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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회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인류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술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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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사회적	여건은	각국	정부와	글로벌	사회의	노력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효성첨단소재도	주요	제품	수요처의	부진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객	니즈를	기반으로	

제품의	용도	다변화	및	친환경	제품을	포함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회는	기후변화대응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효성첨단소재는	주요	해외법인의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을	개시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참여	준비를	위해	글로벌	Scope	3	산정을	진행하고	저탄소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상용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도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성	증대는	효성첨단소재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	뿐	아니라	ESG경영	전반에	걸친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공급망관리위원회를	추가로	

신설	하였습니다.	

정도경영을	근간으로	충실한	책임	이행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받는	효성첨단소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들어	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효성첨단소재의	노력에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효성첨단소재	㈜			대표이사			이 건 종

CEO Message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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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효성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효성첨단소재㈜는	1968년	한국	최초의	나이론	타이어코드를	생산	후,	자동차,	토목·건축,	농업,	군수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강도	산업용	원사·직물	및	강선	소재로	사업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타이어코드,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단	

등	세계	1위	제품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신소재의	자체개발	및	상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ompany Overview

비전과 핵심가치 일반현황 및 재무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2021.	12.	31	기준)

Human Safety & Comfort Solution Provider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솔루션	제안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

소재기술	
전문기업

HYOSUNG 
WAY

최고 혁신 책임 신뢰

회사명 효성첨단소재	㈜

설립일 2018년	6월	4일

대표이사 이건종

본사 소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사업내용 고강도	산업용	원사	및	직물,	강선소재	등

주요제품 타이어보강재,	에어백	및	에어백	원단,	시트벨트	원사,	재봉사,	아라미드,	탄소섬유	

매출

영업이익

3	조	5,978억	원

4,373억	원

유럽

독일

룩셈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2)미주

멕시코

중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베트남(2)

중국(3)

대한민국

울산공장

전주공장

대전공장

임직원 1)

명

11,700

주요 협력사

개사

224

생산거점

개15
1)		본	보고서의	발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독일,	멕시코	등	

해외법인	인원	1,496명	포함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주요 제품

다양한 용도의 산업용 원사 

국내	최초로	에어백용	나일론	66와	폴리에스터	원사를	개발,	판매한	효성	

첨단소재는	시트벨트,	건축·토목용	등	다양한	용도의	산업용사를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시트벨트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고객	니즈에	

맞춰	Recycled	Yarn을	개발,	GRS(Global	Recycled	Standard)인증을	

획득하여	적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사부터 자체 생산하는 카페트 

상업용	및	자동차용	카페트	부문	국내	최고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인테리어PU는	원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체	생산설비를	갖춘	

아시아	유일의	카페트	전문업체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폴리에스터	Tufted	카페트를	양산하고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자동차용	카페트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한국	최고를	넘어	해외	카페트	

시장을	향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슈퍼 섬유 알켁스(ALKEXⓇ) 

효성첨단소재는	2003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2009년	상업화에	성공한	

아라미드	섬유(ALKEXⓇ)는	방탄,	자동차	고무	보강용,	산업용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Solution	Provider	로의	도약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트벨트	원사 자동차용	카페트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ALKEXⓇ)

타이어 내부 핵심 소재 - 타이어보강재 

타이어보강재	사업은	1968년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코드를	생산한	

이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뿐만	아니라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	등을	

생산함으로써	타이어보강재	일괄생산	공급	체재를	갖춘	세계	최대의	

회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세계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의	경우	글로벌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타이어	제조	회사에	타이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lobal Safety Textiles – 세계최대 에어백 원단 메이커 

효성첨단소재는	에어백용	Flat	Fabric,	Cushion,	OPW(One	Piece	

Woven)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	세계	Flat	Fabric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백	원단과	쿠션	생산에	필요한	전	공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신소재 – 탄섬(TANSOMEⓇ)

탄소섬유	탄섬(TANSOMEⓇ)은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연비향상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우수한	강도뿐	아니라	안정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CNG	및	수소	고압용기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2023년	

4월까지	연간	2,500톤	증설	계획을	밝혔고,	증설	완료	시	생산능력은	

연산	9,000톤으로	증대	될	예정입니다.	

타이어코드 OPW(One-piece	Woven) 탄소섬유	탄섬(TANSOMEⓇ)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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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 APPROACH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이해관계자 니즈로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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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CSE(Creating	Social	Ecosystem)를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

환경오염,	유해물질	사용	등

ESG에	대한	인식	변화

 Zero 
Impact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인권영향평가
•준법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영향평가,	안전점검
•ESG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

지역	사회와의	상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용자 안전과 편안함을 

지켜주는 솔루션 제공

기술	발전에도	매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별	사망사고

 Zero 
Fatality

모빌리티	이용자를	지켜주는	에어백,		
타이어보강재와	안전벨트	원사

방탄	/	방염	소재

교량	및	건자재	보강용	소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소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술 및 제품

인류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

 Zero 
Emission

과학기술기반	감축	목표(SBT)		
설정	및	이행

협력사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지원

제품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사용	중	배출량	감소	제품	개발

생태계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자원의 활용

증가하는	폐기물	및	

자원의	고갈	문제

 Zero 
Waste

재활용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제품의	재활용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

폐기물	최소화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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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할	당시,	㈜효성의	CSR위원회를	승계,	지속가능경영	분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신규	설치해	

실행력을	강화	했습니다.	활동	고도화를	위해	2022년	초,	공급망관리위원회와	SHE위원회를	기존	위원회에서	분리	신설했습니다.	

공급망관리위원회는	EU공급망실사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SHE위원회는	사업장별	

실질적	안전	보건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리스크	진단	및	예방	활동에	집중해	안전한	사업장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SSC)

대	표	이	사

각	사업부	대표

경영전략실장

지원실장

재무실장

베트남	사업	총괄

중국	사업	총괄

EU	사업	총괄

구매	총괄

•사내이사,	각	지역	대표	등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	

•전사	지속가능	경영방향성	논의	및	의사결정

•중요	이슈는	연	4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

지속가능경영사무국

•SSC	및	전문위원회	간사,	환경,	사회,	거버넌스	담당자	및	각	법인별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SCC와	산하	전문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대응,	해외법인	수평	전개	수행	

분야별 전문위원회

•�SSC	산하	전문위원회로	C-Level	임원	및		

해당	분야	담당	임원·팀장으로	구성

•�분야별	이슈	해결안	도출	및	실행	추진	

그린경영위원회

SHE위원회

정도경영위원회

공급망관리위원회

이해관계자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별	역할	및	논의	내용	

2021년 
주요 보고 및 의결사항

���SBTi1)	참여	및	추진	계획	의결	

��그린경영	지표	관리	개선	계획	보고

���NDC	2)	반영	국내	사업장	감축	목표	상향	의결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COP26의	주요	내용과	관련	리스크	보고

���2022년	중점	추진	개선과제	보고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보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에	따른	

						예상	변화와	리스크	보고

1)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csr_summary.do


9

2018년	6월,	설립	전까지	효성첨단소재(당시	산업자재PG)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모두	타이어보강재PU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설립	직후부터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주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기준	약	90%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은	효성첨단소재가	집중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GHG	관리체계	정비를	마쳐	2024년에	SBTi에서	SBT	

(Science-based	Target)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 로드맵

•CSR위원회	역할	확대	및	전문위원회	4개	설치

•단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국내	사업장	대상	개선과제	추진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A	Level	획득

•EcoVadis	Silver	등급	획득

•KCGS	A+	등급	획득	

지속가능경영 기반 강화

•SHE위원회	및	공급망관리위원회	신설

•기후변화대응	보고서	발간

•글로벌	全	사업장	Scope	1,2,3	산정	및	검증

•전	사업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ISO	45001	획득	비율	90%	초과	달성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해외 사업장으로의 확대

•지속가능경영	보고	범위	유럽까지	확대

•중국/베트남/EU	사업장	대상	개선과제	추진	

•베트남,	중국	사업장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SBTi	참여	의결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B	Level	획득

•EcoVadis	Gold	등급	획득

•KCGS	A	등급	획득	

효성첨단소재㈜ 설립

•CSR위원회	승계	(現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국내	사업장		감축목표	설정

•효성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참여

•㈜효성	사업부로	CDP	참여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글로벌	全	사업장	지속가능경영	추진

•글로벌	全	사업장	SBT	설정	및	이행

•주요	제품	LCA	산정	및	관리	

•ISO	37301	획득

•CDP	Water	참여	

 2018~2019  2023~2025 2021

 2020  2022  2030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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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문별 추진방향 및 현황 UNGC	회원사로서	효성첨단소재는	SDGs를	지지하며	경영	활동	전반에	이를	반영하고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를	통해	

그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UNGC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SDGs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와	UN	SDGs의	세부	목표와	연계하여	주요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공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핵심 이슈와 SDGs 대응 방향 및 목표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KEY KPI

고객만족 및 제품책임  

친환경 제품개발

환경경영 추진

기후변화대응

•고객	니즈를	바탕으로	ViU(Value	in	Use)	확보해	고객	가치	제고

•품질경영시스템	강화로	고객	컴플레인	Zero	달성

•사용자	편의와	안전,	제품생애주기(LCA)를	고려한	제품	생산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노력

•LCA를	고려한	녹색	기술	개발	및	인증을	통한	친환경	경영	추진

•사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					
-	오염물질	배출	감소			

-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증가	

-	수자원	관리	강화	

-	환경	사고	예방	등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장	SBT의	수립	및	감축	이행	

•지속적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협력사	감축	활동	촉진

①	VOC	청취	건수

②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비율

③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검사	합격율

①	친환경	R&D	비율1)

②	탄소라벨링	인증	보유	제품수

③	LCA	산출	누적	건수

1)	R&D	비용	중	친환경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①	수질오염물질	원단위	

②	폐기물	재활용	비율

③	용수	원단위

④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

⑤	ISO	14001	취득	비율

①	SBT	대비	년도별	달성율(Scope	1,	2)

②	GHGs	배출량

③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④	배출량	관리	협력사	수(국내)

⑤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	건수

⑥	SBTi	목표	승인	준비

①	5,627건

②	100%

③	100%

①	28.7%

②	7개

③	1건

①	0.098

②	61.4%

③	2.00

④	1건

⑤	100%

①	해당	없음

②	1,299	천tCO2eq

③	0.1%

④	12개

⑤	0건

⑥	79%

Scope	1,	2	산정

①	5,796건	이상

②	100%

③	100%

①	29.6%

②	20개

③	3건

①	0.095

②	63.2%

③	1.90

④	0건

⑤	100%

①	100%

②	1,234	천tCO2eq

③	0.2%

④	15개

⑤	2건

⑥	100%

Scope	1,	2,	3	산정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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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와 SDGs 대응 방향 및 목표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KEY KPI

윤리경영 및 반부패 강화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지속적인	임직원	인식제고로	리스크	근절

•공정거래,	반부패	등	위법	사항으로	인한	리스크	근절

①	윤리강령	서약	비율(신규	입사자)

②	윤리경영	교육	이수	비율

③	윤리경영	관련	소송	건수	

④	부패	관련	금전적	손실액

①	100%	

②	100%

③	0건(국내)

④	0원(국내)

①	100%

②	100%

③	0건(글로벌)

④	0원(글로벌)

사업장 안전보건 •안전한	사업장	구축

•안전	재해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	지속적	교육	및	훈련					

-	안전관리	이슈	분화를	통한	체계적	대응

①	ISO	45001	취득	비율	

②	중대재해사고	건수

③	화재	폭발	건수

④	LTIFR	(국내)

①	63%

②	1건

③	0건

④	2.88

①	91%

②	0건

③	0건

④	2.79%

지속가능한 공급망 •ESG	관련	협력사	관리	영역	확대

•협력사	ESG	평가	대상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경쟁력	강화	지원

•협력사	배출량	관리

•관련	부서	인식제고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조달	수행

①	주요	협력사	행동규범	서약	비율

②	ESG	포함	계약	체결	건수	/	비율

③	주요	협력사	대상	ESG	평가	비율

④	지속가능한	조달	교육	이수	비율

①	94%

②	181건	/	81%

③	85%

④	100%(국내)

①	97%

②	186건	/	83%

③	87%

④	100%(글로벌)

임직원 역량강화 •실질적	역량	개발이	가능한	교육의	지속	개발

•차별이	없는	역량기반	승격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식을	함양할	교육	제공

①	인당	교육시간

②	성과평가비율

③	인당	지속가능경영	교육시간

①	46시간

②	94%

③	29시간

①	48시간

②	96%

③	30시간

인권존중  •인권	침해	행위	근절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이	없는	문화	구축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①	인권	교육	이수	비율	

②	여성	관리자	비율

③	인권영향평가실시	사업장	비율

①	100%	

②	17%

③	100%

①	100%

②	18%

③	100%

상생경영 •취업	지원	등	소외	계층의	자립	지원활동	

•사업	연계	프로그램	추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	제공

①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수

②	총	봉사	시간	

③	총	수혜자	수

④	창출된	사회적	가치(국내)

①	63개

②	32,805시간

③	24,684명

④		1,948,518천원

①	68개

②	33,800시간

③	25,424명

④		2,006,973천원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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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터뷰 효성첨단소재는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자별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	방향성에	반영함으로써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분기	1회	이상	고객과의	교류,	협력사	및	지역사회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별	채널을	통해	니즈를	수시	파악하며,	협회,	이니셔티브,	얼라이언스	참여로	분야별	주요	

이슈를	논의합니다.	특히,	보고서	발간	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중대성	평가	및	부문별	주요	전략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생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제공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후	피드백	수렴	등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업	웹사이트
•글로벌	전시회,	온라인	세미나

•고객	Newsletter,	기술교류회
•고객만족도	조사

임직원 •공정한	평가	및	기회	제공
•경영진과	임직원의	소통	활성화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

•사내	게시판	및	커뮤니케이터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직원만족도조사,	직원의견	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영진과의	대화,		
경영현황설명회	등

주주 및 투자자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

•기업	IR활동
•기업	웹사이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협회 및 전문가 •소재	기술의	개발
•산학	협력을	통한	상생
•상업화	지원

•공동	기술	연구	및	개발	활동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프로젝트	

협력사 •ESG경영역량	강화	지원
•창출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
•부당한	요구,	불필요한	경영	간섭	지양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간담회	및	교육
•안전보건	협의체	
•품질	및	ESG	강화용	기술교류회	

•Hot-line	및	제보하기	채널
•구매	사이트

NGO 및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지원

•지역사회협의체
•지역주민	공장	초청행사
•사업	연계활동

•법규	준수
•정부	정책	적극	참여

•정보	공개
•운영	효율성	강화

•정부	보도자료	및	간행물
•간담회	및	공청회

•정부	웹사이트
•세미나	및	포럼

분류 주요 관심사 소통채널 고객사 원평산업		탁원일	이사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탄소저감입니다.	공급망	전반에	

ESG관리를	요구해	안전벨트	끈을	제조하는	원평산업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생산	공정	구축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효성첨단소재가	

2021년	진행한	ESG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시대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고객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정금주	책임

최근	ESG경영	트렌드에	따라	타이어산업에서는	제품	성능에	

중요한	화학물질들(ZnO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G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ESG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을	통해	원재료	투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의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사가	지속적인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 롯데케미칼		최성현	대리

롯데케미칼의	Bio-PET는	일반	PET	대비	온실가스	28%	배출	

저감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Bio-

PET는	효성첨단소재의	꾸준한	친환경	소재	전환	노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사의	파트너십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고객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목표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업장	인근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사회	소통	활동

정부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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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효성티앤씨		이동민	과장

효성티앤씨는	효성첨단소재의	정기	협력사	평가를	통해	실제	공정	

이상을	발견해	빠르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ESG경영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	제도	변경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정기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의	ESG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헷징	및	장기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준법지원팀		김성이	과장

임직원들의	준법정신을	통한	업무	수행이	중요합니다.	법률	

사고는	첫째,	위법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여기거나	둘째,	추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상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네트웍스와이		강미연	본부장

기후변화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출량	관리	범위가	가치	

사슬단까지	확대되고	있어	Scope3	관리가	요구됩니다.	즉,	

공급망과	기후변화	이슈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에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목표(SBT)에	따라	연도별	보고를	하면서	

효성첨단소재의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NGO 사단법인이타서울		한유사랑	대표

해양생태계	보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반려	해변	활동은	훌륭한	

공동	이니셔티브였고	해양생물	다양성과	자원	순환의	미래에	

대해	양자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PET	recycled	제품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키우고	

있어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보건팀		권오석	팀장

효성첨단소재는	안전지침	표준을	작성해	배포했고	SHE위원회를	

통해	타	사업장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인식	

수준,	현장	안전관리	레벨의	사업장별	편차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해	비용을	수익감소	요인으로	인식하여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전문제를	

이윤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장	

임직원	모두의	의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박규순	단장

모빌리티의	경량화는	연비를	개선시켜	운행	시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탄소소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효성첨단소재의	탄섬(TANSOME®)	

육성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CO2를	탄소	소재로	전환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실험실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소소재	성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CO2의	탄소	소재화	관련	상용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영락애니아의	집		권선구	과장

효성첨단소재의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은	효성첨단소재의	

지원으로	이너시트,	산소포화도	측정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입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와	

앞으로도	건전한	교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임직원 강선미주유럽영업팀		이상호	팀장

최근	고객사들이	지속가능한	소재로의	전환	및	탄소	중립을	목표한	

년도	안에	실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에게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에	대한	요청이	공급망	

전체에서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배출량	감축	및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임세혁	차장

2013년	효성첨단소재가	탄소섬유의	국산화	과정에서	얻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던	탄소	발열	케이블	기업의	

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성장	했습니다.	견고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효성첨단소재의	노하우를	더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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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는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GRI	

Standards,	EcoVadis,	SASB,	SDGs,	UNGC	등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과	미디어에	노출된	사회적	이슈,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2021년에는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임직원	목소리	청취와	국가별	리스크를	추가하여	총	12개의	핵심	이슈를	도출	

하였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핵심	이슈에	대한	효성첨단소재의	경영	접근	방식과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중대성 평가 결과 핵심 이슈

	

이해관계자 관심도

5.01.0 2.0 3.0

5.0

4.0

3.0

2.0

1.0

비
즈

니
스

 영
향

도

4.0

구분 핵심이슈 GRI Topic

이해관계자 중요도 
보고

페이지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
투자자

지역
사회

협회/
전문가

정부

환경 ①	기후변화	대응	 GRI	305(배출) ● ● ● ● ● ● ● 16~19

환경 ②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 ● ● ● ● 20~21

경제 ③	제품	책임	및	안전성	확보 GRI	416(고객	보건	및	안전) ● 22~23

사회 ④	사업장	보건과	안전	강화 GRI	403(산업	보건	및	안전) ● ● ● 24~26

환경 ⑤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재생에너지	사용 GRI	302(에너지) ● 17

경제 ⑥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 ● ● 21

경제 ⑦	고객관계	관리	및	고객만족	강화 GRI	417(마케팅	및	라벨링) ● 22~23

사회 ⑧	임직원	차별	금지(성별,	연령,	소수자,	인종	등) GRI	406(차별금지) ● 27,	41

사회 ⑨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GRI	403(산업	보건	및	안전) ● 28

경제 ⑩	윤리경영	및	반부패	활동	강화 GRI	205(반부패) ● ● ● ● ● 36~37

사회 ⑪	협력사	CSR	리스크	관리 GRI	308(공급망	환경평가) ● ● ● 29~30

환경 ⑫	화학물질	관리	강화 GRI	306(폐기물) ● ● ● 31

환경 경제 사회

1

2

3

4

5

8

10

11

12

9
6

7

GRI	Standards,	ISO	26000,	UNGC,	

EcoVadis,	SDGs,	TCFD,	SASB	등	

국제표준에서	다루는	이슈,	사업기획	

및	중장기	경영전략	등	내부자료	검토,	

미디어에서	주요하게	언급하는	사항,	

주요	경쟁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POOL)	

53개를	도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로	도출된	

12개의	핵심	이슈와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핵심	보고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보고서의	

구성	체계	및	세부	컨텐츠를	

기획	하였습니다.

도출된	53개	이슈	풀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사업	영향도	측면에서	해당	이슈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관심도는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과	정보공개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였고,	사업	영향도는	경영진의	관심	수준과	경영전략	및	재무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환경	관련	이슈의	중대성이	전년	비	상승했고,	

'임직원	차별	금지',	'윤리경영	및	반부패	활동	강화'가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동종 산업 벤치마킹:	주요	경쟁사	및		유관	산업		기업의	중요	이슈	분석

내부자료 분석: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자료,		

주요	사업	추진방향	분석

국가 리스크:	사업	국가별	ESG	리스크	분석	

국제표준 분석:	GRI,	SASB	등	국제표준	분석

미디어 리서치:	언론	기사에	노출된	ESG		이슈	분석	

임직원 설문조사:	ESG	이슈에	대한	임직원	관심도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중요	이해관계자	대상	ESG	관련	상세	기대	사항	파악	

사업 영향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①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 구성 ③ 보고서 구성 및 컨텐츠 기획② 중대성 평가를 통한 핵심 이슈 선정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15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KEY FOCUS AREAS
효성첨단소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훼손, 환경오염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법규 준수는 물론 친환경 정책 실천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ZERO IMPACT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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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조직의 역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대표이사가	의장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연관된	직·간접적인	

기후	관련	이슈는	주기적으로	대표이사가	주관하고	PU(Performance	Unit)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에서	보고되고	논의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전략수립	및	관리는	대표이사	직속인	ESG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이행	실적	관리는	경영관리팀의	기후변화담당자가	수행합니다.	

Scope	1,	2	배출량은	생산사업장의	생산팀,	동력팀,	환경안전팀이,	Scope	3	중	제품에	연관된	배출량은	TM(Technical	Marketing)팀,	영업팀,	구매팀에서	

감축	활동을	추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들은	기업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효성첨단소재는	기후	변화의	위협을	중요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위험을	초래	

하지만,	경쟁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개선을	단호하게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추진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업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조직 체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로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	연구개발	

전략,	기술·장비	투자,	기타	정책	등	경영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됩니다.	

또한,	월	1회	기후변화,	환경안전	등	사업부별	이슈사항을	공유하는	PU장	

회의와	기후변화	전략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논의하며	그린경영위원회는	

연	2회	기후변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      주요안건

이사회 •글로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SBTi	참여	보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SBTi	참여	및	추진	계획	의결
•NDC	반영	국내	사업장	감축	목표	상향	의결
•사업부별	주요	제품	탄소라벨링	획득	의결

그린경영위원회
•SBT(Science-based	Target)	설정	의결
•한국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고

리스크관리위원회 •COP26의	주요	내용과	관련	리스크	보고

기후관련 위원회별 2021년 주요 안건

기후변화대응 조직 및 역할

조직명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그린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공급망관리위원회 이해관계자위원회 효성첨단소재 주간경영회

대표자 대표이사(CEO) 생산기술총괄(CPO/CTO) 경영전략실장(CSO) 구매총괄(CPO) 재무실장(CFO) 대표이사(CEO)

역    할
기후관련	활동		

최고	의사결정	기구

기후관련		

전략	수립	및	관리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리스크	관리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이슈	논의	및	보고

이해관계자별	기후변화		

이슈	사항	논의	및	보고

비즈니스	영역별	기후	관련		

이슈사항	월	1회	논의	및	보고	

효성첨단소재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로드맵

*과학기반감축목표(Science	Based	Target,	SBT)	설정	기준에	따른	1.5℃	시나리오를	적용해	Scope	1+2	목표를	수립함.	(독일,	남아공,	멕시코	엔세네다	포함)

기준년도

2021
	목표년도

2030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천톤CO2eq 1,305 기준년도	대비	37.8%	감축* 812

SBTi 

추진전략

세부추진

계획

리스크 

분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에너지 및 연료 전환

리스크 평가 체계화

원료물질 전환

한국 물리적 리스크 분석

적용 시나리오

전체 
Scope1, 2

Scope 1, 2
(기준 : 1.5℃)

만성
리스크

해외 물리적  
리스크 평가

Scope3
(기준 : WB2℃)

급성
리스크

급성

RCP 2.6

SBT 설정

RCP 8.5

SBTi 추진

탄소자산시스템
입력

참여의향서
제출

지역별 Water 
Stress 분석

사업지역 생물
다양성 영향분석

물/생물다양성  
리스크 분석

만성

Scope3
(해외)

Scope3
(국내)

2022.5~12		UNGC주관	기후	엑셀러레이터(CAA)	참여
2022~  TCFD	얼라이언스	참여

SBTi  승인 추진(2024)

SBTi 승인(2024.12)

신재생에너지

물리적 리스크

원사 Chip

시장/기술

SBTi 승인 
(2024.12)

전환 리스크

전기보일러 도입

에너지 전환

수소환원제철

EU 텍소노미

전기자동차 도입

소재 전환

전기로 도입

K-ETS

태양광

급성 리스크

r-PET 전환

저탄소 제품

수소연료전지

만성 리스크

Bio-PET 전환

CCUS(탄소섬유)

강선용 철강

규제/법

SBTi 감축목표 이행(2024~ )SBT 설정 준비(2022) SBTi  참여 추진(2023)

SBTi 달성 전략 수립(2023.6~12)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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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략 기후변화대응 활동 기후변화대응 강화 및 협력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를	사업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와	사업부	대표에게	보고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전방	및	후방을	포함	가치사슬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되며,	태풍,	

집중호우	등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	협력회사를	포함한	대응	지침과	

준비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	

확대에	따라	기존	제품의	매출	축소	리스크	감소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원소모를	최소화하는	원재료	도입,	사용	단계에서의	배출감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글로벌 사업장 Scope 1, 2, 3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리스크	평가	기반	SBT	설정	및	이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1년	하반기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서	SBT	설정	및	

SBTi에	참여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글로벌	

사업장의	79%를	대상으로	Scope	1,	2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추가로	해외	3개	사업장의	인벤토리를	구축해	전	사업장으로	

확대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글로벌	전	사업장의	Scope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산정해	SBT	목표	설정	계획입니다.

협력사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지원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협력사와	함께	

참여,	에너지	관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1개사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총	5건의	개선	항목을	도출하여	

219GJ/년의	에너지	절감	잠재량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감축	아이템	중	

보일러	공기예열기	설치	건에	대한	투자비를	당사에서	지원하여	199GJ/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평가를	구매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SO 50001(에너지경영 시스템) 인증 확대

효성첨단소재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2014년	GST	독일을	시작	

으로	ISO	50001	인증을	취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등	지역적	리스크가	높은	중국	가흥	법인은	

2019년	ISO	50001	에너지경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리스크를	파악하고	절감	항목을	발굴,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 리스크 항목

현	규제 한국	NDC	상향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화

새로운	규제
EU	텍소노미로	인한	수출	규제	및	중국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감축	규제

기술 자동차	규제에	따른	제품	탄소배출량	저감	기술	개발

법규 배출권거래제	법규대응	미흡으로	인한	벌금/과태료	발생

시장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장	변화	리스크	

고객들의	SBTi	참여	증가에	따른	감축	요청	증가

평판
기후관련	활동	공개	및	감축	전환	노력	미흡으로		

평판	하락	리스크

단기적	물리적	영향 RCP2.6,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호우	태풍	등	영향	분석

장기적	물리적	영향
RCP2.6,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일수,	열지수	등의		

영향에	따른	유틸리티	비용,	근로자	생산성	영향	분석

효성첨단소재 리스크 식별 유형

업무 영역별 기후관련 특화 교육

교육대상 교육내용 시기

영업/마케팅	담당자	 SBT,	LCA	소개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계획 2021.07

에너지	담당자	 에너지	감축	수단	교육 2021.10

SBTi	담당자	
UNGC	주관	기후	엠비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
2022.05	~11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

효성첨단소재	비재생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주공장의	

응축수	회수	공정을	개선을	통해	스팀사용량을	절감하였으며,	축열식	

소각설비(RTO)	열교환기의	폐열회수시스템을	개선하여	LNG	사용량을	

절감하여	총	3,621MWh/년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이에	따른	년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675톤CO2eq입니다.

활동 도입일 프로젝트명
에너지 절감 
효과 (TJ/년)

온실가스 저감 
효과 (tCO2eq/년)

에너지	

효율개선

2021.	01 (전주)	스팀	응축수	재사용	설비	설치 7 378

2021.	01 (전주)	폐열	회수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6 297

2021.	06 (울산)	고효율	드라이어	적용 3 60

2021.	08 (울산)	변압기	사용시	손실	절감 4 176

신재생에너지 2021.	12 (가흥)	태양광	발전	투자 0.1 17

2021년 에너지 효율 및 사용 개선 

'소각로 폐열회수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를 통한 최우수상 수상

전주공장은	2021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사내공모전에	

소각로	폐열회수를	통한	스팀	생산시스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5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연간	36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세부	검토를	

통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통한 임직원 역량 강화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	

관련자들에게는	분야별	심화	교육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Scope 1+2 (천톤CO2eq) 집약도 (톤CO2eq/백만원)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1,276

916

1,299

0.380
0.363

0.316

2019 2020 2021

인증서	현황

주요	에너지	효율	및	사용	개선	활동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csr_certifi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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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SPECIAL REPORT

"효성첨단소재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생물다양성 정책 제정 및 인식 제고

효성첨단소재의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존,	증진,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이용에	

전념하고	생물다양성	파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행동	및	행동	강령에	기초하여	

생물다양성	정책을	제정해	임직원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모든	임직원은	본	원칙과	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Upstream	과	Downstream	까지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	생물다양성	방침

생물다양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
2022년 설문 참여 개선율 목표 (국내) 68.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계획

임직원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초	

지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발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적용하여	실행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효성첨단소재의	사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국내	사업장을	시작으로	생태계	

보존	활동을	발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국내 사업장 주변
유해식물 제거 참여 시간 154 시간

기후변화의	진전,	천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역과	종의	구분없이	생물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효성첨단소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요	

기후변화대응	활동으로	인식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기술	개발과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자까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 생물다양성 
유지·복구·증진에 

기여
생물다양성 교육 참여 및 지원

●	인식	제고	교육	이수				●	교육	진행	및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	1사	1촌,	1사	1하천,	주민	협의회	등

정부 또는 NPO 및 NGO와의 협력 

●	환경부,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	이타서울	등

환경영향 모니터링

   	●	화학물질				●	폐수				●	대기오염		

●	CO2배출				●	폐기물					●	토지이용

생물다양성 지수 모니터링    

				●	고유종				●	위기종				●	서식지	등

부정적 환경 영향이 적은 설비 투자    

	●	노후화된	설비	교체				●	효율이	높은	설비	투자

				●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설비	투자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확대

●	태양광	사용			●	고효율	에너지	자원	사용		

●	자원	재활용/재사용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원부재료 구매 활동

●	생물다양성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서	조달한	원부재료	구매

●	재활용	소재	구매	비중	확대	등

에너지/자원 절약 제품 개발

●	고강도	제품			●	Recycled	Yarn	적용	제품	

제품 재활용성 개선

●	All-PET	제품		

환경영향 저감 제품 및 기술 개발과 적용

●	저탄소	제품			●	친환경	기술(Eco-용액	적용	등)

CO2 저감을 통한 기여

●	저탄소	제품	

제품
개발

구매

사업장
운영

이해
관계자

● 진행 중인 활동     ● 강화 예정인 활동

생물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생물다양성 활동 참여율 향상

•4월	‘멸종위기종의	날‘	캠페인	실시

•4월	‘지구의	날‘	기념	마포	한강공원	플로깅	실시	

•5월,	9월,	10월	인천	용유도	반려	해변	보호	활동

•전주	물꼬리풀	위기종	살리기	협약	체결	및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쓰레기 수거량, 멸종위기종과 고유종 보호 활동 실시 

생태계 위협요인(생태 교란 및 위해종) 제거

•1사	1하천	활동	시	유해	식물	제거	실시

•생태	교란	및	유해	동식물	제거	활동	(발굴	중)	

 2022  2025

*국내	사업장(전주,	울산,	대전)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대해	제거	및	복원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

효성첨단소재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Action Plan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생물다양성	방침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resources/front/kr/files/HAMC_Biodiversity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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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

효성첨단소재는	원자재	확보부터	생산	및	판매	등	사업운영은	생물	

다양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리스크	식별	및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수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사용,	대기	및	수중으로의	배출을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및	부품	중량을	줄이는	제품을	

제공하여	CO2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TANSOME®	등	환경영향	저감	

제품	및	기술을	기회로	평가	했습니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2023년	4월까지	연간	2,500톤	증설	계획이며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은	3차	증설	계획으로,	증설	완료시	

생산능력은	연간	9,000톤으로	증대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등	

사업활동을	하는	지역의	녹지를	유지하고	수자원을	보호	하는	

제품을	제공하여	고유종과	멸종위기종	및	생태	위협을	받는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안전보건환경,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지역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수행하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활동 소개

SPECIAL REPORT

Case    베트남 법인 녹지 공원 조성

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은	사업장	내	녹지	공원을	만들어	녹지	

면적을	늘리고	임직원들의	생물다양성	보존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타이어보강재PU의	증설공사시	연못과	녹지	

공원을	조성했고,	현재	조성한	연못에서는	물고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한강	플로깅	활동 내장산	‘쓸기로운	트레킹’ 울산	여천천	1사1하천	활동 인천	용유도	반려해변	활동

2022년	5월	인천용유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한	

테크니컬얀PU	정재오	과장

생소했던	해양	생물다양성,	

반려	해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또는	증진	활동이	생겼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의 반려 해변, 인천용유해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반려	해변’	활동에	

2022년부터	동참하여	인천	용유	해변의	해양	생태계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멸종위기종 살리기

효성첨단소재와	국립생태원이	생태환경보전과	자연보호	문화	확산	

활동	협업을	위해	2022년	5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협력	사업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전주	

물꼬리풀’을	탄소섬유	공장이	위치한	전주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쓸기로운 트레킹‘ 행사 참여

2021년	11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가	

진행한	'쓸기로운	트레킹’	행사에	효성첨단소재	임직원들이	참여해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맞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1사 1하천 돌보기를 통한 유해식물 제거 활동 참여

정기적으로	국내외	사업장	인근	생태계	보호	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증진	활동에	참여합니다.	울산공장은	여천천에서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마포 한강 플로깅(Plogging)1)

효성첨단소재는	본사	임직원	20여명이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1일	

‘마포	한강공원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	부근	

한강공원	환경	정화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날	

캠페인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1)		플로깅(Plogging)	:	'이상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	또는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합니다.	

인천	용유도	반려해변	활동	상세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	효성첨단소재의	다양한	CSR	활동은	COVID-19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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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프로세스

친환경	소재,	제품	및	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은	니즈	파악,	

의뢰,	상용화	결정,	투자	승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구개발 조직 체계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은	개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유기적으로	연구	

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	강선연구소는	강선소재를,	

산업용	섬유	및	복합소재는	㈜효성	산하	효성기술원이	연구개발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제품과 기술

효성첨단소재는	회사의	비전에	맞춰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	친환경	연구개발	방향에	맞춰	

저탄소,	순환경제,	환경영향저감에	기여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WORLD	BEST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연구에	박차	

를	가하고	있습니다.

Case    제품탄소발자국 인증 확대와 대표 제품의 전과정평가 측정 계획

2020년	이후	주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2021년	상반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타이어코드	제품	

4종에	한정해	보유하고	있던	탄소라벨링	인증을	모든	사업부의	주요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탄소라벨링인증	획득	중으로,	

2022년까지	국내·외	8개	사업장에서	총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	취득	

예정입니다.	또한,	효성첨단소재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의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	및	수계,	토양으로의	환경	부하량의	

정량화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표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	(Life-cycle	

Assessment,	LCA)	와	환경성적표지를	획득해	보려고	합니다.	

원재료부터	제품생산,	제품사용,	사용	후	처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활동에	집중함	

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친환경 연구개발 전략과 목표

효성첨단소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Creating	Social	Eco-

system(CSE)를	실현하고	환경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그린경영	

3대	전략	방향인	‘Zero	Emission’.	‘Zero	Waste’,	‘Zero	Impact’	를	추구	

하며	이에	맞게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Mobility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재	경량화와	고강도	특성을	지닌	제품	개발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	석유화학	원료	외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CSE 구축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Zero Emission

제품	생산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Zero Waste

자원	사용량	절감,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자원	보존

Zero Impact

환경과	사용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R&D 위원회

효성기술원

•타이어코드,	산업용사
	•�아라미드,	탄소재료,				
복합재료,	Tire접착

생산기술센터

•기술개발
•기획관리
•설계·건설

강선연구소

•기초연구
•응용연구

니즈
파악

의뢰

상용화 
결정

투자
승인

  연구개발 의뢰

파악된	니즈를	효성첨단소재의	연구개발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효성기술원과	생산기술센터,	강선연구소를	선택하여	개발의뢰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을 통한 니즈 파악

영업	외	생상	및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테크니컬마케팅팀을	전사업영역에	갖춰1)	다양한	니즈	파악

1)	2021년에는	탄소아라미드PU에	테크니컬마케팅팀을	2개	추가	신설함

  상용화 여부 의사결정

개발된	기술·제품은	R&D위원회를	통해	상용화	결정

  투자를 위한 최종 승인 의사결정

최종	승인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	후	집행

[ Global 제품탄소발자국 인증 현황 ]

● 탄소라벨링 인증 취득 완료 (2022년 6월 기준)

● 2022년 내 탄소라벨링 인증 취득 예정

일반	연구개발	전략

멕시코
에어백 (PET OPW,NY Flat Fabric)

루마니아
에어백  

(PET OPW, Nylon Flat Fabric)

베트남
타이어코드 (PET, Nylon), Steel Cord, Bead Wire,

산업용사 (PET, Nylon, Bio-PET, PET원착사)

중국
청도 - 카매트 (PET, Nylon), Steel Cord

가흥 - 산업용사 (PET, Bio-PET), 타이어코드 (PET)

상숙 - 에어백 (PET OPW, Nylon Flat Fabric)

대한민국
울산 -  타이어코드  

(PET, Nylon6,  

Nylon6.6, Lyocell),  

아라미드 원사

전주 - 탄소섬유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http://research.hyosung.co.kr/kor/03_develop/01_develo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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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Emission Zero ImpactZero Waste

저탄소 기반 '라이오셀 타이어코드'

내구성이	높아야	하는	고속주행용	타이어의	보강재로	쓰이는	레이온을	

대체하기	위해	목재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로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는	레이온이나	나일론	

타이어코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0%	낮으며,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유해물질	발생과	처리로	

인한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핵심 소재 TANSOME®

TANSOME®은	철보다	4배	더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초경량	

고강도	소재로	자동차	경량화의	핵심소재입니다.	TANSOME®은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연비향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로	새롭게	대두되는	수소	에너지	사용에	필수적인	

수소고압용기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적용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용기,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	및	경량화	요구가	확대될	

자동차	분야가	TANSOME®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혼합용액 개발

타이어코드	제조의	마지막	공정에서는	반제품에	혼합용액을	묻혀	고열로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제조공정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혼합용액을	개발했습니다.	공정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해	Formalin을	사용하지	않고	내피로성	강화를	통해	

타이어	수명을	선장해	폐타이어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혼합용액을	

개발해	현재	상용화	평가	계획	입니다.

Recycled-Yarn 을 활용한 제품

효성첨단소재는	폐PET병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고강도	Recycled-

PET	원사를	개발했으며,	국제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Global	Recycled	

Standard	(GRS)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재생	PET를	사용한	

제품의	니즈를	수렴하여	재생	Bulked	Continuous	Filament	(BCF)를	

활용한	차량용	카매트를	개발했고,	상용화	평가	진행중입니다.	나아가	

어망사나	방사공정	폐기물과	재생Chip	업체에서	발생	하는	공정	폐기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코드,	

안전벨트,	자동차용	카페트	등	제품	전반에	걸쳐	Recycled-Yarn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소고압용기에	사용된	TANSOME®

기존 PET 타이어코드

Bio-PET 타이어코드

Recycled-PET 타이어코드

4.2

3.6 -16%

2.3 - 44%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단위	:	kgCO2-eq	/	kg)

Bio-PET1)를 활용한 제품 출시

고객의	친환경	소재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식물성	원료	

에서	추출한	Bio-EG2)로	생산되는	산업용	Bio-PET	원사를	개발했습니다.	

개발	성공한	제품들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과	수소차	넥쏘	등	

친환경	차에	적용되었으며,	Bio-PET	원사를	활용한	타이어코드,	카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1),	2)	Bio-PET	:	폴리에스터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	기반의	Ethyleneglycol(EG)	대신,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을	이용한	촉매	반응과	발효를	통해	추출한	Bio-EG로	생산된	친환경	폴리에스터	소재

Case    타이어코드 지속 가능 소재 전환 로드맵

2021(기준) 2025 2030 2050

30%

5%
1)	파일럿	단계	:	소재	전환	적용	시범	운영	(~2025년까지	5%	전환	계획)	

2)	상업/산업화	단계	:	지속	가능한	소재	적용	제품	공급	(~2030년까지	30%	전환	계획)

효성첨단소재	타이어보강재	사업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소재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협력사와	혼합	폐플라스틱을	

선별·압축해	만든	Flake	를	활용한	PET	타이어코드를	개발	중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제품이	

될	것입니다.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로의	전환	100%	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00%

파일럿 1) 상업/산업화 2) 목표 달성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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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이슈 제로의 품질경영

효성첨단소재는	품질을	'고객	가치'	로	여기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친환경	

적이며	경쟁력	있는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품질	경영을	추진합니다.	품질	이슈	제로를	위해	

고객이	보다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의	품질	의식	확립을	위해	품질	마인드를	교육합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친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며	특히,	통계적	품질관리를	통한	반제품의	품질보증	체계와	

완제품의	신뢰성	시험	강화를	통한	완제품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 강화

2021년	하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했으나,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별	전시회	참가를	재개했습니다.	10월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방탄	전시회	(Milipol	Paris	2021)와	미국	

복합재료	및	첨단소재	전시회	(CAMX	2021)에	참가했습니다.	11월에는	

복합소재전시회(JEC	Korea	2021)에	참가해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객 만족 및 제품 책임

효성첨단소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ISO	9001	국제기준에	입각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자동차,	건축	등에	적용되는	소재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효성첨단소재의	고객맞춤형	VOC	

관리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 실천

고객 소통 체계

효성첨단소재는	Voice	of	Customer	(VOC),	Voice	of	Customer’s	Customer	

(VOCC),	Voice	Of	Competitor	(VOCO)	정보를	입체적으로	수집해	분석	

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해	경영·품질	전략을	수립	해	실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C-Cube	활동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Post	COVID-19	시대에	앞서	온라인	채널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정례	온라인	회의와	웹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고객	소통	

강화를	통해	C-Cube	를	통한	VOC	청취는	2020년	3,249건에서	2021년	

5,624건으로	약	73%	급증했습니다.

Case    월간 Newsletter를 통한 고객과의 신뢰 강화

월간	Newsletter를	발간해	새로운	고객	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	다.	가동	

현황,	신제품	소개,	원재료	가격	및	물류	상황	등의	시장	정보를	담은	월간	

Newsletter를	통해	고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COVID-19	로	베트남에서는	국지적	락다운,	기업들의	공장가동이	중단	

되었지만	효성첨단소재는	고객의	공급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월간	

Newsletter를	통해	베트남	사업장	임직원	의	백신	접종	현황,	비상	대응	

체계	등을	고객과	투명하게	공유해	고객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효성첨단소재는	제품의	개발과	4M변경	등	생산	중	변동이	완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품질	적합성을	확인하며,	통합물성관리시스템	(HQMS,	SQMS,	CIS	

등)을	통해	제품	품질	기준	정보,	수입검사,	공정,	제품,	제품	입고,	출하	

검사,	분석(관리도,	일보,	월보,	통계	등),	시험기기	Interface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또한,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제품	이력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품질	정보를	수집해	이를	품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합니다.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 경영

Milipol	Paris	2021 JEC	Korea	2021

고객 중심의 품질경영운영 프로세스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효성첨단소재의	노력

글로벌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방침

R&D
품질

생산
품질

공급망
품질

사용
품질

  품질 중장기 전략 수립

  품질 성과 데이터 분석, 정밀 모니터링

  신제품 품질 관리

				 개발	품질	검증	/	장기	품질	신뢰성	분석

  품질 시스템 관리

  품질 검사 및 Cpk, Trend 관리

  4M (Man, Method, Material, Machine) 변경 검증

  정기적 품질 개선 활동

	 사업장,	PU	별	품질보증회의	/	C&C	Zero	회의

  협력사 품질 검사 및 평가

  협력사 품질과 기술 지원

	 시험	장비,	생산	설비	관리	지원	/	품질	Cpk	관리	지원

  정기적 품질 개선 지원

	 주간	품질	개선	회의

  상담 접수

	 이해관계자	대응	채널을	통한	쌍방향	상담	접수

  상담내용 분석

  상담결과 관리

	 C-Cube	시스템을	통한	처리속도,	만족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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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품질 관리 제품 책임 구현

최적의 제품 개발·생산·공급

고객의	요구	성능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하는	산업용	소재의	특성상	목표	

시장의	특성	분석	결과를	개발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고,	제품	특성	발현	

단계부터	완제품	개발까지	각	단계별	요구	특성을	철저히	점검해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용도의	경우,	제품	인증	및	사전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	신뢰도	

확보	목적으로	국제	표준	품질경영인증을	획득합니다.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에서는	2021년	6월	처음으로	항공·방산용	글로벌	

품질	인증	AS9100D	획득을	통해	TANSOME®의	신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품 안전성 제고 활동 실시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용	소재업체로서	고객의	제품	사용	시	안전한	제품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공정	프로세스별	문제점을	연	1회	내부제조공정	

심사를	통해	발굴하여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제품	주기	전	과정에서	유해인자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 전문가 육성

제품 책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객	니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효성첨단소재의	신입사원은	전원	

제품과	공정	교육을	2주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공장에서는	전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공정	및	설비	관련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4개월	간의	교육을	통해	제품	책임	전	문가로	육성하는	

Skill-Up교육을	매년	진행합니다.	(2021년	100%	이수)	또한,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관리를	위해	ISO	9001,	IATF	16949	등	사업장	내부	전문	

인증심사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제품 안전성·적합성 품질 책임자 양성

자동차	산업	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관리하는	품질책임자에	대한	필요	

역량을	확보하고	제품	수명	주기	내	제품	무결성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지침과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	PSCR1)	자격을	획득	및	관리	중입니다.

1)	PSCR	:	Product	Safety	&	Conformity	Representative,	자동차	산업	제품	안전·적합성	

물질안전보건자료제공을 통한 안전한 제품 사용

2021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법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주요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다국어로	작성하여	글로벌	임직	원	및	고객에게	

배포했습니다.	MSDS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	을	포함한	해당	물질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위험성	및	응급조치요령,	취급	방법	등	제품의	

유해성,	위험성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se    제품 안전성 개선 성과, 친환경 습식 윤활액 개발과 적용

Steel	Cord	는	원재료인	Wire	를	

Dies	에	통과시켜	얇은	선경으로	

가공하는	'신선'	과정을	통해	생산	

됩니다.	신선을	원활하게	하고,	

마찰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Dies	를	

윤활액에	침적하는데,	기존에	사용	

하던	윤활액에는	REACH의	규제	

물질인	Nonyl	Phenol이	포함되어	안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고자	친환경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습식	윤활액을	개발했으며,	

전	사업장에	적용	중입니다.

제품 사용 안전 검증

제품
개발

원재료
구매

원재료
사용

완제품  
검증

제품 
출하

  제품 개발 시 유해성 점검

개발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제3	자를	통한	

성분	및	유해성분	분석

  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 운영

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사고	물질을	포함한	모든	유해	화학물질

을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해	작업할	수	있	도록	조치.	환경안전팀과	

품질보증팀은	원재료	내	법적	규제	물질	함유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

  Lot 추적 관리

유해물질	이슈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물질	규명과	피해	범위	산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Lot	추적	체계를	운영.	e-CMS,	통합물성관리	

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제품창고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재료	생산	이력	및	제품	품질을	관리.

   화학물질관리시스템 ‘e-CMS2) ‘ 운영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규제사항을	관리하며,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가	물질의	규제,	인허가	사항을	사전	확인해	

승인한	물질만	구매	가능

2)		e-CMS	:	electronic-Chemical	Management	System으로,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유해화학물질분석 및 관리 부서 운영

정기적인	관리대상물질	테스트로	REACH3),	TSCA4),	RoHS5),	PaHS6),	

PFOS7)	등	제품	유해물질	분석.	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및	

의도하지	않은	화학	반응이나	미확인	유해물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	REACH	:	EU의	신	화학물질	관리	제도로	발암물질(SVHC)	211종	함유량	분석

4)	TSCA	:	미국	독성	물질	5종	(decaBDE,	TTBP,	HCBD,	PCTP,	PIP)	함유량	분석

5)		RoHS	:	중금속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비소),	Phthalates	(DEHP,	DBP,	BBP),		
Flame	Retardants	(HBCDD)	함유량	분석

6)	PaHS	:	방향족	화합물(벤조피렌)	함유량	분석

7)	PFOS	:	Perfluoroctane	Sulfonate	사용	규제

 51 건

Steel	Cord

2021년 유해화학물질분석 의뢰 제품 수
(GST사업	제외)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24

안전보건 거버넌스  및 조직 강화 

2022년	1월	‘최고안전책임자	CSO(Chief	Safety	Officer)’를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사	안전보건전담	

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그린경영위원회에서	CSO	주관의	SHE위원회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사가	동일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각	PU별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SHE위원회에서	매월	보고하며	안전보건관리	강화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이슈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보건과 안전 강화

근로환경은	임직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근로	효율성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중대재해와	전염병	발생은	기업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사는	선제적인	안전	위협요인	관리와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추진체계

책임 역할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	총괄 회사의	안전	및	보건	확보

CSO 전사	안전보건	총괄책임
중대재해처벌법	및		

전사	안전보건	관리	총괄

안전보건팀 전사	안전보건	총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및		

전사	안전보건	전담	관리

공장장 단위사업장		안전보건	총괄책임 단위	사업장	안전보건	수행	총괄

환경안전부서 단위사업장	안전보건	총괄관리 단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실행부서 단위조직	안전보건관리	감독
안전보건	업무	실행	및	개선,	

협력사	관리	및	지원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책임과 역할

주기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반기	1회 안전과	보건관련	노사	의사소통기구

협력협의체 월	1회 안전과	보건관련	협력인과	수급인	의사소통기구

실무협의체의 책임과 역할

안전보건 거버넌스

안전보건 관리 방침  

효성첨단소재는	모든	사업	시설에서	안전을	기본으로	준수하는	안전	

문화가	구축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근원적	안전보건	요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유한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	방침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관리 체계 표준화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국내외	사업장에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루마니아에	이어	2022년	

4월에는	광남이	 ISO45001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에	따라	자체	

교차점검을	통해	시스템	체계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공생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인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율 현황

2020.12

2021.12

2022.06

2022.12 (계획) 91%

81%

63%

51%

Case   안전보건재해시스템 구축 TFT 활동

안전경영체계를	내재화	하고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	직할로	TFT를	운영,	전사	동일	수준의	안전보건재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TFT	활동결과,	안전보건	

조직	재정비,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협력업체	관리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경영체계를	내재화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HE	조직,	
역할	재확립

협력업체	
관리	강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상조치	대응	
체계	구축	

주요
활동

안전경영체계	
내재화

목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의사결정
협의체

전사 
협의체

전담조직

실행조직

전략	및		안건	
심의	·의결

주요	실적	점검		
및	성과	개선

실적	점검	및
성과	개선

안건검토	및	상정

이슈사항	보고

추진경과	보고

이사회

SHE	위원회
(CSO	주관)

실무협의체

안전보건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대표이사	주관) 반기 1회

월 1회

수시

연 1회

SHE방침

안전보건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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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추진체계 안전한 근로문화 정착

안전보건점검 활동 강화

효성첨단소재는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찾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대전공장은	규모가	작은	

만큼	자체	안전보건활동이	부족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타	사업장	환경	

안전팀에서	반기마다	안전보건	현황점검을	지원하는	등	안전보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체계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환경안전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	부문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비상연락체제는	

정기적으로	정비	및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보고	및	전파	형식을	사전에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 문화 기반 마련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은	안전우선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3월	10대	

안전절대수칙을	제정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한	뒤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안전	의식	증진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안전캠페인	및	안전구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안전다짐서를	작성하고	이를	개인	

사물함에	부착하는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의	내재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 관리 체계

효성첨단소재는	공장의	모든	공정	및	생산/지원	활동	내에	잠재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요	위험요인	및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정,	설비,	

유틸리티,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현장작업	및	작업표준	변경	시	작업	안전성	

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분      평가 내용

정기 위험성 평가 •매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로	전	직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

공정 위험성 평가
•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설비	공정	대상으로	실시	
→	PSM	공정	대상

수시 위험성 평가
•사고발생시	대상	공정에	대해	실시
•신증설	및	개선을	통해	공정이	변경될	경우	실시

공정안전시스템(PSM) 관리체계 강화

효성첨단소재는	사고위험이	높은	PSM	공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울산공장은	PSM	

공정	관리체계	개선	활동을	통해	등급이	M-에서	M+로	향상되었습니다.	

전주공장은	PSM	공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S등급을	

유지하였으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간	정기교류회를	통해	PSM	

12대	요소에	대한	관리	및	기술	교육,	ISO	45001	운영	매뉴얼,	공정안전	

사고	예방	관리	등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활동 주기 점검내용 발굴건수

중대재해	대비	점검 분기 중대재해	위험성	발굴	및	개선 56건

환경안전	Top	Patrol 반기 공장장	주간	환경안전	점검 232건

테마점검(사고발생	공정) 매주 아라미드공정	안전보건	특별	점검 125건

외부기관	안전보건진단 매년 안전보건	시스템	및	설비	진단 137건

2021년 안전보건 점검 활동 내역

구분 2019 2020 2021

울산공장 M- M- M+

전주공장 S S S

PSM 등급 현황

지진,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는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장	화재의	경우는	단순	대응을	넘어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피,	응급처치,	

인명구조	및	소방훈련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	종료	

후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복구	체계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울산공장	소방훈련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10대 안전 절대 수칙

준수 5항목 금지 5항목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허가	이행

		밀폐공간유해가스/산소농도측정

		작업장	소화기	비치

		고소작업	추락방지

		운전/작업중	휴대폰	사용금지

		안전장치해제금지

		사업장	내	과속금지

		지정장소	내	흡연금지

		중량물	하부	이동금지

Case   임직원 스트레스 관리 활동

울산공장은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교육	및	익명이	보장되는	근로자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	결과를	관리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보건관리자	또는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및	울산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해	무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울산 비상대응 시나리오별 훈련 실적

일반 화재, 폭발, 누출 등 밀폐 전체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366 21 492 50 325 35 1,183 106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단위	: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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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로문화 정착

사업장 보건관리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안전의식 변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효성첨단소재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성원의	안전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장	기능직	사원들은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대한	작업	표준,	잠재	위험성	평가	결과,	사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체계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활동을	강화	

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연	1회	공생협력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위험성	

발굴,	개선	이행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를	평가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체계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안전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하여	

선진적인	산업보건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따라	모든	생산공정	및	공사	등의	활동에	지정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착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소음	발생	작업장의	경우	소음막	설치	및	귀마개,	헤드셋을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	작업	시	보건	관리자가	현장	안전점검	

결과	‘적합’건에	한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사무직	안전보건	인식제고 본사	사무직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분기	1회)

출근길	안전전캠페인 현장	직/반장,	관리자	참여	출근길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작업장	순회	캠페인 부문별	사고	통계자료	활용한	맞춤식	캠페인	실시

사내	소식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	의지	게시

방문자	팸플릿	배포 방문자	대상	안전보건	준수사항,		비상시	대피요령	교육

안전의식 변화 프로그램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동

항목 내용

정기	안전보건	회의 외부전문가	기술지도	및	안전기술,	법규	등	공유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여부	점검

안전보건	교육 협력업체	대표	및	담당자	안전교육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프로그램	진행	사항	점검

안전보건	평가 협력업체	활동결과	평가	반영

위험성	이행도	점검 위험성	및	고위험	요소	개선	여부	점검

협력업체	정기	점검 안전보건	법규	및	관리	이행	상태	점검

협력업체	면담 협력업체	대표	및	관리	감독자	면담

공생협력프로그램	평가 위험성	개선	이행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개선사항	보완

Case    울산공장 공생협력 프로그램 2년 연속 A+ 등급 획득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은	협력업체	주관의	자율안전점검제도와	Safety	

First	제도를	통해	협력업체	스스로	위험성을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2021년에는	507건의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우수	협력업체예게는	시상을	하고,	

추후	업체	평가에도	반영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	하였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	협력사	24개사가	

지원하여	그	중	2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임직원 건강증진 활동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	및	근무와	관련된	사고·부상·질병은	추세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예방	조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중인	근로자를	위해	전용	휴게실,	수유실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체계 강화 프로그램 

항목  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뇌심혈질환	예방	프로그램
•비만,	금연,	근골격	질환	관련	건강펀드	운영

근로자	건강검진

•임직원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실시
-	만	40세	이상	매년	종합검진	
-	만	40세	이하	격년	종합검진	

-	만	40세	이상	임직원	배우자	격년	종합검진

•작업환경측정공정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실시	(매년)
•건강관리실	운영

감염병	예방	활동

•감염병	행동지침	마련	및	전사	공지
•실시간	COVID-19	상황	SNS	알림
•사내	출입자	대상	비접촉식	체온	측정
•비대면	업무	방식	활용

작업환경	관리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관리	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2021년 글로벌 임직원 일반 건강검진수검율 96 %

2021년 국내 임직원 특수 건강검진1)수검율

2021년 울산 사업장 건강관리실 총 방문횟수 

100 %

2,892 회

1)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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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존중

다양한	국적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는	인재를	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지하고	국가,	학벌,	지역,	성별,	연력,	종교,	장애,	정치	

성향,	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업무배치	시에도	차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장애로	인한	근무	제한이	없도록	

배치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주차장	등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최근	기업경영	트렌드를	볼	때	오늘날의	인권경영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인권	방침	및	인권원칙을	

수립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제보센터와	HR상담센터를	통해	인권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별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예방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 및 포용 

인권 방침

효성첨단소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ILO	노동	기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노동	인권	및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인권 리스크 관리

사전 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및	평가하여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별로	인권	관련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	및	사후	대응	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인권	침해	이슈,	고객	접점	부서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비롯하여	

협력사와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	요소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잠재 리스크     대응

임직원

•인권경영	목표	설정
•인권경영	성과	공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

•지표	도출	및	목표	제시	 •정기적인	성과	공개
•연	1회	정기평가	실시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지침	공개

협력사
•인권침해	방지/모니터링	
•임직원의	인권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협력사	모니터링	
•보안담당	직원	교육	실시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조치 •지역주민과의	소통	프로세스	확립

주요 이해관계자별 잠재적 인권 리스크

인권방침	및	인권원칙

채용	시	고용우대	정책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환경 조성

효성첨단소재는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다양성	존중,	차별	금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갑질	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과	인권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	및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본사	인권	담당은	별도의	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가	주관하는	인권	

실무그룹	미팅에도	참석하여	인권경영	현황	발표와	인권교육	세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인권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효성첨단소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연	1회	실시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0개	인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및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는	정도경영위훤회에	반기	1회	보고	및	의결됩니다.

2020~2021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비율 100 %

인권 담당자 인권교육 이수율 100 %

Case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사전 리스크 완화 조치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외법인	대부분의	항목은	본사와	동일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한해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조정	절차	프로세스	게시와	보안담당	직원	대상	

인권보호	관련	교육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모니터링	

결과,	해당	분야의	관련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인권교육	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원칙	강조를	통해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영향 평가실시 인권리스크 파악
리스크 완화 및 
시행조치 보고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HR 상담센터

국내외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업무	및	인사,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	사항을	인사	담당에게	즉각	전달하는	HR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법인	규정에	따라	인사	담당	

실무자	또는	임원이	직접	면담하여	피드백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합니다.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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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제도 

효성첨단소재는	그룹사와	별도로	연	1회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및	경영위원	논의를	거쳐	마케팅,	기술,	연구,	지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	및	인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	위기를	극복하며	베트남	공장	운영을	3개월간	

100%	가동시킨	베트남법인장이	공로를	인정	받아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충처리실

효성첨단소재는	직원들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각	사업장에	

고충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체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복지	및	고충,	보건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별도	고충	

처리실을	통해	임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사항은	

전사적으로	관리되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강화

임직원 만족도 조사

효성첨단소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임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업무	

환경의	큰	변화가	있거나,	주요	인사	발령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임직원	

의견	조사를	시행해	현황을	파악합니다.

조직 진단

조직	진단이	필요한	경우,	조직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그리고	대면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융합 프로그램

효성첨단소재는	직급,	직책,	세대	간	차이의	융합을	위해서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연	1회	사업장별	총화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부터	작업자	

까지	계층	간의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소통 활성화

글로벌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며,	각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경영현황	

설명회,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	및	인력운영현황	등을	

현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및	고충,	보건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접수된	고충	사항은	노사	협의회	위원	중	선임된	고충	

처리	위원을	통해	고충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전사적으로	관리하며,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지원

여성	직원의	출산	및	보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업무 라이프와 밸런스

리프레쉬 휴가 및 지정 휴무일 제도 운용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통해	총	5일간의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연휴를	

부여하는	지정	휴무일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시간 제공

임직원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근로	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사는	2년	연속	50%	수준의	

자율적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은	COVID-19	발생	근접	지역	

거주자	또는	법규에	따라	사무직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HR상담센터 및 고충처리 응답률 100 %

2021년도	조직진단	상세

Case    본사 임직원 만족도 조사

2021년	본사	임직원	대상	만족도	평가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크게	일과	가정	양립	

만족도와	일과	가정	양립	저해요인	평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항목	조사	

결과,	개인적(가정적)	어려움	발생	시	동료	또는	상사의	배려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의	어려움	정도가	낮게	나와	긍정적인	

부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부에서	다른	항목	대비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1년 노동조합 가입 현황(글로벌) 

단위 2019 2020 2021

단체	가입율 % 93.7 93.3 95.8

*해외법인은	단체	교섭권	보유	대표(예:	노조	위원장	등)	및	임원이	별도	존재함

구분 상세

임신/출산
•출산	전후	90일	휴가
•임산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유산/사산	휴가	및	의료비	지원
•태아검진	휴가

보육
•마포	본사	어린이집	운영
•유치원	입학	축하금

•가족돌봄휴가	
•베트남법인	미취학	아동	지원금	지원

경영진과의 대화 

대표이사는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분기	1회	회사의	주요	실적과	이슈,	

경영방침	등을	직접	설명하고	공유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경영자	워크샵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사업장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셔 채널 운영

효성첨단소재는	사내	인트라넷에	임직원들이	업무	정보	및	사업장	소식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명	및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이	올린	제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활발한	양방향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사내게시판 운영현황 

26 건 100 %
제안/건의사항 건수 제안/건의사항 응답률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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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인권,	윤리,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원칙을	

기반으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협력사의	고충을	처리하며,	정기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또한,	ESG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공급망 관리 체계 

공급망 관리 전략 및 방침

효성첨단소재는	공급망	관리의	3가지	전략에	따라	사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매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매방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활동 

협력회사 사전 리스크 관리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	신용	및	영업실적,	구매·품질을	포함한	공급	

안정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	인권·노동,	윤리,	환경·안전	등	ESG	요소를	

고려하여	신규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ESG평가	배점	환산	

기준으로	특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들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신규	

공급자	평가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를 감안한 공급계약서 체결

2021년	협력사	표준계약서에	환경·사회적	책임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성첨단소재는	거래하는	협력사에게	각	국가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 및 거버넌스

공급망	관리	전략	및	체계

사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환경·경제적 임팩트 최소화

공급망 관리 위원회

경쟁력	있는	품질	기술과	
이를	발전	시키는	역량

품질보증/생산
품질	평가	및	향상	지도

기술혁신
기술개발	및	개선

환경안전팀
안점	점검	및	관리

본사 구매 -  공급망	프로세스	총괄 법인/사업장 구매 - 사업장	협력사	관리	담당

사회적	책임의	완수
부정적	환경	
영향의	최소화�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및 실무 조직 

2022년	본사	구매	총괄	임원을	위원장으로	각	해외법인의	구매	담당자로	

구성된	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소	연	2회	중요	사안	등을	논의	

합니다.	협력사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본사	구매팀은	협력사	선정	프로세스,	

평가	지표	등	관리	기준을	토대로	해외법인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구매,	

기술,	품질보증,	환경/안전	관련	팀들과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협력사를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공급 연속성 리스크 관리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	제품의	납기	비상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	

사태의	예시로는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	운송사고,	환경사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합니다.	제정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규모,	발생원	복구	및	완화조치를	파악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대응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의훈련을	

통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효성첨단소재는	국내외	주요	협력회사에게	환경,	안전보건,	인권·노동	및	

윤리	등을	포함하는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를	약속	받습니다.	

2021년 ESG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체결건수

단위 국내 해외 합계

주요	협력사	 개 65 159 224

ESG포함	계약	체결업체 개 65 116 181

비율 % 100 73 81

협력회사	행동규범

2021년 협력회사 행동규범 서약율 (글로벌) 94 %

협력회사 정기 평가

주요	원부재료	및	임가공	협력회사	대상	정기	감사	및	재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산업용	원사	및	직물	공급	

업체로서	IATF	16949,	ISO	14001	등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품질,	가격,	납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사회,	환경·안전을	포함한	ESG	관련	영역을	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협력회사 정기 평가 실시율 (글로벌) 85 %

지속가능한 구매 방침

ESG경영팀 공급망 관리 체계 지원

지속가능한 녹색 구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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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정기 평가 및 8차 개정 항목

효성첨단소재는	정기	평가	A등급을	받은	우수	협력회사에게	익년도	감사	

면제를	부여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협력사에게는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협력회사들과	주간	및	

월간	미팅을	통해	공급	안정성	포함	특별	이슈사항은	없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단위의	협력회사의	

ESG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2021년	관련	평가항목을	강화하여	공급자	

관리	프로세스	8차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협력회사 고충처리 채널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당사	규정	위반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	조치는	제보하기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현장 감사 실시

효성첨단소재	품질보증팀은	연간	품질	시스템	감사	계획에	따라	협력회사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ATF	16949	표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점검이	실시되며	감사	결과는	세부	내역과	함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개선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로	인해	협력회사	대상	품질	현장점검	실시건수는	없습니다.	

2022년에는	추가	보완된	협력회사	ESG	진단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고위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환경,	인권·노동,	윤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역 8차 개정 항목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직원	인식/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실행	여부

•주기적인	에너지	사용량	관리	여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활동	및	계획	여부

2021년 공급자 관리 프로세스 8차 개정 완료 항목

Assessment On-site Audit Improvement  
Check

협력회사용	ESG		
자가진단	리스트	활용	

연	1회	주요협력사		
평가	실시	

고위험군	협력회사		
대상	현장	감사	실시

개선과제	발굴	

� 개선과제		
이행	여부	확인	

재평가	실시

ESG리스크 현장감사 프로세스

전자구매사이트		익명제보시스템	효성신문고 제보하기	센터

분쟁광물 투명성 확보

분쟁광물 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위한	구매방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사용되는	비드와이어	

제품에는	대상	광물	중	주석을	사용하나,	이는	제	3의	독립된	감사기관이	

‘Conflict	Free’라고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합니다.	해당	기관을	통해	

대상	광물을	공급하는	업체의	공급망	정책,	due	diligence	report,	

assessment	report(연	1회	실시)를	포함한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와	원산지	증빙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과	협력사의	물적·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윤리강령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거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민감한	거래	관련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해외법인을	포함한	

全	사업장에	배포·공유	하였고,	법인	규정에	맞게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협력사	지원	제도

협력회사 지원 활동 

우수협력사 동반성장협약 체결

구매팀은	협력회사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해당	협력회사의	

물품	대금을	마감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상을	통해	상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수	협력회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약	

192억원의	현금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컨설팅 및 설비 지원

협력회사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회사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요인을	파악한	후	문제점과	경제성	분석,	개선	테마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	사업에	

참여해	당사	추천한	협력회사	2곳이	5년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받아	2021년	제품	개발	테스트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협력회사	1곳이	향후	2년간	타이어용	스틸	코드	생산	공정용	습식	

윤활액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ase    ESG 맞춤 교육 제공으로 협력사 역량 제고

협력사의	ESG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경영활동에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권,	윤리,	공급망,	환경,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한	ESG	전반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	및	지속가능경영	운영	

수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협력사	맞춤형	ESG경영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지속	상향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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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업은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잠재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여	중대	산업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이	요구되며	특히	화학	회사는	중대	산업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	물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 체계

화학물질 관리 체계

효성첨단소재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해당	유무	및	

규제	여부를	평가하며	국내에서	구매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협력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공을	요청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화학물질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부서별	화학물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

그린경영담당은	화학물질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사업장에	안내하여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	1회	시행하고,	

화학물질 교육 및 비상 대응 훈련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해화학	

물질관리자는	추가	사외	교육을	이수합니다.	협력사	및	도급	직원을	포함,	

사업장	근로자	안전,	지역주민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시행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비상상황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안전성	확보와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	오염물질의	예상	유출	경로를	사전에	

조사	및	파악하여	단계별	유출	차단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경로에	유수	

분리조와	유해화학물질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철저한	유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재고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학물질과	관련한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협력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공서에	도급	신고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지역사회 영향 최소화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출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업체	및	

주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	및	유관기관에	취급	물질의	사고	시	

대피요령	등을	고지하여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대장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장외영향평가,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학물질의	구매,	저장,	취급,	사용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보고하며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사	차원에서	1톤	이상	수입	및	제조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신고를	완료	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	

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	수입량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받고	공동	등록	협의체	가입을	통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구매 프로세스

생산/연구소/구매		부서

화학물질	평가	담당

구매요청	담당

화학물질	평가	담당

화학물질	구매요청	부서

구매팀
Case    울산공장 황산탱크 보관시설 유출사고 대비 시스템 개선 사례

울산공장	내	황산	저장탱크의	유출사고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용량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황산저장탱크	및	보관시설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개선	하였습니다.	

또한,	유출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2021년	11월에는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서      역할

경영관리팀

•화학물질	법규	제·개정	및	규제	현황	모니터링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화학물질관리	현황	모니터링

사업장

환경안전부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평가
•화학물질	법규	이행(배출량/사용량/통계조사	보고)
•사업장	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적법하게	관리

화학물질 관리 조직

		황산저장조	방류벽	2중	보완

		누액감지기	보완	및	추가	설치									

		황산탱크	감시용	CCTV	설치	등

주요
개선내역

화학물질여부	평가(ECMS)

공급업체	화학물질정보	수령

화학물질	검토	및	평가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대응

구매	발주

신규화학물질	구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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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REAS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걸쳐 제도를 정비하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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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	신규	선임	시,	사업내용	및	관련	산업,	비전,	

재무상황	등을	교육하며,	사업장	방문교육을	통해	제품	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	관련	사항,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	사외	교육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 

효성첨단소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며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해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ㆍ법률ㆍ과학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	

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각자	보유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는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	교수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전문가로서	회사의	ESG	경영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이자	

회계사인	사외이사가	대표감사위원을	맡아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성첨단소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인)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사외	이사	2인,	사내이사	1인)는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아	각	의안에	대해	

심의·결의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2인)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	

등에	대한	사항	등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한	후,	매달	10일경	

사외이사에게	보고하고,	분기별	정기이사회	시에도	결의사항을	별도	

보고하여	효율성과	함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원칙

독립성 및 투명성을 위한 이사회 구성

효성첨단소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이	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50%,	6명	중	3명)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는	

주주총회	전	공시되는	참고서류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됩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추천하며,	사외	이사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토	및	별도	결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며,	주주총회	당일,	주주의	승인을	받아	이사	선임이	확정됩니다.

공정하고 투장한 이사회 결의절차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또한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지배구조

효성첨단소재	이사회는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	효율성을	

원칙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합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	및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효율적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경영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분야

사내이사

조현상(71년생)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2.3.17 2024.3.16 기업경영

이건종(57년생) 남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2022.3.17 2024.3.16 기업경영

김승한(56년생) 남 경영위원회	위원 2018.6.1 2024.3.16 기업경영

사외이사

한인구(56년생) 남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2018.6.1 2024.3.16 재무회계(회계사)

김동건(46년생)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18.6.1 2024.3.16 법률(변호사)

이상엽(64년생) 남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6.1 2024.3.16 과학(과학자)

2022년 6월 기준 이사회 구성

효성첨단소재㈜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3명)

김동건	사외이사		
(대표위원)	외		

사내외	이사	각	1명

한인구	사외이사		
(대표위원)	외		
사외	이사	2명

이건종	대표이사	
(대표위원)	외		
사내	이사	1명

감사위원회 (3명) 경영위원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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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 공개 및 수익 배분 

매	분기	결산	후	실적	발표를	안내	공시	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수시	공시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도	

2020년	11월부터	실시하며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2021년	

사업연도에는	주당	10,000원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주주의	배당	기대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권익 보호 장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을	회사	설립	시부터	

마련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현황 

주주총회 운영 

효성첨단소재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가	안건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상법상	최소	기준인	2주	보다	긴	21일	전에	정기주주총회	

공고를	실시하고	있고,	2018년	6월	1일	설립	이후	개최된	모든	정기주주	

총회는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에	

제안하는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주주친화 경영 및 권익 보호 

2021년 이사회 운영현황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및	분기별	주요경영활동	보고	등	총	22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	및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분기별	주요	경영활동	보고에	ESG	경영활동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상/하반기	주요	ESG경영활동을		별도로	

추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개선활동,	인식제고	교육	계획	및	결과,	ESG	관련	규정	및	지침	신설과	개정	등과	함께	과학기반	감축목표	수립,	

내부탄소가격제	도입	및	주요	환경투자	실적	등을	보고하여	ESG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는	매년	10월말	경	개최되는	3분기	정기이사회	시	익년도	연간	이사회	일정을	이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조율하고	

있으며,	별도로	이사회	일시,	장소	및	안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건	수가	많은	정기이사회의	경우	9~23일	전,	안건	수가	적은	임시이사회의	경우	3~7일	전	

통지하여	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이사들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	전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이사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명 주요 역할 2021년 운영현황

경영위원회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사항	등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43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독립성,	자질,	역량	검증	및	이사회	추천 0회	

감사위원회 감사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및	통제제도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등 5회

2021년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최 현황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보상

효성첨단소재	이사	보수는	급여와	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성과급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	지표와	

지속가능경영을	포함한	글로벌	경영,	기타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규정에	따라	지표별	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에	지급됩니다.	이사회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 및 감사보수 현황

1)	2021년	기준	이사회	총	인원이	5명	(사외	3명)	이었음	

2)	사외이사	제외

3)	감사위원회	위원

구분 인원수 1)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등기이사		2)	 2 707 354

사외이사		3) 3 163 54

계 5 870 174

(단위	:	백만원)

2021	효성첨단소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기타

●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 국민연금

(2021년	12월말	기준)	

47.8%
44.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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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내·외부의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분야를	포함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도모하여	발굴된	신규	기회들을	성공적으로	사업화	합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효성첨단소재는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위험과	기회	등을	리스크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를	‘재무,	사업	연속성,	경영’으로	구분하고,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	리스크를	정의	합니다.	주요	리스크는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방	체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있으며,	리스크	현황을	매년	업데이트	하고	대응방안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개선	합니다.

Case    COVID-19 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전략실,	지원실,	

재무실을	중심으로	전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사적으로	출장	최소화,	집단	교육	자제,	주요	협의체	

온라인	전환	등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하였습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택	근무	실시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편	했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수립해	인사팀	중심으로	

철저한	운영을	통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교육	담당	부서에는	

온라인	교육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영업팀에서는	온라인	

고객	접점을	늘렸습니다.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대표이사	산하	경영전략실장을	의장으로	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리스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의결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안전보건,	준법	등	주요	리스크는	대응	현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정기	보고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요구	수준	등	회사차원에서	경영진이	알아야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	인식을	제고하고	COVID-19	대응안	등	각종	활동	

및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안건

리스크 관리 분야 및 담당 실무 조직 

리스크	종류별로	주관	부서를	정해	발생	가능	리스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리스크	담당	부서가	지정되어	리스크	종류별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재무리스크는	재무실이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재무	위험	측정,	평가	및	헷징을	하며,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인	사업연속성	및	경영	리스크는	각	주관	부서가	관리해,	담당	분야의	리스크	정의	및	발생	시	대응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특히,	안전이나	같이	훈련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	훈련과	주기적	매뉴얼	업데이트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리스크별	대응활동	및	관리현황

사업 
연속성

경영
재무

리스크

환경 리스크
(환경안전팀)

생물다양성	포함		
환경영향평가

보안 리스크
(CSO, 보안담당)

보안	상태	점검보안	
위반	실사

재무 관련 시장위험 및 
신용 리스크 (재무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리스크평가

유동성 리스크
(재무실)

유동성	리스크	평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PR, ESG경영 등)

이해관계자
교류회	및	간담회

평판/공시 리스크
(PR, 재무실)

PR	사전	대응	체계

경영일반 리스크
(경영전략실)

경영진단	
외부환경	조사

기후변화 리스크
(배출량담당, 동력팀)

기후변화	영향평가
탄소자산평가

재난.안전리스크
(안건보건팀)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공급망 리스크
(구매팀)

협력사	선정평가	및	
정기	감사

법률 및 준법 리스크
(준법지원팀, 감사팀)

내부	감사
공정거래준수	활동

인권 리스크
(인사팀)

인권영향평가

사전 
리스크

사전 
리스크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 Reporting Management Assessment Reporting & Update

Evaluation Mitigation Monitoring & Assessment Reporting

경영환경	및	이해	관계자		
요구	기반	위험과	기회	식별

확인된	리스크	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	

매뉴얼에	따른	
사태	수습

리스크	수습	여부	
확인	및	평가

수습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	보고	및	개선	반영

리스크	평가표를	기반	
우선	순위화

리스크	개선	및	관리계획	
수립,	조치	이행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이사회/경영진	보고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	시	영향력이	큰	리스크를	선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2021년에는	

검토가	미진했던	기회를	위험과	함께	평가하고	리스크	조치의	효과성이	측정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회의	사업화	사례	리스크	관리	효과성	사례1 리스크	관리	효과성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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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효성첨단소재는	‘정직과	신뢰’를	윤리경영	이념으로	하여	바람직한	

기업문화	장착을	위해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고객,	주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	교육을	비롯해	사전과	사후	윤리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체계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효성첨단소재는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글로벌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존중,	주주중시,	임직원	존중,	협력사	상생	등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실천지침을	통해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 리스크 관리

감사를 통한 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팀을	중심으로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및	횡령,	공정거래,	

위변조,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반면,	발생한	사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글로벌	전	사업장이며	연구,	

영업,	구매,	회계,	기획	및	생산	등	경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피감사자와	

제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조직별 책임과 역할

구분 책임 역할

이사회
컴플라이언스	관련		

중요한	사항	결정
컴플라이언스�통제�체제�정비,�
모니터링�및�감독

대표이사

정도경영위원회

컴플라이스	통제	체제		

운영	총괄
컴플라이언스�통제�기준�및�이사회가��
정한바에�따른�준법통제체제�감독

준법지원팀
컴플라이언스		

운영	및	관리
전사�컴플라이언스�매뉴얼,�정책,�프로세스,��
교육�등�관련�리스크�관리�

감사팀 사내	규정	관련	감사
사업장별�규정�위반�및�부정부패�감사,��
제보내용�자사�등�윤리�리스크�

인사/총무

법규	준수	및	관련		

리스크	관리

인사/총무�관련�컴플라이언스�준수�및��
관련�리스크�평가,�대응�및�개선�등�

재무/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및�관리�등

영업, 환경/안전, 

 품질보증
부서별�컴플라이언스�활동�및��
이행성과�관리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및 실무 조직  

효성첨단소재는	대표이사	중심의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팀과	준법지원인,	그리고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성을	가지고	

기업의	준법경영	및	부패	방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한	

준법지원인과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및	공정	거래	관련	담당자로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행과	윤리경영	이슈	관련	중요	사안을	

정기적으로	이사회	연	4회,	정도경영위원회	연	2회	현황을	보고합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강화 

2021년	하반기	정도경영위원회에서	사내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리스크	

식별,	조치,	대응,	모니터링의	프로세스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위반사항	접수채널	및	유형별	시기,	담당,	그리고	할일을	명확히	하여	적시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양한 제보채널 

사내	임직원은	HR상담센터와	고충처리실을	통해	상사/동료와의	갈등,	직무	

문제,	성희롱,	인사	부정,	직장	내	괴롬힘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인사팀	

담당자가	개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외	제보채널을	통해	접수된	금품수수,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등	

관련	사건은	감사팀	담당자가	직접	접수,	제보하기	프로세스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익명시스템	운영으로	임직원	신원	보호	및	철저한	비밀	유지하에	

경과를	및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부패 윤리 관련
감사를 진행한 사업장 비율

Case    사전 진단을 통한 윤리 리스크 예방 사례 

2021년	특정	사업장	생산부서에서	인보이스를	받아	재무팀에	전달하며	

횡령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팀은	구매팀을	통해	전달	받은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PO와	입고내용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하였고	이후	관련	리스크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보센터

사내제보 사외제보

제보	건수 유효	건수	 제보	건수 유효	건수	

부정	부패 3 3 0 0

정보	보안 0 0 0 0

합계 3 3 0 0

2021년 글로벌 사업장 유형별 제보건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	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운영	결과를	최소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25 %
(글로벌)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economic_sustainability.do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others/report_index.do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economic_sustainabili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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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을	매년	개정하여	윤리	관련	법규	개정	및	환경	변화	

시에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및 인식 확산 

효성첨단소재는	국내·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1)을	의무화하고,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실	사례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을	대상	교육에서는	

주요	위반	행위,	윤리경영	준수의	장점,	바른	업무자세	및	실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윤리의식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영상과	매거진	등의	

기획물을	제작해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배포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효성첨단소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기말	회계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	중입니다.	내부회계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적용	원칙을	각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평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상	일정	금액	이상의	

계정에	대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통제설정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민감한 거래 관련 내부 프로세스 강화

국내외	사업장에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금품과	선물,	당사가	

업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선물에	대한	프로세스를	신설	

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보고	및	승인권자를	지정하여	관련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해외법인	국가별	법규	및	상황에	맞게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서명

효성첨단소재는	입사	시	윤리경영	이념과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실천	약속을	다짐하는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2021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 개정내용

개정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담합의	합의	유형으로	정보교환을	포함

•중간매개자	통한	정보교환도	가능

•자진신고	이유로	과징금	감면	혜택	취소	가능

•금지	청구	제도	도입

운영 및 

매월 평가 진행

연 1회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외부감사인 

감사 실시

2021년 강화된 민감한 거래 프로세스 
적용 사업장 비율 100 %

(글로벌)

윤리경영 인식 제고

대표이사 윤리경영 선언 

대표이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	UNGC	

반부패	서약과	같은	최고경영진	윤리경영	강화	

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합니다.	

2021년에는	BIS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서약식에	동참하여	기업의	반부패	환경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것을	서약	

하였습니다.	또한,	윤경ESG포럼의	'2021	CEO	

서약식'	에도	참가해	윤리경영	준수를	약속	

하였습니다.
2021	BIS	반부패	서약

Case    규정위반 리스크 : 윤리규정 위반 건수 감소 

효성첨단소재는	윤리경영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존	공개	

하고	있던	제보하기	이어	‘윤리규정	위반	건수’를	2021년부터	공개	

하였습니다.	

사내	규정	위반은	이후	더	큰	윤리경영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자세	포함,	사내	실	위반	

사례를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들은	법인	

특성에	맞는	사례를	추가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자세를	임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2020년	대비	위반	

건수가	48%	감소	하였습니다.

2021년 글로벌 임직원 
윤리강령 준수 서약 비율 99.5 %

(신규 입사자)

계층별 윤리교육 현황

대상 내용

전 임직원

•반부패	교육
•윤리경영	교육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신규 입사자 •효성첨단소재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교육

진급자
•직급별	윤리경영교육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팀장 / 부서장

•주요	위반	행위
•윤리경영	준수의	장점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영업직 / 총무직

•영업비밀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사례
•횡령	금품수수	문서위조	사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

구매담당 및 협력사

•지속가능한	구매방침	및	녹생구매방침
•협력회사	행동규범
•반부패	및	공정거래,	금품수수	및	뇌물수수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1)	윤리교육은	윤리	및	반부패,	공정거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economic_sustainabili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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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경영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린경영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법규	준수는	물론,	친환경	정책	실천과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환경투자를	통해	ZERO	IMPACT	를	달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그린경영

그린경영 전략과 방침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	구현을	위해	Zero	Emission,	

Zero	Waste,	Zero	Impact의	3가지	전략적	방향을	중심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시	추진과제를	도출해	매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100% 달성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친환경	경영추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표준	제·개정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	체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각	사업장	간	

유기적인	업무	효율화를	통해	동일한	기준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에는	

상숙,	루마니아	사업장이	ISO	14001	인증을	취득해,	목표했던	글로벌	

사업장	ISO	14001	인증	비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린경영 거버넌스

위원장	CTO/CPO	외	사업장	총괄책임자	총	13명으로	구성된	그린경영	

위원회는	2회/년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안건	중요도에	따라	수시로	

의사결정하고,	주요	사안은	상위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그린경영	전담	전문가는	환경	규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린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하며	

국내	사업장	별	환경책임	보험	갱신	안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한	사업장	환경정보공개,	법률규제	이행사항을	신고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오염물징	배출량이	법적	기준	

이하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그린경영	활동이	

진행되고	정기적으로	보고,	관리,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 평가 강화를 통한 내재적 환경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수질과	대기	배출허용	기준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등의	환경성과를	평가합니다.	2021년에는	평가	대상을	

일부	팀	단위	뿐만	아니라	임원부터	전체	사업영역	생산팀의	개인	

단위까지	확대했으며	환경성과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지속가능경영과	

연관된	핵심성과지표를	추가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지표별	업무	수행은	

연	2회	Feedback을	통해	관리되며,	환경·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에	특수한	공로가	있을	경우	포상규정에	의해	포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환경안전	재해예방의무	미이행	및	위법	

행위로	환경·안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경우,	인사	및	상벌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과 매뉴얼에 따른 환경비상대응

효성첨단소재는	사업장별로	환경사고의	위험과	그	예방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이상으로	인한	누수,	폐수	누출,	

유독물질	유출	등	구체적인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	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환경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전	부문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환경비	상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민·관	합동	소방훈련	등	정기적인	훈련	및	위험	화학물	교육	등을	통해	

환경	비상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환경리스크 관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리스크와 기회 식별·평가·관리

효성첨단소재는	조직상황,	생산공정,	제품	및	서비스	활동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중요도를	

평가해	중대한	환경영향을	등록하여	개선·관리합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걸쳐	예견되는	리스크,	기회	및	비상상황을	

발굴하고	발생시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특히	예상되는	환경	리스크의	구체적	

관리방법과	사고	발생	시	R&R	등을	명확하게	확립했으며	ISO	14001	

인증	갱신	이전에	정기적으로	내부환경심사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환경경영리스크와	성과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린경영전략 SHE방침

2021년	그린경영위원회	주요	안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효성첨단소재 국내 주요 사업장 그린경영 목표

구분 단위 2021년 목표

대기
먼지(PM)	배출량 톤 33.6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톤 122.2

수자원 및 수질

용수	총	사용량 톤 3,625,324

폐수	배출량 톤 1,250,000

BOD	배출량 톤 2.85

COD	배출량 톤 16.10

부유물질	배출량 톤 5.50

폐기물
폐기물	발생	총량 톤	 6,578.0

폐기물	재활용	비율 % 82.6

에너지 직접,	간접	에너지	사용량 TJ 3,482.72

※	향후	글로벌	사업장으로	그린경영	목표	확대	예정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green_management.do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resources/front/kr/files/1.HAMC%20SHE%20policy_kor.pdf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csr_summary.do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csr_certification.do


39

환경리스크 예방 및 기회를 위한 환경투자

제품	생산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공정	개선	등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오염	물질	

제거시설	투자를	비롯해	환경	복원비,	환경설비구매,	환경오염	예방	및	

그린경영을	위한	개선활동을	위해	4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구분 계획 실적

에너지	효율	개선 1,040 2,261

환경	복원비 1,343 1,415

환경설비	투자 1,002 1,335

환경오염	예방	및	그린경영	개선	활동 1,473 1,877

2021년 현황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도로	차량	1)
국내 -	3) - -

해외 - - 14)

비도로	차량	2)
국내 77 - -

해외 67 4 -

효성첨단소재 2021년 글로벌 환경투자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신속한 조치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토양,	대기,	수질,	화학물,	폐기물	등	사업장	내	환경오염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해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수자원 관리

수자원 리스크 평가를 통한 전략 수립 계획

효성첨단소재의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물	부족이나	수질이	문제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지는	않으나	수자원의	사용과	처리는	사업장	소재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021년,	세계자원연구소	(WRI)의	관리기법을	기준으로	사업장	인근의	

수자원	리스크를	평가했습니다.	향후	각	지역별	수자원	리스크를	세분화	

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입니다.	

토양 관리

토양오염 방지 프로세스

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공정	간	화학물질의	운송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토양	오염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관리	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식·산화	방지	처리,	방유벽	설치	등	토양오염	방지	

조치	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측정으로 리스크 관리

사업장	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유발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검사	주기에	맞게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	검사를	실시합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시	주요	검사상목은	AS,	Cd,	Cu,	Pb,	Cr,	Zn,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입니다.	2021년	주요	사업장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함을	판정받았습니다.

Case    폐수 농도 관리

울산공장	탄소아라미드PU	증설로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	NMP(N-

Methylpyrrolidone),	PPD(Para	Phenylene	diamine)	등을	함유한	폐수를	

화학적	(중화,	응집,	침전)	으로	전처리	후	기존	생물학적	처리장으로	

유입토록하여	효율적인	미생물	처리와	총실소	(T-N)	항목	등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폐수	2,000톤/일	처리가	가능한	

전처리	물리화학	폐수	처리장을	설치해	수질	오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 및 재활용 노력

사업장별	용수	재사용을	위해	2020년	울산공장	중합탑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재순환시켜	연간	25만톤의	용수	사용량을	줄였고,	베트남	

법인은	Strainer	Filter와	Membrane을	이용한	용수재활용	시설	투자를	

통해	연	64만톤의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역삼투	

현상의	원리로	수처리해	한번	사용	후	폐수되는	냉각	타워	Blow-down	

water	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WRI	기법으로	분석한	효성첨단소재	사업장	소재지의	Water	Risk,	사진	WRI	제공

Overall Wat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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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관리

효성첨단소재	주요	사업장은	법적	폐수배출기준보다	강화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해	법적	배출	허용	기준보다	훨씬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노후화된	수질오염	방지	

시설	개선활동을	통해	고농도의	수질오염	물질을	저농도의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농도	폐수	유입	시	생산팀과	연계해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하며,	폐수	농도	자체분석을	통해	배출되는	폐수를	모니터링	합니다.

친환경차량 도입 확대 및 무공해 차량 보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2년	

본사	전기차	1대,	루마니아	사업장	하이브리드차	1대)	또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무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도로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전기자전거	제외)

2)	비도로	차량	:	건설기계,	농기계	등	규정되지	않은	차량	포함	(예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툴카,	카트	등)

3)	2022년	본사	전기차	1대	도입	계획

4)	2022년	루마니아	법인	하이브리드차	1대	추가	도입	계획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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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그린경영대기 관리

지역사회의 소음공해방지를 위한 소음 전파 경로 차단

효성첨단소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고속	회전체와	Motor가	많아	

정기적으로	공정별,	유해인자별	작업장	소음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소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장	벽체와	

천장에	흡음재와	차단막	등을	부착해	소음	전파	경로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과	설비	조립시	사용된	각종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철판의	떨림이나	진동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환경 인식 제고 활동

임직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며,	환경	

부분의	담당자	위주	교육에서	전	임직원	교육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황산누출사고로	환경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	환경안전	

구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별 울산의 자발적 저감 이행 목표와 2021년 실적

대기 질 개선과 악취 감소 활동

효성첨단소재	주요	사업장에는	생산시	발생되는	폐가스의	악취제거	및	

법규	준수를	위해,	고온의	열을	이용해	산화시켜	배출하는	시설인	폐가스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질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K-Filter 설치	 	울산사업장	탄소아라미드PU	증설로	강화된	특정대기	

유해물질	법적배출	기준	초과를	예방하기	위해	K-Filter	를	설치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클로로포름을	탄소섬유필터로	회수,	처리해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Scrubber	와	흡착탑	설비도	설치해	

대기오염물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ixing Condenser 설치 	전주사업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저감을	위해	Mixing	Condenser를	설치했습니다.	공정	중	발생되는	

VOCs를	용매에	녹여	액상으로	만들어	대기오염배출과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저감 자발적 협약'		울산사업장은	지역사회	대기질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등	저감	자발적협약’을	맺고	매년	목표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먼지와	SOx	배출	저감	실적은	2014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먼지

SOx

27%

30%

50%

76%

● 저감 목표

● 저감 실적

적절한 폐기물 관리

사업장별	폐기물	부담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및	생산자	책임제	활용	

제도에	따른	실적신고	안내	등	폐기물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전파해	

폐기물	관련	법률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을	규정·개선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폐기물의	적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기물의	성상과	성분을	고려해	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Case    울상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과 쌍방향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울산	공장은	인근	장생포	주민협의회와	함께	회사의	환경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	고민을	수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린경영	

의지를	선보이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장	견학을	함께	

실시합니다.	장생포	주민협의회	147명이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안전구호	캠페인	활동	모습

임직원의	환경	관련	교육	실적

Case    룩셈부르크 법인의 SuperDrecksKëscht® Label1)

SuperDrecksKëscht®	Label	은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품질	마크입니다.	ISO	

14024	국제	표준에	따라	검증	되는	것으로,	

룩셈부르크	법인은	폐기물	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임을	인정받아	

SDK	Label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021년	12/31일	기준	3,387개	발급됨.
룩셈부르크	SDK-Label

Case    대기관리 법률 리스크 관리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2021년에	대기	관리	법률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SOx),	먼지의	년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효성첨단소재	국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288.5백만원을	투자해	

굴뚝자동측정기기(Tele	Monitoring	System,	TMS)를	설치했습니다.	

1)	국내	폐기물	발생	총	집약도	=	국내	폐기물	발생	총량	(톤)	/	국내	매출액	(억원)

2)	감축율	=	1	–	(2021년	국내	폐기물	총	발생	집약도	/	2020년	국내	폐기물	총	발생	집약도)

국내 폐기물 발생 총 집약도1)

2020년 대비 2021년 감축율 2)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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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차별없는 인력 배치 

새롭게	합류하는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고	조기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과	직급별	사내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회사의	핵심가치와	직장인으로서	기본기를	학습하는	그룹	입문	

교육과	사업	및	직무	이해	증진을	위한	본사	및	사업장	입문	교육을	통해	

관심이	있는	업무/팀을	지원해	배치합니다.	

인재육성

효성첨단소재는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MISSION실을	위해	'최고‘,	‘혁신‘,	‘책임‘,	'신뢰'를	

겸비한	인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입사	시점부터	체계적인	사내	적응	프로그램과	직무	역량에	

최적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ase    CDP를 고려한 전배치 사례 (기후변화대응 담당)

“엔지니어로	울산공장에	입사해	타이어코드의	마지막	공정인	열처리의	

생산관리자로	일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중요성	증가로	환경/

기후변화	담당자	T/O를	보고	보직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보증	등	사업장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역량과	스킬을	빠르게	

제고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중심의 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효성첨단소재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입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지원자는	채용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학벌·나이·인종·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면접관에게는	채용	공정성	및	차별금지를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우대	

정책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만	15세	미만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15세	미만	직원은	0명입니다.	

채용규정	위반	시	사내	통제	및	후속	조치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 

효성첨단소재는	직원들이	부서	내	혹은	부서	간	전배치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	Rotatio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기	인사평가	피드백	시	인사평가자와	향후	수행	

희망	업무	및	직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기존	직무와	상이한	직무	

일지라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전배치를	진행하여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HR	상담센터를	통해	인사팀장과	

직무	만족도를	바탕으로	CDP	상담을	받고	수시로	전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		중국	및	베트남	법인은	적극적인	여성	관리자	육성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	약	23%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	모두	현채인	

관리자가	경영진으로	승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 및 팀 변경 프로세스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

● 국내

● 해외

2021

23

7.5

2020

22

6.5

23

7.0

2019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합니다.	남녀	간	기본급	차이없이	성과평가에	의해	고성과자들에게는	

차별화된	보상을	지급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평가	대상이	평가결과를	이해하고	향후	업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경영 내재화를 위한 KPI 수립

2021년부터	ESG경영	내재화	및	기업문화	형성을	위하여	CEO	및	임원,	각	

조직	및	부서	임직원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ESG경영	과제	및	KPI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시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여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연초	개인이	수립하고	팀장과	합의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성과	평가	피드백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성과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	

향후	희망	업무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지원에	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됩니다.	2019년부터는	개인별	KPI를	업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피평가자의	성과창출을	

위해	연중에	업무	진행	현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효성첨단소재	고용우대	정책 신규채용	현황

2021년 글로벌 임직원 기준 성과평가 실시 비율 94 %

(단위	:	%)

보유	역량,	향후	희망	업무	등을	고려해	적정한	팀과	업무	서치	및	피드백

전배치	예정	팀	인터뷰	및	인사팀과	협의	

전배치	확정 직무별	CDP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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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지원제도

정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	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설계교육	

(재취업,	창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8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퇴직예정자	뿐	아니라	50세	

이상	임직원의	퇴직	후	삶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교육	시행도	준비중	

입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수강하는	회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공통	직무교육을	통한	기본	역량을	

함양하고,	사업/직무	특화된	Skill	Up교육과	상시	학습을	현업	주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직무	전문성	향상	과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해외법인 교육체계 강화 

해외법인의	교육에	대한	니즈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법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	주재원,	현지	채용	인력에	대한	직무,	어학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지	

채용	인력의	소속감	강화와	역량	향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해외법인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하였고,	2022년에는	현지	교육	담당자의	역량	

향상에	주력하여,	해외법인	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 

인재 육성 전략 

효성첨단소재는	업무	역량과	직접	연관된	직무	교육,	계층별로	진행되는	

리더십	교육,	전	직원	대상	지속가능경영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효성첨단소재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기존	및	신규	보임	임원과	팀장,	영입	임원	대상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춘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의	Career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게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임원	14명을	대상으로	단기	MBA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팀장을	대상으로	각	팀의	‘일하는	자세’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팀의	브랜드	설명문	작성과	

고객지향	활동을	위한	디자인	씽킹,	업무	효율성	향상	교육을	통해	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Case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효성첨단소재는	국내외에서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법인은	임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현지인	간부	9명을	

선발하여	본사	GMC	과정	및	개인별	육성	계획을	기반으로	2019년	6월부터	약	2년간	회사의	경영철학,	경영역량,	외국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9명의	교육	대상자	중	4명은	부공장장으로	승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1년	총	5명의	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GMC(Global	Management	Course)	

과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주요	경영기능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식	학습과	사례	토론,	Action	Learning	방식의	도전	과제	수행을	진행하였고,	

실제	업무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의	해결책	도출	및	업무	적용	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계층별 리더 양성 프로그램

계층별 세부 교육 사항

임원 교육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경영철학과	조직	목표를		
수행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신입	임원	단기	MBA	교육을	통한	경영	역량	강화

팀장 교육
•고유의	팀장	역할인	성과,	사람,	조직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적	통찰	제공

직급별 교육
•진급	및	직급에	따른	계층간	리더십	교육
•직급별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교육

인재육성	체계도

직무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직군 구분 세부 교육 사항

영업 직무 교육
•�B2B	마케팅의	이해	/	시장조사	/	가격협상/	고객상담스킬	/	영업전략	/		
핵심거래처	등

생산 직무 교육
•�사내표준화	/	ISO	품질경영	/	QC	Tool	/	통계관리·분석	/	DMAIC2)	/		
프로젝트	관리	등

연구 직무 교육
•�아이디어	발상	/	FMEA3)	/	QFD4)	/	특허정보	활용	/	DFSS5)	방법론	/		
기술사업화	및	가치평가	등

관리 직무 교육
•��문서작성	및	보고	/	사내	데이터	분석	/	재무제표	/	경영분석	도구	/	
기획력	등	

1)		DMAIC	:	Six-sigma	process	of	Define-Measure-Analyze-Improve-Control				

2)	FMEA	: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3)	QFD	:	Quality	Functional	Deployment

4)	DFSS	:	Design	for	Six-sigma

지속가능경영 교육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지속가능경영	인식제고를	위해	위해	관련	교육	

과정을	2019년부터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외	임직원	

까지	교육	범위에	포함시켜	환경,	화학물	관리,	안전/보건,	인권,	윤리,	

정보보안	등을	포함한	ESG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매년	필수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속가능경영	교육	내용	및	결과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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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추진체계 및 성과

사회공헌 비전 및 목표  

효성첨단소재는	시민사회	및	정부와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연계	활동을	통해	CSE	

(Creating	Social	Eco-system)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장려

임직원의	1인	1봉사	실현이	가능하도록	유급봉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	봉사자에게	봉사상을	수여하여	동료들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 지역단체 수상 및 주요 성과

효성첨단소재	본사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로부터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울산	공장은	

국내에서	사업장	단위로는	최초로	2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전주공장은	2013년부터	꾸준한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기부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사회공헌 실천 및 성과 측정 

효성첨단소재는	전문가들이	만든	사회공헌	성과	측정	과정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는	등	사회공헌활동(CSR)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이해관계자	

별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이해관계자별 활동 지표(성과) 연 창출가치

장애인 재활	및	건강	치료	지원 366,080

학생 학업	유지	및	역량	강화	 1,285,600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	발생	지원 812,353

저소득층 최소	생계	유지	지원 224,526

이재민 가구당	최소	생계	유지	지원 104,222

합계 1,948,518

2021년 주요 이해관계자별 창출 가치 (국내)
(단위	:	천원)

효성첨단소재㈜	사회공헌활동	체계

마을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한 봉사 (1사 1촌, 1사 1교 자매결연)

울산공장은	2005년부터	울산	온양읍	중고산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1사	1촌	협의체를	통해	매년	마을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모내기와	벼	베기	봉사활동,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장생포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	

내	수목	조경	교체,	노후화	담벼락	개선,	텃밭	관리,	통근버스	지원,	방과후	

학습	기자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COVID-19으로	현장	

방문	불가하여	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전략별 주요 활동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위한 활동

베트남 지역사회 지원

베트남	법인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1년	베트남법인은	북부지역	COVID-19	백신	구매를	

위해	베트남	조국전선(VFF)에	100억동(약	5억원)을	기부하였고,	

광남법인은	법인이	위치한	탕빈현의	독신여성	110가구에	대해	탕빈현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양돈	및	양계	기술교육을	실시해	가축	분양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자립	기초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내기	봉사활동	중인	효성첨단소재	임직원

Case    베트남법인 지역마을 이해관계자 자립 지원

베트남	법인은	불우이웃,	독거노인,	노동자,	맹인연합회	등	지역	인근	마을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장	

인근	마을	약150명	이상의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대상	설맞이	기념	

생필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3,000가구	대상	쌀	30톤	(약	1,800만원	

해당)을	기부하여	약	1만명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	재사용	가능한	컴퓨터	170대를	기증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021년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실적

구분 단위 국내 해외

사회공헌활동	누적	참여인원	 명 420 5,214

사회공헌활동	총	봉사시간	 시간 1,045 31,760

임직원	1인당	봉사시간 시간 1.1 1.1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	 백만원 495 867

직접	수혜자	수 명 8,499 16,185

총	프로그램	수 개 28 35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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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애니아의 집

효성첨단소재는	2012년부터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COVID-19	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임직원들이	매월	아이들의	식사	도우미	봉사	및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생필품	외	휠체어	이너시트	

교체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베트남 꼰뚬 성 아동인권 보호 및 증진

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함께	베트남	꼰뚬	성	내	5개	

마을	소외	지역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도서관	조성을	통해	소수민족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교사	대상	아동노동	및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주공장	내	운영	중인	효성탄소특화창업보육	

센터를	통해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에스첨단소재,	데크프리폼	등	전라도와	경상도의	업체	

4곳에	탄소섬유	활용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였고,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부품	및	저장용기	생산기술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환경을 살리는 생물다양성 활동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생물	

다양성	전반에	걸친	종	분포,	조성	등이	

변하고,	외래	침입	병해충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효성	

첨단소재는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의	멸종위기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소재 활용작가 후원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신소재를	활용해	자연	현상	패턴을	

구조화하는	노일훈	작가의	작품	활동을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더스트리얼	패션	브랜드	‘강혁’에	에어백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해	업사이클링	의류	

제작에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제공한	에어백	원단은	자켓	

700벌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연구	목적	

및	테스트용	원단을	제공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업연계 활동

Case    취약계층여성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연계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종로구와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7,000만원의	기금	전달로	36명을	지원하였고,	그	중	28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363명의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271명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Case    전북청년 취업캠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전북 5개 대학 취업준비생 교육 지원

전북	5개	대학교	재학(휴학)	및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전북대,	우석대	등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청년취업캠프를	진행	했습니다.2021년	7월	2번째	취업캠프를	진행	

하였으며,	3일간	총	89명(온라인	56명,	오프라인	3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비즈니스	에티켓,	노무법,	NCS	

특강	등,	오프라인-	자기소개서	코칭,	이미지	컨설팅,	실전	면접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KANGHYUK	2021	FW	콜렉션

인천지역 용유해변 정화활동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운영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천	용유해변을	2년간	

보호하고	정화	활동	실시

멸종위기종 살리기 활동

국립생태원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전주물꼬리풀	보식활동	등을	통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활동	실시

위협종 제거 

울산공장	인근	여천천의	수질개선	및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연	6회	이상	하천	주변	

정화	및	위해종	제거하는	1사	1하천	활동	실시

BIODIVERSITY

SPECIAL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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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코리아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보호활동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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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침해에	대한	인식과	사례,	고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등	온·오프라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매일	정보보호	준수	

PC팝업창을	자동실행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보안	

담당자는	오프라인	추가	교육을	연1회	수료합니다.	이메일,	전사	게시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수시로	정보보호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정보보호 관리 거버넌스와 시스템

정보보호	전담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최적의	적임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	보호를	지도·감독하고	각	담당	조직이	관리	

합니다.	특히	문서중앙화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내	주요	사업장	전체에	일관된	

문서	보안	정책을	마련했고	문서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보보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기업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조직을	

중심으로	정보보안	규정	및	하위	운영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등	리스크별	위험을	

파악·헷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정보보호 서약율 3년 연속 100%

효성첨단소재는	신규채용	임직원과	퇴직자에	대해	정보보호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수취해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및	외부	업체와	프로젝트	등	공동으로	업무	및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보호	서약서를	수취합니다.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 사이버 보안 사고와 정보유출 사고 예방

효성첨단소재는	사이버	보안과	정보보호	유출	등	다양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ase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TISAX 획득 계획

TISX(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는	독일자동차	

산업협회가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안	평가	기준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만든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제도로,	ISO	27001을	바탕으로	정보와	협력업체	

보안체계,	데이터와	시제품	보호	체계	등	4개	측면에서	보안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2023년	내	TISAX	인증	획득	계획1)으로,	

안정적인	보안	수준을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최고의	보안	수준까지	갖추고자	합니다.

1)		상숙법인,	룩셈부르크	법인,	루마니아	법인,	독일	법인,	멕시코	

법인이	2023년	내	TISAX	인증	획득	계획임.

중국	정보보안등급	비안(备案)	증명

정보보안	교육별	상세	내용과	주기

효성첨단소재	정보보호공시현황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체계,	문서중앙화	시스템(ECM)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투자

2022년부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에	효성첨단소재가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	

실적을	공개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활동 실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보보안	교육	시간	(국내) 시간/인 1 1 1

정보보호	서약율	(글로벌) % 100 100 100

문서 보존 및 폐기	 	문서관리	규정	및	운영	기준에	의해	문서의	보존	

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연한이	경과한	문서는	폐기하도록	

안내합니다.	폐기	과정에서도	규정으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보안	

정보의	수정·보관은	ECM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된	문서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 (Access control)		방화벽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접근	

통제시스템으로	서버를	보호합니다.	허가	권한	내에서	승인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	이력은	로깅되며,	로그인	횟수	

초과시	계정은	자동	잠금됩니다.	또한	HOPE,	ERP,	HiCloud	등	업무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IT서비스요청절차에	따라	팀장	승인하에	

사용권한이	부여됩니다.

정보 유출 예방	 	개인PC에	저장된	파일은	사전	승인없이	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되고	승인	후에도	모든	전송	내역을	저장해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합니다.	또한,	임직원에	의한	사내	중요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PC	사용	이력과	메일	수·발신	내역을	저장하고	이상	행위	탐지를	

모니터링합니다.	매주	팀장이	소속	팀원들의	보안	로그	(사외	메일	발송과	

다운로드,	USB사용	등)를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합니다.	2021년에는	

OTP를	활용한	2-factor	인증을	통해	계정	정보	유출을	예방했습니다.

보안실태 점검과 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사외보안전문업체를	통한	국내·외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해	

보안장비에	적용하고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대외협력 체계 구축	 	최신	보안	동향	뉴스,	보안	

교육,	연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기술보호	협회와	

협력해	기술유출	예방	및	보안사고	대응	수준을	높이고	정부	정책과	

글로벌	보안동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csr_certification.do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economic_sustainability.do
https://isds.kisa.or.kr/publish/view.do?publishNo=488&pageNum=1&limit=10&type=ALL&keyword=%ED%9A%A8%EC%84%B1%EC%B2%A8%EB%8B%A8%EC%86%8C%EC%9E%AC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economic_sustainabili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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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개인의 정보보호 효과적인 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소중한 고객과 개인의 정보보호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법령	개정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임직원	및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하고자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 기한 준수

고객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등이	명기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동의	하에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른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점검	후	삭제합니다.	개인	정보	파기	전	당사자에게	정보파기	

사실을	알림으로써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과 보안

임직원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Data	Base	등	모든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주관부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임직원,	위탁업체	및	관련	프로세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효성첨단소재 글로벌 정보보안 사고 건수

2019 2020 2021

정보보안	사고	건수	(스캠,	랜섬웨어	감염	등) 0 11) 0

1)		집계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사업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보보안	사고	건수가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비	변경됨

(단위	:	건)

보안사고 대응 프로세스

1단계

  보안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 인지

-		정보보호	주관부서는	보안사고대응기준에	따라	정의된		

보안사고발생	상시	모니터링

  사고 복구 완료 및 투명한 보고

-		보안사고	내용,	대응	실적과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	하고		

사고의	증거	보존함.	사고원인	및	경위,	조사	종결까지		

모든	내용을	CISO	에	직접	보고

  사고 대응 평가 및 개선 유지

-	정보보호조직이	참여하는	사고	대응	평가	실시

-	대응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취약성	점검

-		재발방지	대책을	임직원에게	전파교육	실시	및	보안징계		

운영기준에	따른	인사	평가에	반영

  적극적 사고 대응 활동

-		해당	서버,	네트워크,	PC,	어플리케이션	등	운영	담당자	및		

관련	모든	임직원의	지원과	심각도에	따른	조치

업무 연속성 계획 관리

장애 대책

백업 대책

비상 대책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속한 사고 평가와 대응 계획 수립

-	신속한	보안	사고의	유형	및	심각도	평가

-		보안	사고	심각도는	4개로	구분하며	이후	적절한	대응		

조직	편성	및	계획	수립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정기적인 정보보호 위험평가를 통한 사전리스크 관리

효성첨단소재는	'업무	연속성	운영기준'에	위험평가	계획을	수립해	정보	

자산식별을	통한	목록화하고,	각	자산	별로	중요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각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해	해당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을	수립했고	정기적인	재평가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정보보호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즉시	지원	가능한	전문기관과	보안	

사고대응체계(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를	

유지하고	비상대응연락망을	관리합니다.	보안사고	대응	운영	기준은	

보안사고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보안사고	발생	인지	즉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단계의	대응	처리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리스크 제보하기

내부	정보	자산이	유출된	경우	실시간으로	보안팀에	직접	제보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제보하기’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Case    악성메일 모의 훈련을 통한 정보보호 리스크 완화

2021년	정보보호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취약성	수준에	따라	위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정보보호	리스크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악성	

메일에	의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IT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악성메일	대응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모의	훈련	시	2회	

연속으로	악성코드	감염	행위를	실행한	임직원이	2020년	41명에서	

2021년	35명으로,	악성메일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리스크를	13%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보하기

보안사고유형상세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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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요약
재무정보

포괄손익
계산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백만원

	31,839	 	47,128	  33,59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39,444	 	442,619	  703,260 

재고자산 	472,116	 	324,696	  563,967 

기타 	39,500	 	27,594	  54,192 

소계  982,899  842,036  1,355,009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백만원

	4,675	 	5,216	  5,236 

유형자산 	1,276,038	 	1,204,360	  1,304,610 

투자부동산 	150,397	 	151,387	  155,310 

무형자산 	71,743	 	36,615	  36,62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4,183	 	4,215	  7,246 

기타 	41,165	 	132,764	  44,646 

소계  1,548,200  1,534,557  1,553,673 

자산 총계 백만원  2,531,099  2,376,594  2,908,682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백만원

	301,758	 	335,239	  508,575 

차입금 	1,211,066	 	1,223,496	  1,160,771 

기타유동부채 	27,410	 	16,177	  75,165 

소계  1,540,234  1,574,912  1,744,511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백만원

	11,977	 	12,573	  7,086 

장기차입금 	540,076	 	376,233	  380,039 

기타비유동부채 	33,411	 	31,765	  55,457 

소계  585,464  420,571  442,582 

부채총계 백만원  2,125,698  1,995,483  2,187,093 

자본

자본금

백만원

	22,400	 	22,400	  22,400 

이익잉여금 (100,800)	 (101,357)	  147,307 

기타자본구성요소 	401,832	 	391,797	  434,294 

비지배지분 	81,968	 	68,272	  117,588 

소계  405,400  381,112  721,589 

부채 및 자본 총계 백만원  2,531,098  2,376,595  2,908,68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수익	(매출액)

백만원

	3,053,616	 	2,394,623	  3,597,777 

매출원가 	2,696,624	 	2,185,965	  2,961,805 

매출총이익 	356,992	 	208,658	  635,972 

판관비 	169,628	 	146,524	  167,707 

연구개발비 	29,037	 	27,926	  30,955 

영업이익 	158,326	 	34,208	  437,310 

기타수익 	23,255	 	11,371	  19,113 

기타비용 	56,339	 	9,455	  12,365 

금융수익 	37,988	 	47,731	  35,266 

금융비용 	110,958	 	82,750	  67,525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52,273	 		1,105	  411,799 

법인세비용 	105,180	 (5,705)	  81,776 

당기순이익 (52,907)	 	6,810	  330,023 

기타포괄손익 	9,984	 (12,940)	  48,522 

총 포괄손익 백만원 (12,940) (6,130)  378,545 

*	연결재무제표	기준

*	연결재무제표	기준

국가별 
법인세 구분

2021

임직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세전이익	
(백만원)

법인세	
(백만원)

세율	
(%)

유효세율	
(%)

한국 	955	 	963,266	 	170,154	 	17,923	 	24	 	11	

베트남 	5,335	 	2,108,160	 	288,468	 	5,305	 	5	 	2	

중국 	1,571	 	518,724	 	75,325	 	31,760	 	25	 	42	

독일1) 	3,566	 	352,568	 (10,415)	 	2,678	 	28	 (26)	

룩셈부르크 	120	 	260,123	 	5,516	 	2,008	 	27	 	36	

*	효성첨단소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함

1)	GST	Global	GmbH(GST)가	납부한	세금으로	독일	이외	루마니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GST가	납부한	세금을	모두	포함함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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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생산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타이어코드지,	스틸코드,	Bead	Wire,	
산업용원사,	카페트,	카매트,	
에어백원단	및	쿠션	등 억원

	30,536	 	23,946	  35,978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원사,	기타 	26,966	 	21,860	  29,618 

*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정정함

자원 
효율성을 주는 
제품을 통한 
매출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한국
억원

	2,378	 	2,037	  2,181 

해외 	788	 	1,031	  1,566 

계 억원  3,166  3,068  3,747 

*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따른	자원	효율성을	주는	제품을	통한	매출실적	수정됨

금전적 
손실 금액 
(한국)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1)

천원

	5,600	 	480	  8,080 

안전2) 	-	 	2,240	  10,640 

부패 	-	 	-	  - 

계 천원  5,600  2,720  18,720 

1)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2019년	울산공장	유해화학물질	수입량	미보고	4,800천원,	2020년	울산공장	신규	대기오염물질	
(NOx)	신고	누락	480천원의	과태료	누락되어	정정함		
2021년	울산공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및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6,600천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	및	SEMS	운영사항	미기입으로	1,480천원의	환경	과태료	발생함

2)		2021년	울산공장	황산누출	사고에	따른	1,920천원,	PSM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8,000천원,	전주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720천원의	안전	과태료	발생함

*	2019,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판매실적	수정됨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판매와 
구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판매
한국

백만원
	225,367	 	210,397	  241,102 

해외 	51,248	 	38,595	  40,011 

계 백만원  276,615  248,992  281,113 

판매 국내 백만원 	1,127	 	735	  996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실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연구개발비용 연결재무제표	기준1) 백만원 	29,037	 	2,793	  30,955 

특허등록(누적)2)
한국

건
	641	 	652	  674 

해외 	278	 	284	  289 

계 건  919  936  963 

특허출원(누적)3)
한국

건
	1,685	 	1,269	  1,272 

해외 	1,255	 	436	  437 

계 건  2,940  1,705  1,709 

1)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실적	수정

2),	3)	분리	당시	(2018)	계류중이었던	지주사	특허를	추가했고,	해외	특허의	경우	누락건	포함하여	실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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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과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총	임직원	수

명

1,038 1,000 955 10,788 9,737 9,249

성별
남자 932 903 857 7,821 6,932 6,593

여자 106 97 98 2,967 2,805 2,656

연령별

30세	미만

명

159 133 99 5,355 4,271 3,812

30세	이상	50세	미만 560 543 547 4,835 4,926 4,925

50세	이상 319 324 309 598 540 512

고용	
형태별

정규직	(남자)

명

911 892 834 7,281 6,307 6,096

정규직	(여자) 97 88 85 2,681 2,367 2,335

정규직 소계 1,008 980 919 9,962 8,674 8,431

계약직	(남자) 21 11 23 540 625 497

계약직	(여자) 9 9 13 286 438 321

계약직 소계 30 20 36 826 1,063 818

근무지
해당	국가

명
1,038 1,000 955 10,747 9,700 9,227

그	외	국가1) - - - 41 37 22

직무별
(정규직)

사무직
명

456 429 436 1,603 1,453 1,482

기능직 552 551 483 9,185 8,284 7,767

여성
인재

여성	비율 % 10.2 9.7 10.3 27.5 28.8 28.7

여성	관리자	수(과장	이상) 명 15 14 17 74 74 81

여성	관리자2)	비율 % 7.0 6.5 7.5 23 22 23

다양성

장애인

명

26 26 25 34 30 38

보훈대상자 16 23 25 11 7 8

외국인 - - - 234 215 145

소계 42 49 50 279 252 191

*2020년	해외법인	임직원	현황	데이터	오류로	인해	본	보고서	과거	데이터	일부는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치와	다름

1)	그	외	국가는	법인	소재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숫자임

2)	여성관리자는	과장급	이상	직급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냄	

신규채용 
및 이직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신규
채용

성별

남성

명

107 62 60 2,953 1,639 2,003

여성 24 6 5 784 636 778

소계 131 68 65 3,737 2,275 2,781

연령별

30세	미만

명

60 37 24 2,662 1,541 1,842

30세	이상	
50세	미만

62 21 37 923 634 889

50세	이상 9 10 4 152 100 50

이직1)

성별

남성

명

40 41 36 2,532 2,210 1,713

여성 11 9 8 658 557 709

소계 51 50 44 3,190 2,767 2,422

연령별

30세	미만

명

8 12 9 1,920 1,717 1,295

30세	이상	
50세	미만

33 15 33 1,171 973 1,029

50세	이상 10 23 2 99 77 98

자발적	이직율2) % 5 5 5 30 28 26

1)	수습기간	중	퇴사자	제외

2)	본인	의사로	인한	‘의원퇴직’의	비율로		권고사직,	정년퇴직,	관계사	전출	등	제외	

노동조합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가입
현황

단체협약	적용대상	직원	수

명

571 553 483 10,441 9,222 8,760

가입	직원	수 435 419 343 9,887 8,706 8,512

단체	가입율 76 76 71 95 95 97

단체협약	적용받는	임직원	비율1) % 42 42 36 99 92 99

1)	노동조합	가입률과	별개로,	노-사	협약	문서의	대상에	포함되는	임직원의	비율임

*2020년	해외법인	임직원	현황	데이터	오류로	인해	본	보고서	과거	데이터	일부는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치와	다름

해외 관리자
현황 구분 단위

해외

2019 2020 2021

현지인	고용자	수

명

10,788 9,737 9,249

총	관리자	수(부서장	및	수퍼바이저	이상) 193 187 214

현지인	관리자	수(부서장	및	수퍼바이저	이상) 96 98 142

현지인	관리자	비율 % 49.7 52.4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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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남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 27 29 496 444 360

출산후	복귀율 % - 100 100 100 99 99

여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7 3 8 213 231 190

출산후	복귀율 % 100 100 100 95 94 96

남자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4 3 9 218 169 105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 100 75 89 99 99 99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N/A 50 100 86 83 78

여자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8 2 9 257 241 184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 100 86 89 99 98 100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100 100 100 71 76 74

퇴직연금
구분 단위

한국 (백만원) 베트남(만 VND) 중국(만 RMB) 유럽(천 Euro)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총	퇴직연금	운용금액(DB+DC)

-

61,505 67,355 73,854 6,752 7,118 6,736 4,776 1,617 6,929 5,550 4,433 4,020

확정급여	운용금액(DB) 60,439 66,291 72,713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에	퇴직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회사가	별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음	

5,550 4,433 4,020

확정기여	운용금액(DC) 1,066 1,064 1,141 N/A N/A N/A

총	가입인원

명

1,172 1,126 1,070 5,328 4,938 4,502 2,089 1,936 1,994 1,974 1,420 1,294

확정급여형	가입인원 976 930 871 - - - - - - 1,974 1,420 1,294

확정기여형	가입인원 196 196 199 - - - - - - - - -

정기적 
성과평가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성과평가	대상인원	 명 1,004 979 919 9,926 9,174 8,649

성과평과	심사비율 % 97 98 96 92 94 94

건강검진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대상인원 명 1,038 850 955 10,104 9,486 8,539

수검인원 명 1,004 840 940 8,899 9,297 8,180

수검비율 % 97 99 98 88 98 96

사회공헌
구분 단위

한국 해외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사회공헌	투자 백만원 572 497 495 - 719 867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 23 38 28 - 34 35

1)	해외법인	사회공헌	활동결과는	2020년부터	취합	공개함

기본급여 
및 보수 구분

한국 (천원) 베트남(천 VND) 중국(RMB) 유럽(Euro)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신입직원	기본급 3,272 3,501 3,606 4,912 5,137 5,187 2,375 2,453 2,611 1,398 1,504 1,440

법정대비	신입사원	임금	수준
남성	 175 182 162 124 123 124 126 130 125 128 129 114

여성1) 175 182 162 124 123 124 126 130 125 152 148 104

평균	기본급 4,594 4,979 5,701 5,321 5,622 5,685 3,289 3,374 3,662 2,191 2,258 2,236

1)	유럽	법인의	법정	대비	신입사원	임금수준은	여성	신입사원이	있는	루마니아	법인	실적만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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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1)

구분 단위 한국 (천원) 베트남(천 VND) 중국(RMB) 유럽(Euro)

총	임직원	수 명 955 5,335 2,502 1,412

총	이수	시간

시간

22,521 214,419 129,858 104,121

일반교육	시간 8,192 159,296 97,028 100,470

지속가능교육	시간 14,329 55,123 32,830 193,626

총	이수자 명 9,838 70,125 34,111 5,771

총	교육비용 - 252,589 1,417	 373,874 172,877

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24 40 52 74

인당	교육비용 - 264,492 265,632 149 122

일반교육
(2021)

구분 한국 베트남 중국 유럽

교육분야 교육과정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경영철학 81 157 288 432 1,893 4,213 120 120

직무

현업	실무교육 914 1,477 538 6,489 6,031 12,955 2,119 96,183

전문	직무교육 271 2,769 16,030 98,111 814 20,840 377 4,143

글로벌	교육(외국어) 71 621 15 519 39 5,776 - -

신입교육 39 832 5,555 56,000 1,961 50,855 1 8

리더쉽

승격자	교육 74 493 97 283 40 640 - -

팀장	교육 269 743 - - 272 2,010 16 16

임원	후보	교육 35 370 - - - - - -

임원	교육 161 731 - - - - - -

지속가능
경영
교육현황

구분

한국 베트남 중국 유럽

20192)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이수자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자 이수시간 이수자 이수시간

환경	교육1)
환경	일반

465
1,477 1,551 916 1,005

2,514
2,063 2,301 1,995 2,140

6,228
5,213 2,246 4,382 2,331

4
2,489 56,932 2,074 94,924

화학물	관리 54 234 77 765 - - 88 682 465 233 1,296 741 3 3 3 1

안전/보건 3,674 6,991 13,706 751 4,401 3,066 10,017 96,772 4,607 39,018 5,916 6,649 25,367 6,999 23,032 2245 3,298 63,097 2,686 96,058

인권1)

성희롱	예방

2,355 2,769 3,247

1,116 1,120

4,169
213 213 6,064            6,057              

2,622 2,959 574

3,668 4,267

6 5 26

1,293 1,294

장애인	인식 1,081 1,081 1,344 312 1 1

차별	방지 1,097 1,115 1,422 1,422 6,375 3,357 1,128 564 1,291 1,311

윤리경영1)
윤리	및	반부패

95 1,730 1,360
940 940

764 915 915
6,055 1,752 

3,954 2,959 670
1,331 484

6
14

20
14 18

공정거래 901 901 317 317 1,544 512 6 37 16

보안 556 996 1,007 92 91 2,559 1,822 1,822 2,089 760 2,421 1,483 287 1,471 439 - - - 1 1

구매교육 - 19 19 19 38 - 27 27 26 26 - 8 48 29 90 - - - 6 3

ESG인식	교육 N/A3) N/A N/A 933 2,872 N/A N/A N/A - - N/A N/A N/A 41 58 N/A N/A N/A - -

합계 7,145 14,036 21,124 7,923 14,329 13,072 16,749 103,472 27,616 54,108 21,141 19,736 29,425 23,233 32,830 2,425 5,815 120,078 7,406 193,626

*2020년	해외법인	임직원	현황	데이터	오류로	인해	본	보고서	과거	데이터	일부는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치와	다름

1)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	교육	관련	분류체계를	세분화	하였음(기존	환경	교육은	환경	및	화학물	관리	교육,	인권	교육은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차별	방지	교육으로,	윤리경영	교육은	윤리	및	반부패,	공정거래	교육으로	세분화	하였음)

2)	2019년까지	지속가능경영교육	중	일부는	이수	여부만	집계함

3)	N/A	는	해당	과정	미개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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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구분 단위

한국 해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정보보호	서약	이행율 % 100 100 100 100 100 100

고객	정보	관련	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0 0 0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조직이슈 진단

효성첨단소재는	조직의	이슈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이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이슈	진단은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팀을	대상으로	

근태관리,	일하는	방식(R&R,	부서간	협업,	업무	수행	프로세스),	리더십(지시	및	보고	체계,	소통	방식)	

등을	진단하는	활동으로서,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재무팀,	회계팀,	내부회계관리	

TFT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모든	팀장(총63명)	대상	조직관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리더들의	조직관리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 단계 – 사전진단 및 현황 분석(5~7일)

①	사전	조직진단	설문	실시	 ④	근태	현황(연차,	시간	외	근로)	분석

②	설문내용	분석(강점	및	약점	파악)	 ⑤	퇴직	현황	분석	

③	조직	이슈	가설	수립	 ⑥	인사	현황(직무,	연차,	연령)	분석

•사전 진단결과 분석표

•근태/퇴직 현황 분석표

•인사 현황표

  4단계 - 사후 Follow-up(3개월 간 매월 말 1일)

①	매월	변화	사항	모니터링(D+3개월까지	실시)

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임원/팀장에게	피드백	실시

  2단계 - 이슈파악 인터뷰(3~5일)

①	인터뷰	일정	수립

②		인터뷰	질문	확정	:	근태관리(연차,	시간외	근로	등),	일하는	방식,		

조직구조(R&R,	부서간	협업),	업무수행(프로세스,	지원시스템),		

리더십(지시,	보고	체계,	소통	방식),	기타	조직문화	관련

③	인터뷰	실시

  3단계 - 핵심이슈 도출 및 결과보고(3~5일)

①	인터뷰	결과	정리

②	조직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③	임원/팀장에게	인터뷰	결과	공유	및	개선	실행방안	협의

④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작성(핵심	이슈,	조치사항)

•인터뷰 일정(안)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결과 정리본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

•  변화사항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구분
글로벌

위반건수 위반 인원 조치 결과 

성희롱	및	괴롭힘 - -

횡령	및	금품수수 3 3 해고2,	경고1

정보	유출 - -

허위	증빙 - -

합계 3 3 해고2, 경고1

윤리강령 
위반 및 
조치 현황 
(2021)

구분 단위 한국 해외 합계

주요	협력사	행동지침	서명건(율) 건(%) 65	(100%) 146	(92%) 211	(94%)

ESG조항이	추가된	공급계약서	체결건(율) 건 65	(100%) 116	(73%) 181	(81%)

주요	협력사	대상	ESG관련	평가	진행건(율)1) 건 14	(100%) 124	(83%) 138	(85%)

구매	담당	ESG관련	교육	진행율 % 100 100 100

협력사 관리 
(2021)

1)	전년	평가	우수업체는	익년도	평가	제외이며,	'21년	ESG관련	평가	진행	대상	업체는	163개	(국내	14개,	149개)임

협력사 현황
(2021)

구분 단위 한국 해외 합계

주요	협력사	수1) 수 65 159 224

주요	협력사	구매금액(국내) 백만원 478,682 N/A 478,682

구매	담당	ESG관련	교육	진행율 % 100 100 100

1)	주요	협력사는	전체	구매금액	기준	상위	95%	이상	업체이나	일부	해외법인은	특정	금액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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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안전 성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2)

*	2019~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제	3자	검증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재집계로	정정함

1)		전체	에너지	사용	집약도	=	전체	에너지	사용량	(TJ)	/	매출액	(억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		온실가스	중	CO2,	CH4,	N2O만	배출하고	있으며,	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사업장별	소수점	절사	처리에	따라	±1tCO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고	대상	사업장	
	 -	한국	:	전주,	대전,	울산,	본사	외	효성첨단소재	빌딩
	 -	해외	:	가흥,	베트남,	광남,	청도,	상숙,	룩셈부르크,	루마니아(2)	(단,	가흥	법인은	제3자	검증에서	제외됨)

*	검증	원칙과	기준
	 -		한국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21-278호)	및	환경부	적합성	평가에	따른	당해년도	배출권	
제출	인증량	기준을	따름

	 -	해외	:	ISO	14064:-3:2019	(온실가스	-	제3부	: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	검증	방식
	 -		한국	:	효성첨단소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효성첨단소재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를	따름
	 -	해외	:	효성첨단소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효성첨단소재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를	따름

*	2021년	온실가스	배출	검증	시,	2019,	2020년	오류	확인하여	정정	및	제3자	재검증	완료

*	2021년	베트남	법인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9,	2020년	반영	안됨)

*		가흥	법인의	경우,	중국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별도	보고	중이나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후	보고예정이므로	자체	산정했으므로		
정부	보고	후	정정될	수	있음을	양지함

1)		폐가스	처리에	의한	배출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며,	폐수	처리에	의한	배출은	해외에서만	발생함.	폐수	처리	배출은	2021년부터	산정되었으므로	
2019,	2020년은	N/A	로	표기함

2)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	(Scope1	+	Scope2,	tCO2eq)	/	매출액	(백만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재생불가능	
연료

LNG
한국

TJ

283.23 467.92 483.24

해외 4,235.94 1,750.40 1,771.21

LPG(고정)
한국 241.95 193.81 176.18

해외 - 22.93 113.31

등유(고정)
한국 - - 0.01

해외 0.03 0.03 0.02

LPG(이동)
한국 0.07 0.08 0.13

해외 2.30 24.92 22.31

경유(이동)
한국 7.40 4.23 0.85

해외 0.72 48.02 10.85

휘발유(이동)
한국 0.77 0.72 0.95

해외 0.95 2.72 2.07

소계
한국 533.41 666.76 661.36

해외 4,239.95 1,849.02 1,919.77

에너지	구매

전기
한국

TJ

3,554.81 3,006.15 3,250.64

해외 5,195.70 4,409.91 5,503.51

스팀
한국 220.11 216.53 303.62

해외 1,780.84 335.21 366.97

소계
한국 3,774.92 3,222.68 3,554.25

해외 6,571.66 2,739.11 2,881.73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소계
한국

TJ
0.03 0.03 0.02

해외 16.12 16.05 16.70

전체	에너지	사용량

한국

TJ

4,308.37 3,889.47 4,215.63

해외 10,827.72 4,604.17 4,818.20

합계 15,136.09 8,493.65 9,033.83

전체	에너지	사용	집약도1)

한국

TJ/억원

0.403 0.538 0.438

해외 0.478 0.255 0.153

전체 0.454 0.336 0.22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고정연소
한국

tCO2eq

28,409.17 34,987.75 34,712.64

해외 305,536.82 90,762.36 97,019.16

이동연소
한국 577.84 352.01 131.53

해외 250.83 5,049.58 2,209.24

공정배출
한국 -	 - -

해외 - - - 

폐가스/폐수	
처리1)

한국 4,835.27 8,616.67 9,597.36

해외 N/A N/A 272.11

소계
한국 33,822.28 43,956.43 44,441.53

해외 305,787.64 95,811.94 99,50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전기
한국

tCO2eq

172,694.00 146,002.12 155,560.11

해외 645,023.99 608,971.11 974,757.72

스팀
한국 2,636.09 1,144.20 2,516.33

해외 107,051.52 20,007.24 21,902.48

소계
한국 175,330.09 147,146.32 158,076.44

해외 752,075.51 628,978.35 996,660.19

총계
(Scope1	+	Scope2)

한국

tCO2eq

209,152.37 191,102.75 202,517.97

해외 1,057,863.15 724,790.30 1,096,160.71

합계 1,267,015.52 915,893.05 1,298,678.69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2)

한국
tCO2eq	/
백만원

0.196 0.264 0.210

해외 0.467 0.402 0.348

전체 0.380 0.36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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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NOx(질소산화물)

한국

TON

41.4 100.1 99.5

해외 165.8 164.5 168.7

합계 207.2 264.6 268.2

SOx(황산화물)

한국

TON

12.8 - 0.5

해외 8.2 14.5 10.4

합계 21.0 14.5 10.9

먼지

한국

TON

16.5 15.1 11.1

해외 97.5 103.0 71.3

합계 114.0 118.1 82.4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해외 TON 0.5 0.9 0.2

*	2020년	국내(울산)	먼지	배출량	집계	오류로	수정

*	2019~2020년	해외(베트남)	SOx,	NOx,	배출량	집계	오류로	수정

*	2019~2021년	해외(루마니아)	포함

*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해외(가흥)	제외	집계함

*	유럽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있으나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음.	단,	연	1회	외부	환경전문가가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효성첨단소재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적법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함

*	2020년	누락한	국내(대전)	폐기물	매립	처리량	포함한	데이터	수정

*	2019,	2020년	누락한	국내(본사)	폐기물	처리량	포함한	데이터	수정

1)		총	폐기물	배출	집약도	=	총	폐기물	배출량	(TON)	/	매출액	(억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2)		폐기물	총	재활용	집약도	=	폐기물	총	재활용량	(TON)	/	매출액	(억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3)	폐기물	재활용율	=	폐기물	총	재활용량	(TON)	/	총	폐기물	배출량	(TON)	×	10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일반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	총량

재활용

한국

TON

4,514.5 4,238.1 3,559.2

해외 21,099.9 16,957.9 4,706.3

합계 25,614.4 21,196.0 8,265.5

소각

한국 849.5 728.0 888.2

해외 2,993.2 1,621.1 2,609.7

합계 3,842.7 2,349.1 3,497.9

매립

한국 67.9 202.9 750.3

해외 1,981.7 1,587.3 1,313.6

합계 2,049.6 1,790.1 2,063.9

유해(지정)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	총량

재활용

한국

TON

514.8 880.0 978.1

해외 21,008.9 13,774.3 14,924.9

합계 21,523.7 14,654.3 15,903.0

소각

한국 51.4 49.0 65.5

해외 11,802.1 10,010.8 8,710.5

합계 11,853.5 10,059.8 8,776.0

매립

한국 1.0 4.6 -

해외 1,985.0 1,331.0 385.0

합계 1,986.0 1,335.6 385.0

기타

한국 2.6 - -

해외 423.6 406.7 477.4

합계 426.2 406.7 477.4

총	폐기물	배출량	

한국

TON

6,001.7 6,102.6 6,241.3

해외 61,294.4 45,689.1 33,127.5

합계 67,296.1 51,791.7 39,368.8

폐기물	총	재활용량

한국

TON

5,029.3 5,118.1 4,537.3

해외 42,108.8 30,732.1 19,631.2

합계 47,138.1 35,850.2 24,168.5

총	폐기물	배출	집약도1)
한국

TON/억원

0.562 0.845 0.648

해외 2.704 2.534 1.052

전체 2.018 2.051 0.958

폐기물	총	재활용	집약도2)
한국

TON/억원

0.471 0.708 0.471

해외 1.857 1.704 0.624

전체 1.413 1.419 0.588

폐기물	재활용율3)
한국

%

83.8 83.9 72.7

해외 68.7 67.3 59.3

전체 70.0 69.2 61.4

오존층 
파괴물질 
충진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CFC
(Chloro	Fluoro	Carbon)

한국

TON

1.2 0.9 0.4

해외 - - -

합계 1.2 0.9 0.4

HCFC
(Hydro	Chloro	Fluoro	Carbon)

한국

TON

- - -

해외 3.0 - 1.0

합계 3.0 - 1.0

HFC1)

(Hydro	Fluoro	Carbon)

한국

TON

- - -

해외 2.7 1.5 -

합계 2.7 1.5 -

*	2019,	2020년	해외(광남)	오존층	파괴물질	종류	및	충진량	단위	환산	오류로	정정

1)		HFC는	ODS(오존층	파괴물질)	대체	냉매로,	오존층	파괴는	없으나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효과가스로	지정됨.		

2019~2020년	해외(광남)	HFC(R-134a)	충진제사용했으나	2021년에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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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별 
용수 
유입량

폐수 처리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담수

한국

천	m³

- - -

해외 11.9 8.5 13.0

합계 11.9 8.5 13.0

지하수

한국

천	m³

- - -

해외 - - -

합계 - - -

상수도	또는
기타	물	공급시스템

공업용수

한국

천	m³

3,812.2 3,463.0 4,079.2

해외 3,593.3 3,449.1 3,614.8

합계 7,405.5 6,912.1 7,694.0

상수

한국 13.1 15.2 19.1

해외 805.0 695.2 514.7

합계 818.1 710.4 533.8

총량

한국

천	m³

3,825.2 3,478.2 4,098.3

해외 4,398.3 4,144.3 4,129.5

합계 8,223.5 7,622.5 8,227.8

총	용수	유입량

한국

천	m³

3,825.2 3,478.2 4,098.3

해외 4,410.2 4,152.8 4,142.5

합계 8,235.5 7,630.9 8,240.8

총	용수	유입	원단위1)

한국

m³/백만원

3.581 4.814 4.255

해외 1.945 2.303 1.316

합계 2.469 3.021 2.005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폐수	배출량

하천	직방류

한국

천	m³

137 295 285

해외 613 523 562

합계 750 819 847

제3자	기관	처리	
및	방류

한국

천	m³

768 760 842

해외 1,905 1,737 1,605

합계 2,673 2,497 2,447

총량

한국

천	m³

905 1,055 1,127

해외 2,517 2,261 2,167

합계 3,422 3,316 3,294

용수	재이용량

한국

천	m³

1,731 555 568

해외 1,107 1,213 964

합계 2,838 1,768 1,532

용수	재이용율1)

한국

%

59.3 22.9 19.1

해외 58.5 64.1 48.8

합계 59.0 41.0 31.0

*	기수	표층수/해수,	공정수/혼입수를	취수하는	사업장을	없음

*	취수원별	용수	유입량	공개에	따라	2019,	2020년	해외(베트남)	data	오류	정정

1)		총	용수	유입	원단위	=	총	용수	유입량	(m³)	/	매출액	(백만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	기수	표층수/해수,	공정수/혼입수를	취수하는	사업장을	없음.

*	2019년	12월	국내·외	고상중합	공정에서	자체	재활용	되는	용수의	집계를	누락없이	산정	반영함

*	2019,	2020년	국내(울산)	용수재활용량	집계	오류로	정정함

1)	용수	재이용율	=	용수	재이용량	(천	m³)	/	(총	용수	유입량	(천	m³)	-	폐수	총	배출량	(천	m³))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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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폐수 수질)

화학물질
관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한국

TON

1.14 1.73 1.97

해외 13.06 13.55 19.06

합계 14.20 15.28 21.03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한국

TON

11.78 8.96 10.34

해외 225.98 212.47 181.67

합계 237.76 221.43 192.01

SS
(부유물질)

한국

TON

2.08 3.27 2.78

해외 223.06 135.76 117.68

합계 225.14 139.03 120.46

T-N
(총질소)

한국

TON

10.13 9.50 13.06

해외 59.06 46.83 52.77

합계 69.19 56.33 65.83

T-P
(총인)

한국

TON

0.09 0.15 0.23

해외 2.39 3.32 2.95

합계 2.48 3.48 3.17

수질오염물질	총	배출량

한국

TON

25.21 23.62 28.38

해외 523.55 411.93 374.13

합계 548.76 435.55 402.50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1)

한국

kg/백만원

0.024 0.033 0.029

해외 0.231 0.228 0.119

합계 0.165 0.172 0.098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한국

TON

12,353 16,688 21,056

해외 77,988 51,085 83,315

합계 90,341 67,773 104,372

화학물질	배출량

한국

TON

21 26 29

해외 - - -

합계 21 26 29

유독물질	사용	원단위1)

한국

TON/백만원

0.012 0.023 0.022

해외 0.034 0.028 0.026

합계 0.027 0.027 0.025

화학물질	배출	원단위2)

한국

kg/백만원

0.019 0.036 0.031

해외 - - -

합계 0.006 0.010 0.007

*	2019,	2020년	한국	BOD,	COD,	SS,	T-N,	T-P	단위	환산	오류로	정정함

*	BOD,	CDO	해외(루마니아)	단위	환산	오류로	정정함

1)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	수질오염물질	총	배출량	(kg)	/	매출액	(백만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		기존	유독	물질	사용량으로	공개했던	것을	금지,	사고대비,	암/돌연변이성,	제한,	중점관리	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으로		

공개	범위	확대함에	따른	data	정정함

1)		유독물질	사용	원단위	=	유독물질	사용량	(TON)	/	매출액	(백만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2)		화학물질	배출	원단위	=	화학물질	배출량	(kg)	/	매출액	(백만원),	이때	매출액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범위의		

각	법인	일반	재무재표상	매출액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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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한국

명

-	 -	 - 

해외 1 -	 1

합계 1 - 1

산업재해자수1)

한국

명

27 8 5

해외 31 20 43

합계 58 28 48

재해율2)

한국

%

2.60 0.80 0.52

해외 0.29 0.21 0.46

합계 0.49 0.26 0.47

사망만인율3)

한국

%

-	 -	 - 

해외 0.01 -	 0.01

합계 0.01 - 0.01

LTIFR4)	
(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한국 - 16.76 4.46 2.88

LTISR5)	
(Lost	time	injury	severity	rate)

한국 - 1.22 0.79 0.23

1)	산업재해자수	=	사고	재해자	수와	질병	재해자	수의	총합

2)	재해율	=	산업재해	인원수	/	근로자수	×	100

3)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	근로자수	×	10,000

4)	LTIFR	=	산업재해	발생인원	/	총	근로시간	×	1,000,000

5)	LTISR	=	산업재해	손실일수	/	총	근로시간	×	1,000

안전·보건  
투자 비용
(국내)

구분 단위 2020 2021

안전시설	개선

백만원

1,143 661

설비/시설물	안전점검 626 364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952

552

안전진단	및	컨설팅,	안전문화활동 149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구매 220 153

총계 2,941 1,879

*	효성첨단소재는	국내(울산,	전주,	대전)	사업장	모두	노동부	지침	요구사항	반영한	안전·보건	예산	실적	및	계획을	2020년부터	관리하고	있음

*	2020년은	산재	보험	및	법정안전보건활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환경관련 
투자 비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시설	투자비용

백만원

3,094 846 897

폐수처리관련	운영비용 1,497 1,628 2,020

폐기물처리관련	운영비용 8,137 6,852 5,420

대기배출관련	운영비용 1,088 1,030 9,943

용수관련	운영비용 237 246 280

기타	운영비용 33 19 955

총계 13,817 10,356 18,280

*	2019년	국내(울산)	환경	투자	비용	집계	누락으로	국내	금액	수정됨

주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실적 

도입일 사업장 프로젝트명
에너지 절감량

(TJ/년)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2019.02 울산 유틸리티의	운전효율	향상 11.0 534

2019.05 울산 고효율	히터	설치 3.8 183

2019.09 울산 고효율	인버터	설치 7.4 360

2019.11 울산 히터	에너지원	변경	(스팀→전기) 1.8 88

2020.01 전주 유틸리티	운전	최적화	투자 5.0 241

2021.01 전주 공정	개선으로	스팀	사용	절감 7.5 379

2021.01 전주 폐열	회수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6.3 319

2021.03 전주 스팀	응축수	회수율	개선 4.0 201

2021.06 전주 고효율	드라이어	적용 1.1 57

2021.06 전주 연수장치	개선 3.3 60

2021.08 울산 변압기	사용시	손실	절감 3.7 176

2021.12 가흥 태양광	발전	투자 0.1 17

*	효성첨단소재	전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은	대외비로,	공개	가능한	범위의	주요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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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자원 현황 
(2021)

지역 국가 사업장 단위

취수량 방류량

수자원  
소모량

용수 
 재이용량

유역
총 취수량

제3자 기관에서 공급
(지방정부, 수자원 기업 등)

직접 취수

총 방류량

제3자 기관
처리 및 방류

직접방류

지표수 
(상수)

지표수 
(공업용수)

지표수
(담수)

염분표층수
지하수

(재생가능)
지표수 지표수

아시아

한국

울산

천 m³

3,467 -	 3,467 -	 -	 -	 831 831 -	 2,636 568 태화강

전주 620 12 609 -	 -	 -	 285 -	 285 336 -	 금강

대전 7 3 4 -	 -	 -	 7 7 -	 - -	 금강

본사 4 4 -	 -	 -	 -	 4 4 -	 - -	 한강

베트남
베트남 2,612 -	 2,612 -	 -	 -	 1,376 1,376 -	 1,236 193 동나이	강

광남 397 -	 397 -	 -	 -	 185 185 -	 212 -	 Buong

중국

가흥 284 284 -	 -	 -	 -	 44 44 -	 240 44 Lake	Tail	Hu

청도 229 -	 229 -	 -	 -	 195 -	 195 34 -	 Laoshan	Wan

상숙 376 -	 376 -	 -	 -	 135 -	 135 241 727 Lake	Tail	Hu

유럽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26 13 -	 13 -	 -	 15 -	 15 12 -	 Danube

루마니아 루마니아 217 217 -	 -	 -	 -	 217 -	 217 - -	 Moselle	2

전체 천 m³ 8,241 534 7,694 13 - - 3,294 2,447 847 4,947 1,532

Water 
리스크 평가 
(2021)

지역 국가 사업장

Overall Water Risk1) 일반 정보

리스크 평가결과BaseLine
Overall Water Risk

2040
(ssp2 rcp45 (optimistic)

2040
ssp2 rcp85 (business as usual)

취수량 비율(%) 방류랑 비율(%)

아시아

한국

울산 Medium - High (2-3) High (40-80%) High (40-80%) 42.07 25.22 최고위험도

전주 Low	-	Medium	(1-2) High	(40-80%) High	(40-80%) 7.53 8.65 중고위험도

대전 Low	-	Medium	(1-2) Medium-high	(20-40%) Medium-high	(20-40%) 0.08 0.21 중저위험도

베트남
베트남 Extremely High (4-5) High (40-80%) Medium-high (20-40%) 0.05 0.13 최고위험도

광남 Extremely	High	(4-5) Low-medium	(10-20%) Low-medium	(10-20%) 31.70 41.77 중저위험도

중국

가흥 High	(3-4) High	(40-80%) Extremely	high	(>80%) 4.82 5.62 중고위험도

청도 Extremely High (4-5) Extremely high (>80%) Extremely high (>80%) 3.45 1.34 고위험도

상숙 High	(3-4) High	(40-80%) Extremely	high	(>80%) 2.78 5.92 중고위험도

유럽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Low	(0-1) Medium-high	(20-40%) Medium-high	(20-40%) 4.56 4.10 저위험도

루마니아 루마니아 Medium	-	High	(2-3) Low-medium	(10-20%) Low-medium	(10-20%) 0.32 0.45 중저위험도

1)	WRI	Aqueduct	참조(https://www.wri.org/aqueduct#aqueduct-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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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인증 획득 현황

인증 및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주요 이니셔티브 및 협회 가입 현황

국내
국가 사업장 PU

환경경영 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
친환경 관련 1) 기타

ISO 14001 ISO 9001 IATF 16949 ISO 45001

한국

울산

Tire	Cord ● ● ● ● 탄소라벨링

Technical	Yarn ● ● ● ● GRS,	Oeko-Tex® -

Aramid ● ● ● ● Oeko-Tex® 탄소라벨링

Interior ● - - ● GRS -

전주 Carbon	Fiber ● ● ●
◐

(2022.11	예정)
-

ISO	9100	
탄소라벨링

대전 Interior ● ● - - 환경마크 -

국가 사업장 PU
환경경영 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

친환경 관련 1) 기타
ISO 14001 ISO 9001 IATF 16949 ISO 45001

베트남

베트남
Tire	Cord ● ● ● ● ISCC	Plus

(2022.12	예정)
탄소라벨링

Steel	Cord ● ● - - - 탄소라벨링

광남
Tire	Cord ● ● ● ● - -

Airbag ● ● ● ● - -

중국

가흥

Tire	Cord ● ● ● ● -
ISO	50001	
탄소라벨링

Technical	Yarn ● ● ● ● GRS,	Oeko-Tex®
ISO	50001	

탄소라벨링	(2022.10	예정)

Film ● ● - ● -
ISO	50001	
BRCGS	HALAL

청도
Steel	Cord ● ● ● ● - 탄소라벨링

Interior ● - ● ● - 탄소라벨링	(2022.08	예정)

상숙 Airbag ● - ● ● -
ISO	17025	

탄소라벨링	(2022.12	예정)	
TISAX	(2023.12	예정)

유럽

룩셈부르크 Tire	Cord ● ● - ● - TISAX	(2023.12	예정)

루마니아 Airbag ● - ● ● SDK-Label
탄소라벨링	(2022.12	예정)	
TISAX	(2023.12	예정)

해외

1)	친환경	관련	인증에는	GRS/녹색인증/환경신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니셔티브명

유엔글로벌콤펙트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BIS	Summit	(반부패	서밋)

한국	TCFD	얼라이언스

K-ESG	얼라이언스

협회명

Asia	Society

WEF	YGL(Young	Global	Leader)

YPO	Korea	Chapter

다보스포럼	(WEF)

대한봅슬레이	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국제포럼

소방안전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북화학공장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한국거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탄소학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미경제협의회

한일경제협회

현대미술관회

환경보전협회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효성첨단소재㈜	사업장별	전체	인증	현황

Key Focus Areas Management Areas Facts & Figures APPENDIXPrinciples & ApproachOverview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csr_certifi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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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의견서

효성첨단소재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품질재단은	효성첨단소재의	요청에	의해	2021	효성첨단소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하기	명시한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효성첨단소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Topic GRI Disclosure Topic GRI Disclosure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 103-1,	103-2,	103-3 환경적	법규	준수 307-1

경제	성과 201-1,	201-3 고용 401-1,	401-3

시장	지위 202-1 산업안전보건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9,	403-10

간접	경제효과 203-1,	203-2 훈련	및	교육 404-1,	404-2,	404-3

조달	관행 204-1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405-2

반부패 205-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조세 207-4 아동	노동 408-1

에너지 302-1,	302-3,	302-4 강제	노동 409-1

용수	및	폐수 303-3,	303-4 인권	평가 412-1,	412-2

배출
305-1,	305-2,	305-4,	305-5,	305-6,	

305-7
지역	사회 413-1,	413-2

폐기물 306-3,	306-4,	306-5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414-1

검증 기준 및 범위

•검증	기준	:	AA1000AS(v3),	AA1000AP(2018)
•검증	유형	:	Type	1	[Accountability	4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성)	검증]
•검증	수준	:	Moderate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여	검증]
•검증	범위	:	GRI	Standards(2020)	핵심적	방식(Core	Option)
	 -	보고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공통	표준	(Universal	Standards)

	 -	특정	주제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적격성 및 독립성

본	검증의	심사팀은	한국품질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제	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효성첨단소재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증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한사항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대응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및	근거에	대해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원본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	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을 위한 권고
지속가능경영	체계화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발전적인	접근을	권고	드립니다.

•�효성첨단소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ESG	지표를	정량화하여	기재한	점이	
돋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수집	기준이	향후	보고서	발간	시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개별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효성첨단소재에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ESG	경영전략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견사항 및 검증 결론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심사팀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GRI	Standards	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AA1000AP	

(2018)의	4대	원칙,	AA1000AS(v3)의	Type	1	보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원칙	준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포괄성(Inclusivity) 

	 	효성첨단소재는	고객만족도	조사,	협력사	간담회,	사내	게시판,	지역사회협의체와	같은	적절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NGO	및	지역사회,	협회	및	전문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대성(Materiality)

	 	효성첨단소재는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	측면에서	관련	이슈의	중대성평가를	수행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누락	없이	보고서	내에	공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효성첨단소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	및	성과가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Impact)

	 	효성첨단소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관련	중대이슈의	영향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와	관련된	영향성이	부적절하게	측정·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심사팀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	시스템	및	통제의	방식과	가용한	성과	데이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재무정보	:	효성첨단소재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직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된	자료	등
•재무정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개된	재무제표		
본	검증은	서면검토와	현장심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시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고서	내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절차의	유효성과	서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상기	단계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	부적절한	정보,	불명확한	표현들은	보고서	발간	전에	적절히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서울,	대한민국

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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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의견서 (해외 배출량)

보고서 작성 원칙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효성첨단소재㈜(이하,	‘효성첨단소재’)의2021년도온실가스배출량(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2021년)에	대해	제한적	보증	수준	하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ISO	14064-1:2018	(온실가스－제1부：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DNV는	본	검증성명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본	검증에서	다루어진	온실가스	배출량은	효성첨단소재	운영상	통제	하에	있는	해외	사업장의	직접	배출(Scope	1)	및	에너지	간접	배출(Scope	2)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증	대상	조직	및	사업장은	총	13개	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상	연결기준	효성첨단소재	해외법인	10개1),	효성첨단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주)효성	해외법인	2개,	효성티앤씨(주)	해외법인	1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증 방식

본	검증은	2022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ISO	14064-3:2019	(온실가스－제	3부：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행	되었습니다.	

DNV는	효성첨단소재가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	

•2021년	효성첨단소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엑셀	산정	툴)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

2022년	7월	13일

대한민국,	서울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장섭

효성첨단소재 해외법인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 배출량 (Scope 1+2)

효성첨단소재(주)	연결제무재표	기준 81,434 818,311 899,745

효성첨단소재(주)	제품	생산
(주)효성	 15,906 14,168 30,074

효성티앤씨(주)	 15,955 199,098 215,053

총계 113,295 1,031,577 1,144,872

	(단위:	ton	CO2eq)

결론

상기와	같이	수행된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선언과	관련한	데이터	및	정보가	상기	기준의	적용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효성첨단소재	해외	10개	법인1),	효성첨단소재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효성	해외법인	2개,	효성티앤씨(주)	해외법인	1개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일부	사업장의	경우,	2019~2021년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	되었습니다.	

1)	해외법인	10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범위의	해외	7개	법인	외,	GST	멕시코	엔세네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법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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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Index 내용 페이지 추가 정보

GRI 102 : 일반공개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4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5

102-3 본사	위치 4

102-4 사업	지역 4

102-5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34

102-6 시장	영역 4

102-7 조직의	규모 4,	48,	50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관한	정보 50

102-9 공급망 29,	52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주요	변경사항	없음

102-11 예방	원칙	또는	예방	접근법 35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61

102-13 협회	회원 61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3

102-15 주요	영향,	리스크	및	기회
17,	19,	23,	25,	27,	31,	35,	

38-39

윤리	및	청렴
102-16 가치,	원칙,	기준	및	행동강령 36-37

102-17 윤리	관련	자문	요청	및	우려	고발	메커니즘 36-37

지배구조

102-18 지배구조 33-34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그	하위	위원회의	구성 33-34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33-34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	추천	및	선정 33-34

102-26 목표,	가치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33-34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33-34

102-29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파악	및	관리 8

102-30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성 35-37,	46

102-35 보수	정책 33-34

102-36 보수	산정	프로세스 33-34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단체	목록 12-13

102-41 단체협약 50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2-13

102-4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방식 12-13

102-44 핵심	관심사항	및	우려사항 12-13

Topic Index 내용 페이지 추가 정보

GRI 102 : 일반공개

보고	관행

102-45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 사업보고서	p42

102-46 보고	내용	및	주제의	경계	설정 14

102-47 중요	주제	목록 14

102-48 기존	정보	수정 67

102-49 보고	관련	변경사항 14

102-50 보고	기간 67

102-51 최근	보고	일자 - 2021년	7월

102-52 보고	주기 - 매년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처 67

102-54
GRI	Standards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	이뤄졌음을	

기술한	문장
67

102-55 GRI	인덱스 64-65

102-56 외부	보증	(external	assurance) 62-63

GRI 103 : 경영접근방식공개

103-1 중요	주제	및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6,	20,	22,	24,	27,	29,	31103-2 중요	주제	관리방식	및	그	구성요소

103-3 중요	주제	관리방식에	대한	평가

GRI 201 : 경제성과

201-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 48

201-3 확정급여형	연금	채무	및	기타	퇴직연금안 51

GRI 202 : 시장지위

	 202-1
사업장	소재	지역의	최저	임금	대비	초임	임금의	비율

(성별에	따라	파악)
51 	

GRI 203 : 간접 경제적 영향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43-44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영향 43-44

GRI 204 : 조달관행

	 204-1 주요한	사업	지역에서의	현지	구매	비율 53 	

GRI 205 :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52 	

GRI 207 : 조세

	 207-4 국가별	보고서 48 	

GRI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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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Index 내용 페이지 추가 정보

GRI 302 :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54

302-3 에너지	집약도 54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17

GRI 303 : 용수 및 폐수

303-3 취수 56

303-4 방류 56

GRI 305 :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54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54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54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7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ODS)	배출량 55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55

GRI 306 : 폐기물

306-3 폐기물	발생량 55

306-4 폐기물	재활용/재사용량 55

306-5 폐기물	처분 55

GRI 307 : 환경적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	규제	위반 49,	57 	

GRI 401 : 고용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50

401-3 육아휴직 51

GRI 403 : 산업 보건 및 안전

403-1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24-25

403-2 위험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24-25

403-3 직장	의료	서비스 26

403-4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문	및	근로자	참여 24,	26

403-5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근로자	교육 52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26

403-7
비즈니스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직장	건강	및	

안전	영향의	예방과	완화
26

403-9 업무	관련	부상 58

403-10 업무	관련	질병 58

Topic Index 내용 페이지 추가 정보

GRI 404 : 훈련 및 교육

404-1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52

404-2 직원	역량강화	및	이직지원	프로그램 41-42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51

GRI 405 :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지배구조	기구와	직원의	다양성 50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51

GRI 407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집회결사	및	단체교섭권	훼손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해당	사업장	없음

GRI 408 : 아동노동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 해당	사업장	없음

GRI 409 : 강제노동

409-1 강제	노역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 해당	사업장	없음

GRI 412 : 인권평가

412-1 인권	관련	검토	또는	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 27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	관련	직원	교육 52

GRI 413 :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43-44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해당	사업장	없음

GRI 414 :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414-1 사회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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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TCFD

2011년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SASB는	각	산업의	고유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분류체계(SICS)에	따라	총	11개	영역	77개	산업별로	지속가능성	이슈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효성첨단소재는	SASB	기준과	SICS	산업	구분에	맞춰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이후로	전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는	2015년	12월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운영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라는	4가지	영역을	공개하는	

글로벌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선도적인	책임	이행을	위해	TCFD의	권고안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hemical

Sustainability Disclosure Topics & Accounting Metrics

구분 코드 지표 카테고리 페이지 추가 정보

온실가스	배출

RT-CH-110a.1 글로벌	Scope	1	배출량,	Scope	1	배출량	중	배출	제한	규제	적용	대상	비율 정량지표 54

RT-CH-110a.2
Scope	1	배출,	배출	감소	목표,	목표	대비	성과분석의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전략	및	계획

정성지표 54

대기	질 RT-CH-120a.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1)	Nox(N20	제외),	(2)	SOx,		
(3)	휘발성	유기화화물(VOCs),	(4)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	등

정량지표 55

에너지	관리	 RT-CH-130a.1
(1)	에너지	사용량,	(2)	그리드전력	비율,	(3)	재생에너지	비율,		
(4)	자체생성	에너지

정량지표 54

물	관리

RT-CH-140a.1 (1)	총	취수량,	(2)	용수	사용량,	(3)	물	스트레스	지역	비율 정량지표 56

RT-CH-140a.2 수질	관련	법규위반	건수 정량지표 49

RT-CH-140a.3 물	관리	위험	완화를	위한	전략	및	활동 정성지표 39

유해폐기물	관리 RT-CH-150a.1 유해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비율 정량지표 55

지역사회	관계 RT-CH-210a.1 지역사회	이해와	관련한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정성지표 35,	40,	43

사업장	안전보건

RT-CH-320a.1 (1)	총	기록재해율(TRIR),	(2)	정규직	및	계약직에	대한	산업재해	사망률 정량지표 58 데이터	추가	예정1)

RT-CH-320a.2
장기(만성)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

정성지표 24-26

효율적	제품설계 RT-CH-410a.1 사용	단계의	자원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제품의	매출 정량지표 49

제품안전책임

RT-CH-410b.1
(1)		글로벌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시스템(GHS)	카테고리	1,	2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	비율

정량지표 - 해당	제품	없음

RT-CH-410b.2 (1)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관리,	(2)	인간/환경	관련	영향	감소를	위한	노력 정성지표 23,	31

유전자변형생물 RT-CH-410c.1 유전자변형생물(GMO)을	포함한	제품의	매출	비율 정량지표 - 해당	제품	없음

환경법규	관리 RT-CH-530a.1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	요인과	관련한	정부	규정	및		
정책	제안에	대한	기업	입장

정성지표 57

공정안전	및	
비상사태	대응

RT-CH-540a.1
공정안전	사고	수(PSIC),	공정안전	총	사고율(PSTIR),		
공정안전	사고	심각도(PSISR)

정량지표 58 데이터	추가	예정1)

RT-CH-540a.2 교통사고	건수 정량지표 -

Activity Metric

코드 지표 카테고리 페이지 추가 정보

RT-CH-000.A 보고가능한	부문별	생산량 정량지표 49

Topic 지표 페이지 추가 정보

지배구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16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16 -

전략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설명 16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17 -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2ºC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	탄력성	설명

- -

위험관리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16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16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17 -

지표	및	목표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

17 -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17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대상	설명 17 -

1)	RT-CH-320a.1,		RT-CH-540a.1	지표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에	맞춰	임직원	재해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SASB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About This Report

효성첨단소재㈜는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CSE(Creating	Social	Eco-system)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최초의	단독	

보고서	발간	후	3번째	보고서로,	효성첨단소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천	활동	사례로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효성첨단소재의	성실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노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공감과	신뢰를	받는	효성첨단소재가	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 원칙

2021	효성첨단소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의	핵심	요건(Core	Option)에	부합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또한	SASB,	TCFD,	EcoVadis,	

ISO26000,	UN	SDGs	등	외부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및	지표를	이슈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연관	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기능을	포함한	인터렉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추세	파악이	필요한	데이터는	해외사업장들을	

포함하여	3개년	(2019~2021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성적	활동은	2022년	상반기까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효성으로부터	인적	분할한	신설	사업회사로	재무정보는	

분할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의	연결	기준과	

일치합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보고	내용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독립적	전문기관인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AA1000AS(v3),	

AA1000AP(2018)	의	4대	원칙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	에	기반한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결과는	보고서의	62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효성첨단소재㈜의	국내·외	사업장(상세	아래	참고)아며,	보고	범위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주요	해외	사업장	전체	임직원은	효성첨단소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글로벌	기준	전체	임직원의	약	87%를	차지하며,	이전	보고서	데이터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콘텐츠	하단에	변경	사유	및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해외	계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yosung	Vietnam	Co.,	Ltd.(이하	베트남	또는	베트남	법인)

•Hyosung	Quang	Nam	Co.,	Ltd.	(이하	광남	또는	광남	법인)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이하	가흥	또는	가흥	법인)

•Hyosung	Steel	cord(Qingdao)	Co.,	Ltd.	(이하	청도	또는	청도	법인)

•GST	Automotive	Safety(Changshu)	Co.,	Ltd.	(이하	GST	상숙	법인)

•GST	Safety	Textiles	RO	S.R.L	(이하	GST루마니아	법인)

•Hyosung	Luxembourg	S.A.	(이하	룩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	법인)

보고서 문의

효성첨단소재㈜ ESG경영팀

0414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T.	02-707-7989							F.	02-707-7664							Email.	sustainability_hamc@hyos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