.9

1.9

억원

3,669

3,400

3,437

년

14.7

15.2

15.8

인재 채용
2019

2020

2021

278

175

257

235

123

198

43

52

59

본사·지방

136

50

102

여수공장

142

125

155

구분

단위

신규 채용 인원
성별

남성
여성

지역별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전 임직원의 모든 온·오프라인 교육 포함, 기준연도 사업보고서 임직원 기준

명

10

명

9

319

연간 임직원 급여 총액

29

3

남성

여성

근속연수

20

1

육아휴직 복귀 후

555

%

10

남성

114

2,955

장애인 고용률

여성

1,339

544

여성인력 고용률

14

92

2,967

퇴직률

2021

5

1,339

572

퇴직자 수

2020

4

99

2,964

연금제도 가입 대상 임직원

육아휴직 복귀자

2019

남성

단위

1,387

남성

30세 미만
성별 임직원

2019

여성

여성관리자
구분

단위
인원수

명

1

1

1

비율

%

2.1

2.2

2.3

인원수

명

12

13

14

비율

%

4.9

5.7

6.4

인원수

명

90

93

101

비율

%

10.4

10.5

1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 투자 비용

억원

62

30

28

인당 교육 시간2)

시간

58

48

52

점

76

72

67

임원

팀장급

책임급(과장~부장급)

인재 육성

조직역량 서베이 결과(만족도/몰입도)

OVERVIEW

2021 ESG HIGHLIGHTS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APPENDIX

ESG PERFORMANCE

Sustainability Report 2021

56

•재무정보  ESG정보 및 성과 •UN SDGs 연계 활동

고객

노동조합
구분

단위

노조 가입 인원

명(가입/대상)

경영상의 변화를 노조와

건

협의·협상
노사 쟁의

2019

2020

2021

1,524/1,936

1,520/1,897

1,502/1,925

0

0

0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없음)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없음)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없음)

0

0

0

회

고객만족 인증
2019

2020

2021

우수콜센터

우수콜센터

우수콜센터

1위(11년 연속)

1위(12년 연속)

1위(13년 연속)

구분
KSQI(한국 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NCSI(국가고객만족도평가) 주유소 부문

고객만족 활동

급여
구분

단위

주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 대비

생산 기술직

신입사원 임금 비율1)

일반직

%

2019

2020

2021

139

135

159

197

194

206

구분

단위

주유소 수

개

단위
2)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는
3)

전체 직원 비율

2020

2021

99

98

99

%

89

2,261

391

389

368

23.94)

23.5

23.6

고객불만처리 소요일

일

0.7

0.85)

0.7

2019

2020

2021

5,643

5,723

6,303

437

432

447

품질점검
단위

주유소 품질점검

회

충전소 품질점검

87

2021

2,354

%

구분

직속 상사와 합의된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목표로
평가 받는 전체 임직원 비율

2019

2020

2,368

내수시장 점유율(주유소 기준)

LPG충전소 수

성과평가
구분

2019

90

품질경영 인증
항목

사업장

유효기간

ISO 9001

여수공장

2021년 7월 ~ 2024년 7월

정보보안 인증
2019

구분
6)

2020

2021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ISMS-P 통합

ISMS-P 통합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7)

인증

인증 획득 완료

인증 획득 완료

-

인증

인증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8)
1) GS칼텍스 본사와 여수공장 등 국내 전 사업장 기준, 성별 차등 없음
2) 해당년도 재직 6개월 미만 휴직자, 연중 입사자 제외

고객 정보보안

3) 목표수립, 중간점검, 연말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를 진행하는 직원 비율
4) 5) 데이터 선정 범위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수치 수정

구분

6)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수립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7) 정보보호 관리체계, 조직에 특화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에 상시 대응하는 등 여러 보안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8) 회사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로 2020년 이후 PIMS, ISMS가 통합된 ISMS-P로 인증 유지 중

고객정보 관련 불만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단위
외부 당사자 제기 및 조직 내부 입증
규제기관 제기

건

2019

2020

2021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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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정 안정성 사고8) 발생 건수

산업안전보건 지표
2019

2020

2021

0.15

0.19

0.14

작업손실재해율(DAFWR)

0.08

0.15

0.09

근로손실빈도율(LTIFR)3)

0.77

0.96

0.46

근로손실강도율(LTISR)4)

구분
임직원·협력사
통합

임직원

단위
1)

총기록재해율(TRIR)

2)

0.023

0.033

0.022

총기록재해율(TRIR)1)

0.09

0.30

0.09

작업손실재해율(DAFWR)2)

0.03

0.21

0.06

근로손실재해율(LTIFR)3)

0.45

1.49

0.30

4)

0.027

0.050

0.014

0

0

0

0

0

0

총기록재해율(TRIR)1)

0.19

0.16

0.17

작업손실재해율(DAFWR)2)

0.12

0.13

0.11

근로손실강도율(LTISR)

업무관련 사망자수(남성)
업무관련 사망자수(여성)
협력사

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0

0

0

2

1

2

9)

Tier 1

건10)

9)

Tier 2

산업안전 훈련
2019

2020

2021

분기 1회

연 1회

연 1회

소방 훈련

교대조별 연 2회

교대조별 연 1회

교대조별 연 1회

육해상 방제 훈련

교대조별 연 2회

연 1회

교대조별 연 1회

공정비상대응 훈련

사업장 전체훈련, 연 16회

사업장 전체훈련, 연 16회

사업장 전체훈련, 연 16회

공정 Dry Training12)

교대조별 월 1회

교대조별 월 1회

교대조별 월 1회

초기 대응 훈련

교대조별 월 1회

교대조별 월 1회

교대조별 월 1회

구분

훈련명

전사 차원 훈련

전사 소방·방제 합동훈련

사업장 훈련11)

근로손실재해율(LTIFR)3)

0.97

0.78

0.55

근로손실강도율(LTISR)4)

0.020

0.028

0.025

0

0

0

항목

사업장

유효기간

0

0

0

KOSHA-MS

인천 윤활유공장

2021년 12월 ~ 2023년 12월

2019

2020

2021

0

0.307)

0.45

업무관련 사망자수(남성)
업무관련 사망자수(여성)

명

산업안전보건 인증

직업성질환발생률5)
구분
임직원 직업성질환발생률(OIFR)6)

1) 총기록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 20만 인시(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100명이 1년간 근무하는 시간) 당 발생한 사고(응급조치 이하 규모의 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 및 질병, 사망사고) 건수, (사고건수/근로시간) X 20만 인시
2) 작업손실재해율(Days Away From Work Rate, DAFWR) : 20만 인시 당 발생한 하루 이상 작업손실 유발사고건수, (작업손실 유발사고건수/근로시간) x 20만 인시
3) 근로손실재해율(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LTIFR) : 재해건수 X 1,000,000/총 근로시간수(년)

8)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사고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정의한 공정 안정성 기준에 따름

4) 근로손실강도율(Lost Time Injury Severity Rate, LTISR) : 근로손실일수 X 1,000/총 근로시간수(년)

9) Tier 1 및 Tier 2 : API 기준 각각 100,000 USD/ 2,500 USD 이상 피해가 발생한 사고

5) 근로복지공단의 질병성질환 승인 건의 요청일자 기준

10) 백만 근무시간 당 발생 건수

6) 임직원 직업성질환발생률(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OIFR) : 직업성질환 발생 건수 x 1,000,000/총근로시간

11) 사업장 훈련은 여수공장 기준이며, 각 사업장 기준에 따라 자체 훈련 실시함

7) 질병성질환 승인 건 기준 변경에 따른 수치 수정

12)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의 한 종류

OVERVIEW

2021 ESG HIGHLIGHTS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PERFORMANCE

APPENDIX

Sustainability Report 2021

58

•재무정보  ESG정보 및 성과 •UN SDGs 연계 활동

공급망
협력사 ESG 관리

협력사 현황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거래실적 보유 협력사

개사

1,446

1,275

1,236

협력사

대상

구매비용

억원

33,316

12,371

11,984

행동규범 서명

실시

구분
1)

단위

비율

동반성장 우대금리 지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협력사

개사

84

75

69

금액

억원

622

477

313

여수공장

공사관리자 안전과정

본사

2019

2020

2021

22개사 60명

3)

24개사 130명

50개사 340명

46개사 400명

32개사 257명

안전담당자 인증·보수교육

46개사 300명

18개사 48명

30개사 42명

카고 크레인 기사 안전교육

60개사 310명

62개사 392명

63개사 330명

약 3,000명

약 3,500명

약 3,100명

11개사 대상 총 4회

11개사 대상 총 4회

11개사 대상 총 4회

(200명/회)

(200여명/회)

(200여명/회)

8개사 대상 총 2회

8개사 대상 총 2회

8개사 대상 총 2회

(230여명/회)

(230여명/회)

8개사 대상 30명

코로나19로 미실시

8개사 대상 30명

약 500명

약 500명

약 500명

반기에 1회씩

코로나19로 대면교육 미실시

코로나19로 대면교육 미실시

전 유조차 기사 대상 실시

유조차 수송 안전교육

유조차 수송 안전교육

동영상 대체

동영상 대체

내항선 선주·선원
안전교육
급유선 선주·선원
안전교육

물류센터

미실시

신호수 실무 인증과정

TA특별안전교육

장기계약 협력업체
대상 교육
물류센터 건설공사 안전교육
유조차 기사
안전교육

대상

삽입된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

실시
비율

핵심 협력사

대상

ESG 교육4)

실시
비율

협력사 산업안전 관련 교육2)
구분

환경, 노동, 인권 조항이

ESG 평가를 진행한

대상

핵심 협력사

실시
비율

ESG 현장 실사를 진행한

대상

핵심 협력사

실시
비율

(온라인교육)

1) 자재(케미컬, 설비, 기자재) 및 서비스(공정, 용역) 협력사 포함
2) 과정 참석 연인원 기준(과정별, 차수별 복수참여)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교육 취소

4) ESG 교육은 온라인자료로 핵심 협력사 중심으로 진행

개사
%
개사
%
개사
%
개사
%
개사
%

2020

2021

1,044

1,150

1,044

1,150

100

100

1,044

1,150

1,044

1,150

100

100

107

316

107

310

100

98

107

316

102

310

95

98

102

310

4

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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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공헌
구분
1)

사회공헌 투입금액

2)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

단위

2019

2020

2021

억원

157

154

123

3)

3)4)

750

1,154

2020

2021

명

1,024

사회공헌 프로그램 - 마음톡톡
구분

단위

마음톡톡

예방 프로그램

활동

(교실힐링)
치유 프로그램

2019
5

7

7

아동(명)

744

1,140

1,136

기관(개소)

29

18

17

학교(개소)

(저소득층/학교폭력 피해아동)

아동(명)

2,211

819

1,095

합계

아동(명)

2,955

1,959

2,231

GS칼텍스 예울마루 투입 비용 및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GS칼텍스재단 출연 금액5)

억원

48

49

34

78,506

17,769

38,543

76,734

35,287

46,679

417

6)

423

연간 공연 관람객
연간 전시 관람객
연간 공연·전시·아카데미

명
회

1) 사회공헌 목적의 집행금액으로, 사업보고서 상 기부금과는 다름
2)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대비 참여 연인원 감소
3) 데이터 산정 범위 및 기준 변경에 따라 수치 수정됨
4)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봉사활동 중심 실행
5) GS칼텍스가 GS칼텍스재단에 지급하는 사업비 등으로, GS칼텍스 사회공헌 비용에 포함되는 금액
6)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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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교육3)

이사회 참석 현황
구분

단위

이사회 평균 참석률

2019

2020

2021

구분

1)

96.3

100.0

교육 인원

95.0

%

단위
온라인

명

오프라인
2)

윤리경영 협조 공문 발송

이사 및 감사 구성 현황

성별

연령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

941

875

988

5,774

5,457

4,890

2020

2021

3

3

비상무이사

7

7

7

항목

사업장

유효기간

감사

2

2

2

ISO 37301

서울본사

2021년 10월 ~ 2024년 10월

남성

12

11

11

여성

-

1

1

60세 이상

3

4

3

50~60세

7

6

5

제보 접수 현황

50세 미만

2

2

4

구분

2019

2020

주한미군 납품 유류 입찰에서

• 카닥, 루프트 코리아 기업결함(임원겸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

지연신고 과태료 처분 받음
• 차명 기업 계열사 미등록으로 벌금 처분 받음 :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1

없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 처분을 받음.
임직원 교육, 규정/제도 개선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컴플라이언스 경영 인증

윤리경영 핫라인 제보 및 조치 결과(2021년)

불만

비위

탄원

기타

총합계

고객

2

1

0

0

3

협력사

1

5

2

0

8

0

0

2

0

2

기타

0

3

8

0

11

총합계

3

9

12

0

24

조사(감사)

0

5

4

0

9

관련부서 이관

3

4

7

0

14

0

0

1

0

1

3

9

12

0

24

임직원

단위

건

조치 결과

기타

건

총합계
※ 조치 후 관련 징계 건수 : 0건

1) 2019년도 데이터 산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따른 수치 수정
2) 2022년 1월 1일 기준

2,262

3

구분

조직의 경쟁저해행위 및

2021

2,368

2019

공정거래 이슈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2020

2,355

사내이사

구분
유형별

건

2019

3) 컴플라이언스 교육에는 인권 존중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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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연계 활동
GS칼텍스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9개의 목표를 선정하여 관련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4 양질의 교육

GSC 목표

GSC 목표

GSC 목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소외이웃의 식생활 개선을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지원한다.

지원한다.

있도록 지원한다.

2021 성과

2021 성과

2021 성과

• GS칼텍스 사회봉사단 집수리,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 결식우려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 운영 및 반찬 배달

• 아동 예술 치유 지원(누적 22,694명)

• 2021년 1,154명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대상 점심식사 지원

•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예방교육 뮤지컬 영상 제작·배포(누적 약 26만 명 관람)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 기준)

• 취준생을 위한 취준동고동락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

7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GSC 목표

GSC 목표

GSC 목표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며, 여성 임직원들이 능력을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건전한 경영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보전에 기여한다.

공급망을 구축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2021 성과

2021 성과

2021 성과

•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에서 차별 금지

•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 착수

• 협력사 ESG평가를 통한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 여성리더 육성프로그램 운영

•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착수
• 자회사 ‘GS바이오’를 통한 바이오 연료 사업 확대

(국내외 핵심협력사 316개 대상 평가 실시)
• MFC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창출(건설기간 중 연인원 200만 명)

• 식물 원료 기반 친환경 엔진오일 ‘Kixx BIO1’ 출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GSC 목표

GSC 목표

GSC 목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이해관계자 소통 및 공동의 노력을

자원을 절약하여 친환경/고품질 제품을 생산함은 물론, 재활용을

밸류 체인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21 성과

2021 성과

2021 성과

•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운영 지원

• 폐플라스틱 리싸이클링 사업 확대

• 그린본드 발행 및 친환경 설비 투자(누적 약 808억 원)

•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고-투게더 지원 사업

• 환경투자 금액 : 317억 원

• 스콜피온즈(Scorpions)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8개 기업 대상 9개 사업 지원, 협력사 매출증대 109억원)

• 폐수 재활용 비율 19.4%, 폐기물 재활용 비율 80.1%

4.3만tCO2eq
• 사업장 내 LNG연료 활용 열병합 발전설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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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

GS칼텍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경영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 동종업계 ESG 활동과 성과 벤치마킹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등 대내외 ESG 관
련 이슈 분석 결과, 비즈니스 영향도(Relevance)와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를 기준으로 핵심 보고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GRI Standards, WEF, DJSI, ISO 26000, UNGC, UN SDGs, SASB, IPIECA 등의 글로벌 표준 및 미디어 리서치 분석, 동
종산업 벤치마킹을 통해 도출한 32개의 이슈 Pool을 대상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12개

2
1
3

보고 이슈를 선정하여 이 중 4개의 핵심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2

12

● 핵심이슈
●

3

4

6

7
10

● 보고이슈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5

8

9

GS칼텍스는 선정된 보고 이슈를 중심으로 2021년에 회사가 수행한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보고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심있는 필요한 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

4

11

2020년 중대성 평가
비즈니스 영향도(Relevance)

STEP 1

이슈 Pool 구성

STEP 2

중대성 평가

글로벌 ESG 표준 분석

비즈니스 영향도(Relevance)

• GRI Standards, WEF, DJSI,

• 글로벌 ESG 표준 분석

ISO 26000, UNGC, UN SDGs,

• 동종 및 선진기업 ESG 분석

SASB, IPIECA 등 국제표준 요구

• 내부 자료 분석

사항 분석 및 이슈 도출

• 임직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야

순위

환경

➊

환경

동종업계 ESG 이슈

STEP 3

GRI Standards Topic

보고 범위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 사업 추진

GRI 305 배출
GRI 306 폐기물

GS칼텍스 내부/외부

17-21

➋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GRI 302 에너지
GRI 305 배출

GS칼텍스 내부/외부

14-17

사회

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GRI 403 산업안전보건

GS칼텍스 내부/외부

26-28, 30-31

내부자료

경제

➍

윤리경영·공정거래

GRI 205 반부패

GS칼텍스 내부

42-44

임직원 설문조사

경제

➎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Non-GRI

GS칼텍스 내부

18-21

보고 이슈

사회

➏

지역사회 기여 노력 확대

GS칼텍스 내부/외부

37-40

경제

➐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GRI 201 경제성과

GS칼텍스 내부

17-21

환경

➑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노력

GRI 306 폐기물

GS칼텍스 내부/외부

19, 23

사회

➒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GRI 416 고객 안전보건

GS칼텍스 내부/외부

29

사회

➓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GRI 401 고용

GS칼텍스 내부

34-35

사회



건전한 조직문화

GRI 407 단체결사의 자유 및 집단적 금지

GS칼텍스 내부

34-36

사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 강화

GRI 414 공급 업체 사회적 평가

GS칼텍스 내부/외부

보고 이슈 선정

글로벌 ESG 동향

이슈

(총 472명의 임직원 참여)

미디어 리서치
• 2021년에 노출된 총 9,645건 중
유효 기사 3,297건 분석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총 152명의 고객사, 협력사,

동종산업 벤치마킹
• 국내외 총 17개사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보고 이슈 분석

내외부 이해관계자 이슈
미디어 이슈 노출도

전문가 등 참여)
• 미디어 이슈 노출도 분석

→ 12개 보고 이슈 선정
(4개 핵심이슈)

GRI 203 간접경제효과
GRI 413 지역사회

보고 위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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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GS칼텍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투자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소통 채널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지속가
능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요 소통 채널

지역사회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투자자

• 공청회

• 사회공헌활동

• 고객센터

• 간담회

• 사보

• 사업 보고서

• 간담회

• 간담회

• SNS

• 구매포털사이트

• 사내 게시판

• 공시

• 세미나

• 설명회

• 홈페이지

• 설문조사

• 설문조사

• 뉴스레터

• 단체교섭

• 지자체 홈페이지

• 노사협의회
• 노사 각종 TF

주요 이슈

• 정부정책 변화

• 환경보호

• 고객서비스

• 산업안전보건

•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

• 경영정보 공유

• 법규·납세 준수

• 지역경제 기여

• 고객안전

• 상생

• 성과보상

• 투자

• 산업별 동향

• 고용창출

• 개인정보보호

• 정부정책 변화

• 인재육성

• 주주이익 보호

• 지자체별 동향

• 사회공헌

• 가격 책정

• 공정거래

• 인권보호

• 마케팅
• 제품품질
• 네트워크
• 미래환경 대응

•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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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ndards & Initiatives
GRI Index

UNGC Advanced

SASB

IPIECA

페이지

참고사항

일반 표준(General Standards)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About This Report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2-3

본사의 위치

About This Report

102-4

사업 지역

홈페이지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45-46,
About This Report

102-6

시장 영역

홈페이지

102-7

조직의 규모

51, 55

102-8

임직원에 대한 정보

55

102-9

조직의 공급망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01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5-18

02

05-06, 홈페이지

02

사업보고서

https://www.gscaltex.com/kr/company/network/overseas

p.34
전기 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Suzhou GS Caltex Trading Co., Ltd.

49
GOV-4/CCE-6

12, 61, 71

102-13

협회 멤버쉽

15-18

71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19-20

4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GOV-1

8, 10, 42

102-17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12-14

GOV-2

42-44

102-18

지배구조

02

GOV-1

11, 45-46

102-20

조직 내에 임원급 인사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을 책임지는 인사가 임명되어 있는지 보고

01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102-41

단체협약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63-64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63-64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63

이해관계자 참여

https://www.gscaltex.com/kr/company/network/Domestic

58

전략

거버넌스

https://www.gscaltex.com/kr/business

11, 46, 49
64

03-05

-

단체협약서 제17조 통지의 의무에서 고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전 임직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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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보고서 관행

경영 접근법

페이지

참고사항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UNGC Advanced

SASB

IPIECA

사업보고서

p.289-296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63

102-47

Material Topic 리스트

63

102-48

정보의 재기술

About This Report

102-49

이전 보고기간으로 부터의 중대한 변화

63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02-55

GRI 인덱스

65-67

102-56

외부 검증

69-70

103-1

중대성 주제와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4, 26, 42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14, 26, 42

103-3

경영방침 평가

14, 26, 42

관련 항목에 별도 명시

About This Report
21

About This Report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경제 성과 (GRI 200)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SOC-14

51, 55, 59

시장지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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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5

56

간접경제효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SOC-13

37-40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GOV-3/SOC-8

43-44, 60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GOV-3/SOC-8

60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CCE-3/CCE-6

52

302-3

에너지 원단위

CCE-6

52

경쟁저해행위

12-14

EM-RM-520a.1

60, 사업보고서

환경 성과 (GRI 300)
에너지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CCE-3

16

용수 및 폐기물

303-3

용수 취수량

ENV-1

52

생물다양성

304-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이트

ENV-3/ENV-4

54

CCE-2/CCE-4

14-16, 52

배출

EM-RM-110a.1
EM-RM-110a.2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305-2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CCE-2/CCE-6

16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CCE-5/CCE-7/ENV-5

52

14-16, 52

p.2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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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폐수 및 폐기물

환경 컴플라이언스

UNGC Advanced

SASB

IPIECA

페이지

ENV-2 /ENV-7/ENV-8

23

ENV-7

54

306-2

폐기물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 관리

09-11

306-3

폐기물 발생

09-11

EM-RM-150a.1

307-1

환경 법규 위반

11

EM-RM-140a.2

401-1

신규채용과 이직

SOC-4/SOC-6

55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SOC-4

35-36

403-1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SHS-1

26, 57

403-2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SHS-1/SHS-6

26

403-3

산업보건 서비스

SHS-2

30-31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SHS-2

30

403-7

경영 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계된 산업안전보건 영향의 예방 및 저감

SHS-6

26-28, 30-31

403-8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SHS-1

57

403-9

업무 관련 상해

SHS-3/SHS-4/SHS-6

57

403-10

업무 관련 건강상태

SHS-2

57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SOC-7

36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SOC-5/SOC-7

34, 56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SOC-5

55

53, 사업보고서

참고사항

p.282-286

사회 성과 (GRI 400)
고용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06-08

EM-RM-320a.2

06-08

26-28, 30-31

EM-RM-320a.1
EM-RM-540a.1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SOC-5

사업보고서

P.271-272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SOC-1

-

해당 사례 없음

단체결사의 자유 및 집단적 금지

407-1

단체결사의 자유 및 집단적 금지

SOC-6

34-36, 56

아동노동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03-05

SOC-1

-

해당 사례 없음

강제노동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03-05

SOC-1

-

해당 사례 없음

원주민 권리

411-1

원주민의 권리 침해사고 건수와 취해진 조치

SOC-10/SOC-11

-

해당 사례 없음

인권 평가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SOC-1

33, 60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SOC-9/SOC-12

37-40

공급업체 사회 평가

414-2

공급망 내 주요한 부정적인 사회 영향과 이에 대한 시행 조치

GOV-3/SOC-2/SOC-2

-

해당 사례 없음

고객안전보건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SHS-5

-

해당 사례 없음

마케팅 및 라벨링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

해당 사례 없음

417-3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

해당 사례 없음

고객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해당 사례 없음

컴플라이언스

419-1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사업보고서

p.282-286

03-05

SH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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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SG 정책

VAT

SHE 경영방침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행동규범

인권정책

조세정책

협력사 행동규범

이해관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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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GS칼텍스 이해관계자 귀중
검증방법
도입

검증인은 검증기준을 준수하며, 보고내용에 대해 오류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BSI Group Korea(이하 ‘검증인’)는 2021년 GS칼텍스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의견서는 검증범위에 포함된 관련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 검증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중대성 이슈 분석 프로세스의 검토 및 적합성 확인

GS칼텍스에 있습니다. 검증의 책임은 명시된 범위에 대해 검증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문적 의견을 담은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 지속가능성 전략이행 프로세스와 실행을 위한 시스템 검토

GS칼텍스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GS칼텍스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중요성 이슈와 관련,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의 상위 관리자 인터뷰 수행을 통해 논의된 이슈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적합성 검토
● 각 성과 영역별 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보고과정 확인

검증표준 및 검증수준
본 검증은 AA1000 AS(Assurance Standard) v3(2020) 검증 표준이 적용되었으며, 보고서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국제표준

검증결과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을 수행한 결과, 검증인은 중대성 측면에서 GS칼텍스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검증 수준은 AA1000 AS에 따라 중간 수준 (Moderate Level) 보증 형태로 AA1000 AP(Account Ability Principles) 2018의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방법(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4대 원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Type1 및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한 Type2 검증유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A1000 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원칙에 대한 검증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Type2 검증 유형은 GRI 특정 주제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의 다음 보고항목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GRI 300(환경): 302-1, 302-4, 303-3, 305-1~2, 305-7, 306-2~3, 307-1

AA1000 AP 4대 원칙

● GRI 400(사회): 403-3~4, 403-6~10, 404-2, 404-3, 405-1~2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GS칼텍스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언론/학계로 구분하고,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검증범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통해 수집된 기대사항을 환경, 사회, 거버넌스/비즈니스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고서 검증에 적용된 검증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해 확인된 주요 이슈를 ESG 이슈 Pool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학, 정유산업 등 관련산업 벤치마킹 및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

● 보고서에 수록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내용

규범/표준 분석, 미디어 리서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 32 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이슈별 사업 연관성,

●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전략, 목표, 사업, 성과 등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주장, 중요성 평가결과 중요이슈에 포함된 사항

이해관계자 관심도에 따른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지속가능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보 수집, 분석 및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적합성 및 견고성
● 아래사항은 검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요성: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의 식별 및 보고

•보고서 Appendix에 포함된 재무정보 및 UN SDGs Indexex

GS칼텍스는 도출된 32개 이슈 Pool에 대하여 사업 연관성, 이해관계자 관심도에 따라 분석하여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고서에 제시된 홈페이지 등 기타 연계된 부가정보

식별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로 12개의 보고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4개 주제의 핵심 이슈 및 8개의 일반보고 이슈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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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성: 조직의 활동 및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가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GRI Standards 적용수준 검토

GS칼텍스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 및 관리를 위해 조직 활동으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측정,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검증인은 GS칼텍스의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GS칼텍스가 제공한 자료에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영향은 이해 관계자 참여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조직의 거버넌스, 전략,

기반하여 다음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과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에 관련된 내용이 모든 해당

목표 설정 및 운영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중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에 기반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슈별로 결정된 영향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대응성: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대응

조직 프로필 102-1~102-13, 전략 102-14, 윤리 및 청렴성 102-16~17, 지배구조 102-18, 102-20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GS칼텍스는 도출된 핵심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슈 별 대응계획을

~102-44, 보고관행 102-45~102-56, 경영접근 방식103-1~103-3

수립해 실행하고 있으며, 핵심 이슈에 대한 세부 대응 활동 및 성과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경제: 201-1, 202-1, 203-1, 205-2~3, 206-1

개선권고사항

•환경: 302-1, 302-3~4, 304-1, 305-1~2, 305-5, 305-7, 306-2~3, 307-1

검증인은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 401-1~2, 403-1~4, 403-6~10, 404-2~3, 405-1~2, 406-1, 407-1, 408-1, 409-1, 411-1, 412-2, 413-1, 414-2, 416-2,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화학, 정유산업과 관련된 영역별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417-2~3, 418-1, 419-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안전보건 측면의 관련 이슈사항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GS칼텍스는 CEO 산하 CSR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환경, 지배구조 측면의 관련 이슈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증팀은 보다 명확한 이사회의 책임을 설정하고 거버넌스 조직 자체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보다 발전시킬 것을 권고 드립니다.

독립성 및 적격성
BSI Group 은 품질, 보건, 안전, 사회 및 환경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약 120년 동안 독립 검증서비스를 제공해 온
독립된 전문서비스 회사입니다. 검증인은 GS칼텍스와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고,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본 검증을 수행한 검증팀은 환경, 사회, 기업윤리, 보건, 안전 경영시스템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BSI Group의 검증표준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AA1000 AS 검증심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BSI Group Korea(주) 대표이사 임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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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서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한국품질재단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록한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에너지 사용량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인벤토리라 함)”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TJ)

연도
Scope 1

Scope 2

합계

연료

전기

스팀

합계

6,545,251

1,897,581

8,442,821

77,537

27,750

10,757

116,029

■ 검증 범위 및 기준
검증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국내 운영상 통제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1

직접 및 간접배출원(Scope 1, 2)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과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사업장별로 정수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값과 ±1 tCO2eq (또는 TJ)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검증 절차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12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하여 수행하였고,
검증의 보증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6월 7일

■ 검증의 한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나타난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그리고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검증 결론
ISO 14064-1, ISO 14064-3 등의 검증절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2021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5,000,000 tCO2-eq 미만 업체로서, 양적 기준치로 중요성은 총 배출량의 2%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한국품질재단 대표 송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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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대외활동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

주요 기부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한석유협회

서울상공회의소

세계경제연구원

굿네이버스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밝은청소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 통합방호협의회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전라남도지회

설악고등학교

여남중학교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제7기동군단

창의공학연구원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능률협회(KMA)

한국석유유통협회

여도학원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위험물학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한국펄벅재단

한국화학공학회

한미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일경제협회

UN Global Compact

World Economic Forum

함께일하는재단

환경재단

GS칼텍스재단

The Kore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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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2021 GS칼텍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Oil & Gas 및 Chemicals 분야 선진기업 벤치마킹과 내외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영역별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
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발간에 이어 2022년 17번째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정량적 성과의 경우 3개년(2019년~2021년) 실적을 함께 공
개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공개하는 정량·정성적 성과의 경우 별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의미한 활동 및
성과의 경우 보고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일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GS칼텍스 본사와 여수공장 등 국내 주요 사업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의 경우 윤활유공장, 지
역 물류센터, 주유소, 충전소 및 국내외 법인과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가 상이한 경우와 보고 데이터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별
도의 표기를 하였습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기준(Core Option)에 의거(In accordance with)하여 작성되었습니
다. 또한 AA1000SES(이해관계자 참여 표준)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업 특
성에 적합한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자 Oil & Gas Sector Disclosure(2018) 및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업 표준
을 고려하여 보고 이슈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전 보고서 대비 보고의 범위, 경계 및 측정방식의 중대한 변화는 없으며, 데이터 수집 방식의 변
동이 있는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수정 후 별도로 주석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내용 및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 검증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의 검증절차를 거쳤
으며,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로서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대기 배출물질 배출량(온실가스, VOC)에 대해서는 Type 2 검증을 실시하
였습니다. 검증의견서는 보고서 부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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