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개요

임직원수

2,902명

사업장

서울본사: 마케팅, 재무, 일반관리 등
온산공장: 제품 생산 및 출하
저유소·저장소(13개): 제품 저장 및 출하
지역본부(3개), 판매지사(국내: 22개, 해외: 4개): 제품 판매

총자산

10.8조 원

자회사

에쓰-오일토탈윤활유㈜(STLC): 프랑스 Total사와 50:50의 비율로 투자
S-International Ltd.: 투자지분 100%의 해외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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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
총 669,000 BPD

벤젠
연간 600,000 톤

Ultra-S 기유
총 29,000 BPD

벙커-C유 탈황
총 149,000 BPD

프로필렌
연간 200,000 톤

Premium 기유
총 8,600 BPD

중질유 분해
총 148,000 BPD
등·경유 탈황
총 120,000 BPD

정유사업

14.1
조원

파라자일렌
연간 1,850,000 톤

석유화학사업

2.5
조원

2015년 매출액

17.9
조원

1

Super 기유
총 5,100 BPD

윤활사업

1.3
조원

본 보고서의 특징

지속가능경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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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보고범위

에쓰-오일은 200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발간된 본 보고
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본사와 울산 온산공장, 저유소 및 판매지사의 활동 성

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의 자료를 담았으며, 경영상 중요 변경사항은 보고서 발간 연도인 2016년 현황을 일부 포함시켰습니

다. 인적 현황과 같이 유동성이 있는 데이터는 회계결산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고했으며, 필요

한 경우 별도의 주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재무성과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하

Overarching Mission

Management Principle

수익성 있는 지속성장

Grand Vision

였습니다.

Strategic
Direction
KPI
System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미션

G4-25

7대 경영원칙

S-OIL Grand Vision 2020

Corporate
Initiative

전략 프레임워크

외부 검증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은 C.E.O.의

C.E.O.의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에쓰-오일은 생산, 품질, 고객

에쓰-오일은 미션을 효과적으로

와 ISAE3000 4)을 기반으로 보고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검증보고서는 부록에서 확인하

C.E.O.란 고객(Customers), 임직원

방향 하에서도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윤활, 석유화학 사업을 선도하는 가장

수립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3)(2008)
실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시작됩니다. 에쓰-오일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확인하고, 최고 경영진을 통해 당사의 경영방침을 직접 소개하고 있
습니다.

추가 정보·내용 문의

본 보고서 내용과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에쓰-오일 홈페이지(www.s-oil.com)와 안드

로이드, IOS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에쓰-오일 지속가능경영팀(02-3772-5237, sustainability@s-o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사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Employees), 주주와 그 밖의 이해

관계자(Owners and Other Stakeholders)를 말합니다. 에쓰-오일은

C.E.O.가 에쓰-오일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C.E.O.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

저 인식하고, 이를 회사의 경영정책에

반영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C.E.O.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회사의 미션인 ‘수익성 있는 지속성장’
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어떠한 외부 환경과 전략
에쓰-오일은 회사의 공유가치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일상의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원칙인 7대
경영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1.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Achieve Operational

Excellence)

2.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Enhance Customer-Centric
Management)

3.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Contribute to Society)

4.	최고 수준의 업무 환경 제공

(Provide Best-in-Class Work
Environment)

5.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Pursue Global Best Practices
of Corporate Governance)

1)
2)

3)
4)

6.	최적 자본 효율성의 확보

(Attain Highest Level of

AA1000APS(2008):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과제를 규정, 우선순위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국제 기준

Capital Efficiency)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 환경책임경제연합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설립한 연구센터인
GRI가 2013년 개정한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

7.	지속성장 기반의 구축

AA1000AS: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 검증 기준

(Develop Platform for

ISAE3000: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국제적 검증 기준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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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에서 최고를 추구하며 정유,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회사로 성장
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쓰-오일은
ㆍ생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ㆍ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며,

ㆍ회사의 핵심 역량과 연구개발 능력
확충에 기반한 보다 경쟁력 있는
신성장 동력을 신중히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06

이해관계자 참여 & 중대성 평가

SPECIAL REPORT 2.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에쓰-오일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에쓰-오일 고유의 7대 경영원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있으며, 회사 자체의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경우 별도의 주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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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1.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에쓰-오일

작성 기준

AA1000APS(2008)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개지표는 GRI G4 가이드라인2)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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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전략 프레임워크를
첫 번째 축은 전략방향으로, 이것은

미래에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에 대한 장기 성장 방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축은 전략과제로서,

에쓰-오일이 어떠한 전략방향을

지향하거나 선택하더라도 회사가

최상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경영원칙입니다.

세 번째 축으로, 두 축의 실행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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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의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번째 보고서를 통해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와 청년 실업, 기후변화 위험 등으로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한 해였습니다. UN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

응에 전 세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는 등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에쓰-오일은 2015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창사이래 최대규모의 프로젝트인 정유-석유화학 복합설비 건설 투자를 추
진하기로 최종 의사결정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전세계 기
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에쓰-오일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은 회사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사이래 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
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써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엔 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범들을 준수하
여 글로벌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에쓰-오일의 변함없는 지속가능경영 노력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창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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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표이사 CEO 나세르 알-마하셔

03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에쓰-오일은 C.E.O.의 기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별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 채널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의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와 연계한 액
션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검토와 분석을 거쳐 다시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의 경영활동과 이해관계자

개인

주주 및 투자자

ㆍ주주총회

ㆍ고객 모니터링 그룹(서포터즈)

ㆍ기업설명회·콘퍼런스·투자자 미팅

ㆍ월례협의회

법인

경영원칙

ㆍHR 웹진

ㆍ전략협력 회의

ㆍ기술교류회

탁월한 운영효율성의 달성

ㆍ고객 초청 만찬

ㆍ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원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수행

ㆍ전자구매시스템

ㆍ워크숍

ㆍ협력회사 현장방문

정부·NGO·언론

지역사회

ㆍ공청회

ㆍ공청회·세미나

ㆍ정보교류회

ㆍ공장 견학

ㆍ세미나·콘퍼런스

생산

ㆍ폐기물처리 교육

ㆍ고객 방문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ㆍ협회 활동

ㆍ햇살나눔 사회공헌활동
ㆍ외부기관 평가

대외소통

핵심 이슈

보고 범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에쓰-오일 내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에너지 사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
고객만족활동

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사회의 문화저변 확대 기여

정유사업의 국가경제에의 기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상생의 조직문화 및 복리후생제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준법경영 강화

회사 및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ㆍ콘퍼런스

ㆍ설문조사 응대

사내 그룹웨어, 이메일 발송 등
설문방법:

지속성장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ㆍ안전 워크숍

ㆍ브로슈어

중대성 매트릭스

(응답률 18.1%)

분석하여 1개 이슈 추가

경영원칙별 주요 이슈(총 24개)

ㆍ사내 인트라넷

협력회사

ㆍ고객 초청 행사

중대성 매트릭스 분석 및 주요 이슈 선정(24개)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ㆍ전사 경영 설명회

제품

급
스공
·서비
제품

ㆍE-Biz

최고 경영진 회람을 통한 중대성 평가 참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

ㆍ고충처리위원회

ㆍ아너스클럽

S-OIL 및 이해관계자에게

ㆍ윤리경영 헬프데스크

ㆍ임직원 만족도 조사 ㆍ사보

ㆍ챔피언스클럽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재

현장 방문

ㆍ사보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주요 이슈 선정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접수된 고객 의견(총 2,374건)을

ㆍ전사 제안 제도

03

최고 경영진 회람 및 중대성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선정

이해관계자 4,566명

4. VOC(Voice of Customer)를 통해

ㆍ경영진 생산·판매

ㆍ주유소 경영매거진

Step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등
설문대상:

이슈 추가

ㆍCEO와의 간담회

G4-26

이해관계자 설문

설문기간: 1주(2016.2.1~2.7)

(총 794건)를 분석하여 9개

ㆍ노사협의회

02

48개 이슈pool 중
설문내용:

10개 일간지의 회사 관련 기사

임직원

ㆍ주유소 방문

Step

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현황 평가

3. 미디어 조사를 통해 2015년 국내

ㆍ신용평가 회의

ㆍ주유소 지원 설명회

이슈 Pool 구성

8개 이슈 추가

ㆍ금융기관 방문

ㆍ마케팅 공모전

와 같습니다.

2. 국·내외 동종기업 벤치마크를 통해

ㆍ웹사이트 공시

ㆍ보너스카드 홈페이지(App.포함)

시한 결과,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4개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과정은 아래

벤치마크를 통해 30개 이슈 도출

ㆍ애널리스트와의 간담회

ㆍ콜센터

환경,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실

1.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ㆍ전화·이메일 상담

ㆍ고객만족 제안제도

01

에쓰-오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회사의 7대 경영원칙과 글로벌 보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관점의 경제,

지속가능경영 이슈 파악

운영

ㆍ고객의 소리 처리 시스템
ㆍ고객만족도 조사

04

G4-18

Step
자본

주유소·충전소·대리점

중대성 평가

기업 투명성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프로젝트 자금 조달 노력)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창출된 경제적 가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배분
본원적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
연구·개발(R&D) 강화
기후변화에의 대응

G4-20, 21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

에쓰-오일 내부·외부

에쓰-오일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주요 이해관계자

G4-27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고객, 정부, 지역사회
고객
고객
고객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주주 및 투자자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정부,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페이지

14
16
20
24
26
28
30
34
38
10
42
44
47
52
54
56
58
62
64
67
70
70
7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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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G4-22, 23

경제

구분

2013

매출액(백만 원)

영업이익(백만 원)

부채총계(백만 원)

자본총계(백만 원)

배당

영업이익
2015

817,604

(단위: 백만 원)
증감률(전년대비)

382.2%

자기자본순이익률(%)

우선주(원)

부채비율(%)

원유처리량(천 배럴)
생산실적(백만 원)

판매실적(백만 원)

289,306

(288,165)

628,136

정유제품

윤활제품

석유화학제품

정유제품

윤활제품

(289,704)

5,403,055

150

2,400

4,904,217

1,355

175

1,330

5.40

216,246

817,604

5,345,197

5,349,605

122.73

석유화학제품

(5.62)

108.99

227,462

5,381,891
2,425
12.21

100.39

219,680

24,924,075

23,932,890

13,029,020

4,239,157

3,964,906

2,455,129

1,623,722

1,785,243

921,272

25,508,595

23,080,139

14,054,208

3,898,318

3,505,864

2,496,302

1,751,615

1,971,559

1,339,762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천 톤 CO2e )

구분

임직원(명)

신규채용(명)
퇴직자(명)

신규채용

149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단위: 명)
증감률(전년대비)

19.2%

여성인력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사무직 직원의 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노사 쟁의 건수(건)

2013

2,835

2,902

정규직

2,613

2,652

2,758

158

125

149

임원

비정규직

43

136
79

39

144

82

37

107
82

54.5

54.5

54.5

1.8

1.7

1.6

7.6
52

1.4

38.3

0

12,258

지역구매금액(백만 원)

187,881

녹색구매 금액(백만 원)

2015

2,792

사회공헌비용1)(백만 원)

임직원 사회봉사단 참여시간(시간)

2014

계

7.8
42

0.9

26.3

0

9,669

29,877

28,195

40,738

5,732

93,080

8.0
45

1.1

6,277

22,947

203,402
12,890

Scope II

6,399

Scope III
Scope I

2)

Scope II

Scope III2)

온산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톤)

황산화물(SOx)

온산공장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3)(법정 기준/당사)

질소산화물(NOx)

894

23

2014

986

24

75,240

322

336

3,450

6,380

996

79,329
19,635

2015

6,406

26

21,746

21,816
370

4,315

4,273

79

66

3,509

황산화물(SOx)(ppm)

180.0/62.3

180.0/76.8

180.0/82.0

먼지(Dust)(mg/S㎥)

30.0/2.6

30.0/2.5

30.0/2.6

질소산화물(NOx)
(ppm)

82

150.0/83.3

150.0/83.9

3,354

150.0/83.0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0/4.0

10.0/4.2

10.0/3.7

부유물질량(SS)

40.0/8.5

10.0/2.7

40.0/9.8

40.0/8.1

0

15)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10.0/3.0
20,518

20,322

온산공장 폐수 발생량(천 톤)

9,128

9,598

9,371

1,759

11,972

10,966

10,555

온산공장 폐기물 재활용량(톤)

14,972

16,495

19,827

14,692

환경투자 실적(백만 원)

구분

재해자 및 재해율6)

40,722

규정위반 사고(건)
안전관리 교육8)

5,731

12,880

2015

재해율7)(LTIR/TRIR)(%)

0.10/0.15

0/0.11

0.05/0.10

재해율7)(LTIR/TRIR)(%)

0.17/0.22

0/0

0.09/0.09

0

0

2

4
1

0

0
0

1

31,640

협력회사 이수자(명)

18,371

9,044

19,168

횟수(건)

341

335

1) 사업보고서 상의 기부금은 탁구단과 구도일 카페가 포함되지 않음
2) 현재는 Scope III 산정에 다운스트림 차량 운송만 포함하고 있음
3) 기존 및 신규시설 TMS Heater 및 Boiler 연평균 농도
4) BOD는 수분석 데이터 사용, COD 및 SS는 TMS 데이터 사용
5) 원유탱크 하부 Mixer 이탈로 인한 방유제 내부 유출(해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은 없었으며, 행정처분 역시 없음)
6) 재해율=재해 임직원수x200,000/총 작업시간
7) LTIR(Lost-time

Injury Rate)의 재해는 근무손실일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TRIR(Total Recordable Injury Rate)의 재해
근무손실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재해까지도 포함함
8) 외부 위탁교육 및 소방훈련을 포함함에 따라 2013년 수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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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0,186

535

(온산공장)

1

23,148
281

안전

1

에쓰-오일 이수자(명)
횟수(건)

-0.5%

18,508

2014

협력회사 재해자(명)
화재사고(건)

14,172

2013

에쓰-오일 재해자(명)

7,392

증감률(전년대비)

1,658

온산공장 지정폐기물(톤)
온산공장 일반폐기물(톤)

2015

(단위: 천 톤 CO2e)

0

20,248
1,775

온실가스 배출량

10.0/3.0

온산공장 용수 사용량(천 톤)

온산공장 재사용 용수량(천 톤)

환경

79,673

3,574

먼지(Dust)

온산공장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4)(ppm)
(법정 기준/당사)

61.6

0

2013

Scope I

에너지 사용량(TJ)

유류 유출사고(건)

사회

2015

17,890,272

6,565,330
보통주(원)

2015

28,557,562

366,044

당기순이익(백만 원)

2014

31,158,528

560
379

협력회사 안전관리 교육
2015

19,168

(단위: 명)
증감률(전년대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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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1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에쓰-오일

Q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에쓰-오일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앞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7대 경영원칙 별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uestion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관심 있게

A

다뤄야 할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nswer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측면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기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

와 그 해결 과정 역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부정적 이슈에 관한 기업의 대응 노력을 알고 싶어하고, 기업

* 인터뷰를 통해 각 경영원칙 별로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고서 본문 각 경영원칙의 DMA(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은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세연 선임애널리스트,
지속가능금융센터

Q

uestion

에쓰-오일은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에쓰-오일은 RUC&ODC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 자본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
다. 대규모 자금조달의 경우, 자금조달 이후의 기업의 재무지표 변동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

당사의 이러한 노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따라서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단계별 성과와 자금 집행 효율성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
개하면 좋겠습니다.

nswer
이은희 팀장,
NH농협은행 여의도대기업RM센터

에쓰-오일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일 것입니다. 대형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 및 사내 근로자
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에쓰-오일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최근 언론을 통해, 긴급상황 시 CEO가 지휘하는 통합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내용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

일상에서 에쓰-오일과 가장 자주 만나는 이해관계자는 운전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추

론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약 사고 발생 시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대응 훈련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면, 그 노력의 결실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승현 실장, DNV GL 비즈니스
어슈어런스/아시아·태평양 지역

진하고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고예방 캠페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면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 회사 역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아,
서울대학교 CSR학회

석유제품은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브랜드 별 제품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를 핵심 포인트로 한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점에서 에쓰-오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아이덴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역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주요 독자 층입니다.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 더욱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이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에쓰-오일의 제도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하

티를 명확하게 잘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구도일을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은 에쓰-오일이 브랜드 자산을 축적하는데
이화진 연구위원,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 본부

이유진, 대학생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바로 경제적 성과일 것입니다.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Q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지속가능경영이라고 정의한다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
하는 미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uestion

에쓰-오일은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측이 어려운 유가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RUC&ODC 프로젝트, R&D역량 강화를 위한 TS센터, 기존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SUPER
프로젝트 등은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강동호 상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청정기술 부문

마지막으로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부탁 드립니다.

A

nswer
가독성이 우수합니다. 각 이슈의 첫머리에서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Why is this important?)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 기

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기술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슈의 중요성 자체를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아, 서울대학교 CSR학회

타사 보고서들은 대부분 ‘백과사전식’ 정보 나열로 인해 중요성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에쓰-오일은 회사의 경영원칙을 프레임워크로 삼아 중요 이슈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독자(이해관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보고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곽승현 실장, DNV GL 비즈니스 어슈어런스/아시아·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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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경쟁사보다 앞서 도입한 고도화 시설과 세계 2위 규모의 석유화학 및 윤활기유 생산능력

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송수단과 전 방위 산업에 고품질 연료 및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서 고용창출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 아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전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중장
기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RUC&OD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수

출 증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기여

정유, 윤활, 석유화학 사업을 통해 국내 거의 모든 산업과 연관된 제품을 생산하는 에쓰-오일은 고부가

가치의 제품 생산 능력과 최적화된 판매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원활하

게 공급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 세계 50여개 국에 수출하여 국가 경제 성장
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5년 에쓰-오일은 약 1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선도

Case Study

에쓰-오일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나세르 알 마하셔 CEO,

및 민간 부문의 공공정책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탑산업훈장’ 수상

2015년에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계가 향후 15년간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마스터플랜인 ‘Sustainable Korea 2030’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5년 제 15회

‘Sustainable Korea 2030’은 환경, 사회분야 메가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사회를 경제성장

「외국기업의 날」행사에서 당사 나세르 알 마

과 생태보존의 선 순환적인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초로 만들기 위해 산

하셔 CEO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산업 분야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

04 마케팅 및 판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사의 RUC&ODC

수출 비중

장’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정부의 투자촉진 정

책과도 부합하고, 국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
력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였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이니셔티브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을 선도하는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KBCSD(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수

(해외시장)

립하였으며 당사는 동 단체에 회장단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Sustainable Korea 2030” 마스터플랜에 명시된 목표와 행동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54.6 %

산업계, 정부,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협력을 유도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습니다.

임직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RUC&ODC 프로젝트는 단일플랜트 공사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서, 총 부가

가치 유발효과가 1조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석유화학 하류부문 기업

(2015년 12월 31일 기준)

들에 기초 원료를 공급하여 유관산업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

여하고, 값싼 중질유 제품을 고부가가치의 가솔린 및 올레핀 기초 유분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도 연간 25억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5 경제적가치 창출

12,879 억 원

06 경제적가치 배분

임직원
인건비

01 원유

4,218 억 원

219,680 천 배럴

02 생산

일자리 만들기 참여

정유사업

185,601 천 배럴

에쓰-오일은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소비 악화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워짐에 따라 2015년 30대

석유화학사업

습니다. 에쓰-오일 2015년 두 차례 걸쳐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신규 채용은 전년에 비해

윤활사업

25,693 천 배럴

그룹의 총 고용 인원은 전년에 비해 0.4% 감소하는 등 청년 실업이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

19% 증가하였고, 총 고용 인원은 2.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RUC&ODC 프로젝트는 12,700 여 명
의 고용효과를 유발하여, 에쓰-오일의 고용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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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0

03 운송

천 배럴

04 마케팅 & 판매

(국내시장)

소매경질유 국내시장 점유율

21.1 %

협력회사
구매

164,388 억 원

지역사회

사회공헌

63 억 원

환경

환경투자

129 억 원

11

경영원칙 1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협력회사 안전교육

19,168

에쓰-오일은 법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 및 환경 사고의
명

예방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긴급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 제조, 출하 등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장 인접 회사와의 에너지 교류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안전관리 강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환경영향 최소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절감 노력

가치사슬 생산성
향상

Aspect(보고범위)

Major Stakeholders

Safety Management
(에쓰-오일 내·외부)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Energy
(에쓰-오일 내부)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Water, Effluents and
Waste, Compliance,
Overall(에쓰-오일 내부)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환경투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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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근 환경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에쓰-오일 사업 운영에 있어 리스크로 작용할 텐데요,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응하여 어떠한 관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곽승현 실장, DNV GL 비즈니스 어슈어런스/아시아·태평양 지역

A nswer
에쓰-오일은 준법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강화되는 환경법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법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환경 관련 법규 제·개정 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절차서를 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법규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해
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환경투자입니다.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친환경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TMS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설 변경으로 인한 법규 준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관리IT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시스템 강화입니다. 임직원들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사업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수 사장, 운영 총괄임원

이익개선 성과

1,90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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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

긴급통합대응체계 구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기 진압을 통해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쓰-오일은 전사적으로 통합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긴급통합대응체계인 ECP

(Emergency Control Program)를 구축하였습니다. ECP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입니다.
ECP의 핵심인 ECC(Emergency Control Center)는 사고 발생 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화상회의시

Why Is This Important?

스템으로 현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통제합니다. ECC는 사고 발생 현장과 본사에서 동

최근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현장 점검 및 규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인력손실, 생산성 하락 등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 가동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지휘차량을 운용하여 ECC로 상황을 실시간 송신하고, 본사
ECC에서는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사고 현장을 원격 지휘하게 됩니다.

공장 ECC 구축

아울러 임직원들의 위기 대응

따라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 위

건입니다.

기상황 발생을 가정한 전사 위
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2015년에는 기존의 정기

Our Commitment
Commitments
SHE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선진 안전문화 구축

2015년 목표
ㆍ무재해

ㆍDNV 안전문화 점수*: 7.1

위기통제프로그램(ECP, Emergency Control Program)

2015년 성과
ㆍ화재 1건

ㆍDNV 안전문화 점수: 7.4

적 훈련에 추가하여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전사 리스크 대응

2016년 목표
ㆍ무재해

Head Office
ECC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현장 대

전사 리스크 관리 훈련

응 인력과 최고 경영진 간의 실

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확

ㆍDNV 안전문화 점수: 8.1

한 현장상황 보고와 신속한 지

휘에 따라 사고 현장의 일사불

*글로벌 인증기관 DNV GL에서 기업의 안전문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수 (0~10점)
World Class는 8~10점, Leading Edge는 6~8점으로 당사는 2016년 World Class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Companywide ECC

Map

며, 관련부서의 지원 활동이 적
시에 수행되었습니다.

에쓰-오일은 다양한 위기 상황

에쓰-오일은 2015년 ‘SHE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공장 운영 지침 중 하나로

을 가정한 전사 차원의 훈련을

정하고 점차 강화되는 안전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 능력의 강화, 임직

CCTV

Process
Information

란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으

Our Response

Command
Vehicle

Terminal
ECC

Refinery
ECC

통해 최고의 위기대응 역량을

원 안전의식 고취, 협력회사 안전관리 지원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안전문화 점수가 7.4점으로 상승하는 등 글로벌 리더의 안전문화 수준에 한발 더 다가
서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SHE 최우선경영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 구축’을 운영 지

협력회사 안전 관리 지원

침으로 하여 당사의 안전문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에쓰-오일의 선진 안전문화를 협력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 협

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정기 안전회의(월 1회)와 합동점검(분

강화되는 SHE(안전·보건·환경) 법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별 1회)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안전문화 특강, 위험성 평가 교육 등 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SHE 관련 법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HE 준법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양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SHE 법규를 반영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IT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또한 당사의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여 2015년에 총 3개의 협력회사가 안

SHE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T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사 임직원은 시설물에 대한 개정된 법규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협력회사 안전관리 지원 노력을 통해 정부가 2015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규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 편

년 실시한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공생협

성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

력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력사 일상정비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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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응 노력
법규

Why Is This Important?
정유산업 특성상 원료의 취급, 제조, 운반, 공급 등 운영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환경적 이슈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쓰-오일은 사업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시설 개선, 운전조건 변경, 주기적 모니
터링, 비상사태 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에쓰-오일은 인근 해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물리·화학·생물학적 공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을 높은 수준으로

Our Commitment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ㆍ2008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15.9% 저감

ㆍ달성(28.8% 저감)

ㆍ비산배출원 누출률 0.5% 이하 유지

ㆍ달성(0.2%)

질 데이터를 전송하여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수질 TMS 우수운영사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ㆍ2008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15.9% 저감

ㆍ달성(67% 저감)

ㆍ2009년 대비 벤젠 배출량 50% 저감

ㆍ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대응훈련
2회 이상 시행

ㆍ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및
비상대응훈련 3회 수행

ㆍ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ㆍ방제창고 및 장비 구비 완료

제거하고 있으며,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Tele-Metering System)을 통해 행정기관에 실시간으로 수

2016년 목표

ㆍ2009년 대비 벤젠 배출량 31% 저감

ㆍ비상방제 장비 구비

대응 노력

수질환경 관리

환경오염물질을 법정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Commitments

변경된 주요 내용

ㆍ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신고 완료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기록,
대기환경보전법 ㆍ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보고 적기 수행
- 펌프: 이중기계봉인시설 설치
- 매월 운영일지 기록 및 관리
- 시료채취장치: 밀폐형 장치 설치 ㆍ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설비 교체 및 개선 작업 추진
- 육상출하시설: 하부적하방식 및
(2017년 5월 완료 예정)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 폄프: 이중기계봉인시설 교체 진행 중
- 비산누출시설 측정: 연 1회
- 시료채취장치: 밀폐형 채취장치 설치 및 추가 보완작업
- 추가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한 시설 개선 작업 진행 중
- 군산 저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완료(타 지역은 기 설치 완료)
- LDAR 관리 강화(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

ㆍ비산배출원 누출률 0.5% 이하 유지
(정밀도를 높인 측정 방법으로
변경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

에쓰-오일은 친환경자원 순환을 위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증대 노력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

TMS 우수 운영사업장 선정

으로 줄여왔으며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Sustainable Korea 2030을 위한 산업계 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 및 자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에쓰-오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적극적
인 기술검토를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ur Response

토양환경 관리

대기환경 관리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 검사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배관의 지

에쓰-오일은 유류 저장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당사의 의무임을 인지하여 공장(저유소 포함) 부지의 토양
상화 등 시설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법적 기준치보다 더 엄격한 사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

또한 당사의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오염기준이 초과하였을

니다. 청정 공정 부생가스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여 황화합물(SOx) 배출량을 낮추고 있으며, 전기

경우 토양복원을 실시하기로 하는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였습니다. 이

집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ULNB(Ultra Low NOx Burner),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Selec-

를 위해 법적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하여

tive Catalytic Reduction) 설치 등 지속적인 환경시설투자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오염물

3년 이내 주기로 자율적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제거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축 및 재건축 주유소의 경우, 클린주유소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클린주유소는 이중탱크, 이중

또한 제품 저장 및 출하, 공정처리의 전 과정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

배관 등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누유 감지 및 경보장치를 통한 신속한 확인으로

ants)이 비산 배출*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시스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유소입니다.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LDAR 관리 포인트를 기존 13만에서 43만으로 확대함으로써 HAPs
누출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대기환경보
전법」을 개정하고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에쓰-오일은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선제
적으로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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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업그레이드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규 변경에의 선제적 대응
법규

에쓰-오일은 법규 및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 저장, 취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

화학물질관리법

기적으로 점검하여 종업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ㆍ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시설 기준 강화

ㆍ화학사고 즉시 신고 및 사고 시
처벌 강화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관

리를 체계화하기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이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이에 대한 대

ㆍ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신설, 안전교육 실시 등

응방안을 수립하여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에쓰-오일은 2015년 10월 환경부가 주관한 ‘화학사고 예방분야 공동 협력에 대한 사

대응 노력

ㆍ유해화학물질관리절차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등 개정
ㆍ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및 개선
- 개선 대상 취급시설 파악 및 개선 투자 진행

ㆍ개인보호구 확충 및 화학사고 대응훈련 강화
- 전면형

방독마스크, 화학물질용 보호복, 보호장갑 등 구매 및
관련부서 배포

ㆍ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화학사고

시 피해반경 모델링, 응급조치계획 및 주민소산계획
수립

례발표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ㆍ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생산직군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교육

유해화학물질 육상 누출 방지

에쓰-오일은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예방하고 사고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류 감지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
인 환경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등록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ㆍ사내 TFT 구성 및 등록대상물질 1차 선정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ㆍ등록대상물질에 대한 유해·위해성 정보 정부 등록 추진
유해·위해성 자료 등록 의무화

해양 Oil Spill 방지

특히 2015년에는 각 부서가 실시하던 자체 훈련을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나리오에 기반한 공

에쓰-오일은 항만시설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들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

장 비상대응 훈련 및 하천 유류 누출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과 관련

되는 선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박검증시스템(Vett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보완하여 비상대응 훈련을 강화할 계획

사고로 인한 유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 선체* 원유선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니다.

소형 유조선 접안 시 예인선을 지원하고 국내 정유사 최초로 초대형원유선 해상 계류시설인 원유부이

(SPM, Single Point Mooring) 방호 시스템(레이더, 조류 측정 시스템, 계류색 장력 측정 시스템 등)

2015년도 상반기 화학사고 비상대응훈련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선박의 접·이안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원유부이 주위 모니

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두 주변에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양오염
사고 ‘Zero’를 위한 Oil Spill Free TFT를 구성하여 27개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까지 원유부이 수상호스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등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유류 누
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누출원 차단

1차 확산 방지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주변지역 통제

환자 발생 및 이송

누출원 주위 측정

방제 폐기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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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칙

1-3

가치사슬 생산성 향상

에너지 동반성장

에쓰-오일은 공장 인접 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동반성장을 추구합
니다.

당사 온산공장에 인접한 LS-Nikko동제련과 고려아연으로부터 스팀을 도
입함으로써 당사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스팀 공급회사는 폐열 및 잉

Why Is This Important?

여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 회사의 잉여 스팀을 추가

전세계적인 정유 및 석유화학 시설 증설에 따라 제품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업간 경쟁이 갈수

구입하고 저가 수소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에너지 동반성장을 위한 신규 아

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으로 촉발된 저유가 기조가 2015년에도 이어지면

이템 발굴을 지속할 것입니다.

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동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7월 집단에너지사업자 등록으로 인근 회사와 에너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성 향상 활동을 통한 운영 효율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류탑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성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Our Commitment
Commitments

다양한 이익 개선 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

2015년 목표

ㆍ이익개선 목표 1,140억 원

재활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폐열발전설비는 2016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며, 연간 25억 원의 수익개선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기공식

2015년 성과

ㆍ이익 개선 성과 1,900억 원

효과가 예상됩니다. 환경·사회적으로는 자원순환을 통해 연간 6만 1천 톤

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7,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함으로

2016년 목표

써 국가 전력예비율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ㆍ이익 개선 목표 970억 원

Our Response

수익성 개선 활동 다변화

에쓰-오일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공장 운전의 최적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

산능력 향상, 제품출하 최적화 및 유연성 증대 등 원유 도입부터 제품생
산, 출하 전 과정에 걸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더불어 수익성 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를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수익성 개선 활동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이익 개선 항목의 경우에도 외부 환경 변

화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실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품생산 증가, 에너지 절감, 제품 출하 최적화 분야에서 신규 발
이익개선 공로 부서 포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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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된 이익 개선 항목은 총 46개이며, 이익 개선 성과는 제품 수율 개선 효
과를 포함하여 약 1,900억 원입니다.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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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소매경질율
국내시장점유율

에쓰-오일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 가격과 최고의 품질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지속성장의 기반이 될 고객 로열티 확보를 위해

21.1

고객 니즈 파악에 근거한 고객 관계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해외 시장에서 주요 고객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개발 노력을 지속하는 등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신뢰확보를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
지속성장을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고객만족활동

고객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에쓰-오일

Aspect(보고범위)

Major Stakeholders

Customer Health and
Safety, Brand Management
(에쓰-오일 내부)

고객, 정부, 지역사회

Customers
Relationship
(에쓰-오일 내부)

고객

Customers
Relationship
(에쓰-오일 내부·외부)

고객, 정부

광고 최초상기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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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Question
에쓰-오일은 매출의 60% 정도가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고객들의 중요성도 클 텐데요, 에쓰-오일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일 이내 VOC 처리율

100

%

이화진 연구위원,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 본부

A nswer
에쓰-오일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당시 포화상태였던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립 초기부터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선도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 고품질 제품
시장에서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시장에 맞는 제품과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격의 제품 생산은 물론,

저장 및 출하 시설을 최적화하여 고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해외 영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직거래

수출비중

54.6

%

공급처를 확대하고 주요 고객과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고객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현지 판매망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판매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2018년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생산이 증가될
고부가가치 경질유 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하여

전략 시장에서의 판매 증대와 신규시장 개발 등 해외 판매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 열 사장, 마케팅 총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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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확보를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품질 경쟁력 제고 활동

제품의 품질은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에쓰-오일은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한 고품질·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전달되는 유통 과정에서도 우수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친환경 제품 생산

Why Is This Important?

에쓰-오일의 휘발유와 경유 제품은 환경품질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고객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 중심 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의 등유 제품은 타사에 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1994년 국내 정유사 최초로 ‘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업 환경 속에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에서 신뢰를 확

경표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결과 참조

Our Commitment
Commitments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제품 품질경쟁력 제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

2015년 목표

ㆍ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ㆍ계열주유소 품질점검 강화

2015년 성과

ㆍ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ㆍ계열주유소·충전소 품질 점검
14,114 개소

ㆍ믿음가득주유소 확대

ㆍ믿음가득주유소 홍보 강화

ㆍ차별화된 광고캠페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ㆍ구도일 패밀리 론칭

ㆍ유통품질이력시스템 도입

ㆍ구도일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현장 마케팅 전개

ㆍ차별화된 스포츠·문화 이벤트 실시

ㆍ유통품질이력시스템 도입 진행
ㆍ매경광고대상 ‘금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
ㆍ브랜드 TOM 20.7% 달성

ㆍ구도일 팝업스토어, 구도일 등불 등
다양한 현장마케팅 시행

ㆍ‘KLPGA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개최,
‘에쓰-오일 알펜시아·FIS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 후원

2016년 목표

ㆍ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ㆍ계열주유소·충전소 품질점검 지속
확대

계열 주유소·충전소 품질 점검 실적

제품 품질 점검
10,821

(단위: 개소)

10,666

믿음가득주유소 제도

에쓰-오일은 ‘믿음가득주유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품·정량 제품 판매를 직접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믿음가득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객이 에쓰-오일의 제품을 지

ㆍ유통제품품질이력시스템 도입 완료

ㆍ잠재고객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ㆍ차별화된 스포츠·문화 이벤트 실시 및
고객 참여 극대화

에쓰-오일은 모든 계열 주유소에 대한 품질 점검을 연 평균 6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효
으며, 가짜 석유 적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폴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ㆍ믿음가득주유소 지속 확대

ㆍ구도일 패밀리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

주유소·충전소 품질 점검

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상 징후 모니터링 자료와 판매지사 현장 정보를 토대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

12,502

ㆍ비정상제품 적발률 최저 수준 달성

ㆍ차별화된 광고캠페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강화

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시설물 점검

2014

1,616

유통제품 품질이력 확인

2015

주유소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질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 에쓰-오일은 공장-주유소-고객 간 제품 유통 및 품질 정보를 통합하여 단계별 역추적이 가능한 ‘유통
제품 품질이력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2

1,311

ㆍ고객대상 영화·뮤지컬·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초청행사 시행

Our Response

가격 합리화

2013

2014

2015

에쓰-오일의 가격운영위원회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 환율 변동,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하여 내
수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수 석유제품 가격에서 세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 효과를 즉시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에쓰-오일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해 나
가겠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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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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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광고 중 최초 상기도
9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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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7.2

58.8

64.4

11.4

10.8

7.0

2011

2012

에쓰-오일
국내 타 정유사 평균

2013

(단위: %)

51.2
8.7

2014

*한 국리서치에 의한 광고 트래킹 조사 결과

62.9
6.1

2015

브랜드 마케팅 활동

차별화된 캐릭터 마케팅

에쓰-오일은 고객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당사 브랜드 핵심 가치인 ‘좋은 기

행복을 전달하는 광고 활동

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마케팅 활동에 ‘구도일(GOODOIL)’ 캐릭터

에쓰-오일은 TV와 지면 광고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친근한 모습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

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아빠 ‘구대디(GOODADDY)’, 엄마 ‘오드리(AUDREY)’, 애완견

2015년 에쓰-오일의 TV 광고는 ‘채우세요’라는 일관된 컨셉으로 가족의 가치를 담았으며, 우리 주변의

‘구메롱(GOOMERONG)’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여 구도일 패밀리를 활용

소통 현실을 잔잔하게 그려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소리를 통해 특정 브랜드를 상기시

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도일 패밀리는 서울과 수도권

키는 ‘소닉 브랜딩’ 기법으로 광고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마케팅 캐릭터인 ‘구도일 패밀리’를 활용하여

지역 주요 명소에 조형물로 설치되거나, 팝업스토어의 캐릭터 상품으로 판

차별화된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매되며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 카카오톡

광고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성과를 최초 상기도(TOM)로 측정한 결과, 2015년 62.9%를 기록했으며

과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폰 배경 테마와 이모티콘으로 출시하여 고객들이

2014년 대비 1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쓰-오일의 이러한 노력은 제42회 매경광고대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 TV부문 ‘금상’과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홍보영상물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쓰-오일은 2016년에도 구도일 패밀리를 활용한 TV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존의 즐겁고 활기찬 이
미지에 더해 재미있고 독창적인 광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구도일 패밀리를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등장시켜 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구도일 패밀리 스팟 애니메이션 시즌1(8편)을

구도일 패밀리

SNS와 케이블 TV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잠재 고객과 소통하고, 캐릭터 상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되는 제호 광고는 에쓰-오일만의 독창적인 대국민 소통 채널로서 친근한 기업,

품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팝업스토어, 등불축제, 놀이공원, 풍선퍼레이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5년에는 따뜻한 감성을 담

등의 색다른 장소에서도 구도일 패밀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 ‘힐링 단어’를 게재하여 대중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016년부터는 보다 폭넓고 시의성 있
는 소통을 위해 ‘간단지식’, ‘추억의 드라이빙 뮤직’, ‘지역 별미 추천’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인쇄 광고 부문에서는 영웅지킴이와 환경지킴이 활동을 소재로 제작한 ‘기억할게요’ 시리즈로 대한민
국광고대상 인쇄부문 ‘은상’, 광고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광고상 ‘최우수상’,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
신문 제호 광고

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채우세요’ 캠페인
색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구도일 패밀리

스포츠·문화 이벤트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에쓰-오일은 ‘KLPGA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를 주최
하고 ‘에쓰-오일 알펜시아·FIS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를 후원하여 역동적

이고 고급화된 브랜드 이미지로 고객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컬
쳐 데이트’, ‘에쓰-오일 씨네마 데이트’ 등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
여 보다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쇄물 광고

KLPGA 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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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석유화학 사업

에쓰-오일은 석유화학 사업 특성상 제품별 주력 시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하여 각 제품의 시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주력 시장 내 핵심 고객과의 직거래 확대로 자체 마케팅 역량을
Why Is This Important?

강화함으로써 시장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매출의 약 60%를 해외 시장에서 창출합니다. 따라서 해외 마케팅 역량은 당사 지속성장

국 판매 비중을 선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 시장 내에서 선도적 입지

파라자일렌(PX)의 경우 국내 수요 감소를 예견하고 PX 최대 수입국인 중
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내 우수 거래처를 중심으로 직거래를

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정유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사업

확대하여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일본, 대만, 미주 등지에서도 신

초기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해 온 당사는 수출 시장 기반 확대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신규 시장

규 시장 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 입니다.

개발 노력을 지속하며 해외 마케팅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벤젠은 기존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의 수입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시
장 변화에 발맞춰 2013년부터 미국 최대 벤젠 수입처에의 직공급을 시작

Our Commitment
Commitments

해외 마케팅 강화

2015년 목표

ㆍ주요 시장에서의 기반 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

ㆍ신규시장 개발을 통한 수익성 향상

2015년 성과

ㆍ주요 시장 판매량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 신규 발굴

ㆍ신규시장 개발을 통한 수익성 향상

2016년 목표

하였으며, 이외에도 미국 내 신규 거래처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고객 초청 석유화학마케팅 세미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국내 경쟁사들의 신증설로 인해 2015년을 기점으로 프로필렌 내수 시장이 공급 과잉 상

ㆍ생산 능력 증대에 대비한 마케팅 역량
확대

태에 이를 것을 예측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내 프로필렌 직거
래처를 선제적으로 개발함으로써 RUC&ODC 프로젝트 이후 증가할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

ㆍ신규시장 개발을 통한 수익성 향상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활 사업

Our Response

에쓰-오일은 1981년 윤활사업 진출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단일 공장

에쓰-오일은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윤활기유 생산시설(42.7 MBD)을 운영하고 있

니다. 이를 통해 정유, 석유화학, 윤활 사업 개별 영역에서 판매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36개국에 고급 윤활기유를 안정적으로 공

정유 사업

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윤활기유 제품별 생산 비중을 조

에쓰-오일의 포트폴리오에서 고품질 휘발유와 경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

정하고, 개별 해외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으로 생산량 전부를 안정적

당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과 호주 지역에서 당사 마케팅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

으로 판매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다. 현재 일본의 경우 정유산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노후 정유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의 수출 확대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에쓰-오일은 일본 및 호

당사는 2014년 고급 윤활유 브랜드 ‘S-OIL SEVEN’을 출시하여 해외 윤활

주지역의 주요 고객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시장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유 완제품 시장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고객 친

입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신흥시장은 향후 정유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당사는 동남아
신흥시장의 우량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화적인 서비스 강화, 해외 전시회 참여, 대리점 컨퍼런스 개최 등 현지 마케

팅 노력에 힘입어 중국을 포함한 33개국에 수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높은

S-OIL SEVEN

수준의 판매 증가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전 세계적인 고급 윤활기유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제품별 공급

한편, 당사는 최대 주주인 Saudi Aramco의 자회사 Saudi Aramco Products Trading Company
와 나프타 및 경유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 안정적인

능력을 개선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견고한 고객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활유 완제품 시장에서는

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윤활기유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

해외 판매 거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석유화학 사업에 활용할 원재료를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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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에쓰-오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에쓰-오일은 고객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호정책
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인가 인원의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Why Is This Important?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SBC(Server Based Computing) 환경에서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 관리

를 통해 확보한 로열티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
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쓰-오일은 보유하고 있던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

인 정보를 전량 폐기하였으며, IT보안부서 주도로 업무별 개인정보 취급 작업, 개인정보 보유 현황, 보유
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PIMS 인증서

더불어 전 임직원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Our Commitment
Commitments

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CSO(Chief Security Officer) 주관으로 정보보호

2015년 목표

신속·정확한 고객 불만처리

ㆍVOC 기준 소요일 이내 처리
(문의: 2영업일, 불만: 5영업일)
ㆍ고객센터 응대율 제고
(응대율 목표: 95%)

ㆍ「정보통신망법」준수

고객개인정보 보호

2015년 성과

ㆍVOC 기준 소요일 이내 처리 달성
(문의: 0.7영업일, 불만: 2.9영업일)

ㆍVOC 기준 소요일 이내 처리

ㆍ고객센터 응대율: 99%

ㆍ고객센터 응대율 유지

ㆍ개인정보 처리방침·회원약관 개정

ㆍ「정보통신망법」준수

ㆍ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수립 및 ㆍPIMS 인증 획득
인증 획득

관리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정보보호 주요 정책 및 실행 계획 검토, 정보보호 업무 추

2016년 목표

ㆍPIMS 운영 및 인증 유지

진현황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생활가이드라인 배포 등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정부가 수여하는 개인정보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근거한 CRM 추진

ISMS 인증서

에쓰-오일은 매년 외부 컨설팅을 통해 당사 제품의 품질, 가격, 제휴 혜택, 주유소 서비스 등에 관한 고
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휴 마케팅과 주유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

Our Response

유형별 VOC 접수 현황
구분

보너스·제휴카드

프로모션·상품권
서비스·수송 등

품질

계

다. 업계 최고 수준의 주유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정유사 중 유일하게 삼

성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주유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제휴 마케팅을

VOC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2013

2014

2015

415

2,610

467

257

196

1,148

1,370

689

2,509

660

4,8361)

964
769

178

2,378

1) 2014년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보너스카드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보너스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유권 경품 행사를 시행한 영향으로
고객 불만이 증가하였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서비스의 근간인 주유원과 주유소 운영인의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춰 주

에쓰-오일은 2012년 VOC(voice of Customers)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

유소 서비스 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국내 정유사 중 종합적인 고객만족도에서 1위

을 통해 접수된 모든 고객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를 차지하였습니다.

신속한 VOC 처리를 목표로 VOC의 유형에 따라 처리 기준 소요일을 정하여 이를 KPI로 관리하고 있으

2016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고객 만족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에쓰-오일의 경

며, VOC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운영 절차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객 편의를 위해 불만처리 진행 사항을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VOC 담당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VOC 우수활동 직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VOC 통합 운영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불만 트렌드를 분석하여 주유소

별 맞춤식 고객불편 분석 리포트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주유소를 선정하여 특정
이슈 별 고객불만 예방 팁을 전화로 안내하는 ‘또 오세요 Call’을 운영함으로써 계열 주유소의 고객불
만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불편을 제기한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불만으로 인해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을 특별
관리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불편고객 재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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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사회공헌

63

억원

에쓰-오일은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가치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의 빈곤퇴치 활동에
동참하여 수혜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의 사회공헌활동은 문화예술 분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빈곤퇴치에
앞장서는 에쓰-오일

사회의 문화저변
확대 기여

지역사회 문화저변 확대

Aspect(보고범위)

Local Community
(에쓰-오일 내부·외부)

Major Stakeholders
지역사회, 정부, 임직원, 고객

햇살나눔봉사단

22,94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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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명성을 확고히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고객과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고객 만족과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에쓰-오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김진아, 서울대학교 CSR학회

A nswer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참여

3,390

명

오늘날의 기업은 지속적인 존속을 위한 이윤창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역할 외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책임을 갖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에쓰-오일은 사회구성원인 기업시민으로서

‘시민영웅 떠받들기, 환경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소외이웃에 대한 기여’ 라는 4가지 분야에서 약 100개가 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랑을 사회에 널리 나누어 주고자
하는 당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보다 밝은 사회가 되는 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창재 부사장, 관리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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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회공헌활동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에쓰-오일은 지난 2014년 사회공헌 전문가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사회공헌효과지
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사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소방영웅지킴이’, ‘천연기념물지킴이’,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에
Why Is This Important?

쓰-오일에 약 2,4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는 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2015년에는 당사 천연기념물지킴이 활동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생

기여 등으로 약 5,00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략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효과지수 모델

Our Commitment
Commitments

전략 방향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ㆍ전략 방향과 연계한 전사
사회공헌활동 수행

총 가치 지수

2016년 목표

ㆍ전략 방향과 연계한 전사
사회공헌활동 수행

ㆍ전략 방향과 연계한 전사
사회공헌활동 수행

사회 가치

기업 가치

ㆍ사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회공헌활동
발굴
프로그램 만족도

Our Response

참여를 통한 해당 활동
관심 증가 반영

제품 추천의향

기업활동
관심 증가도 반영

경영원칙 내재화

에쓰-오일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Contribute to Society)’의 경영원칙 아래, ‘한국 사회에
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달성을 미션으로 정하고, ‘효과성’, ‘적시성’, ‘수혜자 중심’의 3대 원칙에 따라 체
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사업 특성
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Activities by category
영웅 지킴이

ㆍ소방영웅
ㆍ시민영웅
ㆍ해경영웅

소외이웃 지킴이
ㆍ어린이
ㆍ장애인
ㆍ여성·노인 등

환경 지킴이

ㆍ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

Foundation
지역사회 지킴이
ㆍ울산(공장)
ㆍ마포(본사)
ㆍ주유소

ㆍ과학문화재단
ㆍ울 산복지재단

사회봉사단(햇살나눔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 급여우수리 나눔 / 1인1나눔계좌갖기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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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빈곤퇴치에 앞장서는 에쓰-오일

에티오피아 쇼모로 초등학교 지원

아프리카 최빈국 에티오피아의 빈곤퇴치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로운 활동
을 시작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에네모
레나 에너(Enemorena Ener) 지역 쇼모로(Shomoro) 초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이 문맹과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어린이
들의 성장과 자립의 발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맺

Why Is This Important?

었습니다.

2015년 9월 UN은 개발정상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

지원 첫 해에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개의 교실을 갖춘 교사

와 기업, 시민 등이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였습니다.

에쓰-오일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써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ur Commitment
Commitments

글로벌 빈곤 퇴치

2015년 목표

ㆍ앙코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지식 기부
ㆍ아프리카 지역 아동 지원

2015년 성과

ㆍ앙코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 산업 기술 지원

ㆍ에네모레나 에너 지역의 쇼모로
초등학교 지원

2016년 목표

또한 지역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

육할 수 있는 가축을 기증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
하고, 더불어 지역 극빈층 아동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
해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 지원 후원금 전달식

앞으로도 해당 지역이 문맹과 빈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당사 임직원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를 독려하겠습니다.

ㆍ앙코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지식 기부

ㆍ에네모레나 에너 지역의 보테나
초등학교 지원

사회공헌 관련 각종 지표

2015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투자

Our Response

구분

프로그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웅
지킴이

전문과학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아프리

환경
지킴이

ㆍ소방영웅 지원
ㆍ해경영웅 지원
ㆍ시민영웅 지원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나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에 에쓰-오일은 2011년 국내 은퇴과학자들로 구성된 앙코르코리아 사업단을 발족시켜 우리나라의

카 최빈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경제적 자립과 문맹 해결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코리아사업단의 글로벌 지식기부

지역사회
지킴이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은 2011년 국내 최초로 1,000여 명의 은퇴과학자
들이 함께 하는 지식기부활동 단체 ‘앙코르코리아사업단(EncoreKorea
Initiative)’을 발족시켰습니다.

앙코르코리아사업단은 우리나라의 전문 과학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은퇴과학자를 파견하여 지식을 전수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 에티오피아 산업부가 추진하는 시멘트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산업

소외이웃
지킴이

기타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등에 자문을 제공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에티오피아

기부금
(백만 원)
1,130

ㆍ전문단체 연구보호활동 지원
ㆍ어린이 천연기념물 교실
ㆍ어린이 생태캠프
ㆍ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ㆍ임직원 및 고객 참여 봉사활동
ㆍ문화예술&나눔 캠페인
ㆍ저유소·TS&D 지역사회 지원
ㆍ구도일카페
ㆍ울산복지재단
ㆍ울산태화루 문화행사
ㆍ울산지역 복지단체 지원 등

ㆍ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ㆍ화재 피해 저소득 가정 복구 지원
ㆍ주유소 나눔 캠페인
ㆍ장애인 감동의 해외 마라톤 참가 지원
ㆍ사회봉사단 등
ㆍ사회봉사단
ㆍ과학문화재단
ㆍ탁구단

290

1,285

사회봉사단 활동 실적
구분

참가 인원
참가 시간

29,877

햇살나눔 캠페인 참여 실적
구분

참여 인원

급여우수리나눔

1인1나눔계좌갖기

녹색구매
구분

녹색구매 품목 수
1,255

2013

2,294

녹색구매 금액

2013

1,593

1,483

2014

2,313

28,195

2014

1,642

1,428

(단위: 명, 시간)

2015

2,194

22,947
(단위: 명)

2015

1,669
1,391

(단위: 건, 백만 원)

2013

2014

2015

40,783

5,732

12,890

66

37

59

2,317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단은 페루 정보
통신기술, 카자흐스탄 산업기술, 몽골 녹색기술 등에 관한 글로벌 기술 이
앙코르코리아사업단 에티오피아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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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화 저변 확대

본사지역 문화 활성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으로 무료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간 총 62회에 걸쳐 약 20,30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Why Is This Important?

함께 향유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은 자선적 기부와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문화예술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본 캠페인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경우 연평균 2회 가량 문화 활동 횟수가 증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국정 키워드로 제시하며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화가 있
는 날’을 지정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확산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12회에 걸쳐 다양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

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문화창작 활동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순수 창작 활동을 지원하

을 고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는 등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Commitments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

울산지역 문화 활성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가족 뮤지컬

Our Commitment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ㆍ마포 및 울산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ㆍ마포 및 울산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본사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총 11회
실시, 3,390명 참여)

ㆍ‘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울산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문학가 난계 오영수 선생을 기리고자 1993년

‘오영수 문학상’을 제정하여 전국 주요 문학상으로 발전시켰으며,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축제인 ‘아름

2016년 목표

다운 눈빛 미술제’를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일보 신춘문예, 처용문화제, 울산고래
축제, 병영서낭치기, 세계옹기문화엑스포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후원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

ㆍ마포 및 울산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유지 및
신규 개발
- 마포: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실시
(연 12회)
- 울산: 태화루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발

니다.

또한 당사는 울산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태화루
복원 비용 100억 원을 전액 지원하여 지난 2014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3월부터는 울산시가 ‘태화루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태화루를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역 대표 예술인들로부터 서예, 동화 등 6개 분야의 강좌를 수

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태화루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Our Response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역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문화융성 시책에 동참
하고자 20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쓰-오일은 지역사회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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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서트 ‘풍류 - 태화루의 향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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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에쓰-오일은 성과 지향적인 기업문화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과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견지하여 우수 인재 유입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향후 회사를

신규채용

149

이끌어 갈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 선도적인 보상과 복리후생 제도는 임직원들의 업무

명

몰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임직원 성장 지원

상생의 조직문화 및
복리후생 제도

일과 삶의 조화

Aspect(보고범위)

Employment,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Non-discrimination
(에쓰-오일 내부)

Major Stakeholders
임직원

Training and
Education
(에쓰-오일 내부)
Benefits,
Economic
Performance
(에쓰-오일 내부)

의무교육시간 이수율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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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쓰-오일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서류 작성 시 가족사항과 같이 차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에쓰-오일은 이 밖에도 성별, 학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진, 대학생

A nswer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61.7

%

에쓰-오일의 신입사원 채용 시스템은 당사의 능력 중심

기업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뛰어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1차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여 특히 출신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배제하고 면접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항들 즉, 출신지역, 종교, 장애 여부,
가족 직업 등의 정보들은 입사지원 시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할 때는 학력, 나이, 성별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스펙이 아닌
자기소개서 내용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쓰-오일은 지원자가 지닌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역량이 우수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특히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사이에 적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본 역량이 우수한 지원자라면 출신학교, 어학성적 등과

관계 없이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전형에서는
전공관련 PT면접을 인성면접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직무역량이 우수한 지원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이처럼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확보해 왔으며,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영환경에서도 당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사장, 관리 총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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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업적평가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개인별로 조직목표에 기반한 Action Plan을
수립하고, 개인별 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중간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한편, Action Plan에 대

한 구체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대폭 향상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Why Is This Important?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성과 지향적인 기업문화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연, 지연에

고 있습니다.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에 맞추어 보상체계 역시 연공 중심의 보상은 축소되고 성과 중심으로 강화되

얽매이지 않고 역량 있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함은 물론, 이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종전 급여 체계에서 동일 직급 내에서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급여의 인상폭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인사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을 축소하는 대신 개인별로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폭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업적급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성과 평가에 따라 개인별 보상 수준이 차등화되도록 하여 개인
별로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Our Commitment
Commitments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한
성과 중심의 기업문화 강화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ㆍ성과중심의 평가제도 강화

ㆍ역량평가제도 및 업적평가제도 개선

ㆍ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ㆍ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2016년 목표

ㆍ성과중심의 평가제도 강화
ㆍ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인사관련(채용~퇴직) 각종 지표

신규 채용
구분

대졸

Our Response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립

에쓰-오일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임직원 각자가 창의력과 자율

성을 발휘하고 회사의 성장 발전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환
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 확보를 위해 특히 여성 인재의 선발과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장애인 등 소외 받기 쉬운 계층에 대
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성별, 학력, 지역, 연령, 장애 등 차별적 요

소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기타*

성과 중심의 평가와 보상

연령별·성별 인력 구성
구분

임원

직원

50세 이상
30세 미만

*2015년 55세 이상 고용률: 4.0%

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활동을 실행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이 역량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30~50

50세 이상

임원

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개인이 연중 개발

연령

30~50

유형별 인력 구성

이에 따라, 역량평가는 임직원의 역량수준에 맞추어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역

15.2%

2014
(여성)

2015
(여성)

42(5)

83(8)

83(23)

66(24)

125(28)

149(32)

22.4%

21.5%

*기타는 전문대졸, 경력직, 계약직 등 대졸신입 채용 외 모든 채용을 의미함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에쓰-오일은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성과가 향상됨으로써 성과 중심의 기업문화가 확립될 수 있

78(16)

158(24)

여성비율

항목을 삭제하였고, 면접은 학력 및 신상정보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0(8)

계

의 일환으로 입사지원 서류에서는 가족사항 등 차별 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졸 신입사원 환영식

2013
(여성)

(단위: 명)

성별

2013

2014

여성

-

-

남성

14

7

(단위: 명)

2015

8

-

남성

29

32

29

남성

430

403

416

남성

1,849

1,874

1,946

남성

259

297

271

여성

여성

여성

여성

-

70

137

4

-

72

146

4

-

80

148

4

2015년 사업장별 인력 구성
구분

임원

공장

9

본사

(단위: 명)

직원

27

지역본부

807

1,716

1

주유소

264

-

계

78

37

퇴직자
구분

정년퇴직

2013

2014

34

46

45

기타*

계

2,865
(단위: 명)

2015

36

79

82

30
52

*기타는 사망, 계약 만료, 자발적 퇴직 등 정년퇴직을 제외한 모든 퇴직 유형을 의미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비율
구분

복귀 예정 직원

2013

3

2015

10

2014

7

82

(단위: 명)

복귀 직원
(복귀 비율)

3(100%)
7(100%)

10(100%)

(단위: 명)

구분

2015
37

사무직

1,401

계

2,902

생산직

1,464

록 하였습니다.

42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43

경영원칙

4-2

임직원 성장 지원

교육 관리 시스템 LMS 도입

2015년에는 e-러닝 및 온라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상시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행

정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도입 하였습니다.

LMS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에 사용자별 맞춤형 메인 화면을 구현하고 커뮤니티

학습 공간 ‘나의 강의실’을 제공하는 한편,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영상과 교재 등 다양한 자료도 검색하

Why Is This Important?

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e-러닝 과정을 수강할 경우 임직원은 PC는 물론 그룹웨어를 통

정유사간 투자 경쟁과 기술 격차의 해소로 인해 정유산업에서 과거와 같이 생산설비에 따른 비교 우위

해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 성장하기

LMS 도입으로 임직원들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직무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새로

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 또한 교육 행정 업무 측면에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 시장과 기술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 역량 향상 프로그램 실시

Our Commitment
Commitments

임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2015년 목표

ㆍ임직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

ㆍ엔지니어 전문성 강화

에쓰-오일은 2015년 리더십 함양을 위해 팀리더 전원을 대상으로 카이스
2015년 성과

트 경영대학에서 리더 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목표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리더 역량 향상 프로그램

은 특히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역
량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ㆍ개인별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ㆍ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체계적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
육성 프레임 수립
ㆍLMS 구축을 통한 교육행정
운영효율성 강화

ㆍ리더 역량 향상 프로그램 실시

ㆍECP 도입 및 중기 해외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문 직무 교육을 위한 S-OIL Academy 운영

2011년부터 전문 직무 교육인 S-OIL Academ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OIL Academy는 S-OIL Academy for Marketing & Sales와 S-OIL

ㆍ엔지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Our Response

Academy for Operations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시장 환경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S-OIL Academy for Marketing & Sales 프로그램은 보다 체계적으로

카이스트 팀리더 리더십 개발 교육

내수 영업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고도화 과정
을 거쳐, 내수 정유제품 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12개 과정, 48개 모듈로 업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에쓰-오일의 역량 모델은 모든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 역량, 해당

S-OIL Academy for Operations 프로그램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직무 과정을 개발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임직원

하여 오프라인 과정과 함께 운영하는 Blended Learning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별 운전 절차

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 따른 안정적인 Start-Up(S/U), Shut-Down(S/D)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조치할

매년 역량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내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

수 있도록 Operation Training Simulator(OTS) 교육을 Training Center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 않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독서통신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도 운

과장 이상 엔지니어들이 최신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 심화 과정 및 관리자 과정을 진행하였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의 교육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

으며, 이 프로그램은 2016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록 외부교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임직원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별로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원
이나 주제에 구애됨이 없이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습 의지를 함께하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소그룹 강의, 그룹 스터디, 독서토론 및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해 학습교재 및 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커뮤
니케이션과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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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조화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엔지니어들은 직무 교육 Data Base인 PoRT(Pool of Refinery Training
Courses)와 부서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별 업무 및 Career Path를 고려한 개인별 연간 교육 프로그

램(CPTP, Customized Personal Training Program)을 작성하게 되고, 교육 실적과 성과는 LMS를

Why Is This Important?

ECP에 추가하여 국제적 감각과 자질을 가진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중기 해외 교육 프로그램(Inten-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회사는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

통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회사의 지속 성장을 주도하는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질 때

sive oversea training)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게 됩니다.

에쓰-오일은 임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계 선도적인 보상 및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

차세대 리더 육성

원의 여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에쓰-오일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재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내·외에서 다양한 루트의
Job Rotation을 시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포함한 리더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외 MBA
과정과 프랑스 IFP School에서 진행하는 이공계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성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에쓰-오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
입니다.

Our Commitment
Commitments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업계 선도의 급여·복리후생제도 운영

ㆍ임직원 니즈를 고려한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적인 임직원 건강관리

ㆍ체계적인 임직원 건강관리

임직원의 Work-Life Balance 향상

ㆍMRD제도 시행 및 Off Duty Day
확대를 통한 휴가 사용 확대

2016년 목표

ㆍ신규 복리후생제도 도입
- New Pension 제도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장례지원서비스

ㆍ임직원 니즈를 고려한 신규
복리후생제도 도입

ㆍ신속한 MERS 대응조치 실행
ㆍMRD 제도 및 Off Duty 제도 시행

ㆍ체계적인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신규 활동 도입
ㆍWork-Life Balance 향상을 위한
신규 제도 개발

Our Response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

임직원들이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에쓰-오일은 국내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보상 및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리후생(4대 보험, 경조금 지급 등)에 추가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특화된 다양한 복지 제도

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이 생활, 건강, 여가 등의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임직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가정 균형 측면에서 임직원들의 문화, 체육, 여가, 건강, 가족 친화 및 자기
개발을 위한 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다양한 복지혜택은 홈페이지 인재채용⇒복리후생 참조

46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47

임직원 건강 관리

New Pension Program 신규 도입

에쓰-오일은 임직원의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업무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평상시 임직원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

습니다.

하기 위해 에쓰-오일은 본사 및 공장에 전문 간호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건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노후 준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강관리실과 임신 및 출산기 여직원을 위한 모성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

현실을 대비하여 2015년 5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회사와 임직원이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

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년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통해 정기

식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재원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New Pension Program’을 도

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함은 물론, 질병 발생시에는 의료비 지원 및 병가

입하였습니다.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고 편안한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ew Pension Program은 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

임직원의 완벽한 업무 몰입을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이 적립한 금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주는 것으로, 임직원은 퇴직연금 저축액에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 스트레스, 사내 대인관계뿐 아니라 가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회사의 추가 적립 혜택을 향유하게 되어 2015년 도입 첫 해에 전 임직원의 99%

족관계, 자녀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코칭 및 카

가 가입할 정도로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에쓰-오일 임직원들은 재직 중에는 불확실한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퇴직 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상시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비상 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15년

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포함한

New Pension Program 기본 구조

직원 저축
저축 ·
회사지원

ㆍ매월 기본급의 10%

종합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중요해지는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 프로

+

회사 지원

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격려금 추가 저축

ㆍ세전이익 1조 원 이하

ㆍ부장

ㆍ세전이익 1조 원 초과

ㆍ차장이하

직원 저축액의 50%

직원 저축액의 60%

Case Study

MERS 대응 조치 시행

2015년 여름 전국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MERS를 예방하기 위해 에쓰-오일은 다양한 조치
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격려금의 20%

감염 의심자를 사전에 스크린하기 위해 본사 및 공장 내 출입처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감염
의심자 및 감염자 발생 시 임직원의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MERS 비상 대응 절차를 수립하였
습니다.

격려금의 10%

또한 MERS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지속적
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MERS 사태 전 기간 중 단 한 명의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충전을 통한 업무 몰입도 제고

에쓰-오일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향유할 때 더

욱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
의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도입된 이후 에쓰-오일의 일-가정 균형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집중 휴가 제도 및 샌

드위치 데이 휴가 제도 외에 2015년부터는 두 달에 한번씩 주중 휴가(금요일)를 사용해 업무로 인한 피
로를 해소하고 가족과 보다 많은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는 MRD(Monthly Refreshment Day)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에쓰-오일은 전국 각지에 콘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하계 성수기

기간에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있는 호텔과 리조트를 제공하여 매년 임직원의 50% 이상이 동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이용 만족도가 높은 동·하계 휴양소를 점차 확대하여 더욱
많은 임직원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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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칙 5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지배구조 평가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A

에쓰-오일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지속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사회는 다양성과 독립성의 조화 속에

견제와 협력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준법경영을 통하여 기업 내 준법 문화를 뿌리 깊이
정착시키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감사조직을 운영하며 정확한 경영정보 공시를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립

준법경영 강화

엄정한 준법경영

회사 및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사회와 함께하는
윤리경영

기업 투명성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Aspect(보고범위)

Major Stakeholders

Compliance
(에쓰-오일 내부·외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고객

Governance
(에쓰-오일 내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Ethics & Integrity
(에쓰-오일 내·외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Transparency
(에쓰-오일 내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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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쓰-오일은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 또한 협력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연 선임애널리스트, 지속가능금융센터

A nswer

윤리경영 자가진단평가

99.0

점

타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대부분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측면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에쓰-오일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별 조직 및 업무별로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
서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준법 모니터링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면서 각 활동들이 상호 연계되도록

유기적인 준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IT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준법활동을 일상업무에서 쉽고

공시규정위반

0

건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적 준법활동이 확실한
기업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매절차에 대해서 준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협력
회사와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윤리

경영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과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준법

시스템을 에쓰-오일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당사
고유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우 부사장, 법무/컴플라이언스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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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립

2016년 새롭게 출발한 에쓰-오일 이사회는 급변하는 산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
었습니다. 정부 및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에너지 업계에 대한 풍부한 경
험과 역량을 갖춘 이사들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가는 기본입니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

구분
사내이사(1명)
기타 비상무이사
(4명)

입니다.

사외이사(6명)

Why Is This Important?

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
에쓰-오일은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이사회 활동을 추구함으
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해 왔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2015년 목표

ㆍ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ㆍ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2015년 성과

ㆍ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ㆍ공장 및 프로젝트 현장방문 프로그램
진행

에이 에이 알-탈하
김철수
이승원
홍석우

Our Commitment
Commitments

성명
나세르 알-마하셔
에이 아이 알-사단
에스 에이 알-하드라미
에스 엠 알-하리키
엔 에이 알-누아임
와이 에이 알-자이드

신의순

2016년 목표

담당 업무
대표이사 CEO

(2016년 3월 18일 이후 기준)

보수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이사회 전문성 강화

ㆍ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ㆍ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쓰-오일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영

ㆍ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정기적
리포팅 실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온산공장 및 프로젝트 현장 방문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에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ur Response

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에 3개의 전문위원회(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를 운영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이사인 CEO를 보좌하는

견제와 협력의 조화

MC(Management Committee)는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모든 중대한 사안들을 사전 검토하여

에쓰-오일은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와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

이사회가 회사의 연간 및 중장기 경영 계획, 예산, 노사 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록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는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개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CEO인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비상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CEO와 회사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감독 맟 견제함으로써,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
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독립성의 조화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호 보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

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내부적인 이사회 지명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내부 절차
에 따라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을 토대로 이사회 활동에 요구되는 경영

비전과 리더십, 전문지식, 직무 경력,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 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 및 자질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검증을 거쳐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최근 5년 이내 회사에 종사하였는지, 회사의 감
사 및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었는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4인으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및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독립성을 갖춘 최적의 인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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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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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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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준법경영

준법 지원 활성화

준법지원팀에서는 임직원들의 일상적인 준법활동 지원 이외에도 정기 준법 뉴스레터 배포, 글로벌기업
의 준법동향 보고 및 준법 캠페인 사례 소개, 주요 법률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준법 가이드라인 마련, 맞

춤식 준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준법 교육

Why Is This Important?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5년 한 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 환경 및 산업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

동안 다양한 준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련된 법률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준법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개척 과정에서도 반부패 및 공정거래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는 준법경영

· 담합 예방 메일링 준법 교육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주민번호 법정주의 메일링 준법 교육

·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메일링 준법 교육
· 형사절차의 이해 메일링 준법 교육

Our Commitment
Commitments

기업문화로서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준법시스템 강화

2015년 목표

ㆍCompliance System 연간 계획
이행 100%(12개 준법활동*)
*12개 준법활동

① 정기점검
④ Legal 업데이트
⑦ 경영진 Report
⑩ 준법교육

2015년 성과

ㆍCompliance System 연간 계획
이행 100%(12개 준법활동)
② 중점관리
⑤ 법령정보회의
⑧ 프로파일 업데이트
⑪ 준법 캠페인

· 보증인 강화 개정 민법 메일링 준법 교육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미나

2016년 목표

· 준법경영 임원·팀리더 특강

· 정유영업본부 공정거래 교육

ㆍCompliance System 연간 계획
이행 100%(12개 준법활동)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 계약서 작성의 이해 세미나

③ 수시·특별점검
⑥ CEO Legal 업데이트
⑨ 준법 길라잡이 업데이트
⑫ 준법 뉴스레터

CEO의 준법경영 강화 의지, 특히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업활동 시 준수하여야 할 공
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였으며, 영업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가이드라인으로 ‘Do’s &
Don’ts’를 작성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영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
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활동의 일상화

에쓰-오일 임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준법경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
률 이슈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하는 등 준법활동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팀은 임직원

들에게 제·개정 법률 정보의 실시간 제공, 중요 법률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준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준법경영의 중요성 및 활동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층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층의 준법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실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준법문화는 이제 에쓰-오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임직원의 준법에 대한
신념과 준법 관련 지식 그리고 준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준법 실천 여부 및 의지 등이 ‘High’ 이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법시스템 최적화

Case Study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

그 결과 과거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에쓰-오일의 공정
거래 준수를 위한 노력은 특히 ‘원적지 담합 사건’에서 그 결과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원적지 담합 사건’이란 2011년 9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쓰-오일을 포함한 정유사들이 주유소 시장
의 점유율 고착화를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주유소 원적지 관리를 담합하여 주유소 유치
공정거래교육
경쟁을 제한하였다며 정유사들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인 4,326억 원 상당의 과징금(에쓰-오일 438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에쓰-오일은 그러한 담합을 한 사실이 없음과 아울러 에쓰-오일이 그
간 주유소 점유율을 늘리기 위하여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비록 국내 석유 유통 시장이 과점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타 정유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에쓰-오일은 예방-모니터링-대응 3단계의 유기적인 순환을 갖춘 준법시스템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준

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개정이 있을 경우, 일선 부서와 준법지원팀 간

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적 요구사항들을 준법시스템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에쓰-오일의 모든 준법활동은 IT 기반의 준법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일
상 업무에서 준법활동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준법시스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한결의 제3자 검증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검증 결과, 당사의 준법시스템은 유효하게 운영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관련 법규에도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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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함께 하는 윤리경영

윤리위원회

2015년도 윤리위원회 심의(총 19회 개최)
상정 의안

건수

회사 판매망 운영 건

57

물품 및 용역 구매 건

25
5

기타

Why Is This Important?

계

87

국경 없는 무한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은 날로

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 및
윤리교육 강화

ㆍ윤리경영 자가진단 도입

ㆍ윤리경영 자가진단 실시
(전체 임직원 86% 참여)

ㆍ윤리경영 자가진단 결과를 통한
윤리경영 강화

ㆍ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윤리교육 실시

ㆍ임직원 윤리교육 실시(총 4,470 시간)

ㆍ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윤리교육 실시

ㆍ자회사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ㆍ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윤리규정 개정

Our Response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에쓰-오일은 윤리규정, 윤리위원회, 윤리경영 교육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윤리경영 시스템의 유기적
작용을 통해 사회와 함께 하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당사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2016년 목표

원회의 활동사항은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에 연 1회 보고되며, 윤리경영 웹사이트를 통해 전 임직

윤리규정 준수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한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5년 성과

리 관련 문제에 대해 최선의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윤리위

회에 걸쳐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대 윤리규정준수 지침을 공유함으로써 영업활동에서의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2015년 목표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고경영자가 임명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이해 상충 행위를 포함한 당사의 윤

원을 징계 조치하고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총 3

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Commitments

Controller 등 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로부터 적격 인사

2015년에는 고객과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2건의 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Our Commitment

윤리위원회는 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 담당 임원, 인사부문 담당 임원, 경영기획부문 담당 임원 및

연도

2013
2014

프로그램

이수자

교육시간

8

2,973

4,119

10

2015

3,156

7

3,063

협력회사 및 자회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연도

2013

3,291

4,470

참석 인원 수

4

282

5

2015

5

임직원 윤리경영자가진단 결과

특히, 협력회사도 당사 윤리규정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교육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윤리경영 자가진단제도를 도입하

137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참여자(비율)

평균점수

2016

2,492(86%)

99.0점

2,423(86%)

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362

연도

2015

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도 대

에는 자회사인 에쓰-오일토탈윤활유주식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교육 횟수

2014

에쓰-오일은 윤리경영이 일상 업무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급·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윤리경영 교

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를 윤리경영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전사 차원의 윤리경영

98.8점

윤리규정

윤리규정은 고객, 거래처, 주주, 투자자에 대한 자세 및 임직원,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윤리
강령과 임직원의 기본 윤리, 이해 상충 행위 금지, 금품 및 접대·편의 수수 금지, 보고 및 신고 처리 절
차를 규정한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세부 시행 절차, 임직원 등의 경쟁사 판

매망 소유 및 운영에 대한 절차, 그리고 윤리경영 관련 외부 제보 및 문의 처리 절차 등 3개 하위 규정을
제정·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윤리규정은 협력회사, 자회사, 투자회사에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법규 위반이나 비
윤리적인 행동이 적발될 경우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규정은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부터「부

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인 바, 이와 관련된 관련된
당사 윤리규정의 내용을 고도화하고 세부 절차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56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57

경영원칙

5-4

경영 투명성 제고

투명한 경영 정보 제공

에쓰-오일은 투자자에게 투명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적정 가치

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IR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담당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IR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IR활

Why Is This Important?

동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철저한 감사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발굴하여

탕으로 한 당사의 성장동력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다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나아진 시장 상황과 RUC&ODC 프로젝트를 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IR 메시지 구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로 2015년에 국내외에 걸쳐 8회의 설명회를 진행하고 7회의 컨퍼런스에

또한, 경영정보의 투명한 제공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가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Our Commitment
Commitments

감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2015년 목표

ㆍ프로세스개선, 비용절감 등 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감사활동에 집중
ㆍ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감사활동 수행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ㆍ활발한 IR활동을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ㆍ공시규정 위반 0건

또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시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

시와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

한 공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사항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2015년 성과

ㆍ프로세스개선 및 비용절감 관련
아이템 다수 개발

ㆍRUC&ODC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리스크
예방 및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
ㆍ활발한 IR 활동 실시

ㆍIR 만족도 설문 실시
ㆍ공시규정 위반 0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

엄격한 공시규정 준수를 위한 이러한 노력 아래, 당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공시를 규정 위
반 없이 제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경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에쓰-오일은
임직원들이 공시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

ㆍ프로세스개선, 비용절감 등 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감사활동에 집중

니다.

ㆍ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감사활동 수행
ㆍ활발한 IR활동을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ㆍ공시규정 위반 0건

Our Response

효과적인 감사시스템 운영

에쓰-오일 감사 조직은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

한 감사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성 제고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사가치 증대에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인들은 폭넓은 업무 경험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개선 및 비

용 절감에 기여하는 감사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
로 계약 물량 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안전, 비용, 적시성, 관련 법규 준수와 관련한 리스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인 개개인의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참여와 전문 자격증 획득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데이터 심층 분석을 위해 ACL(Audit Command Language) 등 감사 전문
소프트웨어를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쓰-오일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및 감사 조직 운영, 글로벌 리딩 기업 수준의 효과
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개선 중심의 감사 수행 등 모범적인 감사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

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제13회 감사대상(법인부문)’ 수상에 이어 2015년
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제16회 감사대상(개인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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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에쓰-오일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원을

국내 신용등급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A+

2015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당사의 우수한 재무 안전성을 금융시장에
적극 알림으로써 최적의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효율적 자본조달 계획 수립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분배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분배

Aspect(보고범위)

Major Stakeholders

Risk Management
(에쓰-오일 내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 협력회사, 정부

Economic
Performance
(에쓰-오일 내부)

주주 및 투자자

Economic
Performance
(에쓰-오일 내부·외부)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리스크 관리 부문 DJSI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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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쓰-오일이 이번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양호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희 팀장, NH농협은행 여의도대기업RM센터

A nswer
당사는 현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

12,879

억원

대규모 차입금 증가를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연속적인 대성공을 거두고

금융기관들과 시설자금 차입에 관한 금융약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프로젝트 소요 자금 전액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때마침 찾아온 유가 상승국면과 정제마진

개선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당사의 재무상태 불확실성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익창출 능력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석유화학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보다 균형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달성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최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와

유사시 지원 가능성 역시, 회사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들이 당사의 이러한 요소들을 높이

평가하여 최고 수준의 우량 등급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일 수석부사장, 재무 총괄임원(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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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자본조달 계획 수립

에쓰-오일은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가용 현금과 양호한 사업 환경에서 창출되는 내
부 현금흐름을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재무역량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를 차질 없
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Why Is This Important?
에쓰-오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창사 이래 최대 투자 규모의
중질유 분해시설 및 올레핀 하류시설 건설 프로젝트(RUC&O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자금조달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 신용등급 획득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해외 신용등급

국내 신용등급

Baa2

AA+

Moody’s S&P
BBB

한국기업 NICE신용 한국신용
평가
평가
평가
AA+

AA+

신용등급 상향 안정화

에쓰-오일은 신규 시설 투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의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2015년에 당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국내 신용평가 회
사들도 2016년 3월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푸

어스(S&P)는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에쓰-오일의 전략적 중요성, 사업과 재무적 측면에서 모기업의 지
원 가능성 확대, 실적 개선과 양호한 업황 전망’ 등을 상향 조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이번 신규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회사의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국내외 금융시장

당사는 이와 같은 우수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하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적의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에쓰-오일의 효율적 자본구조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 ⇒ 최적자본효율성의 확보 참조

Our Commitment
Commitments

미래 성장사업 투자를 위한 최적의
자본조달

2015년 목표

ㆍRUC&ODC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자금조달 계획 수립
ㆍ목표한 자금조달 계획의 적시 수행

2015년 성과

ㆍRUC&ODC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자금조달 계획 수립

ㆍ3조 1천억 원의 자금 확보

2016년 목표

ㆍRUC&ODC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자본 조달

Our Response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에쓰-오일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인 RUC&ODC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적의 자
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전통적 자금 조달 방식에서부터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면밀

한 사전 비교·분석을 하였음은 물론,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와도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
사는 자금 조달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9월 이
사회에서 최종 투자의사 결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본격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을 금융 주선자로 선정하여 신디케

이티드론 약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의 사업성과 당사의 지속 성장 역량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녹록지 않은 금융시장 여건

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2015년 12월에 9개 금융
기관이 참여한 2.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약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른 국내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 기간 동안 재무적 융통성을 더욱 공고히 확보하고자 4천억 원의 회사채를 저리
로 발행하였으며, 추가로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약정을 국내외 4개 은행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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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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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에쓰-오일은 현장 부서에서 이사회까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리스
크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활동이 전략적 경영방침에 부합되도록 위원장인 CEO를 포함하여 회사의 최고 경영층으

로 구성된 ERM Committee(Enterprise Risk Management Committee)에서 주관하고 있습니
다. ERM Committee는 전사 리스크 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한 신

Why Is This Important?

속한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수행되도록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영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커

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은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에 반영하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잠재적 위험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을 통

고 있습니다.

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위험 요인

주요 리스크(Key Risk)에 대한 전사적 대응 시스템 운영

습니다.

는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ERM, Enterprise Risk

에쓰-오일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

및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

Managemen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RM은 리스크의 인식, 평가, 지표 선정, 대응,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사전에 주요

Our Commitment
Commitments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

2015년 목표

ㆍ상시 모니터링 시스템(EWS) 개선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ㆍ내부통제 평가항목의 최적화를 통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지원

ㆍECP(Emergency Control
Program)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제고

2015년 성과

ㆍEWS 프로세스 개선
ㆍ프로세스별 내부통제 항목 최적화

리스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운영됨으로써, 이머징리스크에 대한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

2015년 Major Risk Preventions Activities

ㆍ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업무 개선
ㆍ내부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수행

1Q
2Q
3Q
4Q

ㆍECC(Emergency Control Center) 및 ㆍ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전사 비상대응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제고
관련 설비 구축
ㆍ전사 비상대응훈련 실시

Our Response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운영

에쓰-오일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사적

으로 통합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의 다양한

리스크를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EWS(Early Warning System), IAMS(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ECP(Emergency Control Program)과 같은 전사적인 관

ㆍ법률 및 규정 위반 예방을 위한 Legal Compliance System 운영
ㆍ사내 IT시스템 보호를 위한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도입
MERS 유입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방지 활동 수행
ㆍ

 외주업체 작업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 감시인 서비스 도입
ㆍ

ㆍ최신 관제설비를 도입한 공장 ECC 설치

ㆍ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한 저유소 CCTV 및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ㆍ전사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시 리스크 대응 훈련 실시
ㆍ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공인 인증 획득

리 프로세스로 통합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적의 리스크 대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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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개선

EWS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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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방대한 전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EW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모니터링 시나리오의 중요도에 따라 현업 부서의 자체 관리 항목과 관련 부서의 협조 및
점검이 필요한 중점 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업 부서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평가 항목 최적화

자발적 통제에 의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수행 결과를 자체적
으로 평가하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구매, IT, 인사, 총무, 재무, 원가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집중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의 실

효성이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 새로운 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통제 활동이 수행되도록 시
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재무성과

본 재무성과 지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개별 재무제표 입니다.

요약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13

7,911,340

5,706,292

5,688,480

자산총계

11,914,935

10,249,414

10,784,946

680,507

1,390,052

2,180,898

비유동자산

4,003,595

유동부채

5,884,823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6,565,330

자본금

291,512

주식발행초과금

379,190

4,543,122
3,955,145

5,096,466
3,222,157

5,345,197

5,403,055

291,512

291,512

379,190

379,190

적립금

1,002,488

이익잉여금

3,678,291

3,257,548

3,735,106

11,914,935

10,249,414

10,784,946

자기주식

(1,876)

5,349,605

부채와 자본총계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3

매출액

매출원가

977,843

977,959

(1,876)

4,904,217

2014

(1,876)

5,381,891

(단위: 백만 원)

2015

31,158,528

28,557,562

17,890,272

929,211

275,346

1,451,499

(85,948)

(101,050)

(30,229,317) (28,282,216) (16,438,773)

매출총이익
판매비

(475,847)

(479,102)

366,044

(289,704)

금융비용

(250,001)

(329,258)

(253,480)

기타비용

(537,965)

(468,024)

(392,871)

(97,486)

97,811

(180,393)

(37,214)

(22,303)

관리비

(87,320)

영업이익
금융수익

290,879

기타수익

517,835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당기기타포괄손익

배당금 지급 실적
구분

현금배당 수익률
(%)

주당 현금 배당금
(원)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532,845)
817,604

220,230

145,960

480,780

491,316

(385,976)

289,306

(288,165)

286,224

(325,379)

2013

배당총액

현금배당성향(%)

386,792
(3,082)

당기총포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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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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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단위: 백만 원)

2014

808,529

부채비율

영업이익대비보상배율

수익성 지표

26.91

35.49

33.34

6.83

2013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배율

성장성·활동성 지표

(5.62)

6.50

2013

당기순이익증가율

(50.12)

창출된 경제적 가치의 분배
이해관계자

항목

정부

조세공과금

임직원

인건비

지역사회

사회공헌비용

채권자

주주, 회사

이자 비용

분배된 경제적 가치

배당, 유보이익

2014

5.40

(10.27)

총자산증가율

(6.79)

(1.01)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108.99

1.17
0.93

자기자본순이익률

2015

176.54

122.73

차입금의존도

2014

144.28

(1.01)
8.51

2014

2014

3,251

2,949

108

85

7,909

3.51

12.21
24.59

2015

317.98

(13.98)

2,893

4.57

(199.61)

(4.62)

536

2015

(37.35)

(179.14)

1,120

22.82

(8.35)

(53.18)

2013

100.39

(830)
426

(2,882)
(251)

382.22
5.23

(단위: 억 원)

2015

4,218
1,972
51

358

6,281

12,879

(단위: 백만 원)

2015

279,505

1.81

0.30

2.97

1,330

150

1,355

2013

134.44

605,833

17,559

2.52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단위: %, 배)

628,136

154,935

53.49

주요 재무지표

-

0.55
175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44.27
5.09

2,400
2,425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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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기반의 구축

영업이익률
(2016년 1분기)

14.3

에쓰-오일은 지속성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시설의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와 정유·석유화학 복합 설비 건설

%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세계의 단호한 의지가 결집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이에 따른 위기 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Key Issues

Report Subject

본원적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의 확보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
연구개발(R&D)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Aspect(보고범위)

Major Stakeholders

Economic
Performance
(에쓰-오일 내부)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Economic
Performance,
Emission
(에쓰-오일 내부·외부)

고객,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정부, 협력회사

RUC&ODC 프로젝트 부가가치 유발효과

1 1,10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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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쓰-오일은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RUC&O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에쓰-오일과 국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호 상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청정기술 부문

A nswer
에쓰-오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양의 원유를 투입하면

전년대비 온실가스감축
(Scope1, 2)

36,000

톤 CO2e

서도 값싼 중유의 생산 비중을 낮추고 프로필렌, 휘발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욱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정유, 윤활 및
아로마틱 사업에 더하여 올레핀 하류부문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에너지회사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약 5조 원의 투자를 통해 기계, 시설,

철강 등 다양한 국내 산업 생산활동을 유발하고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시설 가동 이후에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또한 국내 독점 생산업체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상당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화프로필렌 내수

시장에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입물량 대체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그리고 유관 기업들의 투자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부사장, 전략기획 총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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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역량의 확보

Our Response

RUC&ODC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및 올레핀 하류사업 준비

에쓰-오일은 수년 간의 면밀한 전략적 방향성 검토를 통해 최신 정유 기술을 적용한 중질유 분해시설과

이로부터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원료를 활용한 올레핀 하류시설을 건설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프

로젝트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동안 회사가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본 프

Why Is This Important?

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외 정유사간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성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유에 비해 활용도가 낮고,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수요와 가치가 지속적

장 전략 수립과 핵심 역량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은 물론 지속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

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질유 제품을 고부가가치의 가솔린 및 올레핀 기초 유분으로 전환할 수

습니다.

있게 되어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중질유 분해시설과 함께 건설될 올레핀 하류시

에쓰-오일은 수년 간의 검토와 준비를 통해 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서 지속 성

설은 세계적인 선도 석유화학회사와의 기술 제휴와 협력, 그리고 낮은 원가의 올레핀 기초 유분을 바탕

장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기존 정유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개선하여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으로 업계 최고의 경쟁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유-석유화학 복합 설비인 중질유 분해시설 및 올레핀 하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

올레핀 하류시설 건설을 통해 생산될 주요 제품은 폴리프로필렌(PP)과 프로필렌 옥사이드(PO)으로,

다. 선도적 투자를 통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대외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

당사의 사업 가치사슬을 PP 및 폴리우레탄(PU) 영역까지 확대하여 IT(Information Technology),

정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BT(Bio Technology) 등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의 소재 고급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PO와

같이 내수 공급처가 한정적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입을 대체함으로

Our Commitment
Commitments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ㆍ중질유 분해시설 및 올레핀 하류시설
프로젝트 개시

ㆍ상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의사
최종 결정

ㆍ전사적 역량 집중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ㆍ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TS 센터 설립 준비

ㆍTS 센터 설립 준비 가속화

ㆍTS 센터 건설 개시

SUPER 프로젝트를 통한
기존시설 수익성 개선

ㆍ중질유 수첨분해시설 개선

ㆍ중질유 수첨분해시설 개선완료

ㆍ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기반
확립 준비

ㆍ아로마틱 생산시설 개선 1단계
ㆍ아스팔트 생산시설 개선 1단계

ㆍ국내 우수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구
수행
ㆍ아로마틱 생산시설 개선 1단계 완료
ㆍ아스팔트 생산시설 개선 1단계 완료

선하고자 합니다. 올레핀 하류사업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고수익 실현을 위해 당사는 심도

2016년 목표

중질유 분해시설 및 올레핀 하류시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료

ㆍ우수 인재 확보

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내 PU 산업 및 연관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

있게 사업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국내외 잠재 고객 및 파트너와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활발히 사업 준
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올레핀 하류사업에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사업화 준비
ㆍ우수 인재 확보 노력 지속

ㆍ체계적 TS 기능 확립을 위한
조직 구축
ㆍ윤활기유 생산시설 개선

ㆍ잔사유 접촉분해시설 개선

ㆍ초저유황경유 생산시설 개선

RUC&ODC 프로젝트 공사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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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echnical Service)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SUPER 프로젝트 추진

제품 개발과 기술 지원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활동인 TS 역량 강화가 필

설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디젤 생산량 증대, 둘째, 기존 아로마틱 생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에쓰-오일이 추진하고 있는 SUPER 프로젝트는 첫째, 기존 중질유 분해시

수적입니다.

산시설 및 윤활기유 생산시설 개선으로 처리량 증대 및 제품 품질 향상, 그
리고 셋째,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공장 운전비의 지속적 절감, 에너

이를 위해 에쓰-오일은 2014년에 서울시와 연구개발 중심의 마곡산업단

지 효율 개선 및 공정신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 약 29,100m2의 부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부지에 기존 정유 사

SUPER 프로젝트는 2014년 이사회의 투자 승인을 득한 뒤 공사 규모와 실

업 강화를 위한 연료유·윤활유 엔진 시험동과 올레핀 하류부문 사업의 TS

행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Package-1, 2, 3으로 나누어 EPC(Engineer-

활동을 위한 케미컬 TS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특히 올레핀 하류부문 사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시

의 정기 보수 기간에 따라 2015년 11월, 2016년 11월 및 2017년 5월까지

장 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케미컬 TS센터는 회사가 올레핀 하류부문 사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핵심 기술 및 새
연료유·윤활유 엔진 시험동 및 케미컬 TS 센터 조감도

로운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 입니다.

케미컬 TS 센터의 기능은 올레핀 하류부문 사업의 확장과 함께 더욱 강

2015년에는 중질유 수첨분해시설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고부가

가치의 경유, 등유 및 윤활기유 생산량이 계획량 이상으로 증대되었으며,

개선 완료된 중질유 수첨분해시설

아로마틱 생산시설 개선 1단계 사업도 적기에 완료하여 파라자일렌(Pa-

화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기술 확보를 통한 신사업

ra-Xylene) 등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기회 발굴 및 향후 사업화를 선도하는 역할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윤활기유 생산시설, 잔사유 접촉분해시설 및 초저유황경유 생산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여

또한 회사는 TS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기술선과의 협업 및 교육

고품질의 경유, 가솔린, 윤활기유 생산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며, 2017년 완료 예정인 아로마틱 생산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TS 활동 추진을

설 개선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위해 체계적인 기술 과제 지원 시스템 및 기술 지원 프로세스 구축에도 박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2015년 상반기부터 우수 대학

SUPER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에쓰-오일은 본원적 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지속 성장의 기반

과의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인재 양성 및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

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한 공장시설 개선 및 수익 창출을 위한 후속 SUPER 프로젝트

습니다.

의 발굴, 기획 및 수행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스미토모 화학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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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칙

7-2

기후변화 대응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10,000
8,000

Why Is This Important?

8,142

7,983

6,000

2015년 12월, 마침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5개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로 선언하고, 자국의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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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4,000

에쓰-오일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 18개, 2014년 17개, 2015년 10개의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1년 대비 약 78만 톤을 감축하였습니다.

공공정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에쓰-오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0

0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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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탄소경영 인증인 ‘Carbon Trust Standard’를 획득하고 매 2년마다
성공적으로 갱신 하였으며, 2012년부터 전세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참여하여 4년 연속 우
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기업의 투명한 탄소정보 공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정부-산업계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지속

에쓰-오일은 이에 따른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전세계 기후변화

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ble Development)에 회장단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
에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고, KBCSD와 함께 ‘Sustainable Korea 2030’

Our Commitment
Commitments

전략적 탄소 대응
친환경기업 대외 커뮤니케이션

2015년 목표

2015년 성과

ㆍ배출권거래제 대응체계 구축
(사내절차 정비, IT 시스템 개선)

ㆍ구축 완료

ㆍCDP 우수기업 선정

ㆍ4년 연속 CDP 우수기업 선정

ㆍCTS 인증 갱신

ㆍCTS 인증 갱신 완료(2016년까지)

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목표

한편, 에쓰-오일은 폐열을 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연간 6만 1천 톤

ㆍ전사적 배출권거래제 대응체계
고도화

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탄소 저

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ECO 캠페인을 시행하

ㆍCDP 우수기업 선정

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운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CO 캠페인

석유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업 다각화

Our Response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연료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응

에쓰-오일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연료유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사업 기초 유분으로 전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탄소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합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 기초 유분을 활용하여 올레핀 하류부문으

니다.

로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것입니다.

에쓰-오일은 2012년부터 IT 기반의 탄소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월별로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에쓰-오일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제품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경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 시스템을 고도화 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운영 계획에 기반한 미래 배출량 예측, 에너지 감

축 프로젝트의 탄소 감축 단가 추정, 공정별 탄소 집약도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발굴 등을 배출권거래
제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절차를 정비하여 배출권 운영계획 수립, 배출권 회계처리 등에 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투자의사 결정 시 탄소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투자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에쓰-오일은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경영 시스템을 고도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4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75

제3자 검증의견서
에쓰-오일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생산성본부(이하 ‘검증인’)는 에쓰-오일로부터 ‘2015 에쓰-오일 지속
가능성보고서 및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 섹션(이하 ‘보고서’)’에 대한 제3
자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과 독립성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와 의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에쓰-오일에 있

습니다.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견에 대해 책임지며, 독립된 검

증기관으로서 본 보고서의 작성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립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

본 검증인은 검증범위로 ISAE 3000 및 AA1000AS(2008)에서 정의하

고 있는 Type2 검증 방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검
증간 보고기준의 효과성과 신뢰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의미

합니다. 검증수준은 ISAE 3000에서 정의된 제한적 수준의 리스크 저감
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AA1000AS(2008)에서 정의된 검증의 중간수준
(Moderate level)과 일치합니다.

검증 결과

중대이슈

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을 통해 에쓰-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
에의 진출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성실하

오일의 보고서가 GRI G4 Guideline의 Comprehensive Option에 대
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표준공개(General Standard Disclosures)의 경우 Comprehen-

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환경 및 사회적 성과 데이터는
표본 추출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쳐 검증 기준(Type2, Moderate level)
에 부합하는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증 방법

본 검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
니다.

• GRI G4 Guideline의 Comprehensiv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GRI G4 Guideline을 기준으로 보고 내용 및 품질에 대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상의 오류를 다른 출처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였습니다.

• 서울 본사 및 온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주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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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의 대응

-

경제성과
배출

DMA & Indicators
-

-

DMA, EC1~4

DMA, EN15-21

포괄성(Inclusivity): 이해관계자의 참여

같이 보고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요성 이슈(Material Is-

ployees),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Owners and Other Stakehold-

(Indicators)를 검토하였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영된 의견들이 경영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으며,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의 경우 아래와

sues)에 대한 DMA(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및 지표

중대이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Material Aspect

DMA & Indicators

고객 보건안전

DMA, PR1-2

산업안전보건

자산완전성과 공정안정성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배출

폐수 및 폐기물

본 검증인은 상기의 검증범위와 수준에 따라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의 신

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재무 데이터는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

연구·개발(R&D) 강화

Material Aspect

siv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제한 사항

뢰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은 서울 본사 및 온산 공장

본원적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규정준수
에너지 사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

지속성장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고객만족활동

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사회의 문화저변 확대 기여

정유사업의 국가경제에의 기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상생의 조직문화 및 복리후생제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준법경영 강화

회사 및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기업 투명성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프로젝트 자금 조달 노력)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창출된 경제적 가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배분

종합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

-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지역사회

지역사회

간접경제효과
고용

훈련 및 교육
경제성과
-

컴플라이언스
-

-

-

-

경제성과

DMA, LA5-8

에쓰-오일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고객(Customers), 임직원(Em-

ers)로 정의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명확히

• 에쓰-오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

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내 경제, 사
회, 환경적 측면의 이슈들에 대해 에쓰-오일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된 이슈들이 에쓰-오

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 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에 대해

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이행과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이

해관계자들이 에쓰-오일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인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통해 에쓰-오일과 이
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선정하는 참여과정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DMA, EN1-2

중요성(Materiality): 주요 이슈의 선정 및 보고

2016년 05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홍순직

DMA, EN8-10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효성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최고

김동수 센터장

DMA, OG-13
DMA, EN3-7, OG2-3
DMA, EN15-21

DMA, EN22-26,
OG5-7

DMA, EN29
DMA, EN31

DMA, EN3~7,
OG2~3

에쓰-오일은 산업 및 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는 중대성 평가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에쓰-오일

이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적 경영이슈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정된 주요 이슈는 경영원칙과 연계하여 보고함으로써 보고
이슈들에 대한 에쓰-오일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MA, PR3~7

대응성(Responsiveness):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

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했으며, 그 내용들이 보고서에 적절하

-

DMA, PR3~7

DMA, SO1~2

DMA, SO1~2
DMA, EC7~8
DMA, LA1~3

DMA, LA9~11
DMA, EC1~4
-

DMA, SO8
-

-

-

-

DMA, EC1~4

에쓰-오일은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대사항을 파악하

이양호 팀장
이승상 팀장
정승태 전문위원

게 기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각 경영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임

원들의 인터뷰 내용은 에쓰-오일의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쓰-오일은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하여 보
고서를 통해 대응 활동 및 성과를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

본 검증인은 에쓰-오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의 내용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 에쓰-오일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그

룹별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채널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목
소리에 따른 회사의 대응 정책과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검증 글로벌 국제 표준 AA1000 제정
기관인 Accountability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검증기관으로서 단독 검증을 수행할 수 있
는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위원단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자문 및 검증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A1000AS(2008):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Accountability사가 제정한

글로벌 검증 표준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조직 운영, 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성과 정보의 신뢰성
을 평가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2008)로 Account〮 AA1000APS(2008):

ability사가 제정한 글로벌 검증 원칙으로 AA1000 표준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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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는 검증을 통해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GRI G4 Comprehensive 옵션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지표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G4

지표명

보고 위치

지표 충족률

G4-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선언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2~3

표지

●

G4-3

기업명

표지

●

G4-5

본사/본부 소재지

표지

●

전략 및 분석
G4-2

조직 프로필
G4-4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G4-6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와
국가명

G4-7
G4-8
G4-10

조직 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표지

●

단체협상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G4-12

공급망

G4-14

예방 접근이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G4-13

보고기간동안 규모, 구조, 소유구조, 공급망(supply chain) 등의 주요변화

G4-15

자발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헌장과 일련의 원칙들, 또는 이니셔티브 중 참여하고 있는 내용

G4-16

주요 협회 가입현황

중대이슈 및 보고경계 도출

a.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 리스트
b.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리스트

G4-17

a. 보고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b. 보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시행된 보고 원칙

G4-18
G4-19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 이슈 리스트

G4-20

조직 내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G4-21

조직 외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G4-22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의 효과, 재인용의 이유

G4-23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참여 이해관계자 리스트

G4-26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빈도로 본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고서 준비를 위한
참여 프로세스

G4-25

G4-27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보고 프로필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온 중대 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

표지

78

●

표지

●

표지, 4~5
64~65
82
82

●

●
●
●

76~77
76~77
74.9%

76~77

76~77
76~77
76~77
76~77

●

76~77

5

●

5

●

5
6~7

표지, 6~7

●

●
●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4~5

●

4~5

●

76~77

4~5

●

76~77
76~77

표지

●

표지

●

표지
표지

●

●

일반지표
G4

G4-32

G4-33

지배구조
G4-34
G4-35
G4-36
G4-37
G4-38
G4-39
G4-40
G4-41

76~77

4~5

보고주기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76~77

76~77

G4-30

78

76~77

●

●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76~77

표지

표지

G4-31

76~77

●

보고기간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76~77

●

G4-28
G4-29

76~77

●

표지
표지

76~77

●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a. 계약형태 및 성별에 따른 종업원 수
b.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정규직 수
c. 성별에 따른 사원 및 관리직 수
d.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총 인력수
e. 중대한 기업활동 중의 일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나 개인에게 위탁된 경우
f. 계절적 요인 등 특수상황으로 인한 중대한 단기 종업원 인력 변동

G4-11

표지

외부검증
76~77

●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지리적 분포, 산업 분야, 고객 및 수혜자 형태 등 포함)

G4-9

표지

비고

NA 해당사항없음

76~77

G4-42
G4-43
G4-44

G4-45
G4-46
G4-47
G4-48
G4-49
G4-50
G4-51
G4-52
G4-53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지표명

보고 위치

지표 충족률

76~77

●

76~77

표지

●

76~77

위원회를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조직도 및 경제·사회·환경 주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리스트
(위원회별 대표 주제 명시)

52~53

●

76~77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임원 레벨의 책임자 존재 여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의 직보체계
수립 여부

52~53

●

76~77

52~53

●

76~77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보고

52~53

●

76~77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추천 과정 및 선정 기준(하부 위원회 포함)

52~53

●

GRI 인덱스
a. ‘in accordance’ 선택 옵션 보고(core or comprehensive)
b. 선택된 옵션의 GRI Content Index 보고
c. 3자 검증 보고서

a. 외부검증 관련 정책 및 활동
b. 검증 범위 및 기준(검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 명시)
c.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과의 관계
d.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의 역할

경제·사회·환경 과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경영진-직원으로의 권한위임 프로세스

경제·사회·환경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간의 협의 절차
(위임된 경우, 어디로 이관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피드백 프로세스
포함)
CEO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을 겸임하는지 명시(겸임 시 기능 및 이유 명시)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간 이해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 교차 이사회 구성원
-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순환출자
- 지배주주와의 거리
- 특수관계자 공시

52~53

52~53

●

●

비고

NA 해당사항없음

외부검증

76~77

76~77
76~77

52~53

●

76~77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목적, 가치,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구축하는데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52~53

●

a.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제·사회·환경 성과 평가 절차
(평가의 독립성 및 평가 빈도, 자가평가 여부 포함)
b. 최고 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해진 조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변경 및 조직적 관리 포함)

52~53

76~77

●

76~77

52~53

●

76~77

a. 경제·사회·환경 영향 및 리스크, 기회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실사절차 이행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 포함)
b. 경제·사회·환경 영향 및 리스크, 기회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52~53

●

76~77

경제·사회·환경 영향 및 리스크, 기회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검토 빈도

52~53
52~53

●

76~77

4~5

●

경제·사회·환경 주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조직의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모든 중대이슈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공식적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가진 최고 임원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의 심각한 우려 사항 전달 과정

52~53

●

a.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수정책
b.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임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환경 성과 기준

52~53

●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는 불만의 성격, 횟수, 빈도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매커니즘
보수 결정 절차(보수 관련 컨설턴트의 참여 여부 및 경영 참여 여부, 조직과의 관계 등)
보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포함 여부(투표권 행사 등)

52~53
52~53
52~53

●

●
●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79

GRI G4 Content Index
일반지표
G4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지표명

G4-54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highest-paid individual)의 연간
총 보상금액 비율

G4-55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상승율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highest-paid individual)의 연간 총 보상금액 상승율

G4-56

기업의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G4-57

조직 내·외부 윤리 및 준법, 조직의 청렴도와 관련된 헬프라인 및 상담조직 등

G4-58

조직 내·외부의 적발된 비윤리 행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계층적 관리 체계

보고 위치
80
80

56~57
56~57
56~57

지표 충족률
●

●

●

비고

최고 연봉자는 CEO로,
CEO의 보수는 그를 제외한
임직원 보수 중간값의 5배 이며,
연간 보수상승률은 동일함

NA 해당사항없음

외부검증
76~77

76~77
76~77
76~77

●

76~77

●

세부지표
G4

보고 위치

지표 충족률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

7

N/A

G4-EN22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7

●

G4-EN24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18~19

●

온실가스 감축

G4-EN21

G4-EN20

G4

지표명

DMA

a. 중대이슈로 선정된 이유 및 영향
b. 중대 이슈에 대한 관리 방법
c. 관리체계 평가 방법

성과관리체계(DMA)

이슈별 지표

보고 위치

지표 충족률

비고

NA 해당사항없음

외부검증
65

●

G4-EN23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G4-EC3

연금제도에서 사측부담 범위

G4-EC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의 재무적 영향 및 기회 또는 위험

G4-EC4

정부지원금

환경

에너지

G4-EN3

조직내 직접 에너지 소비

G4-EN5

에너지원 단위

G4-EN4

조직외 에너지 소비

G4-OG2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총투자 금액

G4-EN6

에너지 사용 절감량

G4-OG3

신재생 에너지원별 총 생산량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량

수자원

67

●

48

●

74~75

N/A

7

●

7
80

●

N/A

20~21

●

74~75

공급원별 총 취수량

7

G4-EN10

N/A
●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7

●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7

G4-EN18

80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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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UEDC 대비 에너지 사용량
• 2013년: 39.1 MJ/kUEDC
• 2014년: 36.0 MJ/kUEDC
• 2015년: 39.4 MJ/kUEDC

65
65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7

●

N/A

75

●

G4-EN29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및 제재 건수

81

●

G4-EN31

형태별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7

◐

전반

사회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76~77

N/A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규정 준수

외부검증
76~77

●

-

비고

●

G4-EN27

●
●
●

G4-LA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G4-LA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훈련 및 교육

76~77
최근 3년간 위반사례 없음

76~77
76~77

●

76~77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기구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관련 지표

43

●

76~77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42

●

76~77

10~11,
34~39

◐

76~77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성별, 종업원 유형별)

G4-LA12

인권

차별금지
G4-HR3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65
65

76~77

42

G4-LA11

G4-SO2

65

76~77

76~77

다양성 및 차별금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5

●

●

G4-SO1

65

43

76~77

76~77

◐

65
65

●
●

6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65
65

43
42~49

44~46

G4-LA9

G4-LA10

사회

65

7

7

65

●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65

65

N/A

G4-EN16

65

◐

-

배출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

65

●

-

G4-EN8
G4-EN9

바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 처리량 및 해외반출된 폐기물비율

제품 및 서비스

임직원

G4-EC1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75

NA 해당사항없음

노동관행 및 노동권

경제

경제 성과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폐수 및 폐기물

G4-EN26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지표명

G4-EN19

G4-EN25

세부지표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지역사회

공급망의 사회적 영향 평가
G4-OG10

지역사회 및 원주민들과의 주요 분쟁 내용 및 발생 건수

G4-OG11

해체된 생산시설 및 해체 진행 중인 생산시설의 수

제품책임

고객 보건안전

◐

76~77

N/A

76~77

-

76~77

N/A

G4-PR1

개선을 위해 보건안전 영향 평가를 고려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비율

25

●

G4-PR2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한 사례의 횟수와 형태

81

●

최근 3년간 위반사례 없음

76~77

76~77

81

UNGC Index
UNGC 10 Principles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2.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4.
원칙 5.
원칙 6.

환경
Environment

원칙 7.

반부패
Anti-Corruption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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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기업지배구조 최우수 기업 선정

9월

10월

금탑산업훈장 수상(나세르 알 마하셔 CEO)

1983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단법인 환경보호 협의회
한국선진화포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산공단대량위험물안전관리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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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지역사회 시민

□ 기타 (

)

2. 어떤 경로를 통해 에쓰-오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알게 되셨습니까?
□ 에쓰-오일 홈페이지

② 지속가능경영 체계

1980

□ 협력회사

□ 연구 및 교육 기관

□ 스마트폰·태블릿PC 앱
□ 기타 웹사이트

□ 세미나·강의·전시회

□ 신문·잡지

□ 기타 (

)

⑧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③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⑩ 투명한 지배구조 추구

④ SPECIAL REPORT 1.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에쓰-오일

⑤ SPECIAL REPORT 2.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에쓰-오일

)

)

① CEO 인사말

⑦ 고객중심경영의 강화

온산공단환경관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주주 및 투자자

⑥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가입연도

온산공단안전관리협회

□ 언론

Dow Jones, RobecoSAM, 한국생산성본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한국위원회(CDP한국위원회)

가입단체

대한석유협회

□ 에쓰-오일 임직원

□ 시민단체

<보고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탄소경영 우수기업 -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1위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협회 가입 현황

□ 고객

미 Fortune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DJSI World Index 편입(Oil & Gas Producer)

10월

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4. 아래 열거된 <보고서 내용> 중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

수여기관

Fortune Global 500(439위)

9월

이메일: sustainability@s-oil.com

3. 아래 열거된 <보고서 내용> 중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수상내용

7월

팩스: 02-3772-0964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에쓰-오일 지속가능경영팀(우편번호 04196)

□ 에쓰-오일 임직원

주요 수상 실적
시기

전화: 02-3772-5237

독자의견

탁월한 운영 효율성의 달성
∙ 안전관리 강화
∙ 환경 영향 최소화
∙ 가치사슬 생산성 향상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015 에쓰-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⑨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 제공
⑪ 최적 자본효율성의 확보
⑫ 지속성장기반의 구축
⑬ 기타 (

)

5.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 이슈가 충분히 다루어졌습니까?
□예

1986
1988

□ 아니오

6.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 이슈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1993
1997
2001
2002
2005
2008
2008
2010
2011

2015

Environmental : A
Social : A+
Governance : A

2015

7. 본
 보고서는 SPECIAL REPORT와 에쓰-오일의 7대 경영원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 또는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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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FSCTM(Forest Stewardship CouncilTM, 삼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에쓰-오일(우편번호 04196)
Onsan Refinery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우편번호 44995)
www.s-o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