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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경영 (1) 도입 배경

Sustainable DevelopmentSustainable Development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 “Our Common Future (1987)”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 “Our Common Future (1987)”

Sustainable Development MilestonesSustainable Development Milestones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Sustainable Development” 용어 처음 제시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과 Agenda 21, 기후변화협약 등 채택

-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설치 결정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Sustainable Development” 용어 처음 제시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과 Agenda 21, 기후변화협약 등 채택

-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설치 결정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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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경영 (2) 개념 정리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working to improve quality of life with employees, their families, 
the local community and stakeholders up and down the supply chain. 

Environmental Aspect   

● ● ● ●

● ●

통합적
고려

Social Aspect   

Economic Aspect   
기업가치제고

투명성 & 공정경쟁

혁신 (경영,기술) 

청정생산

전 과정 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 리스크 관리

지역사회경제기여

사회 공헌

정도 경영

안전 보건

Social Responsibility

Eco-Efficiency

Economic Growth

Silent Spring 
(1962)

보팔 사고
(1984)

리우 선언
(1992)

소니 사례
(2001)

아동노동, 사회적
파문 (1998년)

엔론 파산
(2001) 지

속
가
능
경
영

지
속
가
능
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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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경영 (3) 동향

국제 동향 국내 동향

기업 평가 확산

- DJSI (美)

’00년부터 매년 9월 발표 ⇒ 14개국 52개 펀드 이용

- Innovest 社 (美)

전세계 50여 개 산업, 2,000여 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포춘 誌> 선정 250대 기업 중 68% 보고서 발간

기업 평가 확산

- DJSI (美)

’00년부터 매년 9월 발표 ⇒ 14개국 52개 펀드 이용

- Innovest 社 (美)

전세계 50여 개 산업, 2,000여 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포춘 誌> 선정 250대 기업 중 68% 보고서 발간

기구 설립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00. 9)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설립 (’02. 3)

평가 도입

- 삼성투자신탁운용㈜ “ECO 펀드”

-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경영지수(SMI)” 등

기업의 노력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화학산업의 “Responsible Care 활동”

기구 설립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00. 9)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설립 (’02. 3)

평가 도입

- 삼성투자신탁운용㈜ “ECO 펀드”

-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경영지수(SMI)” 등

기업의 노력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화학산업의 “Responsible Care 활동”

[출처] KPMG International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05 (2005. 6)
<한화석유화학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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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경영 (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사례

대상 : 국내 32대 제조기업

평가

기업문화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평가단(27명)

평가

대상 : 국내 32대 제조기업

평가

기업문화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평가단(27명)

평가

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 경영지수

(SMI : Sustainable Management Index)

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 경영지수

(SMI : Sustainable Manage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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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화석유화학의 지속가능경영 사례(1)

경영혁신 ACE [Absolute Competitive Edge] 활동

219

696
(616)

(1,096)

2,627

업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개선

의식개혁, 조직활성화, 업무개선

ACE 
활동

활동
성과

이익개선 활동 및 혁신과제 추진

- 사업장 경쟁력 강화 Master Plan 추진

- 중점 원가 절감 활동

- 각 팀별 혁신과제 추진

조직 활성화 및 혁신활동 기반 조성

이익개선 활동 및 혁신과제 추진

- 사업장 경쟁력 강화 Master Plan 추진

- 중점 원가 절감 활동

- 각 팀별 혁신과제 추진

조직 활성화 및 혁신활동 기반 조성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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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화석유화학의 지속가능경영 사례(2)

청정생산기술(CP ; Cleaner Production)

개 선 과 제 : 52건
투 자 비 : 21억
경제적 효과 : 67억

개 선 과 제 : 52건
투 자 비 : 21억
경제적 효과 : 67억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최적화를 통해

환경과 자원보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

사후처리 개념(EOP)을 탈피한 근원적인 오염

물질 저감 기술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최적화를 통해

환경과 자원보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

사후처리 개념(EOP)을 탈피한 근원적인 오염

물질 저감 기술

적용 사례개념

운영 효과 (’01 ~ ’04)

0

1

2

3

4

5

'99 '00 '01 '02 '03 '04
0

0.03

0.06

0.09

0.12

0.15

에너지 수자원 원부원료 대기

0

1

2

3

4

5

'99 '00 '01 '02 '03 '04
0

0.03

0.06

0.09

0.12

0.15

에너지 수자원 원부원료 대기
[톤/톤] [Kg/톤]

[Mcal/톤]
옥시 반응기

에틸렌

HCl

EDC

미반응 에틸렌

냉각기

5.0 →

0.7톤/hr

고온열분해시설

Air O2

♣ 폐가스 발생량 감축 :    4.3톤/hr  (CO2, 에틸렌 등)
♣ EDC 생산량 증대 : 2,800톤/년 (14억원/년)
♣ 에틸렌 사용량 절감 :    990톤/년 ( 4억원/년)

◈ OXY 반응공정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생산량 증대

EDC 제조시 Air → 순산소로 변경, 반응기 2기 추가
CO2 등 오염물질 저감 및 반응 수율 향상 (VCM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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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화석유화학의 지속가능경영 사례(3)

에너지절감(SAVE) 활동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응 조직 구성 및 산업자원부 대책반 활동

배출량 Inventory 구축

총량 기준 79,684 Ton-CO2 감소(’00년 대비 5%)

대응 조직 구성 및 산업자원부 대책반 활동

배출량 Inventory 구축

총량 기준 79,684 Ton-CO2 감소(’00년 대비 5%)

1999년부터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도입 · 운영

⇒ 에너지 전문기관(日, JEMCO) 진단 & Consulting

산업자원부와 자발적 협약 체결 (’99년~현재)

에너지 절감 실적 [’00~’05] : 244 억 절감

1999년부터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도입 · 운영

⇒ 에너지 전문기관(日, JEMCO) 진단 & Consulting

산업자원부와 자발적 협약 체결 (’99년~현재)

에너지 절감 실적 [’00~’05] : 244 억 절감

에너지절감(SAVE) 활동 효과 온실 가스 감축 실적

0.4

0.45

0.5

0.55

0.6

0.65

0.7

0.75

0.8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여수공장

울산공장

전체

연료 대체 및 스팀 수급선 변경 등으로

2000년 대비 CO2 원단위 21% 감축

0.145
0.151

0.1540.156
0.159

0.166
0.171

0.120

0.124

0.1330.134

0.112
0.116

0.124
0.132

0.1

0.12

0.14

0.16

0.18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6월

울산
공장

여수
공장

[TOE/톤]

’99 대비 18% 절감

’99 대비 2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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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화석유화학의 지속가능경영 사례(4)

사회공헌 활동 윤리 경영 실천 활동 활성화

열린 경영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2003 & 2005)

▶ 사업장 환경교육장 개방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2003 & 2005)

▶ 사업장 환경교육장 개방

▶ 윤리경영 실천 사무국 구성/운영

▶ 윤리경영 선포 (2003. 4)

▶ 윤리경영 매뉴얼 배포

▶ Cyber 신문고 운영

▶ 윤리경영 실천 사무국 구성/운영

▶ 윤리경영 선포 (2003. 4)

▶ 윤리경영 매뉴얼 배포

▶ Cyber 신문고 운영

이웃사랑 사회복지 활동

- 총 536회/연인원 3,879명 참여 (2004년)  

- 주거환경개선, 수해복구, 무료급식지원 등

- 선진모금제도 “매칭 그란트” 운영

- 2003 & 2004년 실적

자연사랑 환경보전 활동

- 총 64회/연인원 1,372명 참가 (2004년)

- 자연생태계 보전, 1사1하천 정화 활동 등

미래사항 교육홍보 활동

- 사랑의 공부방 지원, 결식아동 방학교실 등

-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개최

-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활동 지원

구분 봉사 연인원 봉사 횟수 매칭 그란트 계좌수 모금액

2003년 1,700     190     52,348               163,425,998   

2004년 3,879     536     63,859               271,077,748   

이웃사랑 사회복지 활동

- 총 536회/연인원 3,879명 참여 (2004년)  

- 주거환경개선, 수해복구, 무료급식지원 등

- 선진모금제도 “매칭 그란트” 운영

- 2003 & 2004년 실적

자연사랑 환경보전 활동

- 총 64회/연인원 1,372명 참가 (2004년)

- 자연생태계 보전, 1사1하천 정화 활동 등

미래사항 교육홍보 활동

- 사랑의 공부방 지원, 결식아동 방학교실 등

-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개최

-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활동 지원

제품 안전성 확보

▶ PL 대응 시스템 구축

- 대응위원회 구성, 방침 제정

- 배상책임보험가입

▶ PL 내부 점검 실시(1회/년)

▶ PL 대응 시스템 구축

- 대응위원회 구성, 방침 제정

- 배상책임보험가입

▶ PL 내부 점검 실시(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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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sponsible Care ® 소개(1)

화학화학 산업의산업의 실행실행 프로그램프로그램

개 념개 념

Responsible Care®

▶ 화학산업의 이미지 제고
▶ 환경·안전사고 예방

▶ 기업의 가치 제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

화학 제품의 개발에서
부터 제조 · 판매 · 유통 ·
사용 ·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 전 ,  인 간 의 건 강 을
보 호 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
하 고 실 행 함 으 로 써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운동

특 징특 징

전근로자 참석

회원사간 협력

지속적인 개선

성과외부 공개

국제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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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sponsible Care ® 소개(2)

◈ 추진 배경

인도 보팔 화학공장 폭발 사고(1984년) 후 캐나다화학공업협회(CCPA)에서

“화학산업 = 공해유발 &  환경유해 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

인도 보팔 화학공장 폭발 사고(1984년) 후 캐나다화학공업협회(CCPA)에서

“화학산업 = 공해유발 &  환경유해 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

◈ 발전 과정

▶ 1985  RC 출범 (캐나다 화학공업협회, CCPA)  

▶ 1988  RC 채택 (미국화학공업협회, ACC)

▶ 1990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 RC Leadership Group(RCLG) 조직 RC 본격 전개

▶ 1991  RC Fundamental Features 설정

▶ 1999  RC Peer Review 프로그램 실행

▶ 2002  The Third-party Audit 강화

▶ 2005  세계 52개국이 ICCA/RCLG 가입 (세계화학산업의 85%)

▶ 1985  RC 출범 (캐나다 화학공업협회, CCPA)  

▶ 1988  RC 채택 (미국화학공업협회, ACC)

▶ 1990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 RC Leadership Group(RCLG) 조직 RC 본격 전개

▶ 1991  RC Fundamental Features 설정

▶ 1999  RC Peer Review 프로그램 실행

▶ 2002  The Third-party Audit 강화

▶ 2005  세계 52개국이 ICCA/RCLG 가입 (세계화학산업의 85%)

⊙ 지속적인 환경개발을 위한 유엔회의(Rio 회의)에서 Agenda 21의 Action plan으로 지정

⊙ UNEP 등 국제 기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 주요 선진 화학 기업들의 핵심 경영 요소로 채택 / 운영

⊙ 지속적인 환경개발을 위한 유엔회의(Rio 회의)에서 Agenda 21의 Action plan으로 지정

⊙ UNEP 등 국제 기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 주요 선진 화학 기업들의 핵심 경영 요소로 채택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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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Responsible Care ® 현황(1)

◈ KRCC 연혁 ◈ 조직 구성

1998.12 RC공동추진위원회 &

Working Group 구성

1999.12 한국RC협의회 (KRCC) 창립

2000.09 ICCA/RCLG 가입 (46번째)

2001.08 Four Codes of Management 

Practices 확정

2003. 11 제8회 APRCC 대회 개최

2004.02 The 1st Self-assessment 실시

2004.11 화학방재연구센터 산학 협정

1998.12 RC공동추진위원회 &

Working Group 구성

1999.12 한국RC협의회 (KRCC) 창립

2000.09 ICCA/RCLG 가입 (46번째)

2001.08 Four Codes of Management 

Practices 확정

2003. 11 제8회 APRCC 대회 개최

2004.02 The 1

총회총회

이사회이사회

감사감사

자문단자문단

실행

위원회

실행

위원회

국제

위원회

국제

위원회

홍보

위원회

홍보

위원회

법제

위원회

법제

위원회

총무

위원회

총무

위원회

위원장 황무영 위원장 정종구 위원장 이창수

위원장 홍현종 위원장 류적용

st Self-assessment 실시

2004.11 화학방재연구센터 산학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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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Responsible Care ® 현황(2)

◈ 회원사 현황

- 일반 회원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료, 정유 업체 등 국내 70개사

- 준회원 (8개 단체 회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LG환경연구원

- 자문단 (15명 자문위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장

산업자원부 기초소재과장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

인제대 정상태 교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석유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안영옥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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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Responsible Care ® 주요 활동(1)

◈ RC Codes
▶ Community Awareness and Emergency Responsce
▶ Process Safety
▶ Employee Health & Safety 
▶ Pollution Prevention
▶ Distribution
▶ Product Stewardship 

1

2

3

4

5

6
P rocess Safety

Employ ee Health &
Safety

Pollution
P rev ention

Emergency
Response

IA: Implementing
Action plan

IA: Implementing
Action plan

Implementation Status

◈ Management Practices 이행 & 평가

▶ RC 조직 구성 및 실행 계획 수립 (2002)
▶ The 1st self-assessment 실시 (2004)
▶ The 2nd self-assessment 실시 (2005)

. 실행 항목 설정/추진 단계, 정착 단계 미 도달

. 회원사 Self-assessment 정례화 틀 마련

▶ Management Practices 세부 항목 체계화

▶ Responsible Care codes 확대 · 완성 (2005년)
▶ The Third-party Audit 프로그램 검토/개발

. 2006년 실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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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Responsible Care ® 주요 활동(2)

◈ 환경 · 안전 · 보건 능력 배양 지원 프로그램

<KRCC 아카데미>

▶ “화학산업 미래전략 아카데미 2005” 추진

. 발전적인 화학산업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이슈 (2005. 7)

. 화학산업 그리고 미래전략-화학물질비상방재 (2005.9)

. RC를 통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개발 및 발전전략 (2005.11)
▶ KRCC 아카데미 (2회/년 실시)

. 기후변화협약과 화학산업 (2005. 6) 
▶ 화학방재연구센터 운영 지원

. 화학방재정보서비스 산학 협정 체결 (2004. 11, 인제대)

. 민간 주도 화학물질 비상대응 및 안전 정보 서비스 제공

▶ 중소 화학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 개최

◈ 제8회 아시아·태평양 Responsible Care 대회 개최 (APRCC , 2003. 11. 4 ~ 7.)

<APRCC>

▶ 주제 : Responsible Care와 사회 공동체 ; 완전한 협력을 위하여

▶ 20 개국, 130 여 기업, 536 명 참가

▶ 아시아·태평양 Responsible Care 기구(APRO) 창설

▶ 서울 선언문 채택

. APRCC 대회 조직에 관한 기본 틀 마련

. 이해당사자와 협력, 사회공동체와 제휴,  
APRO 단체의 상호 정보 및 전문지식/기술 교류 증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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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Responsible Care ® 주요 활동(3)

◈ Educational Outreach 프로그램 시행

⊙ 행사명 : “열려라 ! 즐거운 화학 세상”
⊙ 목 적

.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화학산업의 중요성 인식

. 지역사회와 화학기업의 우호적 관계 구축

. 산업의 이미지 제고

▶ 경남 거창 샛별초등학교 (2003. 7. 14.)
. 교직원과 학생 250 여명 참가

▶ 전남 여수 쌍봉초등학교 (2004. 10. 16.)
. 여수지역 10개교 초등학생 약 600명 참가

▶ 2005년 Outreach 추진

. 울산 (2005. 9. 24, 울산대 체육관)

. 대산 (2005. 10. 15,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여수 (2005. 10. 22, 여수대 체육관)

<열려라 ! 즐거운 화학 세상>`

<Web page: www.krcc.or.kr>

◈ 홍보 활동

▶ 분기별 뉴스 레터 발간 (2001 ~ 현재)
▶ RC Weekly 서비스

▶ EU REACH 자료집 발간

▶ RC 자체 평가 및 결과 보고서 발간

▶ RC Award 시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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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석유화학 소개 –– 회사회사 연혁연혁

한화석유화학㈜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분사분사 (1999)(1999)

여천 NCC㈜

Biz Swap Biz Swap && J/V (1999)J/V (1999)

한양화학 (1969)

한국 플라스틱 공업㈜ (1972) 한국 Dow Chemical  (1975)

((Merge)Merge)

한양화학㈜ (1984)

PVC 5개사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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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석유화학 소개 –– 수직수직 계열화계열화

바닥장식재

PVC 타일
자동차부품

인조대리석

가공제품

여천 NCC㈜

Chlor-Alkali

PVC

Polyethylene

LDPE                     
(including EVA         60)
LLDPE                 
Wire & Cable       

EDC(DC)                     
VCM                      
PVC/ PSR             
PLZ            
2-EH                      

Chlorine                 
NaOH
HCL                        
ECH                        

Naphtha Cracker

Ethylene          1,400
Propylene           705
BTX                    550
SM                      140

590
600
550
80

100

370

350
52

645
690
40
23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Kilo t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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