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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고서 전반
풀무원은 2006년 첫 번째 지속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로
2010년 다섯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풀무원 지속경영보고서는 모든 자회사 성과를 포함한
전사 통합보고서로, 풀무원은 2008년부터‘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으로서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기업’
지속경영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전사적인 관점으로 통합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작성원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가이드라인,
BEST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
보고범위 풀무원홀딩스, (손)자회사(풀무원식품, 엑소후레쉬물류, 푸드머스,
이씨엠디, 풀무원건강생활, 풀무원샘물), 계열회사(올가홀푸드, 엔에이치오)
보고기간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08~2010년의 3개년 데이터 제시
보고주기 매년 발간
보고서검증 내부 경영진 검토 및 산업정책연구원(IPS)에 의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지속경영보고서 담당자
전화번호 02-2040-4470
팩스번호 070-7016-11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주)풀무원홀딩스 전략경영부문
지속경영보고서 링크 www.pulmuone.co.kr

2009년 보고서와 달라진 점
CSR 활동 풀무원의 반응적, 전략적 CSR 활동을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하여
풀무원의 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영접근방식(DMA) 강조 각 영역별 DMA를 통합하여 보고함으로써
한눈에 지속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는 풀무원홀딩스와 사업자회사, 계열회사를
모두 아울러‘풀무원’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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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이웃사랑’과‘생명존중’
의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풀무원은 제품의 전 과정에 걸
친 환경영향을 파악해 친환경 원료, 포장재 및 제조기술을 도입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열린 주주총회와 공장견학 행사로 발생한 CO₂는‘탄소중립프로그램’을 통해 제로화하였습니
다. 풀무원은 2007년 4월 식품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인권, 노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연과 원자재 가격 급등, 치열해진 시장경쟁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풀무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원들이 단합해 회사 안팎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구조가 건실해지고 위기에 대처하는 기초체력이 강
해지는 등 글로벌 로하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기쁨경영 활동에 기반을 둔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차별화 전략, 글로벌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풀무원의
비전인‘글로벌 DP5’를 향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재무적 성과와 함께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지속
적으로 받았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30대 기업에 선정됐고,‘2010년 일하기 좋은 한국 기
업’시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종합식품부문 1위에 선정됐습
니다. 풀무원이‘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바른마음경영을 실천하여
지속성장 가능성과 높은 기업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풀무원의 핵심가치는 바른마음경영(TISO경영)입니다. 풀무원은 이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바른마음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기준을 제정해 실천하
고 있습니다.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경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풀무원식품 등 계열 3개사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
급심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동, 환경, 부패방지를 기준으로 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지지하며 다
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풀무원은 기업의 본질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환경·안전책임을 다하는 사회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품사업에 있어‘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른먹거리’를
만든다는 식품의 가치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바른먹거리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도 바른먹거리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국내기업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식
품표시 확인교육을 실시하는‘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
에 나섰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풀무원이 선
도적으로 시행해온 완전표시제, 생산이력정보제, 제조일자표시제 등 바른먹거리 표시 문화를 우리 사
회에 정착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풀무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식품사업
영역에서‘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
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기업,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여러분!
풀무원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른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지속가능경영에 진력하겠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글로벌 로하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풀무원이 진정한 로하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풀무원은 고객기쁨경영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고객만족자율관리프로그램
(CCMS)을 풀무원식품에 이어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 올가홀푸드까지 확대 도입하고 인증을 받았
습니다.

글로벌
로하스
기업으로

2011년 3월 (주)풀무원홀딩스 대표이사

남승우

풀무원 전사사업과 브랜드
풀무원 전사사업은 신선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푸드서비스, 유기농 매장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지속경영보고서는 국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풀무원은 각 계열사마다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회사

풀무원식품(Pulmuone Foods)

풀무원건강생활(Pulmuone Health & Living)

이씨엠디(ECMD)

푸드머스(Foodmerce)

바른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선식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바른 식생활을 위해 식탁을 통해 섭취되지 못하는 영양소를

푸드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위탁급식, 외식사업, 케이터링 서비스

급식, 외식, 원재료 시장에서 다양한 구매채널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보완 및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 식품제조 및 방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엄선하여 제공하는 식재유통 전문기업입니다.

문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샘물(Pulmuone Waters)

Pulmuone U.S.A

북경 푸메이뚜어 녹색식품 , 상해 푸메이뚜어 식품

엑소후레쉬물류(Exofresh)

엔에이치오(NHO, Natural House Organic)

올가홀푸드(ORGA Whole Foods)
친환경 인증 농산물, 동물복지제도 등 상품
원칙을 지킨 신선식품 및 3無첨가(無소포제,

칼슘과 필수 미네랄을 함유한 프리미엄 샘물

2004년 Wildwood Natural Foods사와 2009

2010년 북경 및 상해시장을 대상으로 독자 판

냉장, 냉동 물류 업체로 전국의 창고를 24시

건강식품 전문점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및 사무실에서

년 Monterey Gourmet Foods사를 인수하여

매법인인 북경 푸메이뚜어녹색식품 유한공

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향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대용량 제품을 위한 냉·온수기 판

향후 냉장, 냉동제품에서의 미국시장 확대전

사, 상해 푸메이뚜어식품 유한공사를 설립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및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無유화제, 無화학응고제)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원칙을 지킨 가공식품, 친환경적인 생활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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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
푸드머스
풀무원

•식품 가격 불안정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기존 사업(두부, 나물) 시장 정체, 진입장벽
약화 및 판촉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경쟁사의 공격적인 광고 집행으로 인한
시장 지위 위협
•소비자 물가 상승과 신선식품 원료가격
급등으로 원가 상승 우려
•대행유통사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한 거래
마진 증가 및 프로모션 요구 강화

공급 감소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식품 선호도 증대

•위생 안전 리스크

•전략적인 브랜드 전략 및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 식품위생법규 및 검열 강화

- 프리미엄/대중적/가치지향적 별 브랜드

- 구제역, 조류독감 발생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위생 안전 리스크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진입 장벽 강화

•식자재 유통 환경의 변화

- 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 식품이력추적제

- 식품 대기업들의 식자재 시장 진출

등 대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확대 강화

- 학교 직영화 및 무상급식 확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신규사업 지속적인

•식자재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
(바른먹거리, 로하스 등 소비자 인식 증대)
- 식재안전지수 관리기준 강화
•FTA 확산 등 글로벌 소싱 여건 조성
- 식자재 대규모 사용처 확보, 상대적인 현금
동원력 등을 발판으로 글로벌 소싱 등
경쟁력있는 소싱 역량 구축 가능
•원산지표시제 전면 실시, 수입유통식별번호
법규 개정 등 투명한 식자재 거래 법제화
•무자료 거래 등 상거래 관행 변화
- 거래 투명성에 따른 중소업체 입지 약화

사업도메인 확장
- 신선제품 컨셉을 유지한 생건라면, 뮤즐리,
토판염 등 상온사업으로 확대
•유통채널과의 전략적 협력강화를 통한
판매환경 개선

이씨엠디

•학교급식의 직영화 진행
•구제역 등에 의한 식자재 가격폭등

•외식인구의 증가 및 가구당 외식비용
지출증대
•신규사업 안정화, 활성화

풀무원건강생활

- 도공5개 휴게소 신규수주 및 오픈
•건기식 방판 성장률 저하

•특정 질환에 특화된 건기식 시장의 성장

•시판의 낮은 수익성

- 대응 건기식 출시

•녹즙의 대기업 참입

- 기능성 녹즙 출시

- 리조트 사업장 등 대형 컨세션 사업장
수주 지속

올가홀푸드

•생협 연대의 시장선점 가속화
- 공격적 TV 광고, 매장 확장
•일반 유통의 친환경 PB출시

풀무원샘물

- 마트, 수퍼, 편의점 등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제품 가격경쟁 심화
•HOD 시장의 성장 둔화

•먹는 샘물 시장 성장
- 다양한 프로모션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감동
- 브랜드 포트폴리오 및 전략 강화

•지속 성장에 따른 대관 관련 이슈 증가
- 매장 실사 강화, 언론관심 증가 등
•상품 품질 이슈 지속 증가
- VOC, 소비자불만 등
•PB 개발 확대에 따른 품질 이슈에 대한

•건강과 환경 이슈 증가
- 전략적 사업 연계성 가능
•친환경 시장의 고성장 지속
- 올가 성장률 : 21%
•신규모델 Test operation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발굴
- 병원 등 컨세션 사업
•SNS 발달로 인한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증대
- 올가 차별화 전달 효과 높음

자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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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한 글자로 하면?”
“나!”
이른 아침 숲속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 상큼하다.
“그럼 두 글자론? 또‘나’!
세 글자론? 역시‘나’!
네 글자론? 그래도‘나’!
다섯 글자론? 다시 봐도‘나’!”
여기까지는 가르친 걸 대답했다.
그러나 대답하는 기세를 보아하니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았다.
‘굿바이 아토피 캠프’의 아침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가치를
키우는
이야기

지속경영

풀무원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기업입니다. LOHAS는 자신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는 의식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뜻합니다. 풀무원의 첨가물 원칙을 포함한 까다로운 제조 원칙들은 로하스적 가
치를지향하고있으며, 이는곧인간과자연을함께사랑하는태도입니다.

지속경영 추진

기업개요

이사회 역할과 운영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8회의 이사회가 열려 미국 공장이전 투자 승인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등 총 16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이사회의 평균 참석률은 79%입니다. 이사회 산하에는 감사위원
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풀무

지속경영

원의 경제성과는 매 분기별로, 사회적/환경적 성과는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제3
차 정기이사회(8월13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및 위원회의 역할은 www.pulmuone.co.kr에

지배구조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0.03.02

제1호 의안 :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바른마음경영

[상정 처리한 16건 안건내용]

풀무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주식은 대주주가 57.3%,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이 7.5%, 소액주주가 35.2%를

제2호 의안 : 제26기 현금배당(안) 결정의 건
[주주현황]

제3호 의안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2010년 12월 말 기준)

소유주식수(주)

주주수(명)

소유비율(%)

대주주

2,183,578

1

57.3

284,295

60

7.5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1,341,222

2,738

35.2

총계

3,809,095

2,799

100.0

제4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안)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후보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 ESPP 임원상여금지급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팬텀 LTI 제도 승인의 건

사회성과

소액주주

경제성과

주주명

제9호 의안 : 임원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10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의 건

이사회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

2010.05.26

제1호 의안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회 구성과 권한

환경성과

2010.03.26

제2호 의안 : 이사회 규정 변경의 건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풀무원 이사회는 주식회

2010.07.01

제1호 의안 : 미국 MGF Gilroy 공장이전 투자를 위한 Pulmuone U.S.A에 대한 출자 승인의 건

사에 관한 대한민국 상법, 상장회사에 관한 자본시장통합법을 따르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2010.12.21

제1호 의안 : 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의 건

의 동의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이외 사항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이사회는 사내 상임이사 5명

제2호 의안 : 최고 경영자 보상제도 설계(안)

과 사외이사 5명의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
화 하였습니다. 상임이사에는 남승우 CEO를 포함한 현재의 경영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전문 경
영인, 교수,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경영

풀무원홀딩스의 의사결정 구조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로서, 주주 가치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풀무원홀딩스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승인 및 보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풀무원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각
회사의 경영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풀무원홀딩스 자체 및 전사 차원의 경영이슈
는 경영회의에서 논의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의장

비상임 이사

남승우 대표이사 | 풀무원홀딩스 총괄사장

박종원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교수

[풀무원홀딩스의 의사결정 구조]

신현우 사외이사 | 동양제철화학 부회장
상임이사

박원순 사외이사 |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이규석 이사 | 풀무원건강생활 사장

황이석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교수

강영철 이사 | 풀무원 미국사업총괄

조인수 사외이사 | 운산그룹 부회장 상임이사

한윤우 이사 | 풀무원홀딩스 전략경영부 문장
여익현 이사 | 풀무원홀딩스 식문환연구 원장

12

PULMUONE 지속경영보고서 2010

13

풀무원은 잠재적인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사 및 각 부문 및 사업단위별로 월 1회 정
기적인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발생시에는 1차적으로 부문 및 사업단위별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기업개요

지속경영체계

위기의 예방 및 관리
위기 대응을 진행합니다. 상황이 심각해 질 경우 2차적으로 전사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기에 즉각적이고 효

지속경영

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회사경영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사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지속경영 추진체계

정기적인 전사 위기관리위원회는 풀무원 각 사업단위 및 부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운영되며, 위기발생시

풀무원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고객, 사회, 환경의 건강증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로하스(LOHAS)기업이 되고자 합
니다.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 계열사의 경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 환경 각 영역별 담당조직들이 지속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롯하여 풀무원 각 조직의 활동은

바른마음경영

에는 총괄CEO를 위원장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연구, 생산, 마케팅, 법무 등 전사의 모든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신뢰성, 정직성, 연대의식, 개방성이라는 TISO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속경영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 유형

풀무원은‘위기’
를 고객이나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 나아가 회사 브랜드와 이미지 및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예측 불

지속경영 미션과 비전

경제성과

가능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조직 및 회사에 심각한 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풀무원은
또한 위기의 유형을 제품 위기, 생산 위기, 기타 위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품위기는 소비자 안전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제품 및 포장지의 결함, 제품 리콜 등이며, 생산위기는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사
고, 근로자의 심각한 부상 등입니다. 기타 위기는 천재지변을 비롯한 정부, 소비자단체 조사 및 기타 회사 경영상 발생

사회성과

가능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의 구분 및 대응방법

풀무원은 위기상황을, 통제 가능한 위기(1단계), 잠재적 위기(2단계), 브랜드 및 미디어 관련 위기(3단계) 등 세 단계로
환경성과

위기를 분류하여 매뉴얼에 따라 각 단계에 맞는 대응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기상황 대응방법]

구분

통제 가능한 위기
(1단계)

잠재적 위기
(2단계)

브랜드 및 미디어 관련 위기
(3단계)

정의

경영활동 상에서 사전조치의

제품 리콜 및 클레임 등

미디어 등의 노출로 인해

필요성이 있는 것

현장이슈

브랜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조치

커뮤니케이션

식품안전혁신회의 및

사업단위/부문 임시

전사 위기관리위원회 가동

사업단위/부문 정기

위기관리위원회가동 및 조치,

및 대응, 24시간 대기 체제

위기관리위원회에서 협의

전사 위기관리위원회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가동여부 판단

고객의 건강을, 사회 및 환경의 지속성 유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풀무원 존재 이유이자 장기적인 지향점의 핵심으로, 이는 소비자뿐만

전사 위기관리위원회 정기보고

전사 위기관리위원회 정기보고,

대응 조직 수시회의,

별도의 커뮤니티 구축

별도의 커뮤니티 구축

아니라 회사 내부 조직원, 사회와 자연까지도 넓게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경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Global DP5
매출액 5조 달성으로 세계적인 바른먹거리 사업 중심의 LOHAS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외형뿐 아니라 모든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선도, 국내 1등 LOHAS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Trust

약속과 규정을 지키는 신뢰성

Integrity

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적 정직성

Solidarity 회사의 목표에 자기 업무를 일치시키는 연대의식
Openness 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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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적 CSR 활동

기업개요

지속경영 조직

지역사회 공헌활동, 문화지원
풀무원은 사회공헌활동 및 문화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굿바이아토피 캠페인, 결식
지속경영

아동지원, 환경보전활동, 국악공연지원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왔으며, 전통음식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 김치박물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경제성과
사회성과

풀무원의 CSR 활동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0년 CP 등급심사에서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가 AA등급, 풀무원건강생활이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CSR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생산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TISO, 반 부패 정책 및 청렴계약제도의 시행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상호의존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해당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 전형적

풀무원에서는‘바른 마음 조직원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 부적절한 혜

인 방식을 추구하여 CSR 활동들이 파편적이거나, 전략과 연계되지 못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

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였

다. 풀무원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 전략의 관계를 분석적,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CSR 활동을 비용, 자선적 행동의

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

CSR 활동의 정의

수준을 넘어 기업의 새로운 기회, 혁신, 경쟁우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풀무원은 지속경영을 보다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의 틀을 도입하였고, 반응적 CSR은 사회의 주요한 이슈 또는 이해관

IFRS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 기업 투명성

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며 전략적 CSR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기업이라는 미

풀무원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지주회사로서 외부에서 지배구조 파악이 용이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

션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립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였습니다.

환경경영
풀무원 전사의 사업단위별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환경영향감소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품
의 개발, 생산, 물류, 판매, 사용에 이르는 사업단계에서 주요한 실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환경경영 실행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사업단위별 과제의 도출과 진행사
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고객기쁨경영, CCMS 확산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발생시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CCMS를 통해 소비자 불만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행체계와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속
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2007년 풀무원식품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풀무원
건강생활, 올가홀푸드, 푸드머스 3개사가 CCMS를 도입하였습니다.
* Porter and Kramer, Strategy and Society, HBR,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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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영양보강 제품

전략적 CSR 활동

필수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잘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품
입니다.

완전표시제 실시, 기능성분 표시 확대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 리뉴얼되거나 신규 출시된 제품 중 과채 한

지속경영

‘우리아이 시리즈’ 설계단계에서 영양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자인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

가득, 키즈 하이 녹즙, 내 몸에 맑게 한 모 등 10개 제품에 기능성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용식 통합브랜드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의 영양 안전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을 저감하였으며, 단백질, 식이섬유,

생산이력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칼슘은 강화하였습니다.

풀무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생산이력정보의 공개를 통해 소비자와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

제조일자 표기제,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 제공
풀무원은 자발적으로‘제조일자 표기제’를 도입하여 포장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해 소
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제품 제조일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유통기

바른마음경영

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세라아토’천연식물성분인 곤약감자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피부 보습과 면역 강화 효과가 있는 아연을
함유하여 어린이 피부 보습과 면역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음료이며, 매출액의 1%를‘굿바이 아토피!’공익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성과

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왔습니다.

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

신선한 제품

풀무원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바른먹거리 확인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식

원료 그대로 품질과 신선함을 유지한 제품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른먹거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식품표시 확인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냉장 전용란’ 국내 최초로 산란 직후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10°C 이하로 관리하는

써 우리 사회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냉장유통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적용하여 계란의 신선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사회성과

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라벨의 영양성분 표시와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한편

풀무원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시설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한‘안전한 제품’, 평소 잘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

환경성과

Value Product 제공, 제품을 통한 CSR 활동
‘아임리얼’100% 천연과일만 갈아 담은 제품으로 향료, 색소 등의

를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을 보강한‘영양보강 제품’, 엄격한 관리를 통해 원료 그대로의 신선함을 제공하는‘신선제

어떠한 합성첨가물도 넣지 않고 과일을 그대로 갈아 바로 포장한 프리미엄 생착즙 주스입

품’, 보다 많은 고객들이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SOGA 제품’을

니다.

통해 고객의 식생활 및 우리사회의 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HACCP

안전한 제품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란 식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위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한 無첨가(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제품입니다.

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

‘풀무원 생식 순 맑은 몸 프로그램’ 풀무원 생식 순 맑은 몸 프로그램은 생식업계 최초

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안전성을 더한 풀무원의 無첨가

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제조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대중적인 제품
원가 및 유통혁신을 통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격을 낮추어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소가(SOGA)두부’ 풀무원 두부와 동일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無첨가원칙을 준수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두부를 안
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

프리미엄급 브랜드인 풀무원과 동일한 제조원칙을 적용한 소가 두부제품을 풀무원 두부보다

‘베이비밀’ 원료 검수에서 제품 배송까지 제품생산 전 과정에‘7단계 특별안전공정’적용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선택범위를 넓히고 실속있는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조되었으며, 냉장배달 이유식 업계 최초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하였습니다.

을 받은 제품입니다. 7단계의 특별안전공정이란 전문품질관리요원(QC)이 온도, 점도, 관능을
체크하는 1단계 품질검사, 산소 잔존량, 금속, 중량검사 등 품질규격을 평가하는 2단계 품질검사,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로(Pass Box) 설치, 미생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포
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저온살균, 급속 냉각을 통한 안전온도 유지, 배송과정에서
5℃ 미만의 신선온도 유지 등 외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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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SOGA) 생냉면&동치미 육수’ 엄선된 원료와 풀무원의 제조원칙을 고수하면서
도 면과 육수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따로 포장하여 가격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
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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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풀무원의 지속경영 주요 이슈

기업개요

지속경영 주요 이슈

풀무원에서는 매년 중대성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은 우선순위 이슈를 선별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슈
로 선별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지속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속경영을 함께하는 사람들
풀무원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기업,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풀무원의 지속

IPS 중대성평가모델[IPS Materiality Test ModelTM]을 활용하였으며, 사내정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벤치마킹, 미디
어 검색의 4단계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사내정책

2010년 각 회사의 사내정책, 2010년 각 회사의 사업전략 방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2010년 12월 총 1차례,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진행

바른마음경영

경영을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경영

중대성 평가방법

고객(101명), 임직원(648명), 협력기업(110개), 지역사회(33개)

주주

풀무원의 가치를 주식으로 구입하는 주주

벤치마킹

Danone, Nestle, Ajinomoto

열린 주주총회, 이사회, 분기별 공개 IR(Investor Relations), 지속경영보고서

미디어 검색

201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언론보도 내용
경제성과

www.pulmluone.co.kr

중대성 평가결과
중대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57개의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중요도에 따른 이슈 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450명의 내부 파트너

High

사내 시스템(Knowledge Worker Platform), 노사협의회, CEO간담회, 사보 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 인사소통지,
행복 찾기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C큐빅, 지속경영보고서

CS센터, e-fresh 모니터, 주부모니터, 고객만족도 조사,
(사외보)자연을 담는 큰 그릇, 지속경영보고서
www.pulmuonewater.com, www.foodmerce.co.kr, www.ecmd.co.kr, www.exofresh.co.kr,
www.orga.co.kr, www.nho.co.kr, blog.pulmuone.com, pulmuoneshop.co.kr

협력기업

구매, 제조, 판매, 운수, 설비 등 제품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기업

협력기업과의 간담회, 지속경영보고서
sourcing.pulmuone.com

지역사회

정부 등의 공공기관, 지역사회, 사회봉사단체 등
사회봉사단체와의 정기적인 미팅, 지속경영보고서
www.pulmuone.co.kr

12

개

Medium & Emerging
일반 및 지속경영
·경영원칙과 비전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위기관리 체계
경제성과
·가치 창출 및 분배
사회성과
임직원
·임직원 만족도
협력기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협력기업과의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정부와의 협력
·미디어 영향
·임직원 봉사활동
환경경영
·환경투자
·생물 다양성

20

경제성과
·시장경쟁
혁신 창조
·프로세스 혁신
·유통혁신
·기술개발
·투자확대
사회성과
고객
·고객만족
임직원
·인재개발 및 육성
·노사커뮤니케이션
·인재채용
·인권존중
·공정한 인사 및 보상
·상생의 노사관계
·차별화된 조직문화
·복리후생
협력기업
·지속경영업체와의 거래
지역사회
·사회공헌 전략
·문화발전 지원
·지역사회커뮤니케이션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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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일반 및 지속경영
·지속경영 성과관리
·사회책임을 다하는 제품
바른마음경영
·윤리경영
·준법/반부패

환경성과

바른마음경영
·투명경영
·공정거래

풀무원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www.pulmuone.co.kr, www.pulmuoneha.co.kr, www.greenjuice.co.kr,

개

일반 및 지속경영
·CEO 리더십
·경영전략
·지속경영 추진 전략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업 지배구조

Medium &
Emerging

www.pulmuone.co.kr

고객

26

사회성과

임직원

경제성과
·재무성과
·브랜드 가치
혁신 창조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사회성과
고객
·고객 건강 및 영양
·제품 안전 및 품질
·고객 커뮤니케이션
·정보 나눔
임직원
·작업장 안전
협력기업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개발
환경경영
·환경영향 감소 노력
·환경투자
·환경보호

환경경영
·환경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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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이해관계자 별 이슈
설문조사를 통해 풀무원의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풀무원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중대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지속경영

경영원칙과 비전

사회책임을 다하는 제품

사회책임을 다하는 제품 지배구조

TISO

윤리경영

공정거래

윤리경영

준법/반부패

공정거래

투명경영

준법/반부패

투명경영

재무성과

재무성과

가치 창출 및 분배

가치 창출 및 분배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

시장경쟁

시장경쟁

정보 나눔

고객 건강 및 영양

고객 건강 및 영양

고객 건강 및 영양

고객 커뮤니케이션

제품 안전 및 품질

제품 안전 및 품질

제품 안전 및 품질

혁신 창조

사회_고객

사회_임직원

지속경영 성과관리

환경성과

지속경영 추진 전략

사회성과

지속경영 성과관리

경제성과

CEO리더십

바른마음경영

일반 및

경제적 가치

지속경영

임직원

공정한 인사 및
보상 복리후생

사회_협력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협력업체 상생협력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_지역사회

환경

22

사회공헌 전략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활동

지역사회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개발

문화발전 지원

지역사회 개발

환경경영 전략

환경경영 전략

환경보호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환경영향 감소 노력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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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윤리경영
·준법/반부패

바른마음경영의 핵심가치
·약속과 규정을 지키는 신뢰성(Trust)
·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적 정직성(Integrity)
·회사의 목표에 자기 업무를 일치시키는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 (TISO사무국)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과 관리 주관

2010년 계획

·풀무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바른마음경영 교육 실시

경영진단담당
·공정거래법 준수 업무

2010년 성과

·풀무원식품/푸드머스 AA등급, 풀무원건강생활 A등급 획득
·신입사원 78명 바른마음경영 교육 시행

2011년 계획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
·바른마음경영 교육 실시

연대의식(Solidarity)
·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개방성(Openness)

설문조사 결과

79.4%
윤리경영 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

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재무성과
·브랜드 가치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Global DP(Defining Pulmuone)5 달성
·매출 5조원 달성

경영관리담당/전략기획담당
·각 자회사의 전략 및 경영계획 수립지침 제공

2010년 계획

·Global DP5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신시장 창출
·분기별 브랜드 인지도 조사 실시

전사 재무관리팀
·경영, 재무, 세무관리

2010년 성과

·신규확장 카테고리 시장 진출 및 매출 발생
·브랜드애착도 조사 실시 69.8점 획득

브랜드관리위원회
·브랜드 가치 증대 활동 추진

2011년 계획

·대형 제품 군 개발 및 신제품 개발 확대,

제품(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4

환경성과

각 사 전략기획팀, 식문화연구원
·창조경영과 관련된 업무 담당
·창조경영 주도적 추진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0.2%

지속적인 신시장 창출
·분기별 브랜드 인지도 조사 실시

각 사 전략기획팀,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 CR담당,
혁신지원위원회, PI 추진보고, 전사SCS회의
·혁신경영과 관련된 업무 담당
·혁신문화 정착 지원

76.4%

설문조사 결과

사회성과

중대이슈

설문조사 결과

사회성과_고객

경제성과

경제성과

바른마음경영

중대이슈

지속경영

바른마음경영

기업개요

경영접근방식DMA

중대이슈

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고객 건강 및 영양
·제품안전 및 품질
·고객 커뮤니케이션
·정보 나눔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른먹거리 제공
·소비자 관련법규 준수 및 소비자의 욕구와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고객기쁨경영 실천

풀무원 식품안전센터, 푸드머스 식재안전센터
·식품안전관리 활동 진행

2010년 계획

네슬레워터스 제품연구소
·샘물안전 관리활동 진행

·CCMS 운영 확산
·식재안전기준 재수립
·공장견학 110회 추진

2010년 성과

각 사 CS센터(팀)
·고객만족도 관리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푸드머스 CCMS 인증 완료
·푸드머스 식재 안전 지수2009년대비3.5점상승(82.7점)
·공장견학 88회, 2,538명 참여

2011년 계획

·이씨엠디 CCMS 인증 추진
·식품안전관리 강화
·공장견학 110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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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작업장 안전

성과몰입 향상을 위한 일, 사람 관리 고도화
·회사의 경영방침과 사업전략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투명한 인사, 성과주의 인사,
풀무원 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인사 지향

인사기획실
·인적자원관련업무 관리
·교육훈련
·조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2010년 계획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조직(C큐빅) 촉진
·신뢰 형성을 통한 무 분규 달성
·2009년 산업재해율 대비 20% 감소 추진

2010년 성과

·C큐빅 활동으로 인한 GWP, 포춘 코리아 주최
‘2010 FORTUNE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본상 수상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안착화

각 사 경영지원실 인사지원
·인사, 노무 주요업무 담당

지속경영

중대이슈

기업개요

사회성과_임직원

·2009년 대비 산업재해율 0.14% 감소(0.34%)
설문조사 결과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

바른마음경영(TISO)의 실천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
·사업의 협력자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부당 취득,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 금지

통합구매본부, 각 사의 구매기획팀
·구매관련 제반 업무

2010년 계획

·협력기업 의견청취 기회 강화
·간담회 5회 개최

2010년 성과

·간담회 개최(풀무원식품 1회, 풀무원건강생활 1회,
유기농가간담회 3회, QC간담회 2회)

2011년 계획

·QC간담회 2회를 통한 교육기회 확산 및 고객만족도 향상
·협력기업 간담회 진행

설문조사 결과

72.1%
협력회사 선정 시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

중대이슈

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지역사회 개발
·사회공헌활동

·‘생명존중’과‘이웃사랑’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홍보실 홍보담당, 각 사 사회공헌 담당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진행

2010년 계획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 진행 및 활성화

2010년 성과

·‘굿바이 아토피!’캠페인 교육, 캠프진행, 보고서 및
홈페이지 제작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풀무원 제품 연계 공익 마케팅 활동
·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 소재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교육 실시

2011년 계획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공헌 캠페인 전개
·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 확대 운영

환경성과

사회성과_지역사회

사회성과

중대이슈

경제성과

사회성과_협력기업

·C큐빅 3기 출범을 통한 좀 더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 계획
·무 분규 달성 및 임금 교섭의 조기 타결
·재해율 2010년 대비 50% 저감

바른마음경영

2011년 계획

72.1%

설문조사 결과

69.0%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성과

중대이슈

비전 및 목표

관리조직

계획 및 성과

·환경영향 감소 노력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서 환경,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여 바른먹거리 제공
·2013년까지 2007년 대비 CO2 10%,
물 사용량 10% 절감

전사환경안전위원회
·환경안전에 관한 전략과 주요정책 업무

2010년 계획

·탄소성적표지 인증 확대
·환경안전의 날 운영

ES(Environment & Safety) 사무국
·전사환경안전위원회의 실무진행과 협의체 운영

2010년 성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2개 사업장)
·음료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출
·탄소제로 주주총회

2011년 계획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확대 적용
·탄소발자국 산출 제품 확대
·환경안전의 날 운영

설문조사 결과

71.2%
환경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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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기업개요

사회성과_협력기업
풀무원,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실행 풀무원은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기업이 품질우선주의 원칙
을 준수하도록 감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자사 포장재 공급업체로 신규 선정된 광주광역시 소재 천일산업의 경우
자사 면류와 두부류 공장에 포장재를 공급하면서 다수의 클레임이 발생하자 풀무원 포장개발팀, 생산QC팀, 구매담당자가 협
력기업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 협력사에 안정적인 제품 공급시스템을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풀무원은 PRM 활동을 통해 전

지속경영

략적 관계사 및 협력적 관계사에 해당하는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개선 및 성과공유 등을 도모하여 상호

바른마음경영

도움이 되도록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풀무원은 판매확대에 따른 물량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풀무원 계열 3사,‘공정거래 자율준수’우수 등급 획득 CP편람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를 재개정하였고, 홈페이지에 전자

수 있으며, 협력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를 준수하기 위해 조직원을 대상으로 CP퀴즈 및 CP뉴스를 정기적으

생활이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풀무원홀딩스, 풀무원식품,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4개사 모두 CP등급을 보유
하게 됐습니다.

사회성과_지역사회

바른마음경영

로 발간하였으며, CP운영현황 평가 및 법 위반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0년 CP 등급심사에서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가 AA등급, 풀무원건강

바른 먹거리 확인 캠페인 풀무원식품은 사)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초등학생 대상으로 바른먹거리 확인 조기교육을 실시하
여 올바른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의 영양성분표시와 원재료명, 유통기
한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른먹거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식품

경제성과

* CP란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표시확인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준법시스템이고 CP를 통해 각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성과

초고압 처리로 비가열 주스의 유통기한 2배연장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착즙 주스에 초고압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맛과 영양
제품을 안전하게 15일까지 유통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는 CVS, 일반 소형 소매점 등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전
하고 쉽게 아임리얼 생착즙 주스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음료의 주 소비층인 20대 여성 고객의 곁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100억, 2013년에는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 재생 에너지 활용 풀무원에서는 신 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및 교육시설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3월에 풀무원농장의 유리온실에 수직 밀폐형 히트
펌프 설치를 완료, 그 동안 경유에 의존하던 유리온실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열원을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로 변경하여 경유
대비 78.5%의 난방비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기존 경유보일러는 난방에 한정되어 하절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설
치한 수직 밀폐형 히트펌프는 지하 150m 이하의 지열(연평균 약 17℃)을 이용한 냉난방과 온실의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현재 유리온실 전체면적 1ha 중
0.3ha규모로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유리온실

사회성과

은 그대로 살리면서 제품 내의 미생물의 활동을 초고압을 통해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냉장에서 7일 유통되던 기존

환경성과

내 설치된 히트펌프 용량의 14%를 활용하고

사회성과_고객
계열 3사, CCMS인증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도입, 운영하여 2007년 7월 풀무원식품이 종합식품기업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0년
에는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푸드머스가 도입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는 풀무원만의 차별화
된 수경재배 방식으로 어린잎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건강, 안전, 편의’를 지향하는 풀무원
어린잎 제품의 원료로 직접 사용하여 2010년

1

2

20억원의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성과_임직원
즐거운 직장(GWP) 만들기·활동모임 C큐빅 (Culture,Creative,Change) 풀무원은 2009년부터 일하기 좋은 회사(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꾸벅 어워드, 설맞이 윷놀이 대회, 복불
복 요리대회, 월드컵 스코어 맞추기, 풀무원 그린 벨 울리기, 징글벨소원을 말해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GWP 코리아와 포춘 코리아 주최로 열린‘2010 FORTUNE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시상식에서 판매, 유통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2007년 음성생면공장의 보일러 연료를 벙커 A
에서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한 사업을 국내 온
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2009년 7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627톤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0년 6월에 감축실적 전량을 정부가 구
매하여 1,96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세스]

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업장별 무재해 운동 프로그램 도입 풀무원은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무재해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고
무재해 선언을 통한 실천의식을 강화하여 지
속적인 무재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 운동과 경영자
부터 실천하는 사업장별 무재해 운동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1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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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먹거리를 만드는 풀무원 인들은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소한 욕심 하나도
우리 아이, 우리 가족들이 먹는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기에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절 때 선물은 받지 맙시다!”
모두가 하나되어 외치는 이 한마디 역시
바른 마음을 위한 하나의 바른 방침이다.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바른마음경영

풀무원이 지향하는 핵심가치 TISO는 약속과 규정을 지키는 신뢰성(Trust), 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적 정직성
(Integrity), 회사목표에자기업무를일치시키는연대의식(Solidarity), 늘열린마음으로협력하는개방성(Openness)을
의미합니다. 이는풀무원이지식기업으로가기위해서조직구성원들이반드시실천해야할가치이자행동양식입니다.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과 경영진단담당은 CCO(Chief Compliance Officer)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CCO는 회

기업개요

바른마음경영

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바른마음경영 운영규정’제5조에는 CCO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성 보장을 명기하고 있으
며, 제4조에서는 CCO의 권한으로 이사회 등 각종 주요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부서에 필

풀무원의 핵심가치 TISO

지속경영

요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교육

목표에 자기 업무를 일치시키는 연대의식(Solidarity), 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개방성(Openness)입니다. 모든 조

풀무원은 모든 조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확산하고 윤리적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교육으로 윤리적 실

직원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바른마음경영 실천을 다짐합니다.

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정기적으로 바른마음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사 조직원들은 사이버학습을 통해

바른마음경영

풀무원의 핵심가치는‘약속과 규정을 지키는 신뢰성(Trust), 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적 정직성(Integrity), 회사의

서 바른마음경영 교육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바른마음경영 교육을 판촉/전문직까지 확

바른마음경영 헌장

대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은 조직원들에게 바른마음경영 헌장
을 배포하여 TISO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가치공유 POP(Pride of Pulmuone) 교육에서도 바른마음경영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68

* 우리는 고객기쁨경영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고객지향적으로 혁신한다.

명, 2008년 57명, 2009년 85명, 2010년은 7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POP 교육 외 현장근무로 인하여 교육을 듣

경제성과

사업의 출발점인 고객에 대하여

기 어려운 ECMD 영양사 및 전체 판촉사원뿐 아니라 공장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총 10차례, 약 500여명 진
행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때 현장에서도 TISO 문화가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우리는 LOHAS 가치를 확산하여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구현한다.
* 우리는 사회공헌활동,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 한다.

사회성과

사업의 터전인 공동체에 대하여
[신규입사자 교육 이수 현황]

명

2008

57

사업의 협력자인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하여

2009

85

*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 우리는 부당 취득,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010

78

사업의 추진기관인 조직

바른마음경영 제도

* 우리는 직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한다.
* 우리는 적극적인 협업과 혁신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둔다.

바른마음경영 실천서약서의 제출

환경성과

년도

2010년 05월 바른마음헌장 발표 5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헌장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배포하였습니
조직의 구성원인 풀무원인의 자세

다. 풀무원 모든 조직원들은 바른마음경영의 정신을 이해하고 바른마음경영 실천을 위하여 매년 윤리 규정을 성실히

* 바른마음으로 봉사한다.
* 언제나 최고를 추구한다.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생활인이 된다.

음경영 헌장과 함께 서약서를 액자로 걸어 바른마음

특히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은 바른마
경영의 취지를 되새기고 있으며, 조직원들은 바른마

바른마음경영의 기반

음경영 헌장을 담은 명함크기의 인쇄물을 항상 소지
하여 바른마음경영의 취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과‘경영진단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

서약서는 바른마음경영 선포일인 3월 7일을 전후하

경영 실천사무국은 핵심가치의 전파 및 핵심가치를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추진하며, 바른마음

여 매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시에는 지난 1

경영 담당자를 본부별로 임명하여 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바른마음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년간 바른마음경영의 위배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보

있습니다.

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담당은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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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에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명절기간 전에 선물수취 금지 등에 관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배송되는 선물은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부득이

HR&GA 부서에서는 매년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른마음경영실천과 네슬레 기업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

하게 반송을 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에게 시중가의 50% 이내의 가격에 공매를 하여 그 기금을 이웃사

고 있으며, 직원채용 시 신입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고발하고 이

랑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선물반송제도는 점차 정착되어 명절기간 선물 발송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

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28건이 접수되어 1,046,000원의 금액이 이웃사랑 기금으로 출연되었습니다.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명절기간 선물반송제도의 신고건수 및 금액]

년도

건수

금액(원)

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뇌물 및 부패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무원에서는 적극적

2008

26

1,362,000

으로 바른마음경영을 실천에 옮기고자‘바른마음경영 운영규정’,‘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기준’및‘바른마음경

2009

35

1,449,000

영 신고보상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28

1,046,000

바른마음경영

풀무원의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에서는 뇌물 및 부패에 관한 관련된 정책과 관리를 주관하며, 조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경영

명절기간 선물반송제도의 운영

풀무원 샘물의 경우 전사 차원의‘바른마음경영’
과 함께 네슬레 기업윤리강령을 행동기준으로 설정하여, 직원들이

기업개요

풀무원 샘물 전사 윤리강령‘바른마음경영’
과 네슬레의‘윤리강령’
을 함께 준수

경제성과

반부패 정책 및 청렴계약제도의 시행
정치적 로비와 헌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였

풀무원은 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 기준에서 법과 원칙안에서 투명경영을 전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

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마음경영을 조직원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

및 정당 후원인에 대한 정치 자금기부를 한 사례가 없으며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

기 위하여 물품, 서비스, 공사,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2005년 10월부터 청렴계약조항을 계약서에

기준에 의하여 정당 및 정당 후원인에 대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풀무원에서는‘바른마음 조직원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 부적절한 혜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계약서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공정거래자율점검
공정거래 유관부서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리더가 연2회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정거래 법규 위반 리스크를 점검한

환경성과

바른마음경영 활동

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제·개정현황을 모니터
링하여 위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사수준
통제항목에 공정거래관련법 자율점검을 추가하여 내부적 점검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 감사보고서로 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의 날

해관계자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직원들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다져서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가 조기에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
록 매년 1월과 7월 첫째주 월요일을‘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풍토 정착
풀무원건강생활의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에 대한 자율준수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전자책(E북)으로 제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문구를 삽입한 마우스패

2010년 3월 공정거래 위반사례를 전자책(E-북)으로 제작하여 풀무원/풀무원건강생활/푸드머스 홈페이지에 게재하

드, 명함,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표명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였습니다.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와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조직원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시장환경 속에서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자
2009년 3월‘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
전 예방과 함께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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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위해서라면~
풀무원에서는
너도나도 더 좋은 제품을 위해
아이디어 제안 열풍이 불고 있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통합그룹웨어에서 제안내용을 등록하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접수되니까
눈치도 안보고 제품을 위한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
또 세대에 발맞춰
기업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바른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풀무원과 임직원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활동이다.
작은 의견도 흘려듣지 않는 풀무원이기에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탄생되는 것이 아닐까?

희망을
만드는
이야기

경제성과

희망을 믿음으로 바꿔가는 풀무원은 비전 Global DP5를 달성하여 세계적인 LOHAS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국내1등식
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특히 풀무원의 모든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선도 LOHAS 브랜드로서 세
계적인지도를확보하는기업으로발전하고자합니다.

기업개요

경제성과

지속경영

수익성 분석

풀무원은 2008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순수지주회사로 탈바꿈 한 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정보의 국제적 신뢰

풀무원 및 종속회사의 총자산이익률은 0.9%이며, 자기자본이익률은 4.0%, 매출액 순 이익률은 0.6%로 2009년 대비

성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2009년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창사이래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2010년에는 전사 매출액 1조 3 천억 원을 달

바른마음경영

주요재무성과

(단위:%)

성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풀무원 및 종속회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영업이익은 44%감소, 영업이익률은 1.6%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과거 유기농 콩에 대하여 수입신고가액의 적정성에

2010

총자산이익률(ROA)

3.0

0.9

대한 논란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를 받아 당기 중 38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담효과를

자기자본이익률(ROE)

9.7

4.0

제거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2억원 증가한 577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매출액순이익률

1.6

0.6

경제성과

2009

(전년대비 62.4% 증가) 당기 말 현재 상기 관세부과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2010년 주요 재무성과]

(단위:백만원)

풀무원의 경제적 가치창출 및 분배
풀무원은 2010년 창출된 수익을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재분배하였습니다.

2009

2010

1,120,365

1,272,689

매출원가

828,697

921,115

매출총이익

291,668

351,574

영업이익

35,532

19,727

구분

당기순이익

17,870

6,273

주주

총포괄이익

16,316

4,339

배당금

매출액

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0

0.3

0.3

13.0

14.3

환경성과

2009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풀무원의 주요 재무지표

지역사회

성장성 분석

세금

0.3

-0.5

(단위:%)

지역사회 발전

0.1

0.1

2009

2010

협력기업

매출액성장률

43

14

원자재구매

70.4

64.3

영업이익성장률

-21

-44

기타

15.9

21.5

당기순이익성장률

-34

-65

[전년대비 성장률]

구분

안정성 분석

풀무원 및 종속회사의 유동비율은 80.7%로 2009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09년 247.9%에서 283.1%로 증
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의 이유는 유동성 사채의 증가가 주 요인으로 2010년 충북 음성에 물류센터 건축,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원가재 가격 급등을 대비한 원료 구매에 기인합니다.
(단위:%)

*부채비율(부채 자본비율)은

구분

2009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눈

유동비율

104.8

80.7

부채비율

247.9

283.1

금액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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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창조경영

브랜드 관리의 기반

혁신, 창조경영 기반

풀무원의 브랜드관리위원회는 전략적 브랜드 관리를 통하여 풀무원의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조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 및 CR(Cost Reduction)담당, 각 사의 전략기획팀, 풀무

또한 효과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 식문화연구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사혁신지원위원회, 전사PI(Process Innovation)추진위원

기업개요

브랜드성과

지속경영

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실천사무국에서는 그린미팅(Green Meeting), 이루美 혁신 제안

브랜드 평가

제도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CR담당은 CR활동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사 전략기획팀은 신시장
창출 및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문화연구원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제품의 개발, 특허 및 등록, 종자

착도(Brand Equity Management)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7점 척도 평균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풀무원은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브랜드 애

[브랜드 애착도 BEM]

애착도(BEM) 수치는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1,400명을

혁신, 창조경영 체계

2010년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

풀무원이 지향하는 혁신은‘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품질혁신’
,‘프로세스 혁신’
으로, 이 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는데, 이는 전년도에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재료

때 고객에게 신뢰에 바탕을 둔 만족을 제공하여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혁신, 창조경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요품목(두부, 계란 등)의 가격이 상

영을 통해 가치창출을 이루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제성과

대상으로 1:1면접으로 진행된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됩니다.

승하면서, 식품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으
로 분석됩니다. 향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브랜드

[혁신, 창조경영 체계도]

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함으로써 브랜드를 보다
사회성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10년 풀무원의 브랜드 인지도(TOM: Top of mind)는 전년과
동일하게 52%로 측정되었으며, 바른먹거리, 무첨가 원칙, 바른
식생활등의 이미지가 풀무원의 대표 이미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3사 브랜드 인지도]

환경성과

주요 3사의 브랜드 인지도(TOM)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풀무원

A사

B사

2010

52

24

3

2009

52

34

6

2008

64

27

3

풀무원, 두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U&A(Usage & Attitude) 파악

풀무원식품에서는 식품 자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하
여 이를 제품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제품인 두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U&A(Usage & Attitude)를
파악하는 조사를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풀무원 두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취식경험, 성장성
등의 지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 시행된 인지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풀무원 두부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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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처리로 비가열 주스의 유통기한 2배 연장

기업개요

혁신, 창조경영활동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착즙 주스에 적용된 초고압 처리기술은 맛과 영양은 그대로 살리지만 제품 내의 미생물의 활동

풀무원 식품, 전통 방식의 고유 토판염 복원 출시
‘숨쉬는 갯벌 토판염’은 천연 갯벌 채염 방식을 되살려 염전 위의 PVC 장판을 걷어내고 우리 고유의 전통 방법에 따

유통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매출 100억대 제품으로 신장하였고, 2013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경영

라 갯벌을 탄탄하게 다져 만든 토판에서 만든 소금으로 천연미네랄이 풍부하며, 짠맛이 부드럽고 쓴맛이 적은 천연

을 초고압을 통해 억제할 수 있습니다. 냉장에서 7일 유통되던 기존 제품을 초고압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15일까지

저염도 소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1 밀크씨슬이란?

풀무원건강생활, 식물성유산균 명일엽 출시

실리마린이라는 기능성분을

유기농 명일엽에 풀무원이 독자 개발해 장까지 강력하게 살아남는 식물성유산균(L.plantarum PMO08, 특허등록번

특허의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다량 함유한 약용식물로, 국

호 10-0264361)을 넣어 발효시키고, 밀크씨슬1까지 첨가해 장(腸)과 간(肝) 건강까지 챙겨주는 유산균 음료를 출시하

1 진세노사이드 강화 홍삼 농축액 및 이의 제조방법

2010-03-16

10-2010-0023162

였습니다.

2 홍삼 엑기스 및 이의 제조방법

2010-08-03

10-2010-0075085

성 원료로 인정받아 사용되

3 무화과로부터 기능성 식품

2010-08-27

10-2010-0083618

고 있습니다.(식약청 인정번

4 효소를 이용한 추출물의 제조방법

2010-09-13

10-2010-0089637

5 인삼을 이용한 발효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발효 음료

2010-11-17

10-2010-0114307

6 흡착수지 컬럼을 이용한 개선된 기능성 소재 제조방법

2010-11-26

10-2010-0118839

7 관능품질 클레임 처리 방법

2010-12-01

10-2010-0121212

8 나무 껍질 추출물을 이용한 향기성분 증진 방법

2010-12-10

10-2010-0125261

9 신선초 뿌리로부터 추출물 제조방법

2010-12-17

10-2010-0130234

특허의 명칭

등록일

등록번호

1 모노아민산화효소 억제제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2010-03-31

10-0951696

2 식품의 포장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포장장치 및 포장용기

2010-09-16

10-0983979

유럽의 어린잎 전용 종자만을 사용하여 파종에서부터 재배, 세척, 포장까지 無농약 재배로 안전하게 키운 어린잎을

3 식품 포장용 리드재의 트리밍 장치

2010-10-08

10-0988134

깨끗하게 씻은 후 용기에 담아냈으며, 건강과 편의성을 모두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

4 식품의 포장방법

2010-11-01

10-0992741

경제성과

호: 제2009호-24호)

바른마음경영

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

[특허 출원]

사회성과

생라면‘자연은 맛있다’출시
기름에 튀기지 않고, 합성착향료 등 기존 7가지 화학첨가물을 없애고 풀무원의 바람건조공법(고온에서 단시간에 건조)
으로 상온에서도 안전하게 5개월 동안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환경성과

‘안전, 건강, 편의’어린잎 제품 출시

[특허 등록]

였습니다.

이루美 혁신 제안제도
‘이루美’란 풀무원의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제안제도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루美 혁신 제안현황
천일염 천연응고제

2010년 한해 동안 총 3,121 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총 1,517 건을 채택하여 채택률은 약 49% 수준입니다. 제안 건

경 두부 전 품목에‘無소포제, 無유화제, 無화학응고제’를 적용하여 두부제품에 일체의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는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안의 질적 성장 및 실행 프로세스를 통한 실행력 강화로 인한 것이라

‘無화학 첨가물 두부’를 실현하고 화학응고제를 대체하여 천일염에서 추출한 천연간수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고 생각됩니다.

맛과 명실상부한 천연두부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루美 혁신 제안제도 현황]

친환경 홍삼제품 개발

구분

홍삼은 수삼을 장기보관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증숙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된 홍삼 특유의 사포닌이 인체 흡수에

(단위:%)

등록건수(건)

채택건수(건)

채택률

2008(1~12월)

1,339

227

16.9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엑기스는 복용과 취급이 편리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장시간 고온에 노

2009(1~12월)

3,973

1,311

33.1

출될 경우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유해물질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홍삼엑기스 1일 섭취량만 볼 때는 인체에 무해

2010(1~12월)

3,121

1,517

48.6

하나 장기간에 걸쳐 다량 섭취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홍삼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 생
성을 최소화 한 홍삼엑기스 제조 방법을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특허 출원번호 10-2010-007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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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美 제안들 중 제품 개선에 대한 내용이 618건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CR활동이란 조직과 조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비용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재무적으로 측정하여 프로세스상 낭비를

하는 조직원들의 개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및 신사업에 대한 제안도 238건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경쟁사와 차별화가 어려운 경쟁상황에서, 저비용-고효율 원칙으로 수익 경영을 지속하기

차지하여 풀무원이 미래 성장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조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위해, CR업무는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이자 핵심역량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CR활동을 통해 4,079백만원의 비용

있습니다.

을 절감하여, 풀무원 수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2010년 접수된 제안유형]

CR활동 결과

유형

등록건수(건)

지속경영

CR(Cost Reduction)활동2

실행효과

2010년 CR의 과제는 생산본부 CR활동과 통합구매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실행 및 재무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식품

618

매출 향상, 제품 아이디어, 스펙 및 디자인 변경&관능, 품질개선 등

원가 개선에 집중하였으며, CR과제별 유형별 측정방법을 정형화하여, 현업 혁신과제의 발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업무개선

515

프로세스 개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등

그 결과 2010년 92건의 과제가 실행되어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제품/신사업

238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 모색, 타 회사 벤치마킹 등

사무환경개선

175

전략 낭비 감소, 환경경영 부합 등

추진과제명

전사와 관련된 비용절감/ 조직원-복리후생 등

합계

3,121

(단위:백만원)

소속

실적액

전략적 산지확보, 원료 검수 및 공정 최적화

식문화연구원

533.7

어묵 배합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

식문화연구원

411.5

마케팅본부

110.9

조사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조사비 절감

경제성과

1,575

바른마음경영

제품개선

CR 및 기타 제안

기업개요

이루美 혁신 제안유형

그린미팅(Green Meeting)1
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전사 통합 및 고도화

세로 과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행

2006년에 풀무원식품에 ERP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08년에는 재무시스템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사 통합을 완료

하고 있는 현재 업무나 프로세스 흐름에 대한 개선과 보완 방법모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편을 줄여 혁

하였고, 2010년에는 영업, 생산, 물류시스템에 대한 전사 통합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통합된 ERP

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각 사에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경영리포트를 제공하기 위해 ERP고도화 작업이 각 관계사별로 진행되

사회성과

사회 변화, 미래를 예측하고 반영하는 CBI(Critical Business Issue) 과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

그린미팅 활동결과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가 동인별 물류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풀무원건강생활은 POV체계 고도화를 통

2010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개 팀이 진행되었으며, 총 107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하였

해 총 비용관점에서의 비용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성과

었습니다. 주요사례로, 풀무원식품은 물류 POV(Point of view, 사전 정의된 관리 관점으로 정형화된 보고서를 제공

습니다.
구분

인사정보 보고시스템(HR DBI) 구축

총 참가자 수(명)

팀 수(팀)

2008(3~12월)

176

21

인사정보를 경영진 및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사 주요지표에 대한 항시 모니터링을 실현하기

2009(3~12월)

128

16

위해, ERP의 DBI(Daily Business Inteligence) 모듈을 활용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풀무원의 인사 정보에서는

2010(3~12월)

107

19

6개의 대시보드와 총 68종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인사담당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조직, 직종, 직
급, 성별, 연령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원, 이직률, 부재, 비 정규직, 파견/도급인력, 인건비, 교육 등의 주요지
표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 인사 통합 자료의 신속한 제공, 인사 지표의 가시

그린미팅 활동 우수사례

성 향상 및 일관된 지표관리, HR담당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의 활용방안, 기업 트위터 신설

기업 트위터를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마케팅, 홍보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MIT와 CS센터가 각 기능을 담당하여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설 7개월간 1,646명이 가입하였고, 우리아이 캠프 운영 실시간 공유, 신제품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된 풀무원 트위터 www.twitter.com/pulmuone_love)

엑소후레쉬물류, 배송시간 및 판촉사원 근무시간 조정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의 납품 시간 연장을 통해 배송 효율을 증대하고자 매장 및 유통 별 영업 담당과 협의하여 배송
시간 및 판촉사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화물류센터 소속 배송 차량을 1대 감차할 수 있었으며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배송비(운송료+유류대+통행료)를 37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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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의 Work-Out 에서 유래한 것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한 후에 그에 적합한 CFT(Cross Function Team)를 정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 대한 실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풀무원만의 독특한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2 조직과 조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비용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재무적으로 측정하여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기능간의 업무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프로세스
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PULMUONE 지속경영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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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봉사활동 가는 회사?
풀무원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한 두 명씩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을까요?
화장실에 간 것 치고는, 꽤 오랫동안,
오후 시간 내내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오후 늦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걸 보면
확실히 반차 휴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도 팀장님도 그들이 어디에
갔다왔는지 관심이 대단합니다.

사랑을
꿈꾸는
이야기

사회성과

자연 그대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드리겠다는 풀무원의 바른 마음은 이웃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웃는 세
상을 바라는 풀무원은 바른먹거리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아름답고 굳센 약속이라고 믿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있기에, 내가족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을만들수있는것입니다.

지속경영

바른먹거리 제공의 기반

기업개요

식품안전-바른먹거리 제공
푸드머스, 무농약 국산 숙주나물의 친환경 인증마크 자발적 삭제

풀무원은 고객에게 바른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약 등 잔류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장기보

체 안전성 관리기준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친환경 인증마크를 삭제하였습니다.

바른마음경영

관 및 품질의 안전을 위해 방부 처리하거나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 불검출 국산 녹두’에 대한 당사의 자발적 안전성 검사에서 일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해당 녹두 상품이 자

한 맛, 향, 색의 증진과 보존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한 화학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재안전 지수 관리
바른선 23개 업체, 본앤선 16개 업체 및 비브랜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재안전 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먹거리 제공의 엄격한 기준

실사를 통해 품질점검 관리 및 VOC관리현황, 분석부적합률을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식재안전 관리지
경제성과

수는 82.7점으로 2009년 대비 3.5점 상승하였습니다.

풀무원, 식품안전 관리기준
풀무원, 식품안전성 관리활동

니다. 원칙의 실현을 위해 풀무원은 원료에서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정한 식품안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구축

관리 기준하에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해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여 안전기준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은 분석업무를 진행하는 실험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정보관리 시스템을 의미하고,

사회성과

풀무원의 식품 안전성 관리 원칙은‘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것입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보고서 작성, 보관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

올가홀푸드, 상품취급 기준 및 상품윤리 기준

보하고 각종 규정에 적합한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풀무원 실험실 정

올가홀푸드는 상품취급 기준 및 상품윤리 기준에 의거 3,000여 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관리 시스템은 KOLAS 17025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식품의 유형별 규격을 적용시켜줌으로써 의뢰자가
환경성과

공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시스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자가 실시간으로 의뢰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반제품, 원료의 ERP 코드와 연계하여 운영되어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바른먹거리 제공을 위한 노력

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ERP 코드와 매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의뢰시 제품명과 최종 제품의 제품명의 확
인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제품별 유통기한 설정시 실험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험

풀무원, 자진회수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시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영양성분표 발급의 경우 의뢰자가 부서 내의 성적서를 불

풀무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제품을 자율적으로 회

러와서 자유롭게 1회 제공량 및 중량을 변경하여 오류없이 영양성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영양성분

수할 수 있도록 자진회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2010년에 28회 자진회수를 실행하여 2009년

표의 최종 승인자인 PTC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검사 결과를 실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발생 주 원인으로는 표기사항 오류, 관능 불량이 전체 건수 의 57%를 차지하였습니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ERP와 연계하여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며,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및 부적합 발생시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풀무원식품 2010년 자진회수 내용]

자진회수 유형

횟수(건)

주요 원인

풀무원 공장 및 협력업체 시험소 정도 관리
2008년부터 풀무원 자사 공장의 시험자의 분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험소 정도 관리를 통해 생산 현장의 분석

2008

2009

2010

15

7

9

유통기한 표시 누락/오기/훼손 등

력에 대한 대외적 검증과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미생물 분야의 일반세균 정량 분석

내용물 불량

4

5

7

첨부 제품 누락, 냄새/관능 불량 등

과 수분, 산가를 시험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사 공장 및 협력업체 내부 숙련도 진행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부적

변질

4

1

6

미생물 기준 초과

합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시험의 기회와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풀무원 제품에 대한 신뢰

이물/벌레

5

0

1

제품 내 이물 혼입 등

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4

3

5

판촉물/포장재 사용 오류 등

32

16

28

표기사항 오류

계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관리

식품안전 법규위반사례
2010년 소비자 안전보건 법규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풀무원은 식품안전센터와 푸드머스 식재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
하여 법규개정 사항 및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식품안전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재안전센터는
48

정기적으로 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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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정보나눔-정보나누기 노력

지속경영

풀무원, 공장견학 프로그램

고객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풀무원 CS센터 및 홍보담당, 각 사의 CS팀이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

풀무원에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견학 프로그램은

습니다. 풀무원 CS센터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담당은 공장견학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88회, 2,538명이 공장견학에 참석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10회, 3,850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사 CS팀은 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보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른마음경영

정보나누기의 기반

[공장견학 프로그램 만족도]

년도

횟수(회)

참석인원(명)

만족도(점)

2008

62

1,824

56

기능성분 표시 확대

2009

40

1,264

64

제품에 혼합되어 있는 기능 성분 함량을 이론치가 아닌 실제 시험값을 기준으로 표기함에 따라 제품의 신뢰도를 향

2010

88

2,538

71

경제성과

정보나누기를 위한 제도

상시키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 리뉴얼되거나 신규 출시된 제품 중 칡즙과 헛개나

풀무원건강생활, 표시심의위원회

소플라본) 등 10개 제품에 기능성분을 표시하였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명, 영양정보, 원료 및 함량, 섭취방법 등 제

사회성과

무(퀘세틴, 이소플라본), 과채한가득(비타민C, 칼슘, 철), 키즈하이녹즙(비타민C, 칼슘), 내 몸을 맑게 한모(쿼세틴, 이

품 및 광고물에 표시되는 정보를 사전에 심의하는 표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시심의위원회는 제품정
[기능표시 확대 제품]

보 제공과 관련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을 엄격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
환경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푸드머스, 고객의 영양과 위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최근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 차원의 식생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영양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드머스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푸드머스만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지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대상

식생활 예절 및 손 씻기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져요

정보나누기를 위한 활동

영양 동화로 배우는 영양소 이야기
초등학교 학생 대상

식품 첨가물

풀무원 이샵(e-shop) 새롭게 개편

학부모 대상

건강한 우리 아이 만들기(Brain Food)

풀무원의 인터넷 쇼핑몰인‘풀무원 이샵(e-shop)’에 각 제품별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 요리와 스타일링 팁을 얻을 수

노인대상

어르신 영양관리

있는‘쇼핑 스토리’,‘생가득, 찬마루, 그린체, 소가(SOGA)’등 풀무
원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브랜드 스토리’, 식품 첨가물
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정보를 통해 건강한 소비를 위한 올바른 실천

법규위반 사례

가이드를 알려주는‘지혜의 장바구니’코너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풀무원 및 전 계열사에서는 제품정보 제공 법규와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풀무원 및 전 계열사는

제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 편의

광고 관련 표준, 마케팅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0년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

성과 혜택 강화를 위해 장바구니, 배송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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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지속경영

* 마이클 해리의

고객커뮤니케이션의 기반

고객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동

‘6-Sigma’정의

고객에게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풀무원 CS센터, 각 사의 CS팀이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풀

6시그마란, 고객만족을

VOC 분석과 활용

통해 궁극적인 기업의

6-Sigma 기법은 직간접적으로 VOC 분석 및 관리에 활용되어 궁극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소비자 만족 정책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2010년 상담실 응대율

기업의 전략이자 경영철학

향상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상담을 원하는 고객의 만족률을 향상시

이며, 이를 위한 통계적

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측정기법이다.

경제성과

고객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

바른마음경영

무원 CS센터는 전 상품, 매장, 차량 등 소비자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고객기쁨센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표
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운영하여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CCMS프로그램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기업이

풀무원 홀딩스, VOC(Voice Of Customer), VOE(Voice Of Employee) 관리

니다. CCMS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발생시 기업의 내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속,

현재 식품, 풀무원건강생활, 샘물 VOC를 관리하고 있으며, 11월 마감 기준으로 2010년 접수된 총 VOC는 85,174건으

* CS의 Data Base,

정확하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 2009년 58,860건 대비 44.7% 증가하였습니다. 제품/유통 문의와 불만은 모든 항목에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객의 소리 (VOC)

제품문의 30.4%, 제품불만 13.4%, 유통문의 40.6%, 유통불만 79.3% 증

1998년부터 축적된

가하였습니다. VOC 증가요인으로는 먼저 사업영역의 확대, 신제품 출

풀무원 고객의 소리

시 및 기존 제품의 리뉴얼 등 제품의 다각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VOC)는 가장 소중한

유식 출시는 큰 폭의 VOC 증가를 가져왔으며, 풀무원 이샵의 활성화 및

CS의 자산이므로

전화결제의 증가로 VOC 건수가 높아졌습니다. 상담시스템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점검 분석하여

사회성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가 2005년 9월 확정, 공표한 프로그램입

진정한 고객의 Needs를

분을 전격적으로 개선, 1분30초에 달하던 안내멘트를 30초로 대폭 단축

파악하고자 한다.

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씨엠디, 서비스 개선
2010년 VOC에 근거하여 주간/월간 단위로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고객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업그
레이드하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메뉴

위생

서비스

기타

불만제기건수(총101건)

94

14

30

16

내용

맛, 품질

이물질

마인드 부족, 의견 수렴

운영관련 문의

계열사 CCMS 인증 획득
풀무원은 2009년 CCMS 계열사에 도입하여 2010년 운영확산 계획을 세우고 2010년 말 계열사 3개사(풀무원건강생

엑소후레쉬물류, 상품품질 관리 개선

활, 올가홀푸드, 푸드머스) CCM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07년 종합식품사 최초로 풀무원식품이 CCMS 인증을 받

VOC(Voice of Customer)를 통해 접수된 고객 불만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았으며, 2010년에는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 올가홀푸드 3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ECMD가 CCMS

인 사례는‘냉해경보 행동지침’으로써 동절기에 냉해로 제품이 손상되는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불만을 해결하

를 도입하여 5개 계열사가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자 기상예보에 따라‘냉해경보’를 발령하고 포장강화, 운반방법 변경을 수행하는 업무 지침입니다. 이를 시행한
결과, 냉해 발생건이 전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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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2009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지목되었던‘연결의 편리성’부

기업개요

풀무원건강생활, NPD(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오프라인 채널]

풀무원건강생활은 홈페이지, 콜 센터, 가맹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VOC를 접수받고 있으며, CCMS 도입과 함께

고객의 소리함

2010년 5월 이후부터 신제품 개발에 반드시 기존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
하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이후의 모든 신제품은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고객의 소리 엽서를 통하여 식당 이용에 관한 고객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시로 접수

CSI 지면 설문

CSI 지면 설문을 통해 고객의견 수렴 및 장기적인 고객관리, POP를 이용하여

전략적 고객만족(SCS, Strategic Customer Satisfaction) 회의

미스터리 쇼핑

풀무원건강생활은 매월 SCS 회의를 통해 VOC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
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SCS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문제를 즉시 개선하고, 즉시 개선이 어

지속경영

홀 내 개선계획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개선 활동
전문 미스터리 쇼퍼의 모니터링에 의한 직원서비스, 매장환경 및 음식 평가를 통해
외식사업 사업장의 개선 요인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활동
본사 고객 모니터링

본사 CS팀의 현장 점검시 1:1 고객 모니터링을 통한 고객의견을 수렴
바른마음경영

려울 경우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샘물의 서비스 검사
2010년부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FIS(Franchisee Infor-

매월 고객의 VOC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서에 개선을 요구하며, 대안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운영하

mation System), 콜센터 등을 통해 대 고객서비스 품질(서비스맨의 적기 납품, 정규 복장 착용, 불만사항에 대한 응대

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환/반품 문의에 대한 즉시 해결과 상품사진 등록의 이슈사항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해

및 태도)을 평가하여 상/하 반기 연 2회 각 상위 10개의 유통점을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비스 검사제도를

당부서에 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수립 후 진행한 결과 2010년 초 상품사진 등록률 26%에서

통하여 풀무원샘물의 고객 신뢰도와 충성심을 더욱 향상시키고 협력기업인 가맹점과 대리점을 회사정책에 적극 동

현재는 100%까지 상품사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참시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전체/상품

10월(%)

11월(%)

12월(%)

풀무원,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농산

2,346

94

100

-

공산

5,070

70

85

100

수산

1,530

90

100

-

* 단순문의

축산

1,086

90

100

-

미스테리콜 점수(MS)

단가, 담당부서연결,

공산

1,106

50

100

-

2010년 미스테리콜 점수는 2009년도 대비 1.5점 하락한 95.2점을 획득하였으나, 각각 90.1점, 83.1점을 기록한 식품

합계

11,138

82

96

100

경쟁사, 87.5점을 기록한 대표 통신사에 비해 우수한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사의 경우‘전체체감’부분에서

메모전달 등

2010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87.4점으로 2009년 대비 1.5점 상승하였습니다. 전 항목의 모든 차원의 만족도가 2009년
보다 상승했으며, 그 중‘상담원 연결 및 응대’차원의 경우 2.4점 상승하였습니다.

환경성과

연락처문의, 전산시스템,

사회성과

(단위 : %)

분류

[상품 사진 등록]

경제성과

푸드머스, 매월 VOC 분석

2009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으므로, 차후 응대 전반의 체감에 대한 교육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0년 미스테리콜 점수]

고객만족도 관리를 위한 활동
이씨엠디, 고객 의견 청취 채널 운영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7개 채널을 가동해 언제, 어디서든 고객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해피
콜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고객만족도 관리시스템인 SCS(Strategic Customer
Satisfaction)로 전 영업점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서비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씨엠디, 고객 만족도 조사

[온라인채널]

홈페이지
CSMS

홈페이지의 고객의견을 접수하여 10시간 내 즉각적인 개선사항 처리 및

메뉴, 위생&시설, 서비스 3개 영역에 대해 반기별로 25개 항목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사업 &

회신으로 같은 클레임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지속 관리

휴게소 이용 고객에 대한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이용고객 설문조사와 미스테리 쇼핑을 같이 실시하여 보다

업계 최초의 인터넷상 모니터링 설문으로 사업장별 고객사 패널 1,300명을 선정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선활동 진행, 설문결과에 대한
개별 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
080 전화접수

54

[급식_고객만족도 연간 추이]

(단위 : 100점 기준)

CS팀의 직속운영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유선상의 신속한 처리 및

2008

2009

2010

10시간 내 회신을 완료

80.0

81.2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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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함께

(단위 : 100점 기준)

방법

2009

2010

고객설문조사

76.0

80.0

미스테리쇼핑

75.0

76.4
지속경영

푸드머스, 고객만족도 조사

기업개요

[외식사업_고객만족도 연간 추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각 사업 영역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주, 품목, 배송, 품질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고객만족

고용현황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고객만족도 모형에 의해 산출된 2010년 푸드머스 CSI는 72.5점으로 동일방식으로 산

풀무원은 평등한 고용을 원칙으로 직원의 채용이나 모집, 처우에 있어서 여성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
며, 전 임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 운영으로 노사간 상생을
도모하며,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고용 안정 및 LOHAS 가치지향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는 보다 외식업체의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다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입니다.

LOHAS적인 삶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엑소후레쉬물류, SQI(서비스 Quality Index) 조사

임직원 구성 현황

엑소후레쉬물류가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SQI)를 점수화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

2010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은4,450명입니다.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가에는 체감만족도, 경쟁사 대비 만족도, 향후 거래 의향, 추천의향의 4가지 항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업무절차의

사무직 외에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물류/생산직, 영업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이를 업무개선 및 업무혁신 대상으로 활용하는 조사입니다. 2010년 만족도(SQI) 평가는

직 인력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인력비율이 전체 56%

75.4점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물류 택배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지수(2009년 기준, NCSI)상위 3개사 평균점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 72점을 상회하는 점수입니다.

전체 남녀사원의 비율은 4,450명 중 남 1,954명, 2,496여 명으로 여성

바른마음경영

출된 2009년 CSI 70.7점보다 1.8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종합식재, 단체급식 고객군은 1.7점, 유아 및
어린이 고객은 3.6점, 학교 영양사군은 2.6점 증가되었던 반면에 외식업체에서는 전년대비 8.5점 감소되어 2011년에

[2010년 임직원 구성 현황]
경제성과
사회성과

의 인력비율은 56%이며, 전체 사무, 연구직 중 여성 근무자 비율은
35%로 모든 직급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련 법규 준수

환경성과

풀무원 전사는 기본적으로‘소비자기본법’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10년 들어‘풀무원 이샵’등 웹사이트 활성화에 따라 PWC(Privacy & Web Contents) 파트를 신설하여 고
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편을 확충하였고, 제품 불만 등 풀무원 제품의 이상
으로 인한 불편사항의 해결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는 고용현황]

년도

2009

2010

전체 사원수(명)

3,912

4,162

4,450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식품류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일실소득 피해로인하여 소득상실이

경영진 비율(%)

1.1

0.9

0.81

2) 부패, 변질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근속연수(년)

4.9

5.2

5.2

3) 유통기간 경과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창출률(%)

9.2

6.4

6.9

4) 이물혼입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비정규직 고용률(%)

8.8

10.4

12.2

1.61

1.55

2.42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고용

2008

이직
여성인력

이직률(%)
전체 분포(%)

57

56

56

사무.연구직 분포(%)

29

29

30

관리자급 이상(%)

13

15

15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장애인 비율(%)

0.5

0.4

0.4

풀무원에서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이용하기 위해 주요한 3가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 고객의

출산휴가

출산휴가자(명)

61

58

85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하여 9개 데이터베이스를 4개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함으로써 관리 대상의 축소와

출산휴가 사용률(%)

100

100

100

더불어 유출, 침해 위험을 줄이고, 둘째, 고객의 개인 주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에 대하여

출산휴가 복귀율(%)

97

97

92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데이터

* 이직률 (월평균 이직자수 ÷월평균 근로자수) X 100

베이스 접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가능 전문 인력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인식을 개선하였

* 고용창출률 (당해년도 인원수-전년도 인원수) ÷전년도 인원수100

습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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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근무지 이동 시 정책

2010년 고용창출률은 6.9%이며, 이직률은 월평균 2.42%로 지속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속년수는

근무지 이동 시(배치전환 등) 조직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제12조 및 제13조)에 절차를 정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말 기준으로 5.2년이며, 경영층의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전체 사원수 대비 0.81%의 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동 전에 직무적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근무 이동자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비, 정착지원금(1개월)을 지원하여 이동 배치시의 불

기업개요

고용창출 현황 및 이직률

지속경영

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 정규직 고용현황
풀무원의 비 정규직 비율은 12.2%로 전년(10.4%)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시적인 판촉행사에 따른 행사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조항 준수

원 투입에 의한 것으로 시간제 행사요원을 제외하며, 고용에 있어서의 정규직 고용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규정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이 시간외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엑소후레쉬물류는 물류센터 현장근무 인력을 인근 지역에서 수급함으로써 물류업무의 수행의 원활 및 지역사회 경

근로의 금지 및 경미한 근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임산부의 심야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인원의 90% 이상을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의 신청 및 결정, 기간 등을

올가홀푸드는 서울, 경기, 부산, 창원,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구미, 포항 등 각 지역의 매장에 필요한 인력은 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위반사례가 없습니다.

바른마음경영

하고 있으며, 특히 모성보호 제도에 따른 여성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의거 산후

주요사업 지역에서의 인력수급

경제성과

지에서 조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보상

고용정책 및 인권교육

풀무원 성과관리제도는 CFS(Communication for Success)로 칭합니다. CFS는 업적 및

풀무원은 채용, 교육, 보상 및 승진 등 제반 인사관리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의 규칙에 따라 경력 및 평

역량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요소 및 항목에 직무별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가결과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인종,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지체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없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성과창출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전사경영지원실장, 공장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차별적 처

을 전 사업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에 기반한 관리시스템으로 부하직원과 리

우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노무진단(2010년 13

더와의 면담과정 (Communication)을 의무화하였고, 목표 설정시 회사의 목표와 연계

회)을 실시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반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Alignment)을 확보하고 목표의 지속적인 점검(Monitoring)을 거쳐 피드백

임직원 인권보호 관련 교육

리 및 경력개발계획수립, 피드백(Feedback) 제공을 체계화하여 직원들의 적합한 직무

풀무원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성희롱 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CFS 프로세스]

사회성과

성과관리시스템

(Feedback)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이력관

방교육을 실시하여 4,125명이 참가(참여율 89.3%)하였으며, 지속적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사업단위에 근무하는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인권관련 교육 및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교육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온/오프

조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성과평가 기간 중의 공헌 및 동일직급 내의 급여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차

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적 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매년 동종업계의 수준을 조사하여 경쟁력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인권보호 관련교육 실시현황]

있으며, 시장 급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졸초

구분

대상자수(명)

교육실시자수(명)

실시율(%)

236

213

90.3

협력업체 사원

교육내용

임은 약 2,650만원으로 국내기업 근로자의 대졸 초임 평균(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유사한

성희롱예방, 산업안전, 사회적 약자보호교육 등

수준입니다. 내부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정책에 따라 남녀 종업원간 임금 및 승진에서의 차별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동종사 대비 유사한 임금수준(동종사 기본급 대비 10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금(PPI: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Pulmuone Performance Incentive)은 조직 성과에 따라 월할연봉의 400%까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풀무원은 단체협약 제 12조 및 제 13조에 의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인원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에는 100~ 300%를 지급하였습니다.

노동법 및 사내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와 임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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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자유의 권리 보장

풀무원 전체임원의 보상을 위한 성과지표는 재무지표(50%)와 전략지표(50%)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풀무원은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직원의 노동조합 및 기타 대표기구 결성을 보장하고 있으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회사별로 매출액, ROIC 등의 성장성, 수익성 지표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지표로 설정하며,

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

SQI(Service Quality Index)지수, VOC저감, ES환경조성 등 사회적, 환경적 내용을 전략지표로 추가하여 분기별로 관

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사 및 단결권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가는 S, A, B, C, D로 5단계로 나누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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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가족친화적 문화

직원들이 회사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직원들이 일과 일 외의 영역(가족, 건강, 여가,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에너지를 균형있게 분배하여 삶을 스스로 통제

다. 앞으로도 회사는 건강한 로하스(LOHAS)인으로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늘려나감으로써, 풀무원만의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

고유한 복리후생제도를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

기업개요

복리후생프로그램

지속경영

에 자율적이고 자기책임적인 환경하에서 직원 스스로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여 창조적인 업무 성과를 창

복리후생 프로그램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연간 일정액의 복리후생 포인트 지급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도서, 공연, 여행, 테마파크,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풀무원의 가족친화정책은 크게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로하스(LOHAS)생활 지원,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으로 구성되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선택

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제도

LOHAS 포인트 지급

가족친화경영 방침

자사제품 일정액 구매 지원

풀무원은 가족친화경영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미션, 핵심가치와 전략과제를 수립하

생식품, 녹즙, 샘물, 건강보조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 조직 및 운영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자사제품 지원

기초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일정액 보조
사내 동호회 창단비와 활동비 지원

[가족친화경영 추진 조직 및 운영절차]

사회성과

동호회활동 지원

스포츠, 취미활동, 문화생활, 봉사활동 등 동호회 활동 지원
(2010년말 기준 41개의 동호회, 약 천여 명의 직원이 활동)
단체보험 가입(생명/상해보험)

병원비 지원
환경성과

업무, 업무 외 사유로 재해나 사망 시 1억원 지급, 개인별 특약 내용에 따라 암진단 및
2대 질병(뇌출혈, 심근경색)의 병원비 지원
휴양시설 및 힐리언스 선마을 체험

사내휴양시설 운영
직원 및 가족들이 휴가 및 여가시간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연간 이용율 80.2%) 또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로하스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기타

EAP(전문상담 프로그램)
경조사 지원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자 시상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공조회 대출제도
자기개발 지원
건강검진
비연고지근무자 주택임차지원 등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조직원 전문상담 프로그램, 일명‘행복 찾기 프로그램)’

안정적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전문적인 상담과 정기적인 특강을 통해‘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0년

풀무원은 퇴직보험예치금을 적립(2010년 기준 사외적립비율 45%)하고 있으며,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금 할증제도

말 기준 상담이용률은 15.7%(타사 평균 6.4%)이며, 상담만족도는 90.1점(타사 평균 82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및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발생 기준 임직원의 급여대비 퇴직금 급여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

되었습니다.

율은 30% 수준이며,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201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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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로하스(LOHAS) 생활 지원 체험 프로그램
로하스 선도기업을 추구하는 풀무원은 내부 직원들도 로하

1 건강한 식생활 체험

여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하

여성의 경력이 유지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이라고

스 생활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

할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

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풀무원의 우수한

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경영

스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건강한 생활인이 되도록 권장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직원과 그 가족이 로하스
에 기반한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사항

실천내용
여성 임직원의 조직원협의회 등에 참여 확대를 통한 리더십 개발

차별적 처우 금지

동일직급, 동일직무일 경우 동일한 처우 보장(승진, 보상 등)

로써,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

자녀양육, 교육상담 지원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다. 마지막으로 연간 일정액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도서구입, 여행, 레저, 문화공연, 복지몰 등 여가활동

여성휴게실의 운영

아늑한 분위기의 여성 휴게실(온돌방) 제공, 영아 자녀를 둔 기혼여직원을 위해 수유실 운영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아검진휴가 신설

태아검진을 위한 월 1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휴가의 활성화

육아/자녀로 인한 휴가사용 적극 권장(반일휴가 제도) ,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 3일 부여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탄력적 출퇴근 시간 운영(시차 출근제 등)을 통한 육아의 편의 제공

출산, 육아휴직 보장

기혼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

쳐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꾸벅 어워드, 설맞이 윷놀이

출산축하금, 입학축하금

자녀출산, 초등학교 입학시 축하금

대회, 복불복 요리대회, 월드컵 스코어 맞추기, 풀무원 그린

영·유아보육수당

여성직원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고자 자녀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즐거운 직장(GWP)만들기 활동모임 C큐빅(Culture, Creative, Change)
풀무원은 2009년부터 일하기 좋은 회사(Great Work Place)

1‘2010 FORTUNE
일하기 좋은 한국

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활동을 펼

(출산휴가 복귀율 92%, 육아휴직 복귀율 85%)

벨 울리기, 징글벨 소원을 말해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

사회성과

기업’시상식

경제성과

여성의 참여 확대

바른마음경영

돕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로하스 아카데미와 힐리언스 선마
을 등을 연간 한 차례 이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1

일정액 지급

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GWP 코리아와 포춘 코
상식에서 판매, 유통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1

환경성과

리아 주최로 열린‘2010 FORTUNE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시

여성 고용 현황
풀무원의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인력 중 사무직(연구직)에 분포비율
은 34%,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자 중 여성 채용비율도 40.7%(전년도

가족초청 이벤트

3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차례 직원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참여 봉사활동 및 공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하스아카데미
에서도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여 자녀들이 건강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고용 비율(%)

가족의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가족친화적

EAP(Employee Assistance

사내문화조성

Program) 운영

2008

2009

2010

여성 인원 비율

57

56

56

사무직 여성 비율

32

33

34

여성 관리자 비율

13

15

15

내용
‘행복 찾기 프로그램’운영. 다양한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EAP (직장인 지원 전문상담

[여성 관리자 비율 : 전체 임직원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C큐빅 활동 활성화

직원들의 자발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하기 좋은 회사
(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변화 활동

휴가사용 활성화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 자율적인 휴가사용 적극 권장,
법정 연차휴가 외 하기휴가 등 부여

가족초청 이벤트

62

가족참여 봉사활동 및 공장견학 실시

여가활동 지원

전국 주요지역에 21개 휴양소 운영

비즈니스 캐주얼

비즈니스 캐주얼을 기본으로 자율 근무복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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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가치 지향 프로그램

2010년은 새롭게 수립된 교육체계를 가다듬고 적용하는 한 해였으며, 2011년에는 현업 중심의 학습체계를 공고화하

풀무원은 LOHAS 선도기업으로서의 미션과 바른마음경영과 바른 생활인의 자세를 갖추기 위한 핵심가치 교육의 일

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환으로서 입문자 및 기존사원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조직원들이 몸소 체

기업개요

교육체계 및 육성

험할 수 있도록 LOHAS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하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건강한 삶
[인당 교육시간(사무직)]

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말 기준 총 3,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속경영

교육 체계 및 교육 현황
조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HRD전략의 방향을 회사주도형, 현업주도형,

로하스 프로그램(체험식)

2010년 운영현황 총 3,145명 체험(56회 클래스)

사주도형 학습에는 핵심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등으로 나누어 체계

·로하스 식단 체험

·조직원 : 1,154명

적으로 학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에 학습에 관한 지원제

·자연/와식 영상

·파트너 : 1,364명

도 및 학습기회와 관련한 정보 등을 정리하여 조직원이 편리하게 조회할

·요가체조

·청소년 캠프 등 : 627명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교육 학습 수강 편의까지 제공하는‘러닝 가이드

·트레킹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조직원 교육시간은 2010년 사무직 기준 인당

·카이토 프랙틱

69.2시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년 조직원의 요구사항을 반

·영농체험

영하여 교육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 스파

바른마음경영

개인주도형으로 나누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회

경제성과

1, 2 로하스아카데미

1 풀무원 교육 사이트

가을 전경 모습

사회성과
환경성과

1

2

1

신규 입사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역량 체계도]

2010년에는 회사에 새로 입사한 조직원이 겪는 여러 어려움 중의 하나인 조직 적응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역
량을 발휘하고 조직 내 안착을 유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총 2기, 26커플). 이를 위해 근
무성적과 대인관계가 우수한 선배사원을 멘토(30명)로 구성, 신규 입사자와 커플 매칭을 통해 3개월간 멘토링 활동
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참여자 의견 조사에서‘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와 개인에
게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3.83점/5.0점 만점)을 얻었습니다.
1, 2, 3
멘토와 멘티 활동

1

6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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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업개요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매년 정기적인 임단협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

Knowledge Worker
인트라넷을 말함.

발간(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 고충처리제도, 지속경영보고서(년)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조

풀무원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7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62.0%입니다. 2010

직원들이 회사가 지향하는 비전과 함께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년 풀무원식품 사업장에서 3회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등의 조정을 거쳐 타결되었습니다. 그 외 노동쟁

를 통해 조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기

주요내용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가입조항

단체교섭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

풀무원은 조합의 자유로운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시스템(KWP 1)

일, 수시

매출일보, 사내외주요 정보 전달

노사협의회

분기

노사간의 주요 이슈 논의

단체협약 제 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CEO간담회

격월

최고경영자와의 대화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사보발간

매월

사내의 정보 및 활동 소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격월

산업안전에 대한 전반사항 논의

2. 경비원, 수습 중에 있는 자, 임시직 근로자

고충처리

수시

조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처리

3. 기타회사와 조합이 합의 한 자

지속경영보고서

매년

주요 정책, 실적, 계획보고

조직원과의 소통

격월

전 직원에 대한 중요정보 제공

경제성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바른마음경영

Platform으로 사내

노동조합 현황
지속경영

1 KWP:

내시스템을 이용한 매출일보 공지, 정기노사협의회, CEO 간담회 개최, 인트라넷을 통한 주간 사내외 정보전달, 사보

② 회사에서 해고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사회성과

③ 회사는 직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방법으로도 조합원의 조합탈퇴를 종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주)풀무원제일생면공장 단체협약서]

조직원 고충처리 및 노사협의회
조직원의 불만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여 조직원의 고충을
[노동조합 가입 종업원 현황]

국인 근로자의 고국방문, 결혼 상담 등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들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다루어졌습니

구분

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법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향후 상시적인 고충처리 외에 사전적인 노무진단 등을 실
시하여 조직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각 사업장별 매 분기 노사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및

도안 녹즙

도안 건기식

음성

춘천

의령

샘물

스프라우트

조직형태/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산업별/

산업별/

기업별/

기업별/

상급단체

한국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식품노련

화학노련

화학노련

화섬노련

화섬노련

처리된 결과는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 향상부터 생산성향

총계

화학노련

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으며, 경영진은 근로자 대표에게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함으로써

총원

80

68

136

98

67

105

56

610

노사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68

55

101

82

57

79

42

484

조합원

60

55

101

25

24

19

16

300

88.2

100

100

30.5

42.1

24.1

38.1

62.0

가입률(%)

[2010년 노사협의회 주요 추진사항]

전담부서

노사협의 채널

실시

주요내용

각 사업단위 인사부서,

·일반직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분기 1회

·근무환경 개선

바른마음실천사무국,

·공장별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수시

·승급 및 승진제도 설명

경영진단팀

·그린미팅

·그린미팅, C큐빅 보드: 수시

·배치전환 협의

·C큐빅 보드

환경성과

상담 및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충의 유형은 업무적인 사항 외에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형성, 퇴직 후의 인생설계, 외

[노동조합 가입 종업원 현황]

·사업장 KPI달성 방안
·각종 제도 변경시 모니터링

풀무원 노사문화는 조직원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지향하는 비전인
조직원의 만족과 보람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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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기업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환경안전 커뮤니케이션 조직체계 운영
음성두부, 음성생면, 춘천공장에서는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산재예방계획이나 산재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건강관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풀무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 등 국제규범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규범이 정하는

만들기 위해 전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한 후 심의, 의결하여 적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경영

국제규범 및 표준 준수

풀무원에서는 환경안전위원회(격월 1회) 및 사업단위/사업장 책임자로 구성된 환경안전 워크숍(분기 1회)과 사업단
위/사업장 실무자로 구성된 환경안전실무협의체(격월 1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환경안전보건 정책에 대하여 심의, 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 중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정책은 전사 환

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안전 커뮤니케이션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경안전위원회 및 사업장단위 산업안전위원회를 통하여 노사 대표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있으며(제155호), 작업장에서

다. 또한 풀무원 Session으로 Session E(환경/안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단위/사업장 환경안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GHS 기준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바른마음경영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 관리 협약 주요내용 및 준수 여부

료)를 비치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 극소배기장치 설치 등(제170호)의 작업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출기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6개월 1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 커뮤니케이션 조직 체계]

음성나물공장의 경우, 사무실 내 석면재질의 천장재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제162호)하여 철거함으로써 근로자의 건
강상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1 사무실 리뉴얼 전

2) Environment& Safety

경제성과

1) HSO:Holdings
Strategy Office

2 사무실 리뉴얼 후

사회성과
환경성과

1

2

산업안전관련 노사합의 사항
풀무원은 새로운 기계도입 및 배치 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거나,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될 때에는 안전교육을 노사
간 합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외부 교육, 세미나에 참석을 보장하고

경영시스템 기반의 산업안전관리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직원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접근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전사차원의 환경안전관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수준과 평균임금의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제 11조 제2항, 단체협약 제8장)

리 운영규정을 제시하고, 규정 준수를 위한 조직상의 필요한 절차서 및 지침서를 사업장 단위에서 마련하여 관리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2010년부터 연 1회 사업장에서 이행여부를 진단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61.8%의 이행수

[주요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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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내용

안전보건규정의 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의견수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안전보건 교육시간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시기, 사후조치, 비용, 진단업체의 선정 시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및 요양 복귀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안전보호장비 지급,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중지 건

산업재해발생 위험시 보고 및 대처에 관한 사항

재해질병 발생시 대책

재해의 재발방지 조치 및 개선계획서의 조합통보에 관한 사항

재해인정

재해인정 범위, 산재요양 신청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재해질병자의 보호

급여보전, 재해 관계자의 우선채용, 타 직종 전환에 관한 사항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보장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관계기간 보고

안전보건의 서류작성, 변경을 위한 보고 시 조합통보에 관한 사항

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이행률 ]

[경영시스템 항목별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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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1, 2 2009년 의령공장

산업재해율, 부상발생 종업원수 및 결근율

체력단련실 신설

풀무원의 2010년 산재율은 0.34%로 국내 식품제조업 평균대비
0.91%P가 낮습니다. 재해율 추이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고 있으며, 2010년 총 부상자수는 15명으로 이에 따른 결근율은

지속경영

0.01%입니다. 2011년에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해 2010년
재해율 대비 2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2010년 누계-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결근율 : 총 결근일자/총 근무 예정일 수) x 100

1

바른마음경영

산업안전관련 법규 준수

2

안전보건 교육훈련

[사업장 법규 충족률]

각 사업장 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에서는 전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의 안

내부 환경안전실무협의체(격월 1회)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연

전에 대한 신념과 철학 확립, 안전에 대한 이론 무장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 2회의‘관리감독자

1회 법규 준수여부를 진단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

교육과정’
(2박 3일 과정, 총 46시간)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서의 불안전한 행동 예방을 위한 위험예지훈련

다. 법규 충족률은 2008년 82.5%, 2009년 89.4%, 2010년 96.2%의 충

과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로하스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 2회의‘환경안전 마인드과정’

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사업단위/사업장 자체 준수여

(1박 2일 과정, 총 36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성과

2008년부터 환경안전관련 법규에 관하여 개정여부 모니터를 하여

1 위험예지훈련
2 로하스아카데미

사회성과

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년 1회 진단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먹거리 강의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성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풀무원은 건강생활 제품의 구입비용 지원,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
터는 개인별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전 공장
에 체력단련실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세부내역

개인별 건강관리

체성분 분석을 통한 맞춤식단과 운동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연패치, 자사 다이어트제품 제공

안전용품 지급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 및 허리보호대, 안전화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

안전/보건관리전문가

안전/보건관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장 재해예방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관련 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건강검진

매년 전직원 대상 건강검진 실시 공장과 연구소는 업무특성에 맞는 특수검진 실시

체력단련실

풀무원 전 공장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운영

로하스아카데미

로하스아카데미에서 건강생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사무공간 환경개선

사무실 리모델링, 휴식공간의 마련, 생과일주스 제공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체력단련실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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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음성생면공장

스프라우트공장, 양주공장

음성두부공장

음성두부공장 개선

의령공장 녹즙공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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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홀푸드, 협력기업 선정 프로세스

기업개요

협력기업과 함께

올가홀푸드는 협력기업 선정 시 올가홀푸드의 식품안전팀과 풀무원의 식품안전센터에서 서류검토, 현장점검, 성분
검사, 제품표시사항이 올가홀푸드 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력기업 선정 프로세스

지속경영

[상품군별 협력기업 선정기준]
·농산물
친환경 인증, 생산자 이력 추적가능, 잔류농약 미검출, 발색, 보존성 증대를 위한 화학처리 금지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친환경 인
증(무농약 이상), Non-GMO, 잔류 농약 미검출, 미질이 뛰어난 지역/품종 취급 업체

협력기업 등급관리 제도에 따라 협력기업 풀(pool)을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업체 소싱을 진행합니다. 사업목적의 적

·정육

합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개발하며 품질위생환경(40%), 공급의 안전성(30%), 클레임 개선율

항생제, 성장호르몬, 화학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상품(잔류무항생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에서 도축 및 가

(30%)을 기준으로 업체 실사를 진행합니다. 품질위생환경 평가시, 친환경 원료사용 및 환경경영을 시행하고 있는 협

공, 최소의 미생물 관리(Cold Chain System), Freedom Food 기준 적용, 유기축산물 취급 확대, 무 항생제 인증 정육 상품우선 취급

력기업에 대해서는 거래가능 검토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

(법 시행 07년 3월~), 보호, 혐오 대상 동물의 취급금지, 동물복지인증 등 적합한 업체선정

바른마음경영

풀무원 협력기업 선정 프로세스

경제성과

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산
[원부자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수산자원보호(포획금지 어종 미 취급,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금어기 포획 금지),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수산물, 항생제, 성장촉진 호
르몬 제 사용금지, 중금속 잔류기준 준수, 중금속 검출 관리기준 강화(납, 수은 → 비소, 카드뮴으로 확대), 합성표백제, 착색제 사용
사회성과

수산물 취급금지
·가공식품
친환경 원료 사용원칙,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농약불검출 관행농) 사용, 3무 첨가(MSG, 합성방부제, 합성착색료), 가급적

환경성과

최소 가공, Non-GMO 원료사용, 방사선 조사원료 사용금지, 독성물질의 잔류성분에서 안전한 원료, 친환경 (국내산 없을 경우 국
외산) 원료 사용, 제철 농산물의 한시적 산지 직거래 확대, 수소화 유지(경화유) 사용 금지(0.5g/100g 이하)

푸드머스, 협력기업 선정 프로세스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

푸드머스는 담당MD 면담지정으로 협력기업의 거래희망을 등록하고 해당품목 복수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실사 및 현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

장방문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는 재무 및 위생평가요소로서 가격경쟁력, 동 업계 거래현황, 매출실적, 해당

엑소후레쉬물류

상품 취급경력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재무 및 위생평가를 거쳐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구매부에서 항목별로

엑소후레쉬물류의 협력기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주업체와 운수사, 도급사,

최종적인 검토 및 평가 후에 대상업체가 복수인 경우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로 선정하며 단수인 경우 총 평가점수가

설비 업체 등 엑소후레쉬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PL(3자물류) 업체에게는 정시/정온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2개월 거래 후 해당기업을 재평가 하고

/정량으로 최적의 냉장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업은 엑소후레쉬의 물류

있으며 합격시에 정규 협력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조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풀무원샘물

풀무원샘물의 가맹점/대리점은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샘물본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샘물사업의 노하우를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각종 지도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형성된 본사와 가맹점의 굳은 상
호 신뢰감은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맹점 이탈율을 유지하며 지속경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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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풀무원식품, 정기적 평가

풀무원, 소싱포탈 시스템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업체 선정 이후에는 정기적으로(연 1회) 재무건전성, 납기준수,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경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

협력기업이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에 입각하여 제조하는 제품이 풀무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싱포탈

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표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 장기적 협력관계, 일시적 협력관계를 유형별로 나누고 전략

(http://sourcing.pulmuone.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으로 소싱 원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이견은 1차적으로 소싱포탈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정확하

또한 협력기업으로부터 법적기준이나 윤리경영 위반, 인권 등의 사회적인 이슈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는지를 정기

고 신속하게 협력기업의 불만 및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기업이 제조한 제품이 풀무원의 품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대되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거래를 종료하게

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반품되는 경우, 반품수량과 원인을 소싱포탈을 통하여 해당 협력기업에게 공지함으로써, 협

기업개요

협력기업 점검 활동

다. 그 밖에도 협력기업이 언제든지 제안하고 불편사항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창구도 소싱포탈에 마련되어 있어, 풀

1개 업체에 대해 동반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지도, 육성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원과 협력기업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협력기업 평가체계 프

풀무원식품, 현장밀착 C&T(Communication & Trust) Leadership

제조위생 환경평가 → 경영 재무평가 → 생산 공정평가 → 경영자 평가

경제성과

협력기업 선정

바른마음경영

력기업은 반품의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결함품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개선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

지속경영

됩니다. 풀무원식품은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 생면공장에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
는 25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 납기 및 품질경쟁력 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과의 간담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월에 진행하였습니다. 풀무원식품은 협력기업과의 간
담회를 통해 풀무원식품의 사업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우수 품질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품질 관련 경쟁력을 향

제조위생 환경평가로서 식품위생법의 최소 요구사항 준수 여부와 풀무원의 품질경영

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연간 우수 협력기업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협력기업 사례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

원칙 등을 확인하여, 기본적인 품질이 확보되는 협력기업만을 선정

공유하여 양사간 품질과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업체 선정 이후

정기적으로(년 1회) 재무건전성, 납기준수,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경영능력 등을

풀무원건강생활, 첫 협력기업 간담회 자체 개최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기준표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 장기적 협력관계, 일시적

2010년 5월 처음으로 협력기업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풀무원 정신을 이해하고 협력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유형별로 전략을 실시하여 협력관계 유형별로 전략 Sourcing Rule을 변경

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0년 사업 방향과 품질혁신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투명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계

사회성과

협력기업 선정 시

부적합 사항

협력기업과 공유하여 개선 후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

환경성과

약에 대한 교육과 풀무원 품질원칙, 협력기업 품질관리 방안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월과 7월 녹즙원
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지별 재배 방식 노하우를 공유하고‘세계 채소 동향과 가
능성’에 대한 외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월에 진행된 간담회는 충북 괴산에 소재한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결과

풀무원건강생활은 협력기업의 평가에서도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가장 기본적으로

에서 아침산책과 웃음실천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기쁨을 실현하기 위해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을 시행

풀무원샘물, 영업정보시스템
영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력기업과 상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보 시스템은 가맹점 지원관리, 자료

풀무원샘물, 네슬레 품질경영시스템(NQMS_Nestle Quality Management System) 도입

분석관리, 알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가맹점은 판매관리, 판매분석, 회사정책 공유등의 활동이 가능

경쟁업체의 주먹구구식 가맹점/대리점 관리를 지양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해요인을 사전에 점검

합니다. 협력기업인 가맹점과 대리점들은 공지사항 및 SMS메시지를 통한 풀무원샘물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하고 예방하여 제품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네슬레 품질경영시스템(NQMS_Nestle Quality

가능하여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업담당자는 표준화된 유통품질 점검표를 통하여 제품 입출고, 제품보

* FTC
Foodmaterial
Technology
Center(식재기술센터)

관 및 적재, 차량 안전운전, 적재창고 위생환경, 대고객 서비스 등의 항목들을 점검한 후 점수화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풀무원홀딩스, QC(Quality Control) 간담회

합니다. 차후 방문 시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점 지도하여 개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여하

품질관리 부서인 QM사무국 주관으로 2010년 QC(Quality Control) 간담회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진행되었습니다.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가맹점의 유통품질 점검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협력기업의 입장에서 회

풀무원은 12월 진행된 QC간담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방법을 협력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품질

사의 관리점검도 점수화하는 양방향 유통품질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협력기업인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개선활동이 우수한 협력기업을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

여 회사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고, 그 사례를 타 협력기업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푸드머스

푸드머스, 정기적으로 간담회 실시

각 협력 기업별로 식재안전센터의 FTC 요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정기적으로 협력기업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재안전에 대한 관리방안과 현

는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원료 및 완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및

황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기업의 식재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머스의 장기적인 전략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는 담당을 통해 협력기업으로 전달되며, 위생/안전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공유하여, 협력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할 경우 식재안전센터와 협조하여 위해 요소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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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사회공헌 중장기 테마를‘아토피 어린이 지원’으

기업개요

풀무원의 사회공헌활동

1‘굿바이 아토피’캠페인

‘굿바이 아토피’캠페인
로 정하고 2007년부터 여성환경연대와 함께‘굿바이 아토
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9개교 19,544

지속경영

명에게 아토피 교육을, 3개교 7,128명에게 친환경 급식/먹거
리 지원을, 7개교 7,595명에게 로하스 텃밭 교육을, 5개교

사회공헌활동 기반

15,797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실태조사 및 검진을 실시하였
1

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그 동안 진행된 사업 결과를 정리

업의 사업 영역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 기획 및 새로운 기회 요소를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공헌시스템 구축 및 임

한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위해 아토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풀무원 관계사인 (주)올가(ORGA)홀푸드에서‘굿바이 아토

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홍보팀을 담당부서로 두어 관련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회신하는 프로세스를

피’캠페인을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바른마음경영

풀무원은 사회공헌 활동 및 문화 지원을 통한‘지역사회 기여’,‘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원 사업
경제성과

풀무원은 정수시설이 부족한 북한에 깨끗한 물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한국 국제기

사회공헌활동

아대책기구를 통해 평양 적십자 병원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 소독약 150톤을 지원하였으며, 평양 락랑지역 주민
400명과 평양 적십자병원 환자 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시추사업을 위해 2008년에 2,500만원, 2009년에 2,650

1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가게와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을 하다

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3,100만원을 기부하여 북한 어린이에게 빵과 수액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풀무원은 2010년 리뉴얼된‘우리아이’제품 포장지에 아름

서울시‘굿모닝 아침밥 클럽’지원

다운 가게 로고를 넣고, 로고가 부착된 제품 매출액의 일부

풀무원은 2010년 10월부터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아침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영양 교육을 실

를 기부하는 공익연계마케팅 활동을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시하는 서울시‘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아침식사 대용 제품 3종(아임리얼주스,

진행하였습니다. 총 1,000만원의 현금과‘우리아이’전 제품

쌀수프, 옛맛찰떡) 15,000개를 지원하기로 서울시와 약정하여,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15개교 아침 결식학생 750명

(14종) 200세트를 기부하여 비인가 어린이 공부방에 간식을

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공익연계마케팅

환경성과

지원하였습니다.

1

*‘우리아이’제품이란? 어린이 전용식으로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정부보조금 기부

보완,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고자 만든 제품

풀무원은 2009년 5월 녹즙제조공장을 경기도 양주시에서 충북 증평군으로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 10억 원
을 지원받아 이중 5억 6천6백만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장학회에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한 긴급식량지원 소셜 미디어 캠페인
풀무원은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기념하여 긴급식량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을 소셜미디어 상에서 진행

‘지구사랑 마크’와‘지구사랑 기금’

하였습니다. 풀무원의 기업 트위터인 @pulmuonelove와 블로그(풀무원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에서 동시에 진행된

풀무원은 1993년부터 제품 포장지에‘지구사랑 마크’를 넣고, 판매액의 0.1%를‘지구사랑 기

이번 캠페인을 통해 500만원의 기부금을 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케냐 어린이 식량 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 녹색화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과 나눔 실천,
환경보호 활동 등 외부 NGO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결식아동 지원

487,357,412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풀무원은 각 사업장이 있는 경남 의령, 충북 괴산, 충북 음성, 충북 문광, 강원 춘천 등의 5개 공장 인근 지역 및 푸드
머스 거래 학교의 결식아동을 위해 점심값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점심값은 풀무원 임직
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이웃사랑기금과 이와 동일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 기부한 매칭펀드를 통해 조성되었습니

미래포럼, 어린이 도서관 지원

다. 이씨엠디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이웃사랑기금과 회사에서 매칭 기부한 매칭펀드, 그리고 학교 급식

풀무원은 미래포럼에 정회원과 만분클럽 회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포럼 주최로 열리는 공개포럼과

매출의 0.1%를 결식아동 점심값과 장학금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푸드머스 임직원들도 동참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회사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기부해 어린이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활동

[결식아동 점심값 지원 학교와 인원 현황]

년도
지원학교(개)
지원학생(명)
76

2008
37
364

200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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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풀무원은 여성 인권 향상 및 저소득 여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에 매년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42

씨엠디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된 식사를 제공하고 명절을 외롭게 보내시는 독

76
246

거노인을 찾아 전통놀이를 함께하는 등 매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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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

기업개요

사회공헌 행사 참여
풀무원은 매년 연말 송년회를 대신해 직원들에게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접수 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자선
바자회와 기아체험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아프리카 말리에 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풀무원은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 봉사단‘로하스 디자이너’를 조

을 했으며, 이 행사는 2011년 두 차례 더 진행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모금된 금액을 월드비전에 지원해 아프리카 말

직하였고, 2009년 7월 서울 지역에 15개 봉사팀을, 2010년 음성지역 3개 공장, 의령공장, 춘천공장, 엑소후레쉬물류

리 학교 건립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속경영

임직원 사회공헌 봉사단‘로하스 디자이너’활동

등 6개 지역 사업장에 17개의 봉사팀을 구성하여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와 이웃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란 비전 아래 봉사단원들은‘지역사회 건강 나눔’을 주제로 한‘어린이 간식 수호대’,‘먹

사업장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거리 건강 나눔’,‘건강생활 도우미’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1,031명이 참가하여 1인당 3.6시간

풀무원 임직원들은 봉사 동아리들을 구성해 나무심기와 농
촌 봉사활동, 환경보전, 소외아동 점심 제공 등 자원봉사 활

[사회공헌 봉사단 참여 실적]

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에서도 결식아

구분

2010

동 돕기와 급식 봉사, 지역주민 대상 로하스 강좌 운영, 로컬

145

224

푸드 운동, 헌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의 활동을 통

1,147

3,708

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풀무원 임직원 가족

428

1,031

들도 풀무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

활동횟수(회)
참여시간(시간)
참여인원(명)

경제성과

2009 하반기

바른마음경영

씩 총 3,708시간, 224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풀무원 자회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 있습니다.

1, 2 봉사활동 모습

[임직원 참여 실적]

2008

2009

2010

135

246

308

참여시간(시간)

9,740

6,709

7,889

참여인원(명)

1,948

1,491

1,929

활동횟수(회)

환경성과

1

사회성과

년도

2

문화공헌 활동
임직원의‘이웃사랑 기금’

국악 공연 지원

풀무원의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 국제기아대책기

풀무원은 국악 확산에 공감하는 여러 기업과 함께 2004년부터 직원 가족을 초대하는 국악 공연을 매년 국립국악원에

구를 통해 국내 결식아동들의 점심값과 세계의 굶주린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 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풀무원을 비롯하여 삼양사, 동아원, 샘표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국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임직원 모금활동 실적]

(단위 : 원)

년도

김치박물관

2008

2009

2010

적립액

139,656,928

209,121,083

152,894,453

풀무원은 일찍이 1986년부터 전통음식 문화의 바른 계승 발

지출액

225,500,305

173,432,848

99,545,885

전에 뜻을 두고 한국 대표 전통음식인 김치에 대한 조사, 연

75,624,872

111,313,107

164,661,675

구와 더불어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김치박물관을 운

누계잔액

영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지하 2층에 자리

환경보전 활동

잡은 풀무원김치박물관은 김치 관계 전통도구와 집기, 그리

풀무원은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환경보전 활동을 3회 진행하여 2개팀, 57명이 참가하였

고 전적, 풍속화 등을 전시하여 김치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습니다.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일반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

[환경보전 활동 내용]

문화가정과 조손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
참여인원(명)

봉사시간(시간)

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평생 교육기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8

48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어린이를 위한‘신나는 V’,‘김

나무심기

27

216

의의 김치가 떴다’등 김치를 통해 전통 식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땅콩 수확

22

220

풀무원김치박물관 홈페이지: www.kimchimuseum.co.kr

참여팀

봉사처

활동내용

풀바람 동아리

인천 세계 평화의 숲

해송림 덩굴 제거,

풀바람 동아리

인천 세계 평화의 숲

풀바람 / 나누리 동아리

충북 괴산 풀무원농장

치 키즈’,‘김치특공대 퀴즈퀴즈’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한다’,성인 김치 아카데미‘김장하러 53’,창작연극‘정

산책로 주변 아카시아나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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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탄소 배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자~

‘나무 심기’전격 돌입!
달콤한 주말 휴식을 과감히 버리고
인천 세계평화의 숲으로 달려나간
30여 명의 풀무원 자원봉사단.
300본의 해송을 나눠 받고서
두 눈 초롱초롱 밝히며 나무 심는 방법을 확인한 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루, 한 그루,
정성들여 심어나갔다.
“어이! 이렇게 흙을 꾹~꾹~ 밟아줘야 해.”
함께 나온 아이들도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들여
어린 나무를 심는 아이들의 손길을 봐서라도
지구가 활짝 기지개를 펴며
푸르렀던 옛모습으로 돌아올 것만 같다.

푸른꿈
가꾸는
이야기

환경성과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풀무원은 푸른 지구를
꿈꾸는 기업으로서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답게 살려야 사람이
사람답게살수있다는것을알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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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환경성과

지속경영

2013 환경전략

자연의 산물인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풀무원은‘자연이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경경영을

환경경영을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 미션, 핵심가치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구합니다. 환경보호 및 개선은 기업의 환경인식 제고와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풀무원은 제조에서

2013년까지 CO2, 물 사용량의 10% 저감이라는 정량적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춰 환경적 비전과 구체적인 환경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 CO2 배출 저감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물 사용은 신규제품과 공정의 증가, 청소를 위한 사용량 증가로 인해 실

바른마음경영

환경경영 기반

적이 증가하였으며, 용수 절감을 방안으로 재활용 설비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2013 환경전략]

경제성과
사회성과
환경성과

82

PULMUONE 지속경영보고서 2010

83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기업개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정기평가: 1회/3년
수시평가: 설비/공정 변경시

환경경영 실행조직 강화
풀무원 전사의 환경안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사업단위의 환경안전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는 Session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영향 감소정책을 세부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재

회의주기

주요 활동

환경안전위원회

총괄CEO

1회/2개월(홀수월)

전사 환경안전 사항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Session E

총괄CEO

1회/반기

전사 사업단위의 환경안전 진행사항 점검

**환경안전 워크숍

인사기획실장

1회/2개월(짝수월)

제조/물류 사업장 단위의 환경안전 의사결정

*ES실무협의체

ES사무국장

1회/2개월(홀수월)

전사 환경안전 담당자 참석하여 실무협의

바른마음경영

환경안전 조직

지속경영

1)정상/비정상 조건: 유해성과 관리수준으로 평가
·유해성 = 배출량 x 환경영향크기
·관리수준 = 투입배출관리, 관리절차 문서화여부
발생주기, 개선계획을 평가
2)비상사태조건: 발생가능성과 피해정도로 평가
·피해정도 = 피해범위, 오염물질양, 물질 독성을 평가

E, 제조/물류 사업장의 공장장이 참석하여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의사 결정하는 환경안전 워크숍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정상/비정상 조건과 비상사태 조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2008년 이후 운영 **2010년 이후 운영
경제성과

위기관리 대응활동 및 정기 감사 강화

환경성과 추이

2008년 이후 환경안전 법규와 풀무원 내부 규정의 준수여부를 정기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13년까지 CO2, 물 사용량의 10% 저감이라는 목표와 함께 청정 생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는 자원의 효

규제대응측면의 감사 이외에 시스템 운영수준 측면의 감사활동을 추가하여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수준을 높이기

율적 사용과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 에너지, 용수의 사용과 폐기물 발생, 배출 농도관리를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 ES실무협의체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기 감사결과 비정상 상황 및 비상사태 대응방안이 미비하여
전체 제조사업장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화재, 폐유 누출, 암모니아 유출 등의

1)

원료사용효율

대응을 강화하여 유해물질 누출사례는 없었습니다.
1)

에너지
[풀무원 환경안전 정기감사의 종류]

2009

2010

콩 사용량

%

3.799

3.676

3.733

3.802

면제품 사용량

%

5.633

5.977

6.051

5.290

녹즙 사용량

%

3.162

2.978

3.031

3.896

직접에너지 사용량

kgOE/제품톤

84.1

79.5

77.5

77.1

간접에너지 사용량

kgOE/제품톤

94.7

94.7

90.7

91.6

물 사용량

m3/제품톤

28.5

33.4

28.7

29.2

온실가스3)

CO2 총 배출량

천t CO2/년

55

55

58

63

- 제조과정에서의 CO2 배출량

천t CO2/년

32

31

32

32

- 물류과정에서의 CO2 배출량

천t CO2/년

23

24

26

31

제조 CO2 원단위

t CO2/제품톤

0.434

0.384

0.357

0.356

물류 CO2 원단위

t CO2/백만원

0.075

0.062

0.057

0.067

- 수배송 CO2 원단위

t CO2/백만원

0.053

0.042

0.038

0.044

염화불화탄소 사용량

kg

54

234

226

320

황산화물

g/백만원

0.010

0.008

0.002

0.003

질소산화물

kg/백만원

-

0.454

0.388

0.432

대기관리2)
1)

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진행을 통한 위기관리
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 폐기물 보관장소나 비지탱크로부터 누출된 폐기물이 우수소를 통해 유

2008

용수1)

[환경안전 정기감사 결과]

환경측면의 위기관리를 위해 풀무원 전 사업장에서는 정상조건과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

2007

폐기물1)

수계 배출량

m /제품톤

12.76

12.98

13.97

13.08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kg/제품톤

0.17

0.23

0.24

0.25

발생량

ton/제품톤

0.152

0.156

0.159

0.153

처리방법 - 재활용

%

98

98

98

97

1) 제조부문(풀무원식품,
풀무원건강생활)의 실적
2) 물류부문
(엑소후레쉬물류)의 실적

출되거나 암모니아 누출등의 경우가 주요 대응 항목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의 대비를 위해 비상대응 유형별 대처방안

- 매립

%

1

1

1

2

3) 제조/물류부문

을 수립하고, 작업자 교육, 방재장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각

%

1

1

1

1

(풀무원식품,

31.12

55.37

47.68

24.75

환경보호비용3) 환경투자 및 관리비용

84

3

환경성과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전체 사업장에서 보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서의 사전

단위

사회성과

풀무원 사업장의 환경안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원

풀무원건강생활,
엑소후레쉬물류)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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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

기업개요

체계적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풀무원 사업장은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관리대상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기후변화관련 규제의 사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음성두부공장과 엑소후레쉬물류에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이후 친환경 제품 구매사용 증가

대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연간배출량 산정 기간은

2007년 환경부와 녹색구매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 이후, 풀무원식품은 녹색구매 규정을 마련하고, 설비, 사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 진단과 병행한 온

기기, 사무용 소모품 등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2007년 녹색구매 금액이 2천5백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7

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풀무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회

천2백만원으로 10배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 녹색구매 재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풀

를 규명하고, 감축목표와 개선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

온실가스 인벤토리

무원 전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검증수여식

지속경영

구매 측면에서의 활동

1 음성두부공장

바른마음경영

국품질재단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온실

1 환경부와의 녹색구매

가스 감축 프로그램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정

자발적 협약식

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전체 제조와 물류부문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2012년에는 풀무원의 국내 사업단위

[제조와 물류부문의 CO2 원단위]

[음성두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경제성과

1

전체로 확대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엑소후레쉬물류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1
사회성과

제품 개발과정에서의 활동
친환경 제품과 공정

1 간접 냉각수를

저 탄소제품 시범인증 2009년에 유기농 두부 부침용(340g)의 탄소성

공정온수로 재활용:
1.9% 저감
2 포장용기 생산시

적 358g으로 탄소성적인증을 받은 이후, 2010년에는 저 탄소제품 시
범인증에 참여하였습니다. 5가지 저탄소 기술을 적용한 결과 탄소

부산물 loss 감소:

성적을 343g으로 4% 개선하였으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시범인증

1.0% 저감

서류/현장심사를 완료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적

3 포장필름 설계변경
통한 중량 및 공정 축소:
0.4% 저감

환경성과

저탄소 기술 5가지

[유기농 두부 부침용의 탄소성적 저감]

용한 저탄소 기술은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포장협력사의 생

저탄소 사무실 만들기

산손실 저감 등 5가지입니다.

저탄소 사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회의를 위한 7가지 실행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냉난방
온도, 머그잔 사용, 회의자료인쇄, 분리수거 등의 세부내용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사용하도록 하

4 콩 세척방식 개선
용수사용 감소: 0.3% 저감

였습니다. 또한 폐 휴대폰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자원을 활용하고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 휴대폰 수

5 냉동설비의 효율화 향상:

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수거된 물량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재활용하였습니다.

0.1% 저감

생산과정에서의 활동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직접 및 간접에너지 원단위]
[폐휴대폰 및 건전지 수거]

[친환경 회의의 7가지 실행지침]

풀무원 전사에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제조사업장에서의 보
일러 연료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와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로 바꾸고,
제조과정의 유틸리티 설비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감 활동을 진
행하여 CO2 원단위 및 에너지원단위가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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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접안구를 통한 냉기가 유출되어 에너지 손실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전체 센터 261개의 접안구 가운데 매년

풀무원 전사에서의 용수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공정용수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 중 제품과 직접 닿지 않

약 20%의 비율로 스트립커튼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05개 스트립커튼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전체 수량

는 간접냉각수를 회수하여 공정세척수로 재활용하여 절감하였으나, 2010년에 성형포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는 방식의

대비 40%의 접안구에 스트립커튼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냉동기 기동방식을 개선 리액터 방식에서 SST

두부제조기술을 신규 적용하는 등 생산공정의 손실요인 발생으로 용수 사용량 절감효과가 상쇄되었습니다. 제조사업장

(Soft Starter)방식으로 변경하여 2009년대비 전력사용량을 4% 절감하였습니다.

기업개요

물 사용 절감

에코드라이브 확산

의폐수처리장에서 수질을 정화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추가로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풀무원 제품의 수배송을 담당하는 엑소후레쉬물류에서는 월 평균 526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운행

용수사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성, 춘천, 의령 두부공장에서는 간접냉각수를 회수하여

을 위해 전체 차량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에코드라이브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경

공정 중 세척수로 사용함으로써 폐열과 용수를 함께 절감하였습니다. 기존 두부제조공정에서 사용한 냉각수는 그대로 폐

제, 안전한 운전방법을 숙지하기 위해‘에코드라이브 실천 왕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에코드라이브 캠페

수처리장으로 방류하였으나, 재활용을 위해 간접냉각수를 집수 탱크에 모은 후에 온수가 필요한 세척수 등의 용도로 공

인 실행 이후 운영차량의 비중이 높은 2.5톤과 11톤 차량의 연비가 기존보다 각각 1.1%, 0.8%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른마음경영

니다. 용수의 사용량 감소 노력 이외에 방류하는 폐수의 수질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춘천, 음성, 도안공장

지속경영

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수원지는 금강수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이며, 이 중 80% 이상이 금강수계로부터 공급받고 있습

급하여 가온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여 연간 58,922 kg의 LNG 사용량과 용수 56,000m3을 줄였습니다.
[에코드라이브 실천 왕 캠페인 시상]

[운영채널별 에코드라이브 결과]

배송과정에서의 공회전 방지

[축냉장치 차량 장착현황]

[수원지별 용수사용 원단위 추이]

단위

2008

2009

2010

m3

2,692,798

2,565,123

2,721,706

용수 중 지하수 비율

%

20

22

22

용수 중 상수 비율

총 용수사용량

80

78

78

음성두부, 생면, 나물, 도안건기식, 녹즙 m3

2,045,272

1,833,724

1,918,440

낙동강수계

의령두부

m3

186,761

176,551

173,445

한강수계

춘천두부, 얼음

m3

251,500

296,870

354,956

환경성과

[용수 사용 원단위 추이]

사회성과

%

금강수계

경제성과

구분

[간접냉각수를 공정용수로 재활용]

지하 매장에서 제품을 배송할 때 차량내부의 온도를 유지
하여 제품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차량의 공회전을 방지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냉설비 장착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축냉장치 설치 대상차량은 총 50대로 선정하였으며, 2010
년까지 축냉설비 장착률은 대상차량의 88%입니다. 축냉
장치 설치로 주행과정에서의 연비 개선효과도 함께 거두
고 있습니다.

1 축냉장치 부착
2 차량 및 충전기

수배송과정에서의 활동
물류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물류사업장에서도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전력 절감, 수배송 효율화를 통해 절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CO2 원단위
가 감소하여 왔으나 2010년에는 신규로 녹즙의 수배송을 운영하게 되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음성지역에 신규 물
류센터 가동 영향으로 CO2 원단위 증가가 예상되나 고효율설비도입, 에너지 절감활동을 진행하여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제품 물류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이 낮은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고, 스팀,냉기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1

2

위해 설비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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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정에서의 활동

포장박스를 다용도 접이식 적재 박스로 개선하여, 기존에 두부박스와 함께 적재가 불가능하였던 사항을 개선하여 크

포장재 사용 절감

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부박스와 일괄 적재가 가능하게 되어 수송차량의 공간 효율 향상을 가져왔으며, 접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활동으로 내포장의 경우 공통 디자인 적용, 포장재의 중량 및 인쇄도수를 감소하는 등의 포

이 방식을 적용하여 회수시 많은 수량의 회수 박스 적재가 가능하게 되어 수송 효율을 높였습니다. 2011년에 적용할

장재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면류제품의 경우 포장에서 제품 구분이 가능하므로 공통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제

신규 소터 설비에 적용 가능하도록 바닥면을 사선형에서 田의 모양으로 변경하여 신규설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에는 내포장을 통일하였고, 내포장 인쇄의 색상도 단순화하여 포장재를 23% 절감하였습니다.

기업개요

포장박스 개선을 통한 수송 효율 향상

지속경영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였습니다.
제품 포장재의 의무 재활용률 준수

풀무원은 포장재 개발단계에서 포장절감을 통해 소비자 사용 이후의 폐기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탄소 제로 열린주총과 공장견학

제품 생산 및 판매자의 의무사항인 포장재의 의무 재활용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식품포장재

서 16,0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줄이기 위해 열린주총 기획단계에서 무대제작을 최소화하

(4,142,309kg)의 약 57%를 재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풀무원 샘물의 경우 18.9L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공장에서 세척

고, 디지털기기(DID , 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에 활용한 현수막은 에코백으

후 재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샘물 용기의 96.7 %를 재활용했습니다.

로 재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고, 2,588명이 참여한 공장견학 과정에서
는 차량운행시 에코드라이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 열린주총에서 241kg, 전체 84회의 공장견학을 운영하는

[공통사용 내포장 개선]

[인쇄도수 단순화]
After

Before

After

경제성과

Before

과정에서 15,327kg 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열린주총과 공장견학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절감을 위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

2010년의 열린주총과 공장견학 프로그램은 탄소 제로로 진행하였습니다. 열린주총에서 1,000kg과 공장견학 과정에

의 환경봉사동아리‘풀바람’과‘생명의 숲’은 인천 세계평화의 숲에서 해송 300그루를 0.1ha 면적에 1.8m 간격으로
식재하였으며, 이 지역은 탄소중립의 숲으로도 인증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규모의 행사를 호텔에서 진행하고 무대제작, 인쇄물 등을 배포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1,000kg 예상됨.

[단포장 제거하여 포장재 23% 절감]
Before

사회성과

[열린주총의 탄소제로 과정]

[파우치 밑 포장을 4중 -> 3중 개선으로 포장재 4% 절감]
After

Before

After

1. 탄소제로 주총행사 기획
2. 무대 제작물 최소화
3. DID설치
4. 행사에 사용한 현수막은 에코백으로
Up-Cycling

환경성과

탄소제로 열린주총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 탄소배출량은 241kg으로 확인함.
무대제작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759kg만큼을 줄임.

(단위: %)
1

2

구분

2010

2010

18.9L 용기 재사용 비율

96.7

96.8

최종 처리과정에서의 활동
3

4

폐기물 배출량 저감

풀무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동 식물성 잔재물의 비중이 높으며,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린주총 행사에서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풀무원 환경봉사동아리‘풀바람’에서 나무심기 행사 진행함.
4/17 인천 세계평화의 숲에서 해송 300그루를 0.1ha 면적에 1.8m 간격으로 조성
열린주총행사 및 조성한 숲에 대해 탄소중립 인증

손실을 줄이도록 이를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사용 절감노력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량인 폐합성수지 배출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위험폐기물의 관리

풀무원 음성생면공장에서 유입식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절연유에 포함된 PCBs(폴리염화비페닐류, Polychlorinated Biphenyls) 함량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5ppm)를 초과하여 위험폐기물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국내 적정처리업
체가 없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여 해당관청에 신고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사용연한 만료로 폐기할
경우 위험폐기물 적정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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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제조사업단위의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kg/톤]

지속경영
바른마음경영

생태계 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로하스아카데미

건강과 환경을 모두 생각한 Eco e-Story

로하스아카데미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수시설, 농장 및 청소년수련원 영역을

2010년 ECMD 급식 사업장에서는 친환경식단 제공과 함께 친환경 활동을 고객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밥상

포함하여 총 면적 13ha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인근의 수려한 자연환경, 두 개의 능선과 숲으로 둘러싸

을 제공하면서 잔반을 줄이기 위해 잔반 무게재기, 퇴식구 이원화, 잔반 없는 고객에게 후식 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

인 곳에 로하스아카데미가 위치하여 숲, 경작지, 습지, 전석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숲 경계부는

다. 잔반을 줄이는 활동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온도, 염도기준에 적합한 음식 제공,

생태계 다양성이 높습니다. 로하스아카데미는 주변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자연을 가꾸는 프로그램(숲
이 주는 이로움, 새 집 달기, 비오톱 만들기, 칡 넝쿨 제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으로 배정하여 자연과 공존,

뉴얼을 정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 Eco e-story를 시범 진행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천정부청사 사업장에서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149g(2010.4) →90g(2010.7) →78g(2010.12)으로 52% 감

사회성과

사업장별 고객선호메뉴를 조사하여 고객이 좋아하는 메뉴를 제공하고, 고객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전체 355개 사업장 중 239개(67.2%)에서 Eco e-story 활동을 시범 진행하여 매

경제성과

급식, 외식에서의 활동

1 로하스아카데미 전경

량하였습니다.

2 다람쥐 먹이주기

환경성과

[Eco e-story 진행과정]
1 잔반 그래프 관리
2 친환경 활동 설명
3 친환경 식재 진열
4 고객과 함께 잔반
무게 확인
5 잔반 없는 날 운영
6 고객 환원행사 진행

1

2

1

3

2

환경관련 법규준수
풀무원 사업장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토양
환경 보전법 등의 법규를 준수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기준의 1/2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은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화학물질, 기름
4

5

6

등 위해물질의 누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규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친환경밥상이란: 식품이 생산되는 데 발생하는 탄소의 양까지 고려한 저 탄소 친환경 건강밥상은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육류, 수입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구성 자제, 열기구를 이용한 조리법 자제, 친환경식재, 채식, 콩단백질 중심의 메뉴, 요리법를 적
용한 식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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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3자 검증보고서
풀무원 경영진 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제3자 검증기관’
으로서‘2010 풀무원 지속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에 대한 검증
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성 및 독립성
보고서 작성에 포함된 지속경영 목표 설정, 성과관리, 정보의 수집,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풀무원에 있습니다. 검증인은 풀무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검증작업을 수행하였습
니다.

검증기준
본 보고서의 검증 작업은 이하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AA1000Assurance Standard(2008)1 검증기준
2) BEST 가이드라인2
3) GRI G3 지속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3

검증유형 및 수준
본 보고서의 검증은 AA1000 AS(2008)기준의 Type 1과 중위수준(Moderate level)에 따라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인은 Type 1에 따른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2010 풀무원 지속경영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토

하고, AA1000 AS(2008)의 3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근거하여 공시자료 및 보고시스템,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본 검증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또한 검증인은 보고내용에 대해 오류를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각 성과 영역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중위수준에 부합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95

제3자 검증보고서

100 BEST/GRI 가이드라인 인덱스
105 협회가입현황

PULMUONE 지속경영보고서 2010

95

검증범위 및 방법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1) 보고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대한 평가, 2) GRI/BEST 지속경영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는 점

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지표 충족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의 소리(VOC), 임직원의 소리(VOE)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는 식품기업으로써

·공개된 데이터의 출처 및 관리 부서 검토
·영역별 성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보고 과정의 적합성 검토

각 자회사별 적극적인 CS센터 운영과 VOC분석 및 관리에 6시그마 기법 적용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제품개
발과 서비스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점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치 여부 검토

다만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

·미디어 분석과 보고기간 동안의 관련 문서 검토

해 제기된 이슈 및 그에 대한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사내정책, 벤치마킹, 언론검색,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중대성 평가 진행
·중대이슈에 대한 대응시스템
·각 성과 영역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시
·본사(서울)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사검증(2011.02.17, 2011.02.22)
·지속경영보고서의 GRI/BEST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중대성(Materiality)]: 풀무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풀무원은 사내정
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동종업계 벤치마킹, 언론보도내용 검토 등 체계적인 중대성평가를 통해 기업 내·외부 이
해관자에게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중대이슈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판단, 결정 및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한사항
·각 성과영역 담당자, 성과정보 취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데이터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내 사업장가운데 풀무원 본사에 대한 현장실사 진행
·해당 보고기간에 대한 자료 및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검증 진행

·이해관계자 별 주요이슈를 구분하여 각 이해관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시한 점
·각 영역별 접근방식(DMA: 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을 통해 풀무원이 중대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점

·성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음

다만 향후에는 중대이슈를 보다 강조하여 보고하고 부정적인 성과 및 그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검증의견

[대응성(Responsiveness)]: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

상기 검증범위와 방법,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실린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풀무원은 다양한 채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검증결과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며 세부 검증결과 및 권고사항은 풀무원

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에 제출하였습니다.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포괄성(Inclusivity)]: 풀무원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전략수립 및 참여 프로세스의 적정성 검토

·중대이슈에 대응하는 조직 및 조직의 역할과 활동 방법을 보고한 점

검증인은 풀무원이 지속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경영활동 수행

·만족도 조사, 서비스 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점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풀무원은 이해관
계자 참여를 실행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 분류하였으며 각 이해관계자그룹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정례
화된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지속경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들을 파악
함으로써 풀무원이 전략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다만 향후에는 실제로 이해관계자와 의사 소통한 결과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및 대응 결과에 대한 보
고를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기업이 경영 및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으나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
거나 오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판단됩니다.
1 AA1000AS(Assurance Standard): 영국에 소재한 사회책임경영 관련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1999년에 사회적, 윤리적인 회계, 감사, 보고에서의 질을
향상하여 조직 전반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지속경영보고서 검증기준으로, 2008년에 개정된 버전을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2 BEST 지속경영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의 지속경영보고서 확산을 목적으로 윤경SM포럼이 2006년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연구원(IPS),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수준을 5단계로 파악할 수 있음.

3 GRI G3 가이드라인: 1997년 국제 환경단체연합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합작하여 제정한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2006년 10월 세 번째 개정판 G3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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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적용수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인은 본 보고서의 GRI G3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이‘A+’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장기 지속경영 목표 대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 제시

GRI 가이드라인 적용수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활용현황과 사례에 대한 보고 강화
·중대이슈 우선 보고
·부정적 이슈 및 미진한 성과에 대한 보고 강화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의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 강화

본 검증보고서 및 별도로 제출된 권고서한을 바탕으로 풀무원이 보다 체계화된 지속경영 및 보고서 발행시스템을 수
립하고 개선해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풀무원으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지속경영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제3자 검증기관’으
로, 1993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경영 관련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기관입니다. 본
검증인 5인(이석영, 김동수, 이동원, 박정은, 손정아)은 경영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 및
지속경영 자문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BEST 충족률]
본 보고서의 BEST 기준 보고율 및 정보의 심도를 고려한 결과, BEST 가이드라인 5단계 중 성숙형인 제5단계를
99.5%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풀무원 지속경영보고서 지표 충족률 추이]
보고서 발간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차

2차

3차

4차

5차

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충족률(%)

81.3

96.4

98.0

99.1

99.5

발간회수

* 검토 결과를 동일하게 5단계로 환산한 충족률임.

권고의견
본 검증인은 풀무원의‘2010 풀무원 지속경영보고서’가 (1) 지속경영 전략, 담당 조직, 향후 전략 등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여 BEST 가이드라인 5단계,‘성숙형’에 해당하며, (2)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속경영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고, (3) 제품이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경영전략의
수준에서 지속경영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98

김재은

BEST/GRI 가이드라인 인덱스
충족정도표시

100

GRI관련

◐

지표

지표

번호

경제성과

GRI관련

해당 페이지

지표번호

충족
여부

EC

경제

EC1

생성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EC1

39

EC2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EC2

29, 86~87, 88~89 ●

충족

EC3

조직의 정액연금제도 약정의 보상범위

EC3

60

●

여부

EC4

주요 사업지역에서 인력 수급 및 조달

EC6/EC7

58

●

EC5

정부 수취 보조금

EC4

77

●

부분보고, ○ 미보고, ◇ 해당없음

해당 페이지

BEST 지표 내용

●

BEST

지표

지표

번호

보고서

A

기업현황 소개

개요

A_1

지속경영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CEO 성명서

1.1

4~5

●

EC6

비핵심사업 인프라 구축

EC8

79, 93

●

A_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1.2

8~9

●

EC7

간접적 경제효과

EC9

19, 58

●

A_3

기업명

2.1

6~7

●

EC8

브랜드 가치

-

40

●

A_4

주요 제품과 서비스

2.2

6~7

●

EC9

혁신경영 성과

-

41, 43~45

●

A_5

주요 부서 조직도 및 자회사, 제휴사 등의 현황

2.3

6~7, 16

●

EC10

창조경영 성과

-

41, 42

●

A_6

합자회사, 일부 소유 자회사, 임대설비, 외주운영 등의 현황

3.8

6~7

●

EC_DMA 경영방식공시_경제

24~25

●

A_7

해외 사업장 현황

2.4/2.5

6

●

GR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A_8

조직의 법적 소유구조의 성격

2.6

12

●

GR1

기업지배구조

4.1/4.2

12~13

●

A_9

활동 시장의 성격

2.7

8~9

●

GR2

사외이사 비율

4.3

12

●

A_10

조직 규모

2.8

38~39, 57

●

GR3

이사회 구성현황

4.2

12

●

A_11

국내외 산업 및 비즈니스 협회 가입현황

4.13

부록

●

GR4

이사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4.7

12

●

B

보고서내용

GR5

이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

4.9

13

●

B_1

보고범위

3.6

2

●

GR6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수립, 실행, 감독하는 조직구조

4.10

13

●

B_2

보고서 범위 제한 요소

3.7

2

●

GR7

임원보상과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와의 연계

4.5

13, 59

●

BEST

BEST 지표 내용

● 보고,

BEST

지표번호

사회성과

B_3

보고기간

3.1

2

●

GR8

이사회 활동내용 및 결정사항

-

13, 웹사이트

●

B_4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의 비용과 효과 산출 기준과 정의

3.5

2, 21

●

GR9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현황

-

12

●

B_5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의 측정방법의 변화

3.11

2

●

GR10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관련된 헌장

4.8/4.12

32

●

B_6

보고주기

3.3

2

●

GR11

기업의 사전예방원칙 준수 여부

4.11

14

●

B_7

보고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

3.13

2

●

GR12

주주의 이사회 권고안 및 제안 제출방법

4.4

13, 20

●

B_8

이전 보고서 이후 변동사항

2.9/3.2

2

●

GR13

조직 최상위기구의 이해 충돌 방지 절차

4.6

12, 13

◐

B_9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3.4

2

●

GR14

투자 및 협력구축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제도

신설

72~73

●

B_10

BEST 매트릭스

3.12

부록

●

EM

종업원

C

이해관계자 참여

EM1

종업원 현황

LA1

57

●

C_1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악기준 및 선정

4.14/4.15

20

●

EM2

종업원과 경영진의 구성현황

LA13

57

●

C_2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4.14/4.16/SO1 20

●

EM3

남녀 간 종업원 평균 임금

LA14

59

●

C_3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및 사용

4.17

●

EM4

사업지역, 동종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복리수준

EC5

59

●

D

지속경영

EM5

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LA2

57

●

D_1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

-

15, 24~27

●

EM6

평균 근속 연수

-

57

●

D_2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

24~27, 29

●

EM7

차별관행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HR4

58

●

D_3

향후 지속경영 전략 및 목표

-

15, 24~27

●표

EM8

결사자유 정책

HR5

58

●

21, 22,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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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지표

지표

번호

사회성과

EM9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HR6

59

●

CS

소비자

EM10

강제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HR7

59

●

CS1

제품 및 소비자의 특성 및 지속경영 이슈

-

24~25

●

EM11

노동조합 관련 조직개요

-

67

●

CS2

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49, 51, 56

●

EM12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조항 및 가입 종업원 현황

LA4

67

●

CS3

공정경쟁, 독점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

SO7

34~35

●

EM13

기업의 운영 변화 시 종업원에 대한 정보 제공, 협의 등에

LA5

66

●

CS4

제품 및 서비스 수명주기 동안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PR1

48~49

●

CS5

제품정보 제공 관련 정책 및 관리

PR3

50~51

●

BEST 지표 내용

GRI관련

해당 페이지

지표번호

충족

BEST

지표

여부

지표

번호

대한 정책 및 프로세스

102

BEST 지표 내용

GRI관련

해당 페이지

지표번호

충족
여부

EM14

안전보건 위원회에 대한 설명

LA6

69

●

CS6

소비자의 주요 의견 및 반영결과

-

53~54

●

EM15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노사합의 사항

LA9

68

●

CS7

사회적환경적이슈를 고려하여 혁신한 제품과 서비스

-

18~19

●

EM16

종업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 준수현황

-

68

●

CS8

제품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

18~19

●

EM17

ILO 협약 중 산업안전보건 관리 항목에 대한 준수현황

LA14

68

●

CS9

소비자 만족 관련 정책 및 관리

PR5

54~56

●

EM18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LA8

70~71

●

CS10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제품철회 사례 및 이유설명

-

48

●

EM19

부상 및 질병발생 종업원 수와 결근율

LA7

70

●

CS11

소비자 안전보건 관련 법규위반 및 민원 사례

PR2

49

●

EM20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

LA3

60

●

CS12

제품정보 제공 관련 법규위반 사례

PR4/PR9

51

●

EM21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61~62

●

CS13

광고에 관련된 표준과 자발적 강령준수 현황

PR6

51

●

EM22

종업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58, 59, 68, 70

●

CS14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위반 사례

PR7

51

●

EM23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현황

-

66

●

CS15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만사항

PR8

56

●

EM24

노동쟁의 현황

-

67

●

CS_DMA 경영방식공시_제품책임

24~25

●

EM25

윤리경영 전담담부서, 투자 규모, 보고라인

-

32~33

●

CO

지역사회

EM26

윤리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침제공

-

33

●

CO1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속경영 이슈

SO1

26~27

●

EM27

종업원 교육훈련 평균시간

LA10

33, 58, 64~65

●

CO2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정책, 절차

HR9/SO1

76

◐

EM28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LA11

33, 58, 64~65

●

CO3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내 구성원 투입시간 및 투입비용

-

78

●

EM29

성과 및 경력개발 관련 종업원 상담제도 운영

LA12

59

●

CO4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

76~79

●

EM30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의 비율

HR3

58

●

CO5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SO2/SO3/SO4 32, 34

●

EM31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비율

HR8

58

●

CO6

정치적 로비와 헌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SO5

35

●

EM32

임직원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

61~62

●

CO7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SO6

35

●

EM33

여성 리더십 개발

신설

63

●

CO8

사회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2.10

62

●

EM34

여성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신설

63

●

CO9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 현황

SO8

49, 51, 56, 58,

●

EM_DMA 경영방식공시_인권

24~25

●

EM_DMA 경영방식공시_노동

26~27

●

PN

협력업체

PN1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경영 이슈

-

26~27

●

PN2

협력업체 선정요인 중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대한 고려

HR1

72~73

PN3

협력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HR2

PN4

협력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대한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PN5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59, 68, 70, 95
CO10

여성, 아동, 노령자를 위한 사회공헌 정책 및 성과

신설

CO_DMA 경영방식공시_사회
환경성과

77, 78

●

26~27

●

EV01

환경정책 및 투자

●

EV1

환경관련 투자 및 비용

EN30

85

●

72~73

●

EV2

환경영향감소를 위한 정책

-

84

●

-

74

●

EV3

정량화된 환경목표 및 성과

-

26~27, 83

●

-

75

●

EV4

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EN18

86~87, 8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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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지표

지표

번호

환경성과

EV5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EN5/EN6/EN7 29

●

EV6

천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목표, 프로그램

EV02

원재료 및 에너지사용

EV7

BEST 지표 내용

GRI관련

해당 페이지

지표번호

충족
여부

EN14

78, 93

●

직접 에너지 사용량(운영, 제품생산, 운송 포함)

EN3

85

●

EV8

간접 에너지 사용량

EN4

85

●

EV9

총 수자원 사용량

EN8

85, 88

●

EV10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원자재 사용량

EN1

85

◐

EV11

재생원료 사용비율

EN2

-

◇

EV03

환경영향

EV12

온실가스 배출량

EN16

85

●

EV13

간접 온실가스(CO2,CH4,N2O,HFCs,PFCs,SF6) 배출량

EN17

85

●

EV14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EN19

85

●

EV15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N20

85

●

EV16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양

EN22

85

●

EV17

수계 폐기량

EN21

88

●

EV18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EN10

88

●

EV19

조직이 방출한 폐수가 수역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EN25

88

EV20

조직의 취수가 수자원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EN9

EV21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EV22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장 위치, 크기,

명칭

명칭

(재)서울그린트러스트

환경재단

●

서울상공회의소

한국CEO포럼

88

●

한국식품공업협회

136환경포럼

EN23

93

●

EN11/EN12

2009 보고서

●

미래포럼

한국무역협회

유엔글로벌컴팩 한국협회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
EV23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EN26

82

●

한국경영자총협회

윤경포럼(산업정책연구원)

EV24

제품 중 재생가능한 제품 무게와 실제 재생 무게의 비율

EN27

91

●

한국종균협회

한국콩연구회

EV25

간접에너지 감축 성과

EN7

85, 89

●

EV26

생명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활동 및 운영과

EN12/EN14

2009 보고서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식품연구소장협의회

국제생명과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인사관리협회

(사)기업소비자 전문가 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CFO협회

SERI CEO(삼성경제연구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공정거래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무역협회

식품CEO체인스토어협회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관리
EV27

조직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자연서식지의 변화 및 조직이

EN13

2009 보고서

●

EN15

2009 보고서

●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거나 복구한 사례
EV28

사업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 동식물 명단에
등록된 종의 수

EV29

바젤협약 첨부 I,II,III 그리고 VIII 기준 위험 폐기물의 발생,

EN24

91

●

운송, 수입, 수출, 처리
EV30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EN29

82, 89

●

EV31

환경관련 법규 준수 현황(지역별, 산업별)과 법규 위반 및 벌금 내역

EN28

93

●

26~27

●

EV_DMA 경영방식공시_환경

104

협회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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