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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About this Report

보고서의 발간 목적

KCC는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21년 7월에 발간하였

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KCC 2021/22 지속가능성보고서」는 KCC의 여덟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KCC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

적·사회적·환경적 가치의 창출 목표와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KCC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KCC와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중대 이슈들을 투명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작성 기준

KCC에서는 본 보고서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방법(Core Option)에 부합하도록 작성

하였으며, ISO 26000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GRI Standards와 ISO 26000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Appendi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 범위 및 경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KCC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는 

2022년 1분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연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근 3개년의 성과를 제시

하였습니다.

보고 경계는 본사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일부 관계사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내용을 본문에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환경 데이터는 당사의 국내 사업장 및 영업소를 대상으로 함)

 

보고 검증

본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검증표준인 AA1000AS(V3) 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 검증의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Appendi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우중(ESG운영팀)  Tel: 02-3480-5136  / Email: stjbb@kccworld.co.kr

최동민(ESG운영팀)  Tel: 02-3480-5151  / Email: dmchoi5170@kccworld.co.kr

Interactive 사용자 가이드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PDF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표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직전에 봤던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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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AUTOMOTIVE

CONSTRUCTION

ELECTRONICS  
HOME APPLIANCES

Become No.1 leader with 
the world's most eco-friendly  
management and technology
손 닿는 곳 어디에나 KCC가 있습니다

KCC는 1958년 창사 이래 건축·산업용 자재와 도료, 실리콘 및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정밀화학기업입니다. 

KCC는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고부가가치의 

「ONE AND ONLY」 제품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객의 신뢰와 기업 경쟁력 향상 노력을 바탕으로 

'강한 KCC', '신뢰받는 KCC', '글로벌 KCC'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SHIPBUILDING & 
OFFSHOR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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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KCC는 혁신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와 함께 ESG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KCC는 ESG경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SO 26000 등 관련 글로벌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발전시키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KCC가 만들어 가는 더 좋은 삶, 

더 좋은 내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CC 사장  정재훈

KCC를 아껴 주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KCC는 2014년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과 제품, 서비스 전반을 글로벌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중심의 기술혁신, 동반성장, 그리고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KCC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기술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CC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그 경과,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KCC의 경영이념인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 목표 및 방침을 공유

하고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기업은 사회의 흐름과 민감하게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경기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객과 시장의 니즈 또한 빠르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적절히 대응하며 불확실한 

미래 환경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동력은 초격차 기술경쟁력입니다.

KCC는 우수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전략으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것 

입니다.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성과를 창출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선도 기업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뛰겠습니다. ESG 중심 경영을 더욱 심도 있게 수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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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공감대 넓히며 

온라인 소통 강화

Highlights 2021/22

2021년 지속가능경영/그린경영/사회공헌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우수기업

KS인증 우수기업 ‘KS 명가’ 선정

KCC는 환경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ESG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KCC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 중심의 기술 혁신 및 신제품 런칭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의 경영이념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KCC는 앞으로도 ESG경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지속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CC는 회사 공식 블로그 ‘KCC Magazine’과 페이스북 페

이지(www.facebook.com/kccstory), 전용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고객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콘텐츠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

다. 특히 KCC 전용 유튜브 채널의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Feat. KCC창호)’ 편은 2021년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에피 어워드 코리아, 부산국제광고제에 이어 

한국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광고대상(Korea Advertising 

Awards) 디지털영상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이해관계자

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KCC는 진정성을 핵심

가치로 여기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신한 시도와 양질의 

콘텐츠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노

력하겠습니다.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에서 KCC가 KS인증 우수기업인 ‘KS명가’에 선정되었습니다.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는 KS(한국산업표준)인증 취득 후 10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모범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룬 선도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975년 수성도료 KS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석고보드, 보온재 등 총 18종의 KS인증을 보유한 KCC는 

3QP(Quality Product, Quality Process, Quality People)를 강화하는 등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CC는 KS명가 선정

을 계기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 런칭

KCC가 하이엔드(High-End)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 

를 공식 런칭하였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레오 폰 클렌체(Leo von Klenze)’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Klenze는 “과시가 아닌, 절제. 드러나는 스타일이 아닌, 드러

나지 않는 디테일. 한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오래가는 분위기. 

요란한 전시가 아니라, 조용히 강한 아우라”를 모토로 기존 

프리미엄 창호들과의 차별화를 지향합니다.

KCC의 선박용 방오도료와 방청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 

방청도료와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13년 연속, 방오도료는 11년 연속 선정되며 세계 정상급 

제품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선박용 방오·방청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세계일류상품」 13년 연속 선정

2021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친환경 페인트·창호 부문 1위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KCC의 대표 친환경 페인트 브

랜드인 ‘숲으로’가 2021 K-BPI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KCC창호’가 창호재 부문

에서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며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인정받았습니다.

KCC는 2021년 한국경영인증원 주관 ‘국내 100대 ESG경

영·탄소중립경영·그린경영·안전경영 기업’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더불어 한국표준협회 주관 제조 부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KRCA) 우수기업’으로 7년 연속 선정, 

GRI Guideline을 기반으로 ESG경영 활동을 보고서에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5개 부문 1위 수상

2021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KCC가 수성도료·유성도료 7년 연속, 석고텍스 

천장재 5년 연속, 그라스울 단열재 3년 연속, 창호 부문에서 새롭게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명실공히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를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충족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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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억 원) 58,749
영업이익

(억 원) 3,888
당기순이익

(억 원) (532)

임직원 수 3,416
국내 계열회사 및 

자회사 수 12
해외 계열회사 및 

자회사 수 62

국내 NICE/KR/KIS

(2022년 3월 기준)

해외 S&P

(2022년 3월 기준)

AA- 
(Stable)

BB+ 
(Stable)

2021년 재무 성과 2021년 운영 현황 신용등급

매출액

(억 원)

구분

매출비중

(%)

주요 제품 - 건축용 내외장재

- 보온재

- PVC

- 건축용

- 자동차용

- 선박용

- 실리콘

- 실란트

- A/M

- DCB

- 장섬유

9,379 14,575 31,203 3,592

16.0 24.8 53.1 6.1

건자재 도료 실리콘 기타

주요 연혁

회사 소개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씨씨(KCC Corporation)

설립일 1958년 8월 12일

대표이사 정몽진, 정재훈

계열회사 및  

자회사

[국내] ㈜KCC건설 외 12개

[해외] MOM Holding Company 외 62개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조직 구성 사업부(건재, 도료) · 사업지원 · 경영전략 · EHS · 연구 · 관리

주요 시장 점유율  (자체 시장조사에 따른 국내 시장 점유율 데이터)

건축자재

59%

도료

36%

PVC창호

34%

VI용 세라믹

30%

시장 영역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 아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 유럽 (독일, 터키)

- 미주 

(2021년 말 연결 기준)

KCC at a Glance

사회공헌

사회공헌 투자 금액

(억 원, 국내 기준)

KCC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1인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37.3 4 시간

환경경영 

환경투자비용 (억 원)

45.9
125.9

89.42019

2020

2021

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0.252
0.261

0.2522019

2020

2021

(tCO2eq/백만 원)

* 정재훈 대표이사는 2022년 1월 6일부로 취임하였습니다.

1958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설립 

1974	 	 고려화학 주식회사 설립

1976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명 변경 

1989 	 계열회사 금강종합건설(現 KCC건설), 금강레저 설립 

2000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 주식회사 흡수합병 및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으로 사명 변경  

 계열회사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 설립

2005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에서 주식회사 KCC로 사명 변경 

2008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수상(대한민국친환경대상추진위원회) 

2011 	 매출액 3조 원 돌파

2012 	 KCC 전주공장, 도료업계 최초 녹색기업 인증 획득 

2014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유공자 표창   

2015 	 여주공장 세계 최대 판유리 라인 가동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사회공헌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2018  	 미국의 글로벌 실리콘 제조업체 모멘티브(Momentive)  

 인수·합병계약 체결 

2019  	 2019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7관왕   

 선박용 방오·방청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세계일류상품」 11년 연속 선정 

2020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선박용 방오·방청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세계일류상품」 12년 연속 선정

2021 	 KS인증 우수기업 ‘KS 명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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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독일, 터키 등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KCC는 전사 차원의 글로벌 비전과 시장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건축·산업자재, 도료 및 정밀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1. 본사 경영관리, 제품·상품 판매 등

 2. 중앙연구소 연구개발

3. 안성공장 도료(건축용·공업용·자동차보수용·중방식용· 

플라스틱용)

4. 김천공장 미네랄울, 세라크울, 그라스울, 마이톤

5. 여천공장 석고보드

6. 전주공장 PVC창호, AM금속접합세라믹, DCB세라믹기판, 

도료(건축용·분체), 수지, EMC

7. 대죽공장 석고보드, 석고텍스, 석고본드

8. 문막공장 그라스울

9. 세종공장 유리장섬유

10. 울산공장 도료(공업용·선박용·자동차용·플랜트용·PCM)

영업소 서울, 경기북부, 인천, 성남, 수원,  

원주, 청주, 천안, 당진, 대전, 대구,  

창원, 울산, 부산, 전주, 광주, 순천

주요 계열사 KCC글라스, KCC건설, KCC실리콘, 금강레저,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즈

국내 사업장
(2021년 12월 기준)

해외 사업장

일본

17. KCC Japan Co., Ltd. 
Yurakucho Denki Building, South wing 12F, 1-7-1, 
Yurakucho, Chiyodaku, Tokyo, Japan

홍콩

18. KCC Chemical (HK) Holdings Limited  
Unit 1405-1406, Dominion Centre, 43-59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중국

19. Yuan Yuan Investment (Shanghai) Co., Ltd. 
11F, Shanghai HNA Building, No.898 Puming Road, 
Shanghai, China

사우디아라비아

20.  Polysilicon Technology Company
P.O Box 11359, Al Jubail Al Sinaiya, Jubail industrial 
city, East Province, 31961, Saudi Arabia

미국

21. MOM Holding Company
260 Hudson River Road, Waterford, NY 12188, USA

베트남

7. KCC (Vietnam) Company Limited 
Road 1, Long Thanh Industrial Zone,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Vietnam

8. KCC (Hanoi) Co., Ltd. 
Yen Phong Industrial Zone, Dong Phong Ward,  
Yen Phong District, Bac Ninh Province, Vietnam

9. KCC (Viet Nam Nhon Trach) Company Limited 
Nhon Trach 6 IZ, Long Tho Comm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말레이시아

10. KCC Paints Sdn. Bhd. 
Lot13/No.1, Jalan Anggerik Mokara 31/54, 
Seksyen 31, Kota Kemuning,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터키

11. KCC Boya Sanayi ve Ticaret Limited  
Sirketi Gebze
Organize Sanayi Bolgesi (Tembelova mevki) 
3100 Cad. No:3107, Gebze/Kocaeli, Turkey

사우디아라비아

12. KCC International Paints Co., Ltd.  
3942 Road 118 - Third Industrial Area, Al Jubail,
Kingdom of Saudi Arabia

중국

1.  KCC Chemical (Guangzhou) Co., Ltd.
No.9 North of the Doutang Street, 
Yonghe Economic Zone, Guangzhou, China

2.  KCC Chemical (Kunshan) Co., Ltd.
No.1388 Huangpujiang South Rd, Qiandeng 
Town, Kunshan City, Jiangsu, China

3.   KCC Chemical (Beijing) Co., Ltd.
No.51, West of Shuntong Road, Renhe Town,  
Shunyi District, Beijing, China

4.  KCC Chemical (Chongqing) Co., Ltd.
No.26, Huanan Road, Yanjia Economic 
Development, Changshou District, Chongqing, 
China

5.  KCC Chemical (Tianjin) Co., Ltd.
No.22 West Extension cord, West Central, 
Nangang Industrial Zone, Tianjin Economic-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China

인도

6.  KCC Paint (India) Private Limited 
Plot No. K-20 Sipcot Industrial Park, Phase II, 
Mambakkam Sriperumbudur Tamil Nadu, India

독일

13.   KCC Europe GmbH.
Hansaring 61, 50670, Köln/Cologne, Germany

싱가포르

14. KCC (Singapore) Pte. Ltd.
31 Tuas South Link 4, Level 2M PLG Building, 
Singapore

말레이시아

15. KCC Coating Sdn. Bhd.
Lot13/No.1, Jalan Anggerik Mokara 31/55, 
Seksyen 31, Kota Kemuning,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인도네시아

16.    PT. KCC Indonesia.
Belleza Permata Hijau Office Tower, 
Lantai 17 Unit 9 JI Letjen Soepeno 34, 
Permata Hijau, Jakarta, Indonesia

KCC Network

기타생산법인 판매법인

1

2

3

7
9

8

4

1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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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창호 (내창)

단열과 방음 등의 성능이 우수하여 아파트 내창 

또는 5층 이하의 저층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창호입니다. 다양한 컬러의 필름 및 외측 ASA 수지 

적용으로 조화로운 실내 분위기와 품격 있는 외관을 

완성합니다.

  발코니 창호 (외창)

강력한 내풍압 성능과 기밀, 수밀 성능은 물론 한층 

강화된 단열 성능을 갖춘 에너지 절약형 창호입니다. 

광폭 설계로 발코니 확장부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시스템 창호

유럽식 고급 창호 개폐 방식(T/T, L/S, P/S)을 부여한 

다기능 복합창호입니다. 정밀한 하드웨어 적용으로 

방음 및 기밀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다양한 기능을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 PVC 창호

단열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고품격 알루미늄(AL), 

폴리염화비닐(PVC) 일체형 복합 창호입니다. 

차별화된 외관으로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석고텍스

석고보드 원판을 가공해 도장한 무석면 불연  

천장재입니다. HB 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을 갖춰  

상가 및 사무실, 근린 생활 시설 등의 건축물에 

적합합니다.

  석고보드

배연 탈황 석고를 주 원료로 한 건축 내장용 

판재입니다. 기능에 따라 일반·방수·방균 등으로 

나뉘며, 불연·단열·차음(遮音) 성능이 우수합니다. 

절단과 취급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제품으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와 경량화 추세에 적합합니다.

  마이톤

순수 자연 광석으로 만드는 미네랄울을 주 원료로 한  

불연·흡음 천장재입니다. 기존 시멘트판 무게의 

1/3에 불과하며, 다양한 무늬와 패턴 시공으로 

고급스러운 천장 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숙한 

환경을 요구하는 사무실, 학교, 의료시설 등에 

적합합니다.

  석고본드

석고보드를 콘크리트 벽·블록, 시멘트 벽돌 등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분말형 접착제입니다.  

현장에서 간편하게 물로 반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성과 접착 강도가 우수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라스울

단열성과 흡음성이 뛰어난 무기질의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KCC 그라스울 네이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바인더를 적용해  

인체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불에 타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와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함유하지 않아 새집 증후군에도 안전합니다.

건축시장

KCC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창호와 유리, 천장재, 도료 등 건축물 곳곳에 필요한 제품의 

기능성을 높여 더욱 효율적인 공간을 완성합니다. 

건축물의 필수 자재를 공급하는 KCC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보다 

거주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건축 외부용 도료

건축물의 다양한 용도와 특성에 맞게 개발한 

도료입니다. 소재 보호력과 색상 구현력, 내후성 등이 

우수해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미적 효과를 최적화한 

제품군입니다.

  건축 내부용 도료

유해물질 함유량과 방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곰팡이 및 결로 억제, 오염 물질이 쉽게 

지워지는 Easy-Clean 등 다양한 성능을 보유해 

내부 인테리어와 기능성 구현의 두 가지 효과를 

만족시킵니다.

  일반공업도료

KCC는 가열 건조형 불소 도료 KOFLUX와  

자연 건조형 불소 도료 KOFLUN을 개발·보급합니다. 

열악한 외부 환경에 대비해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물의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분체도료

환경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품별 라인업을 

구축한 도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내후성을 갖춘 

하이라이즈-R 시리즈가 있으며 난간대, 신호등,  

펜스 등에 사용합니다.

도료

창호

내외장재

보온단열재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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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lized Ceramics

KCC 세라믹 튜브를 적용한 VI(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은 송배전용과 수배전용 

진공차단기에 적용되며, 접합 성능과 조직 치밀성, 

진공 기밀성이 우수하여 13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Power Tube, 

금속접합 세라믹 제품도 양산, 공급 중입니다.

  Ceramic Substrate

세라믹 기판에 DCB, AMB 공법으로 구리를 접합하여 

파워모듈 반도체의 기판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세라믹에 구리를 접합하며, 고객 니즈에 맞는 강도와 

방열 성능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용, 산업용, 가전용 

파워모듈의 주요 소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리장섬유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물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리섬유입니다. 모니터, 컴퓨터, 세탁기 

등 다양한 부품에 적용되어 전기 절연성과 내구성 등 

플라스틱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MC (Epoxy Molding Compound)

반도체의 칩, 와이어, 기판 등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용 봉지재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IC, 전력 반도체 등 다양한 반도체에 적용 

가능하며, 안정적인 반도체 성능을 위해 필요한 

우수한 작업성, 성형성 및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전자·가전·전기시장

KCC는 최첨단 제품의 기능과 수명을 책임집니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가전제품의 세련된 외관을 위해 

트렌드를 세심하게 연구합니다. 

KCC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자·가전·전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DAP (Die Attach Paste)

반도체용 접착제로 반도체 칩을 기판에 부착하는 

에폭시 수지 기반 Die Attach Paste입니다.  

우수한 작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BGA, CSP 등 

고성능 반도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공업도료

전기·전자 장비와 생활가전에 적용하는 도료입니다. 

제품의 미려한 외관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품질을 

강화해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PCM (Pre-Coated Metal) 도료

금속판을 가공하기 전에 미리 도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료입니다. 복잡한 형상의 피도물을 

도장하는 경우보다 도장 방법이 친환경적이며 

생산성이 높습니다.

  분체도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료입니다. 

생활 가전제품의 세련된 외관과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도장하지 않은 도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EL
EC

TR
O

N
IC

S 
H

O
M

E 
AP

PL
IA

N
C

ES

도료

소재

접착제

OVERVIEW KCC Sustainability Report 2021/22

014 015

2021/22 지속가능성보고서



  자동차 도료

미려한 외관을 구현하고 자동차의 Body를 구성하는 

강판의 방청성을 확보하는 도료입니다. 태양광의 

자외선, 산성비, 염분, 기름, 화학약품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전착, 중도, 상도, 

클리어의 다층 구조를 통해 도막의 물성 향상 및 

고품질을 구현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자동차 부품용 분체도료

차량 내외부에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휠용 도료의 

분체·액상 시스템을 모두 개발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며 모터용 절연도료는 난연성 

및 내열성 국제인증시험에 합격해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램프용 UV 하드코팅 도료

자동차 헤드램프용 UV 하드코팅 도료는 기후변화나 

이물질 충격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벗겨지거나 

갈라지지 않아 헤드램프 점등 시 또렷한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황변과 백화 현상을 

방지하고 본래의 외관과 성능을 유지하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MECA 8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리장섬유

최근 연비 효율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차량 경량화 요구 증가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금속 대체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유리섬유입니다. 차량 내외장재 보강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기존 금속 소재 대체를 통한 경량화,  

치수 안정성, 절연성 등 자동차 부품에 요구되는 

다양한 물성을 제공합니다.

  Ceramic Substrate

알루미나를 비롯한 AlN과 Si3N4 등 다양한 세라믹 

기판과 AMB 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한 방열 성능과 

고온/고전압에서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파워 모듈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MC (Epoxy Molding Compound)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반도체의 칩, 와이어, 

기판 등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용 

봉지재료입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장 부품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고내열, 고방열 등의 특수 

기능이 포함된 고신뢰성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DGU (Direct Glazing Urethane)

습기 경화형 우레탄계 자동차 유리 고착용 

실란트입니다. 직접 실링하는 제품으로 영구적 

탄성과 강력한 접착력을 갖춰 차량의 안전도를 

높입니다.

자동차시장

KCC는 자동차의 매력을 한층 향상시킵니다. 

차량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제품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디자인 콘셉트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외부에 

감각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특히 우수한 도막 성능과 

효율성을 지닌 KCC 자동차 도료는 국내외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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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피니쉬 도료

자동차 보수용 도료인 리피니쉬 도료는 손상된 

차량의 단순한 색상 복원을 넘어 신차 수준의  

도막을 형성합니다. KCC는 당사 자체 기술로  

국내 최초 수용성 현장 조색 시스템인 SUMIX를 

출시해 정확한 컬러 매칭과 뛰어난 건조성,  

우수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고기능성 및  

친환경 도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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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크울

실리카(모래), 알루미나를 용융해 섬유화한 

초고온 내화 단열재입니다. KCC 세라크울  

New-Bio는 우수한 생체 분해성과  

고온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그라스울

단열 및 흡음성이 뛰어난 무기질의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KCC 그라스울 네이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바인더를 적용,  

인체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미네랄울

무기질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 회전 

원심 공법으로 섬유화한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보온 단열 및 내열성이 뛰어나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해 선박의 방화 및  

내화 구조 등에 쓰입니다.

  선박도료

선박도료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박용 방청도료는 운항 중인

선박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며,

선박용 방오도료는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해

연료 효율을 높여 줍니다. 또한 내화도료는

해양 구조물에 도장되어 화재 시 건물의 붕괴

및 유독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인명 피해를

방지합니다. 

  컨테이너용 도료

컨테이너 도료는 전 세계 물동량을 책임지는 

컨테이너의 내부 및 외부에 도장되어 

방청성뿐만 아니라 충격성, 내후성 등

다양한 중방식용 도료의 기능을 발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 도료 개발에 대한 

니즈에 맞춰 수성 도료를 이미 상용화하였으며, 

후속으로 High Solid 도료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시장

KCC는 혹독한 해양 환경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합니다. 

마찰 저항을 낮춰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오도료부터 

선박용 보온단열재까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이 언제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입니다. 

KCC는 세계 시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 

보존에도 앞장섭니다.

MARKET 
IN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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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장섬유

선박용 플라스틱의 보강재로 사용하는 

유리섬유입니다. 고강도, 내화학성, 내수성, 

내부식성 등 우수한 특징을 자랑하며,  

FRP 선박의 선체를 비롯한 각종 경량화 소재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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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크울

실리카(모래), 알루미나를 용융해 섬유화한 초고온 

내화 단열재입니다. KCC 세라크울 New-Bio는 

우수한 생체 분해성과 고온 안정성을 갖춰 발전, 

제철·제강, 석유·화학, 플랜트 초고온 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용합니다.

  미네랄울

무기질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한 뒤 고속 회전 원심 

공법으로 섬유화한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발전소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배관과 각종 기기 장치 

등에 적용합니다.

  분체도료

KCC는 플랜트용 분체도료를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FBE 분체도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파이프, 

철근 등 부식 방지를 위해 적용합니다.

  플랜트도료

산업 설비 현장 대부분에서 시공하는 플랜트용 

중방식 도료입니다. 강교, 철 구조물 외 수많은 

시설물의 부식 방지, 유지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 자재입니다.

플랜트시장

KCC는 플랜트 설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플랜트 설비는 바람, 고온, 염분, 화학약품 등 극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시설물로, KCC 도료는 강교, 발전, 석유·화학 산업 등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부식을 방지하며 화재로부터 철골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KCC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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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STARTS WITH
GLOBAL KCC

STRATEGY FOR SUSTAINABILITY KCC Sustainability Report 2021/22

CREATING VALUE 
FOR A BETTER LIFE

ESG
HIGHLIGHTS

손 닿는 곳 어디에나 가장 근본적인 KCC의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들로

더 좋은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고부가가치의 

‘ONE AND ONLY’ 제품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경제, 사회, 환경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앞으로도 KCC는 경영 활동 전 부문에 걸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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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유성도료 7년 연속, 

천장재 5년 연속, 그라스울 3년 연속, 

창호 신규로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수상

2021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친환경 페인트 부문 3년 연속,

창호재 부문 최초 1위 선정

Achievements in 2021

선박용 방청도료(Korepox EH2350),

선박용 방오도료(Seacare A/F795),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 : Vacuum Interrupter)

세계일류상품 선정

2021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창호재 부문 2년 연속 1위 달성

1

NO.1
Zero

Energy
House13

KS-QEI

KS명가

연속

년

패시브 기술(실내 열 손실 약 63%를 감소)과

액티브 기술(손실되는 37% 에너지를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을 접목한

KCC 제로 기술

KS인증 우수기업 선정

(1975년 수성도료 KS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도료, 석고보드, 보온재 등 총 18종의 KS 인증 보유)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ith KCC

KCC는 환경보전 노력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친환경경영 실천 및 친환경 인증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약 45.9억 원의 환경투자비용을 통해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화학물질,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나갔습니다.

Environmen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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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

The Better World with KCC
전략적이고 투명한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KCC는 

전국의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업(業)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친환경 중심의 기술혁신,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등을 

확대해 나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국 6개 대상 지역에 친환경 건축자재 지원

Achievements in 2021

2021년 국내 사회공헌 

투자금액

2021년 국내 사회공헌 

투자금액

37.3 억 원

11,200  백만 원174 세대 혜택

우수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안전 사인(간판) 배색 가이드라인 개발로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및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 확대

2021년 동반성장지수

협력회사 무이자 대출금액

CUD  
(Color 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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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G
2012년 1월 운영 시작,

2016년 Global Standard 수준의

CP 도입을 통해 준법경영 강화

2021년 이사회 운영 

안건 수

Achievements in 2021

이사회 개최 수

10

41
Compliance

Program

6 년 연속

2021년 윤리·준법 교육이수 

한국경영인증원(KMR) 발표,

국내 100대 ESG경영 우수기업 선정

Sustainable Value Creation with KCC
KCC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주주의 권익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겨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를 4주 전으로 앞당겨 실시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61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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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ESG경영을 선도하며

더 좋은 삶,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KCC는 1958년 창사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이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삼아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ESG경영을 실천하고,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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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지속가능경영전략

KCC 지속가능경영 UN SDGs

KCC 지속가능경영 전략 추진체계

KCC 경영이념

KCC 비전

KCC 전략목표

ESG 전략 방향

ESG 전략 과제

KCC 경영근간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기업

윤리·준법경영

선진 경영안전 성장 글로벌 인재 육성 최첨단 기술 리더십

인재 중시
안전·환경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고객과  

시장 지향

공유가치  

창출

③ 인재육성과 지원

④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①  Eco-Friendly  

Energy Saver 지향

②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구축

⑤ R&D 역량 강화

⑥  제품/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⑦ 고객가치 제고

⑧  시장 변화 대응력  

확보

⑨ 전략적 사회공헌

⑩ 동반성장 활동 강화

전략방향 목적 및 활동 주요 조직

안전·환경  

책임 강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와 고객의 만족을 위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사업장 구축/운영 및 사업 추진

환경보건경영팀, 안전경영팀, 총무팀, 인사팀, 

수자원연구팀(수자원 관련)

인재 중시
인재육성·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근무환경 조성
총무팀, 인사팀, 교육훈련팀, 노사지원팀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환경 영향 최소화

환경보건경영팀, 안전경영팀, 특허관리팀, 연구지원팀,  

품질경영팀, 수자원연구팀 등 연구/분석 관련 부서(팀)

고객과  

시장 지향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극대화

품질경영팀, 서울영업소, 홍보팀, 디자인/AS/기술지원/마케팅  

관련 부서(팀), IT생산/품질팀, IT인프라/보안팀, 총무팀

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및  

동반성장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총무팀, Compliance팀, 홍보팀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

해야 하는 공동 목표입니다.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7개의 추진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KCC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당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UN SDGs 목표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DGs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및 사업과 

연계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KCC가 진행하는 사업 및 각종 활동과 연계되는 주요 UN SDGs는 Goal 3, Goal 4, Goal 5,  

Goal 6, Goal 7, Goal 8, Goal 9, Goal 10, Goal 11, Goal 12, Goal 13, Goal 16, Goal 17까지 총 13가지 

입니다. 주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세부 목표와 UN SDGs와의 연계, 활동 내용 같은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의 각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KCC는 윤리·준법경영을 근간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과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기업’

이라는 전사 비전을 실현하고자 2014년부터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KCC와 관련된 각 분야별 이슈와 리스크에 대응·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0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0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0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0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05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06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0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0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09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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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KCC가 추진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중심에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KCC는 지속가능경영

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관심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

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KCC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요구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여 긍정적

인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 및 소통 채널 

KCC는 ISO 26000의 제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풀(Pool)을 도출하였습니다. KCC의 이

해관계자는 KCC에 대한 법적·재무적·운영상 책임 여부 및 영향력에 따라 「핵심 이해관계자」, 「전략

적 이해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임직원, 고객, 주주·투자자,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를 KCC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룹별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된 의

견은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며, 중대 이슈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 이해관계자

의 의견이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채널 및 현황

구분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KCC 대응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주기

내부 임직원

(노조 포함)

•고용 안정

•조직 발전

•일과 삶의 균형

•건강 및 안전

•자기계발 및 교육 기회

•임직원 만족도 제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상호소통 

•관련 기준(사규 등) 제·개정

• 각종 복리후생 지원 

-  주택자금대부, 유류 및 통신비, 경조사,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등

•동호회 운영 지원

• 임직원 건강/안전 관리 

-  정기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의무실 및 심리상담센터 운영, 

질병위로금 지급 및 사업장 점검 등

•자율복장의 날(매주 금) 운영

• 근로시간 단축/효율화 제도 운영 

- 정시퇴근 활성화 캠페인 실시 등 

•어린이집 운영(본사/울산공장)

•그룹웨어

•Dr. KCC

•SFA

•APIS

•노사협의회

•직급별 간담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교육

•지속가능성보고서

•사보

•회사 홈페이지

•회사 블로그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

•회사 유튜브 채널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분기

분기

분기

월 1회/상시

연 1회

매월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외부 고객 (기업/개인) •제품 품질

•불만사항 처리

•물류 운송

•고객만족도 제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상시 대응 

•고객만족도/고객추천지수(NPS) 조사

•제품 관련 응대 담당자 지정

•정기/수시 제품 세미나 

•현장 방문 및 교육 실시

•시장 현황 및 고객 니즈 상시 파악

•사이버 신문고

•고객상담실

•기술지원부서 현장 방문

•콜센터

•제품 세미나

•대리점 교육

•고객만족도/고객추천지수(NPS) 조사

•TQM 시스템

•지속가능성보고서

•회사 홈페이지

•회사 블로그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

•회사 유튜브 채널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정기/상시

정기/상시

연 1회

상시

연 1회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주주/투자자 •기업 가치 향상

•주주 권익 보호

•안정적인 성장

•투명한 정보공개

•주주총회 개최

•분기/기말 배당 지급

•투명한 기업 현황 및 전략 공개

•주주총회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공고

•IR 미팅

연 1회 

연 1회 

정기/상시 

상시 

협력회사 •상생협력

•공정거래

•동반성장협약 체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업체에 대한 10일 내 현금 지급 및 협력사 자금 지원

•협력사 기술개발 및 교육·인력 지원

•협력사 영업비밀 자료 등록 지원

•동반성장협약

•사이버신문고

•협력사 교육

•WinC

•경영닥터제

•우수대리점 세미나

•협력사 품질협약식

•안전보건협의체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연 1회 

연 1회 

월 1회 

지역사회 •지역발전/지원 •사회공헌사업 및 전략 개발/참여

•사회공헌위원회 설치/운영

•1사 1촌 및 1사 1교 협약 체결

•사회공헌위원회

•KCC 행복나눔 봉사단

•지역사회 지원활동 

상시 

상시 

상시 

* SFA : Sales Force Automation   * APIS : Advanced Project Information System   * 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이해관계자 인터뷰  

KCC가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하고 실천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KCC는 투자자,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지역사회, 연구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를 선정하

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요 의견을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CC는 이해관계자 여러

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청취한 의견을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지훈 차장  미래에셋증권

KCC는 각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어 기업 윤리와 기회의 평등, 준법 경영이 우

수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

하여 업계나 관련자 등을 제외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 측면의 선입견을 가질 수 있

는 화학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익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ESG경영을 통한 친환경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연옥 이사  ㈜에스알

기본적인 제품 혁신과 더불어 품질을 함께 향상시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환경 측면으로는 친환

경 모범사업장을 선정하거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책임있는 서비스 운용을 지속하는 것은 KCC의 기업 이미지 향상뿐만 아

니라 모두가 거래하고 싶은 기업,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광국 대표  광국컨설팅

KCC는 현재 시장 트렌드가 되고 있는 4차 산업/메타버스 등과는 다른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

의 성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트렌드와 관련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TF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대

응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권오철 대표  중앙트레이드앤코팅스

최근 소비자들은 화학공정에 기반한 제품을 이용할 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고려하

고 있습니다. KCC가 이러한 최근 소비자의 니즈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KCC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실제로 마케팅과 판매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KCC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우선으로 하여 기술과 제품 개발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창준 노사협의회 위원  KCC

코로나 이후 물류비와 원재료비의 증가폭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제품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초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제품과 서비스, 합법적인 경영 활동만

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1사 1촌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유무형의 기업 자산 일부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RE100' 등 탄소배출 감축과 함께 새로

운 물결이 된 ESG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여 단순히 평가점수를 잘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

여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SG 모범기업이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KCC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승환 매니저  한국해비타트

고령화 및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도시의 매력을 찾

고 의미 부여를 통해 도시소멸을 막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일 것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주택의 에너지의 성능이 좋아진다면, 사회적 비용이 줄고 인구 유

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 KCC가 도시재생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역할

을 담당한다면, 기업의 가치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투자자

[주요 이슈] 

P2P사업과 

ESG경영 강화를 통한 

홍보 강화

협력회사

[주요 이슈] 

협력사 지원 및 동반성장 추진

연구/인증 관련 기관

[주요 이슈] 

트렌드와 관련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고객

[주요 이슈]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경쟁력 확보

임직원

[주요 이슈]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ESG 전략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지역사회

[주요 이슈]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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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KCC가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발표하는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디지털영상 부문 금상에 선정되었습니다. 28회를 맞이

한 대한민국광고대상은 TV, 디지털, 인쇄, 옥외 등 전 광고 매체를 아우

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광고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광고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상작 선정 기준은 TV영상, 디지털

영상 등 13개의 일반 부문과 공공광고 등 2개의 특별 부문에서 ‘크리

에이티브, 작품의 완성도, 브랜드와의 관련성, 메시지 전달성, 사회 반영

적 표현성, 성과 데이터와 목표 달성 및 효과, 기획의 전략성’ 등을 종합

적으로 심사합니다.

KCC가 이번에 수상한 디지털영상 부문은 TV를 제외한 온라인상의 

바이럴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광고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크리에이

티브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해 12월 KCC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선보인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Feat. KCC창호)’ 

편은 여러 편의 패러디 광고들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독특한 액자식 

구성과 배우 성동일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코믹 연기가 더해져 짧은 

기간 동안 대중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아 경쟁

작들을 제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누적 조회수 836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며 많은 관심을 받은 본 영상은 이 외에도 ‘2021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디지털부문에서 좋은 광고상 수상, ‘2021 에피 어워드 

코리아(Effie Awards Korea)’에서 단기 효과(Short Term Effects)와 

브랜디드 콘텐트(Branded Content) 2개 부문에서 은상 수상, ‘2021 

부산국제광고제’에서 브론즈를 수상하는 등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광

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KCC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기성 세대와 MZ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해 소비자들과의 유쾌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1/22 NEWS 

KCC, 2021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 수상

KCC, 

고객과 공감대 넓히며 

온라인 소통 강화

KCC 전용 유튜브 채널에서는 투머치토커로 알려진 박찬호, 밥 로스를 

모티브로 한 ‘기안84와의 페인트 교실’,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 

등 다양한 방송인과의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Feat. KCC 창호)’ 편은 2022년 1분기 기준 조회수 836만 회를 

기록하는 동시에 국내외 CF 랭킹을 공개하는 TV CF에서 <베스트 크리에

이티브 부문> 1위, <종합> 4위에 선정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대무용 댄스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의 

‘숲으로 셀프’ CF 영상을 통해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가 젊고 신선하

며 주목받는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볼거리

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명품배우 김희선과 함께 하이엔드 창호 브

랜드 ‘Klenze(클렌체)’의 TV CF를 선보여 모델과 브랜드가 조화를 이루어 

브랜드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전달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의 생생한 리뷰를 

제공하며, 특히 ‘숲으로’ 페인트가 제공하는 아름다운 컬러를 중심으로 

트렌디하고 공감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컬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일상 이야기, SNS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KCC는 진정성을 핵심가치로 여기며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소통하고,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그 접점을 더욱 넓혀 갈 것입니다.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와 시도로 이해관계

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SPECIAL 
PAGE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Feat. KCC 창호)편 조회수 

(2022년 1분기 기준) 

836 만 회

KCC 페이스북 팔로우 수

(2022년 1분기 기준) 

50,000 여 명

KCC는 2021년 한 해 동안 회사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전용 유튜

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KCC 블로그에서는 각종 인테리어 정보와 KCC 기술을 활용한 일상 이야

기를 주로 담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KCC의 기업 메시지를 감각

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관련 

Tip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KCC 페이스북 팔로우 수가 2018년 10월 개설 이후 2022년 

1분기 기준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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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설문조사 중요 이슈

환경 부문

-  친환경 제품  

개발

지배구조 부문

-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사회 부문

-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경제 부문

-  R&D 및 혁신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KCC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우선순위를 파악

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KCC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

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응/관리해야 하는 ‘지속가능경영 일반’, ‘경제’, 

‘사회’, ‘환경’ 총 4가지 카테고리별 이슈의 중요도를 파악(5점 척도)하는 질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중요 이슈 도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425명 임직원 392명 72.3%

노동조합 33명 6.1%

외부 이해관계자 117명 주주/투자자 5명 0.9%

고객 14명 2.6%

협력회사 76명 14.0%

지역사회 7명 1.3%

연구기관 10명 1.8%

기타 5명 0.9%

설문조사 참여 대상

설문조사 결과

KCC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슈 영향도와 중요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4가지 카테고리에

서 총 24개의 중요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2021/22년 조사 결과, 환경 영역에서는 ‘친환경 제품 개발’, 사회 영역에서는 ‘임직원 안전 및 보건’,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경제 영역에서는 ‘R&D 및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542명

21.6%

78.4%

● 외부 이해관계자

● 내부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KCC는 보다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상의 대응사항 및 보고 주제의 선정, 이해관계자가 현재 중요하

다고 여기는 이슈와 그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채널이나 설문조사, 미디어 조

사 및 ISO 26000 기반 진단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매년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사회의 요구와 트렌드 속에서 KCC가 지속가능한 경영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KCC 지속가능경영에서 중요성 평가는 GRI Standards 및 ISO 26000에서 권고하는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 Context), 중대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Inclusiveness)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KCC의 지

속가능성보고서는 해당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

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Step 2. Step 3.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이슈 파악

Identification

중요성 평가를 통한  

중대 이슈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

유효성 검증

Validation

글로벌 기준 분석 : GRI Standards, ISO 26000, 

WEF, UNGC, DJSI 등 관련 기준의 보고 요구사항 검토

미디어 분석 : 대외적 인식 분석을 위해  

KCC 관련 기사 분석

벤치마킹 : 국내 및 해외 유사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고하고 있는 이슈 파악

이해관계자 인터뷰 : 지속가능경영 세부 이슈 

도출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6명을 선정하여 인터뷰 실시 

관련성(Relevance) 평가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를 

평가하여 총 24개의 관련 이슈 도출

중대성(Significance) 평가 :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KCC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 총 13개의 중요 이슈를 선정

• 담당 TF회의를 거쳐 13개의 이슈가  

KCC의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이슈인지 검토

• 범위, 경계, 기간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보고 수준을 결정하고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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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결과  

KCC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당사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해 위험, 기회 및 영향의 정

도에 따라 중요도를 평가하였습니다. KCC는 중대성 평균이 높은 13개를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KCC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한 

주제는 ‘친환경 제품 개발’,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고객 안전 및 보건’, ‘환경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 강

화’ 등이었습니다.

※ 내부 이해관계자 : 임직원, 노동조합

※ 외부 이해관계자 : 주주/투자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연구기관

 경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관리 한 기업의 존속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환경과 그 와중

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 안전·보건, 인권 등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이미지의 악화는 물론, 그 이상의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습니다. KCC는 지속가능경영을 명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

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궁극적으로 KCC의 지속가능경영상 목표 

수행과 방침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대응체계 

위험과 기회요인 파악·대응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상 리스크 예방·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사전에 대내외 리스크를 식별

하고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KCC 역시 제조, 유통, 판매와 같이 다양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리스크와 직면하고 있

습니다. KCC에서는 각 본부별 주요 관리부서*와 지속가능경영 주요 조직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분

석하거나,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상 중요성 평가로 리스크 여부 및 환경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준법부서, 감사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받고 있

습니다. 이처럼 KCC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본부별 주요 관리부서 : [영업] 영업지원팀 [관리]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연결_내부회계팀, 재정팀, Compliance팀 

[생산] 생산지원팀, 노사지원팀 [연구] 품질경영팀, 연구지원팀, 연구소 서무팀 [기획] 사업기획2팀,  

[EHS] 안전경영팀, 환경보건경영팀

순위 중요 이슈
비즈니스 영향 이해관계자 영향도 보고 프레임워크 전년순위

비교수익 비용 리스크 내부 외부 GRI UN SDGs

1 친환경 제품 개발 ○ ○ 302 3, 7, 12, 13 ▲

2 임직원 안전 및 보건 ○ ○ ○ 403 3, 8 ▲

3 고객 안전 및 보건 ○ ○ ○ 416 3, 12 ▲

4 환경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 강화 ○ ○ ○ ○ 307 9 ▼

5 폐기물 관리 ○ ○ 306 12 ▼

6 임직원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 ○ 8 ▲

7 R&D 및 혁신역량 강화 ○ ○ 302 3, 7, 12 ▲

8 대기/토양 오염 및 화학물질 관리 ○ ○ ○ 305 14, 15 ▼

9 인권 존중 ○ ○ 412 5, 8, 10 ▼

10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 ○ 102 - ▼

11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 ○ ○ 419 16 ▼

12 기후변화 대응 ○ ○ 201, 305 7, 13 ▲

13 지역사회 발전 ○ ○ 413 8, 11 ▼

순위 지속가능성 이슈

1 친환경 제품 개발

2 임직원 안전 및 보건

3 고객 안전 및 보건

4 환경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 강화

5 폐기물 관리

6 임직원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7 R&D 및 혁신역량 강화

8 대기/토양 오염 및 화학물질 관리

9 인권 존중

10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11 고객만족 제고

12 용수 및 폐수 관리

13 인재 고용 및 육성

14 신뢰의 노사관계 구축

15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16 기후변화 대응

17 지속가능경영 전략 고도화

18 ESG 통합 리스크 관리

19 협력회사 지원 및 동반성장 추진

20 자원 선순환

21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

22 경제적 성과 강화

23 지역사회 발전

24 생물다양성

1. 환경분석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중요성평가, 자체검토 등

2. 식별

경제/재무적 리스크

비재무적 리스크

3. 분석/평가

내부위원회 및 조직/

대외기관 의뢰

4. KCC 거버넌스

및 경영진 보고

5. 업무수행 및

리스크 발생 대응

6. 후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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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무적 리스크 관리

KCC는 경영활동상 수반되는 환율 및 이자율 변동 위험을 사전에 파악·관리하고자 주기적으로 외환

차손익 현황, 파생상품 계약 현황 및 해지 계획 등을 보고하여 금융상 리스크를 배제 또는 최소화하

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채무에 대한 이자금액 및 원금의 변동 위험에 대하여는 통화스

왑계약 유지를 통하여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KCC 사내규정에서 정한 절

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재정팀, 회계팀, 총무팀, 사업기획2팀 및 법무부서를 중심으로 필요사항 전반

을 검토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 거버넌스 기관과 경영진에 별도 보고 및 결의를 거쳐 시장

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매입·매도, 금융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과 같은 신규 사업 투자와 각종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사규와 절차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처분심의위원회 같은 별도 협의회의 분석·확인을 거쳐 이사회 등 거버넌스 기관 및 

경영진 보고·결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응 등 후속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나 특별이해관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국가법령과 KCC 사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팀 및 기타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사항

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으며, 사전 통제 이후에는 이사회 

결의 및 경영진 보고를 통하여 거래를 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KCC는 환경, 안전, 노동, 인권, 거시환경 등과 같은 비재무적 사항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따라 각 본부의 주요 관리부서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상 주요 추진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항별로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주요 조직 중심으로 자체 파악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ex. EHS위원회, 노사

협의회,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을 이용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거버넌스 기관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결의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

적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KCC의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중요성 평가, 이에 따른 리스크 식별과 같이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그 전략과 목표, 방침을 수립·보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치 창출, 즉 결과는 경제/재무적 분야와 비재무적 분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환경, 친환경 기술 

개발, 고객과 시장 지향 활동, 사회공헌과 같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

서상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따라 목차를 별도 편집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경제적 성과 및 가치 배분

경영실적 

2021년은 국내외 경제가 코로나(COVID-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전방산업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자재, 도료, 실리콘 등 모든 사업 부문의 매출이 신장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한 해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하이엔드 제품을 출시하였고, 각 사업 부문별 효율

화를 위해 유통 네트워크 활성화, 기술관리 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멘티브 인수 이후 실리콘 사업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믹스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무성과 관리

KCC는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재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

다. KCC는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장·단기 사업계획을 

고려한 차입 및 운용 전략을 통해 적정 규모의 현금 및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는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차입금 만기 구조를 최적화하고 은행신용 한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금조달상 유연함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KCC의 국내 

신용등급은 회사채 AA-(안정적),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A1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신용

등급은 S&P로부터 BB+(Stable)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대외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KCC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무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 및 확대

KCC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정밀화학기업이라는 입지를 다졌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의 개척·확대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와 그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철저한 시장조사와 해당 사업의 미래가치 및 수익성을 분석한 후 새

로운 시장과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제품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여 KCC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판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A-
(Stable)

A1

BB+
(Stable)

[국내] 회사채

[국내]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해외] S&P

주요 리스크 요인

경제/재무적 리스크

외환, 신용, 유동성, 이자율, 

물가, 유가, 세무 등

비재무적 리스크

준법, 환경, 안전, 정보보안, 

인사, 사회, 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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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전략과제 2021/22 시행사항 2022/23 예정사항 UN SDGs

안전·환경 

책임 강화

Eco-Friendly 

Energy Saver 

지향 

•친환경 사업장 운영

- 환경오염사고 ZERO

-  2021년 국내 100대 탄소중립경영 우수기업 선정(한국경영인증원)

•친환경경영 내재화　

- 환경 업무 절차 상시 검토

- 환경 현황 상시 점검 및 관리 

- 폐기물 저감 방안 검토 및 이행

-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투자 확대 지속

•친환경/미래에너지사업 추가 발굴 

•친환경/미래에너지사업 추진/확대

-  2021년 국내 100대 그린경영 우수기업 선정(한국경영인증원)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구축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Zero

- EHS위원회 운영체제 활성화 및 원칙준수 운영

- 안전·환경·보건시스템 체계화

- 창호시공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이행 사항  

점검 및 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사업장 공사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 투자 확대 지속
•안전·환경·보건 조직 권한 강화

- EHS위원장 산하로 전환 

-  안전환경보건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EHS위원회에 부여

- 창호 시공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법규만족 및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화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및 보고(1회/반기)

-  협력업체 공사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위험작업 사전파악/점검

•선제적 안전/환경관리 체계 구축·운영

-  전사 자율 안전문화 확산·정착 

[안전활동(안전환경경진대회, 안전분임조 활동 등) 운영 및  

절대안전수칙, 기초안전규정, JSA 실행 활성화]

- 협력업체 역량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환경 법규 준수를 통한 리스크 예방

•사업장 안전환경 투자 확대

- 안전보건 투자 : 5,326.9백만 원 

- 환경 투자 : 4,171백만 원

인재 중시 인재육성과 

지원 

•인재육성/지원체계 마련 지속 • 효율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맞춤형 인사관리 및 최적의 평가방안 수립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근로시간 제도 개선

- 가정생활 및 육아지원 추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협력과 상생 추구

- 단체교섭 및 처우 조정

-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노사화합 추구　

•소통채널 통한 제도 개선

•‘사내문화 개선 캠페인’ 지속

•노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 소통채널 다각화

- 임직원 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R&D 역량 강화 •R&D 투자 강화 •R&D 투자 확대 지속

•미래성장기반 구축
•기술정보 선순환 및 표준화

제품/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품 품질/안전성 외부 검증 확대 •제품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친환경 제품/기술개발 확대

•글로벌 규제 대응 능력 향상　
•친환경 제품/기술 다수 개발

•글로벌 규제 대응 능력 향상

고객과 

시장 지향

 고객가치 제고 •품질개선 프로그램 운영

-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

•국내외 사업장 품질 시스템 개선

•협력사 품질경영 강화/지원

•생산 최적화 통한 품질/신뢰 확보

•VOC와 과제관리 시스템 연계 강화 

•고객정보 관리체계 개선

•협력사 품질목표 협약

•고객만족도 및 고객추천지수 조사

•VOC 반영한 제품 개발/개선

 시장 변화 

 대응력 확보 

•시장 트렌드 분석·대응 •시장 트렌드 반영한 경영계획 수립

•고객 요구와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제공
•고객의 요구 및 라이프스타일 연구

KCC가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2021년 11월 한국표준협회 주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수여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에서 7년 연속 제조업체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KCC가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며, 그 내용과 편집 상태가 국내외 유수의 기업/단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부터 KCC의 

지속가능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ISO 

26000과 GRI 기준에 따라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여 온 KCC는 보고서

를 통해 꾸준히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해가 갈수록 그 내용과 디자인을 보다 충

실하고 인상적으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KCC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성과

공유가치 

창출

 전략적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 체계화

- 사회공헌위원회 및 KCC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 KCC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 발굴

•사내 봉사단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

•기업 이미지 향상 및 신뢰 구축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확대

- 새뜰마을 사업

-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

- 쿨루프 캠페인

- 반딧불 하우스 사업

- 평화드림 숲으로 사업

 동반성장 

 활동 추진 

•협력사 교육/지원 강화

- 동반성장 협약체결

- 협력사 기술보호

- 협력사 재무/교육/인력지원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선

•협력사 지원 방법 다양화 검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감독 강화

•협력사 소통채널 다각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공정거래 관련 교육 정기 실시

•협력사 소통채널 구축

- 동반성장 지원 시스템 WinC

- 경영닥터제

- 우수대리점 세미나

2021/22 NEWS 

KCC, 6년 연속  「국내 100대 ESG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

KCC,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수기업으로 선정

2021년 6월, KCC가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발표하는 「국내 100대 ESG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증/평가기관 중 하나인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는 

매년 기업별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한국언론재단, 공시정보 등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비교·분석하여 탄소중립경영, 사회책임경영, 그린경영, 안전경영과 같이 테마별로 

우수한 100대 국내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21년 재무공시정보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1,066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들을 선정하였

습니다.

KCC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 ESG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CC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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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NVIRONMENT

KCC의 주력 사업은 고객과 사회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적인 소재, 제품을 

공급하는 기반산업이지만, 많은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다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KCC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환경 이슈가 핵심으로 자리 잡은 현재,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는 초일류기업으로 

인정받고자 제품 자체는 물론 사업장 운영과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OUR STRATEGY

- 환경경영 체계 정립

- 에너지 등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로 환경친화력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사용 최소화 및 대체

-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대응

- 친환경사업 추진·확대

OUR NEXT STEPS

- 국내외 관련 최신 법령 및 기준에 맞는 환경업무 절차 상시 검토

- 환경 현황 상시 점검 및 관리, 체계적인 환경교육 수립·실시

- 환경 관련 설비/투자 확대 지속

- 친환경/미래에너지사업 추가 발굴

KEY ISSUES IN 2021

- 환경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 강화 : 환경책임보험 갱신 및 사업장 안전환경 프로세스 점검

- 온실가스 등 대기배출물 관리 : 온실가스 저감 Master Plan 및 저감 과제 수립

- 폐수 및 폐기물 관리 : 폐수 배출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방안 강구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 환경 사고 방지 및 환경법규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 윤리 및 법규 준수 : 제/개정 법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환경법규 준수

1
KEY PERFORMANCE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리스크 관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 추진·확대

환경오염사고  

Zero
환경 관련 법규 위반 

0 건

Goal 6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Goal 7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Goal 13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연계 

UN SDGs

ECO-FRIENDLY 

ENERGY SAVER 

지향 1. ECO-FRIENDLY ENERGY SAVER 지향

 E1-1 친환경 사업장 운영

 E1-2 친환경 사업 추진·확대

2. R&D 역량 강화

 E2-1 KCC의 R&D 현황

SUSTAINABILITY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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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추진조직

KCC는 환경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해 EHS 조직을 신설하고 환경보건

경영팀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각 사업장별 환경부서를 통하여 추진·운영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경영팀은 KCC의 환경경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KCC의 연간 사용 연료와 폐기물량의 감축 방안을 모색하며, 신규 제정·시

행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를 파악하고 각 사업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분석·예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경영팀은 각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들이 전달하는 연료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연료사용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춰 당사의 온실가스 장기 감축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의 생산 설비 신/증설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제품 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신규 유독물질, 제한

물질 지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이나 법률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업계의 동향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마크)과 국가에서 지정하는 환경

인증, 친환경 보증서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교육 및 법규 준수

KCC의 모든 국내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오염방지시설 정비, 공정 개선, 재활용률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KCC에서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도 KCC

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경영 지출 및 투자

KCC는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환경비용을 절감

하고자 중·장기적인 환경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

년에는 에너지, 용수, 원부자재,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총 46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34억 원을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맞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E1-1  친환경 사업장 운영

에너지 절감

공정 도입

제품생산 공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도입

저탄소 사업장  

운영

탄소중립 사업장 달성을  

위한 설비 전환

환경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활동

KCC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방침

KCC는 환경보전 노력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는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이슈에 맞춰 국내 모든 사업장의 중장기 연료 전환 및 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법규 위반 제로화를 위해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환경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 

및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체계적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2.  제품의 기획, 개발/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생산, 판매, 서비스 및 최종 폐기 단계까지 환경보전을 고려한 자원 이용,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4.  사업장의 주기적인 환경감사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구한다.

5. 환경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와 규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7.  임직원의 환경교육,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 및 가족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장려한다.

KCC 환경경영방침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체계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

서 새로운 국제 규제들이 생기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관

한 대책 마련과 기업별 정보 공개 요구 및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변화에 발맞춰 KCC의 모든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 활동에서부터 온

실가스 배출량 감소까지 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인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CC는 현재 사업장별, 부서별

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강화 및 온실가스 저감 노력

KCC는 제품 생산 및 공장 운영을 위해 전기, LNG, B-C유 등을 주요 에

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 원인은 공장 생산설

비 및 유틸리티 설비 운영을 위한 화석연료 및 전기입니다. KCC는 에너

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

랜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KCC는 각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시 사용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사업장의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및 개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KCC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원가절감과 환경

오염 부하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정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KCC가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발표하는 「국

내 100대 탄소중립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

민국의 대표적인 인증/평가기관 중 하나인 한국경영인증원

(KMR)에서는 매년 기업별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한국

언론재단, 공시정보 등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비교·분석하여 ESG경영, 사회책임경영, 그린경영, 안전경영과 

같이 테마별로 우수한 100대 국내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습

니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21년 재무공시정보 기준 매출

액 2,000억 원,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1,066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KCC가 탄소중립경영 우수기

업으로 선정된 것은 2021년이 최초입니다.

2021/22 NEWS 

KCC,  「국내 100대 탄소중립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

온실가스 감축 Master Plan

목표 실행 계획 연도

설비의 전환

사업장 전기보일러 전환 계획 수립 지속

문막공장 용해로(爐) 2호기 전기로(爐)  

전환 계획 수립
지속

세종공장 장섬유 용해로(爐) 전기로(爐)  

전환 계획 수립
지속

대죽/여천공장 전기건조기 전환 계획 수립 지속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저탄소 화석연료(C증유 → LNG) 및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
지속

업무용 친환경 차량/

지게차 도입

기존 내연기관 업무용 차량/지게차를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예정
지속

전사업장 LED 전등 교체 고효율 LED 전등 교체로 전력 사용량 감축 지속

100대 탄소중립경영 우수기업 선정 기준

탄소중립경영 전략 및 방침

에너지 MRV 체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에너지절감활동

에너지감축기술 및 제품/서비스

협력사 에너지절감 지원활동

에너지경영 관련 인증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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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EHS위원회 설립하여 

사랑으로 실천하는 

안전/보건/환경경영을 통해 

무재해에 모든 역량 집중

검토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협력사들에게 안전협조문을 발송하여 KCC의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한 목표와 계획에 동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KCC는 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EHS위원회의 권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이행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체계화, 친환

경 제품으로 전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절대안전수칙

과 함께 기초안전규정을 제정하여 전사에 적용하고, 안전환경경진대

회를 통해 사업장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식별 및 개선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JSA(작업안전분석) 실시, 안전작업허가 및 협

력업체 작업계획서 작성, 노·사 안전합동점검 및 조간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KOSHA-MS 인증 취득과 협력업체 공사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KCC는 탄소중립 및 ESG경영을 기반으로 안전·보건·환경 조직을 지속

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선제적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작업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SPECIAL 
PAGE 

KCC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속적으로 강화

되는 안전 관련 법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 

임직원이 스스로와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전/보건/환경경영을 

총괄하는 EHS위원장(CSO, Chief Safety Officer)을 임명하였고 총괄

조직인 EHS위원회(舊 KCC 안전환경위원회)를 2021년 4월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HS위원회는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중요 사내 정책 또는 사안의 심의

를 총괄·조정하고, 사업장 안전·환경 부문의 설비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

와 사업장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

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하여 사업장 무재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 및 ESG경영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각 사업장별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 부문의 ESG전략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EHS위원회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구축」이라는 비전 아

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ZERO’의 미션과 ‘안전은 사랑입니다’

의 안전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안전 및 환경에 관

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월 1회 회의를 진행하여 주요 안건을 보고 및 

EHS위원회 조직도

EHS 운영계획

2021년 월별 주요 의결사항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구축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ZERO

안전문화 정착 : 안전슬로건 "안전은 사랑입니다."

안전·보건·환경 

조직 강화

법규만족 및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화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 및

ESG경영 추진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제품

환경관리 철저

VISION

MISSION

STRATEGIES

EHS위원장 (CSO)

안전환경 고문

울산공장장

소 
위 
원 
회 

운 
영

ENG부문장 안전경영팀 환경보건경영팀

세종공장장

총무

전주공장장 물류지원

여천공장장

김천공장장 영업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화학물질/MSDS

대죽공장장

문막공장장

생산지원 시공안전관리 탄소중립/ESG

전사보건관리

중앙연구소

안성공장장

1 안전환경위원회 설립 및 운영 건 외 74월	6일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대응 건 외 109월	9일

5 안전·환경 KPI 현황 건 외 88월	12일

2 ESG경영 관리 강화 건 외 65월	6일 7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건 외 910월	7일

3 안전·환경 관련 최근 동향 및 법규 관련 내용 공유 건 외 146월	3일 8 ESG 평가 결과 공표에 따른 대응 방안 건 외 1011월	4일

4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건 외 107월	1일 9 KCC EHS위원회 조직 및 권한 변경 건 외 812월	9일

개최일 주요	안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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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의 측정지표 중 하나를 총유기

탄소(Total Organic Carbon)로 전환하였고,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은 2021년도부터 그리고 기존 폐수처리시설은 2022년도부터 법제

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된 환경규제로서 노후한 일부 

폐수처리장은 방류수의 법적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전문 연구진이 기존 수처리 시설을 진단하고 현장 적용성

을 입증한 운영비 절감형의 적정한 처리기술을 제시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산 제품군의 변화에 

따른 폐수처리 비용의 증가와 함께 수자원의 감소로 인한 용수비용의 

상승으로 물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CC는 생산 과정에서 공

정수의 내부순환을 최적화하여 보충하는 공업용수를 저감함과 동시

에 재이용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등 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처리시설의 수용 한계, 그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술을 통해 자원물질과 에너지를 회

수하거나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폐기물 자원화는 잠재적 자원이

라고 불리며 환경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KCC는 최근 버려지는 지정폐기물을 약품제조사에 처분하고 

제조 단가를 절감함으로써 환경부 수처리제 고시 기준에 만족하는 폐

수약품으로 전환하고 자사의 폐수처리장에 재공급하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 자원화는 지정폐기물의 처분비용 

절감과 기존 상용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단가가 저렴한 수처

리제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KCC가 보유한 사업장의 폐수처리장

에서 운영비 절감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리, 폐섬유, 폐도료 등을 오염물질 제거용 

환경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연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KCC는 수질환경 개선과 폐자원 선순환의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ESG경영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

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KCC는 공정의 변경·개선, 원료 대체 등을 통해 처음부터 대기오염물질

을 줄이고 있으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그 배

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설비별 점검 목

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가동하고, 노후 방

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배출구의 

이상 유무는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하여 대기오염 예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KCC의 모든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

템」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 과정 

전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재활용업

체를 정기점검·관리하여 폐기물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

다. 또한 사업장별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감량 목표

와 계획 수립, 분리수거 생활화와 폐기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도를 마련하지 못한 폐기물은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 매립 처

리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폐기물

데이터 관리

폐기물  

처리

재활용 가능 폐기물 재활용 불가 폐기물

재사용 / 재활용 위탁 소각 처리

KCC 사업장 폐기물 관리 FLOW

사업장 환경영향 최소화

원료 사용

KCC는 제품생산 시 PVC, 수지, 규사, 탈황석고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CC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과정상 공정 

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관리

KCC는 플라스틱 용기 및 합성수지 포장재 등을 제품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CC는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운송하면서도 자원과 유해물질

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포장법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제품의 적재방식과 포장방식을 개선하여 운송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습니다.

용수 및 폐수 관리

KCC의 용수는 주로 제조, 냉각, 소방용수와 같이 생산라인 및 관련 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폐수는 별도 설치한 폐수관

을 따라 중앙폐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안전하게 처리한 후, 법령상 배출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여 지정 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배출하고 있습니다. 

KCC는 폐수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발생원별로 폐수 발생

량 감축 목표와 활동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오염도가 낮은 우수, 

폐수 및 생활오수는 필요시 적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공정수 등으로 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KCC는 공정개선을 통한 폐수 재활용률을 증가시켜 

수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KCC가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발표하는 「국

내 100대 그린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증/평가기관 중 하나인 한국경영인증원(KMR)에

서는 매년 기업별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한국언론재단, 

공시정보 등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비교·분

석하여 ESG경영, 탄소중립경영, 사회책임경영, 안전경영과 같

이 테마별로 우수한 100대 국내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

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21년 재무공시정보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1,066사를 대상으로 우

수기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KCC가 그린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2017년이 최초이며, 2021년까지 총 3회 선정되

었습니다.

2021/22 NEWS 

KCC, 2년 연속

「국내 100대 그린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

2021/22 CASE STUDY

KCC의 친환경 활동 강화로

ESG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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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미래에너지 사업 

KCC는 다년간 자사의 사업장 및 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

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자

발전산업) 사업자로서 대외 개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CC

가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첫째, 태양광이 안

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라는 점, 둘째, 공장과 건축물 등 시설물을 활용한 

공간 활용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와 비교해 

고갈될 염려도 없고 공해, 대기오염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특히 지

붕형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위

적인 용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주 기업들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

영함으로써 발전 수익을 창출하고, 부지를 내준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지

불하는 방식이며,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완화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공장주는 안정적인 부대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O2 절감 효과 

13,619 tCO2 

화석연료 대체 효과

6,551 toe/년

나무 심기 효과 

약 170 만 그루 

E1-2  친환경 사업 추진·확대

설치년도 사업장명 설비용량

2014.09.03  대죽공장 물류창고  1,590 

2015.12.24  김천공장 물류창고  5,756 

2017.04.06 대죽공장 원료창고 905

2017.07.19  울산물류센터  1,862 

2017.12.07  대죽공장 석고보드 1, 2호기  1,983 

2018.05.15  중앙연구소 종합연구동  1,134 

2018.11.24  부산 조달청 청사  78 

2018.12.01  부산 조달청 비축기지  667 

2018.12.19  전주공장 1공장 AM/DCB  923 

2019.08.01  대죽공장 석고보드 3호기  5,583 

2019.08.01  대죽공장 대창고  2,913 

2019.09.24  부산 티튜브  815 

2020.12.17  중앙연구소 내화시험동  206 

총	계 24,415

태양광 설비 가동 현황 (단위: kW)

KCC X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프로젝트 

KC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2014년부터 지

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CC는 전사 기준 현재 13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약 24.4MW입니다. 2021년 기준 약 

30GWh를 태양광 발전 전력으로 생산하였으며, 이는 일반 가정(304kWh/

월 사용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약 8,430세대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3,619tCO2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ENVIRONMENT

오늘날 고객과 시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품질과 안전성, 혁신적인 면까지  

두루 갖춘 제품과 기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내외 규제·협약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KCC는 「기술혁신」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고품질·고기능성 제품, 안전한 제품을 선보이고자 

연구개발과 투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시장 및 고객 요구에 기반한 기술경쟁력 확보

- 기술일류화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 해외법인과의 기술협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OUR NEXT STEPS

- 미래 대응 신기술/제품 발굴 및 AI기반 연구개발

- 해외법인과의 협업 및 현지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KEY ISSUES IN 2021

-  R&D 강화 : 신기술 및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 및 제공 등

-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제공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7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특허/실용신안 출원 

112 건

지적재산권 보유 

2,695 건

2021년 R&D 투자비용

1,699 억 원

작년 대비 185억 원 

(12.22%) 증가

2 R&D 역량 강화

전력 발전 기준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플랫폼 

전력 발전 기준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플랫폼 

CO2 흡수 평균 8kg/그루

산림청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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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87
157 134 112

·  벽체, 지붕, 바닥 고단열재 

·  고성능 고기밀 창호

·  고기능성 유리

·  폐열회수 환기 시스템

*  주거용 60~ 70% 절감 /  비주거용 50 ~60% 절감

·  태양광발전시스템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  지열시스템

·  고효율 보일러

·  LED

·  전력 차단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엑티브 

기술

E2-1  KCC의 R&D 현황

KCC 중앙연구소 

KCC는 1979년 ‘KCC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간 700억 원 이상의 과

감한 투자와 고급 연구 인력 유치로 미래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

다. KCC 중앙연구소는 건자재·도료용 무기재료, 유기재료뿐만 아니라 

실리콘, 첨단 신소재와 복합재료 등 정밀화학 전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

화학연구소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새롭고 친환경적인 시공기

술과 공정 시스템까지 연구하는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의 선봉입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미래주택 연구개발을 위하여 2010년 건축자재연

구동과 구조시험동을 증축하고, 2018년 초에는 7천여 평 규모의 차세대 

R&D 신축 연구동을 완공하여, 8만여 평의 부지에 4만여 평의 건축물을 

갖춘 글로벌 종합화학연구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KCC 제로 기술 :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란 고단열 제품을 통해 외부로 새나가는 열을 차단하

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

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형 주거 형태입니다. 즉, 고단열 창호, 보온 단열재 

등의 건축 자재로 실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태

양열, 지열 등의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액티브(Active) 기술을 접

목한 개념입니다.

정부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KCC는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 주는 제로 

기술을 통해 제로 에너지 하우스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CC가 추구하는 제로 기술이란 창호와 건물 벽체 등의 높은 단열 성능을 

통해 실내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는 에너지 

제로 기술’, 그리고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없애고 

주요 세균의 발생과 번식을 억제하는 ‘유해물질 제로 기술’을 말합니다. 

KCC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단열 제품인 창호, 유리, 보온단열재,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 등 많은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CC가 추구하는 제로 기술은 에너지를 아끼는 친환경 기업 KCC의 미래

이자 가치입니다.

지적재산 관리 :  

R&D 전 단계에 걸친 통합 지식재산 관리체제 구축

KCC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제품 출시에 이르기까지 R&D 전 단계에 걸쳐 

통합 지식재산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기술 분야별 특허 전담 인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CM* 내 주요 지적재산 이슈 및 요구를 상시 

파악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제 수행 전 특허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특허 분쟁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까지 특허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단계별로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특허망 형성을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출원에 주력하여 사업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CC는 자동차, 중방식 등 도료 분야, 창호, 보온재 등 건재 분야 외에 전기

전자용 소재 등의 다양한 기술 분야에 국내외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총 2,695건의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 중 752건이 권리 유지 중이고, 333건이 출원 계류 중입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도료가 54%, 건재 26%, 소재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KCC 중앙연구소 주요 수행연구

무기 연구

분석 연구

(KOLAS 인증기관)

유기 연구

건축/친환경 

에너지 연구

실리콘 연구

컬러&디자인  

연구

KCC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 각종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체에 대한 내화 및 단열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내화시험동’을 신축하

였습니다. 내화 및 단열 성능만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연구 시설을 마련한 

것은 국내 기업 중 KCC가 처음입니다. 이번에 신축된 내화시험동은 연면적 

1,547㎡(약 468평)의 지상 2층 규모로, 내화성 실험 구역과 단열성 실험 구

역 등 2개 구역으로 운영되며 벽체, 지붕판, 보, 방화문 등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성능 평가를 주로 수행합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중앙연구소 내화시험동은 벽체용에 적용되는 수직 가열로

와 지붕에 적용되는 수평 가열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화도료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소형 가열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열관류율 시험장비, 창호의 내풍압, 결로를 측정하는 장비도 갖춰 단열 재

료의 성능, 창호 소재의 내풍압, 결로 등 건축물 전체의 단열, 내화, 내구성능

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내화시험동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화재 및 내화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제품설계·분석평가·품

질관리 등 연구활동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KOLAS 국제공인시험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과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 시설 및 장비,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제적

으로 통용 가능한 KOLAS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데, KOLAS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내 기업의 수출, 관납, 해외인증 취득 등에 활용됩니다.

 

내화구조에 대한 관심과 법규들이 2010년 이후 정립되고 있으며, 2020년 

8월 이후에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 시공이 법제화되어 2021년 하반기

부터는 건축시공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KCC 중앙

연구소에서는 무기단열내화재를 적용한 지붕구조체에 대한 내화 시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붕구조체와 더불어 벽제, 보, 방화문 

등 광범위하게 내화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내화·단열 성능을 

갖춘 건축자재 개발을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을 더욱 활성화해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화성능을 높이는 기술 확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시설 신축의 의의가 큽니다. KCC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기술지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더 많은 안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KCC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KCC는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겨룰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쌓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이루어 사회적 책

임을 다할 것입니다.

ZERO ENERGY HOUSE 기술 분야별 특허/실용신안 출원 비율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 현황 (단위: 건)

(2021년 기준)

패시브 

기술

54%

2%

26%

18%

 도료

 건재

 소재

 기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22 NEWS 

KCC, 국내 기업 최초 내화 ·단열 성능

전문 연구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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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연구센터 건축환경연구센터

차세대 친환경 미래주택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

환경연구센터’에는 총 50여 가지의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화석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제로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적인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100으로 잡을 경우 건축환경연구

센터는 삼중복층 유리창호와 진공단열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83%의 에너지

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약 2,600m2 규모

의 주거용 건물 실험관과 상업용 건물 실험관 등 2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환경연구센터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더 좋은 생각’을 모토로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고 건설사 및 연구기관,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체

제를 구축하여 실증적인 현장 적용성 검증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 분석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연구센터’는 체계적인 원재료 특성 분석을 통해 기술 자원을 제공

하고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며, 산재한 원료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기 

실리콘 기초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팀을 운영하며 신뢰성 평

가를 실행해 미래의 제품 품질까지 예측하여 최상의 제품과 고객 만족

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료와 선진 제품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화를 우선시하고, 응용연구와 제품 개발의 초석이 되는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여 KCC의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연구원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과 학회에 참

여하고, 평가 기술력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 분석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기술자들과 각종 포럼, 기술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며 유·무기 분

석 전문가, 특성 평가 기술자들과 함께 융합된 기술을 이용해 품질 이

슈, 고장 해석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석연구센터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

해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전사에 고감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

에 융복합 기술발전을 이끌어 글로벌 초정밀화학 연구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암석/토양/침전물/모래 내의 

원소 분석

요업원료, 유리원료, 건자재원료 등 

각종 무기원료 분석

건자재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시험분석

건자재의 물성 시험 및 

화학 분석

도료 관련 표면 피복제의  

시험분석

도료 등의 물성 시험 및 

화학 분석

고분자 관련 유·무기 복합재료  

시험분석

고분자 재료의 물성 시험 및 

화학 분석

환경 시료 분석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분석

표면분석

수십Å 이내의 표면 분석 및 

깊이 분석

기타 시험분석

각종 화합물의 순도 및 

화학구조 분석

품질 안정화 

기술 지원

제품용도 

다양화 개발

에너지 

효율화

장수명 

건축시스템 

개발

기반 기술 

연구

청정  

건강주택 

설계

- 제품 규격 및 설계 표준화

- 제품 Application

- 벽체단열 

- 창호단열 

- 신재생에너지

- 가변형 Infill 설계 

- 내외장 시스템 건식화

-  설계 시뮬레이션  

해석 예측

-  제품/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시스템 통합모델 설계 

- 그린홈 표준모델 제시

- 실내 공기질 제어 

- 건축 음향 설계 

- 디자인 환경 개선

건축환경 
연구

또한 다양한 건축자재의 성능 실험을 위해 주거/상업용 건물실험관과는 

별도로 제품의 흡음 및 차음을 시험하는 음향 시험동, 단열 및 결로, 내풍

압·내화 시험을 하는 내화시험동으로 구성된 '시스템 성능 시험동’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실험 장비로 벽체 및 창호, 각종 천장재 

및 천장 시스템의 차음 성능 평가가 가능하며 흡음재의 흡음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창호의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을 비롯해 건축자재의 내화 

성능을 지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KCC는 건축환경연구센터를 통해 미래

주택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유 및 보급해 나감으로

써 글로벌 에코 스탠다드 건축문화와 미래주택 기술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7천 가지 재료를 섞고, 거르고, 뽑아내고,  

4만 가지 제품을 만들고, 시험하고 연구합니다.

차세대 친환경 미래주택 개발을 위한  

건축환경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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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1 인재육성과 지원
SOCIAL
SUSTAINABILITY PERFORMANCE

KCC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있어 궁극적인 핵심 요소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 그리고 애사심이 충만한 직원 각자의 잠재력과 역량 발휘입니다. 

 

KCC는 열린 소통을 통한 임직원 간 비전 공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임직원의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 함양,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통한 행복한 일터 추구 등  

인재 육성과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

- 맞춤형 인재 육성 체계 구축

- 일과 삶의 균형 실현

OUR NEXT STEPS

- 효율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 맞춤형 인사관리 및 최적의 평가 방안 수립

- KCC 인재 육성 로드맵을 기반으로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운영 

- 향후 교육 및 기술개발의 방향을 반영한 10개년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KEY ISSUES IN 2021

-  일과 삶의 균형

- 공정한 성과 평가와 합리적 보상

-  윤리 및 법규 준수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Goal 4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5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Goal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10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차세대 교육 포털을 

활용한 현업 

상시 학습 체계 구축

업무 프로세스 및 

근로제도·문화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구축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부문 간 

소통 강화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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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인재육성S1-1  KCC 인사 원칙

인재육성 체계

KCC의 인재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과 도전의 기업문화를 만

들어 가는 주체입니다. 이를 위해 KCC는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아

가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재육

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의 핵심 역량과 핵심 지식을 발굴하

고 구현하여 경영 전략이 반영된 인재육성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KCC는 직무, 제품, 어학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여 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직무과정은 기존 194개 과정에서 IT 신설, 공통역량 강화 등 최신과정으

로 정기적 Upgrade를 통해 494개 과정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외국어 

그룹 회화반, 전화외국어, 온라인어학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외국어 

어학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포털 내 우수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여 미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며, 차별화된 자기계발에 도움되는 

고급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KCC의 교육원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대비하여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데이터 리터러시 저변

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교육 인원을 증대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업의 Data를 활용하여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KCC는 해외 사업장 주재원들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

을 갖추기 위해 해외주재원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재원 복귀자가 체득한 글로벌 역량의 자산화 및 전파를 위해 복귀자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기 적응을 

위한 이문화 교육, 어학집중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해외주재원 후보자를 사전에 양성하고, 

해외 거래선과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온라인 어학과정과 전화영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사업장의 인력 규모 및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인력에 대해 KCC의 핵심가치 교육과 사업 관련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KCC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지식(Knowledge)과 도전정신(Challenge), 

그리고 용기(Courage)를 겸비한 인재입니다. 이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성

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과 책임

감을 바탕으로 본인의 맡은 바를 이루어 내는 강한 의지력을 가진 인재

를 뜻합니다. KCC는 Knowledge(지식), Challenge(도전정신), Courage 

(용기)의 인재 원칙을 인사 및 교육 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린 채용

KCC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문화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다양성이 존중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

한 인력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과 확대로 현지의 전문성

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사원을 채용하여 현지 사업 역량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KCC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

니다.

임직원 다양성 및 인권 존중

KCC는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취업규칙, 단체

협약 및 준법규정 등 제반 사규상 명시적으로 차별 내지 불이익을 금하

여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의 채용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신고센터 등 각종 보호절차와 시스템을 사규

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임직원 상호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호존중 캠페

인의 일환으로 전사 표어 공모전 및 상호존중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CC 윤리규범 제정·공표와 준법규정 제정 및 Compliance팀 

운영을 통하여 임직원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근간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KCC는 관련 법령, 제도 및 기준 현황에 따른 대응은 

물론, 자사의 상황에 맞는 선제적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인의식 강화 - 「맡은 자리의 주인」,  

업무자세·윤리의식·매너, 에티켓 준수
기본 자세

KCC인으로서 단합된 결속력 강화애사심·자긍심

조직 내 유기적 소통 강화,  

인간적 소양 및 통찰력 강화
소통·커뮤니케이션

직무 전문성 배양,  

현업 주도형 교육 활성화
전문성

인재육성 프로그램

KCC는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역할에 따른 역량 배양을 통해 전사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인

재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리더십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 승진자 과정을 통해 직급별로 요구

되는 핵심 역량 및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우수 인재에 대해 국내외 대학의 

MBA를 포함한 다양한 학위 과정 및 해외연수 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으

며, 매년 설문조사와 교육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립·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임팀장 / 영업지점장 과정 신설

신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규로 임명된 팀장 

및 지점장에 대하여 전문 리더십 교육과 현업에 도움되는 직무 교육을 

통해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조직방향과 

일치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K

Knowledge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실천하는 사람
C

Challenge

고객과 조직에 정직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사람
C

Courage

KCC 인재상

중점 교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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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평가 및 보상 다양한 복리후생

KCC는 임직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운영하고 필요시 장거리 근무자의 주말 귀향비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4대 법정보험과 의료비, 각종 경조사, 휴가비·명절비, 필요시에

는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도 지원하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

금제도 운영,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매우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호회 활성화, 호텔·콘도·캠

핑장 등 숙박/레저시설을 지원하여 업무와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KCC는 2020년부터 고령자고용법에 관한 법률 준수 및 고령화 사회

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퇴직 및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하여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사전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와 퇴직을 준비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CC는 이처럼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 지원

주택자금 대부

무주택 사원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 대부

자녀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경조휴가, 경조금 및 

경조화환(조화), 

장례물품 지원

건강검진 실시

매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

사택/기숙사 운영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택/기숙사 지원

비연고지 교통비 지원

장거리 근무자의 

주말 귀향비 지원

리프레시 지원

콘도미니엄 및 

휴가비 지원

휘트니스 센터 운영

헬스장, 수영장, 

축구장 등 운영

동호회 지원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친목 도모 지원

캠핑장 운영

캠핑장 이용 신청자 

예약 및 이용 지원

개인휴대전화비 지원

과장급 이상, 영업(외근)직,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품의)

가정생활 및 육아 지원

KCC에서는 가족의 병이나 가사 문제로 인한 「가족 돌봄 휴직/휴가」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임직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저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모성보호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CC는 법적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에게도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과 관련하여 KCC는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여 2021년 총 42명

(남직원 13명 포함, 복귀년도 기준)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

한 업무상 차별 또는 불평등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편, 보다 나은 육아 지

원을 위해 KCC는 2017년 3월 KCC 울산공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

한 이래 사업장의 규모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KCC 본사에도 직장어린

이집을 2019년 5월경 정식 개원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의 육아부담 경감 및 즐겁게 일할 수 있

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당사 친환경 

자재와 우수한 공조 설비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본사 ‘KCC직장어린이집’은 313㎡ 규모에 보육공간 3실, 원장실, 교사실, 

유희실, 도담뜰, 조리실, 잔디 앞마당을 마련, 2022년 3월 기준 만 1세~5세 

영유아 총 26명, 교직원 1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 ‘KCC사랑

어린이집’은 320㎡ 규모에 보육공간 4실, 본사와 동일한 부속 공간에서 

만 1세~5세 영유아 총 22명, 교직원 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은 전액 KCC가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국가표준보육

과정/누리과정과 위탁운영재단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더해 소통, 공감, 

협력 능력을 신장시키고, 영어, 체육, 음악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간식은 정부 기준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무인 발열체크기 설치 

및 사업체 보건관리자의 정기점검, 소독 등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

하게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 교육 외 연차별, 직급별 교육에 참여

하고 있으며, 교직원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아 부모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

을 모색하여 보다 쾌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KCC는 ‘모든 구성원의 가치와 역량은 소중하다’라는 가치 아래 투명하

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4월 이전에 입사

하여 근무하는 KCC의 모든 임직원이 정기 평가의 대상이 되며, 임직원이 

동기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성과 중심, 역량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각 직원은 매년 개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역

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중간평가 및 피드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보

고하며, 결과 보고 이후 개인역량과 업무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직원 각

자는 개인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인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며, 해당 평가 결과를 

승진, 연봉, 성과급, 직무 부여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KCC는 ‘역량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적 변

별력을 강화하고 차별적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

하고 있습니다. KCC에서는 남녀 간 기본급의 차이 없이 역량 및 성과 평

가 결과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간 업무 성과에 따

른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보상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

습니다. 더불어 특출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별도의 포상을 지급하는 

‘임직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1-4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제도 개선

KCC는 2018년 7월부터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변경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우리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에 발맞추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KCC는 사내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1·1·9 운동(‘1차’만, ‘1가

지 술’로, ‘오후 9시 이전’ 회식 종료)’, ‘정·정·정 운동(‘정’시 출근, ‘정’시 퇴근, 

‘정’량 연차/휴가 사용 권장)’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매주 금요일에는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캐주얼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부터는 정시 퇴근 실현과 

초과 근무 방지를 위해 ‘PC-off제’ 및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

으며, 근로시간 총량을 정하여 근무 시작과 종료를 직원의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프로젝트성 업무 등 법정 근무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부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반반차 

도입을 통하여 직원들의 개인 용무 등 단시간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5단계 직급체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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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노사협력과 상생
SOCIAL

2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협력적 노사문화와 노사협의회

KCC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노사

관계 유지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단체

교섭을 통해 기능직 사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매 분기 모든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경영 계획 및 실적에 관

한 사항, 생산, 인력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돕

고 있습니다. KCC는 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기업문화 및 노사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행하는 노사협의회를 전 사업장에 설치하고, 분기별 정기 및 임시 노

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 노무, 복지증진 등이 포함된 안건 사항을 결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는 전 사업장에서 기존의 정년(만 57~58세)

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

S2-2  노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어 만족하고, 사업주는 고

용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일정 부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노

사가 모두 Win-Win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CC는 타사에서 쉽

게 이루어 내지 못하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건강하게 상생하는 노사

문화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KCC는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과거에도 사업장 폐쇄 시 전환배

치 등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만약 경영

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단

체협약에 따라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 통보하고 성

실하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KEY PERFORMANCE

노사협의회 처리율 

100 %

기업이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각자가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하나의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인 만큼,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바탕이 된 노사관계는 한 기업의 영속성은 물론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KCC는 다양한 채널과 사내 제도를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노사 간 향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며,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OUR STRATEGY

- 노사 간 화합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하는 기업문화 구축

- 임직원 만족도 제고

OUR NEXT STEPS

- 서로 신뢰하고 열린 소통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구축

KEY ISSUES IN 2021

- 일과 삶의 균형

- 윤리 및 법규 준수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Goal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연계 

UN SDGs

임직원 고충 접수 및 처리

95.2 %
Dr. KCC

* 사원·대리 및 부서장 간담회는 COVID-19로 미실시

노동조합 가입비율

65.9 %

*  단체교섭의 결과는 기능직 직원  

100%에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사내문화 개선 캠페인 강화·시행

(상호존중 캠페인)

임직원 만족도 제고

KCC는 매년 ‘사내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문화 개

선 캠페인의 유형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정·정·정 운동’과 ‘1·1·9 운동’ 

이외에도 2018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최대 

주 52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화 등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 영업비

밀 준수 및 합리적인 비용 사용과 같이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 및 건

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

도 개선방안·의견 개진을 상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CC는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호회 활동, 고충 처리, 

복리후생 지원 강화와 기타 필요한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소통채널

KCC는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임직원의 고충과 제안을 듣고 해결하고자 

‘Dr. KCC’, 그리고 ‘사원·대리 간담회’ 같은 직급별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r. KCC는 임직원이 고충·건의를 수시로 상

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인사팀, 총무팀 등 주요 관리부서에서는 

사안별 원인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개선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사원·대리 간담회’, ‘부서장 간담회’로 구분되는 직급별 간담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직급자 중심으로 고충 또는 건의사항을 전달하

고 논의하는 오프라인 모임으로서, 인사팀, 총무팀 등 주요 관리부서에서 

Dr. KCC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취합·파악 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KCC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직원의 고충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

고 즉각 대응하여 애사심과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

회를 운영하여 임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생활을 공유하여 업무에

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CC 임직원 간의 다방향 소통채널 운영은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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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3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구축

KCC의 주업인 건축자재, 도료 및 실리콘/소재 제조업은 그 특성상 거대하고

무거운 설비/장치 및 자재를 취급하고 필수불가결하게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인 만큼, 임직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고객,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무해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KCC는 점차 높아지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임직원들이 사업장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예방적 안전보건 문화 정착

-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개선을 통한 불안전 요소 제로화

OUR NEXT STEPS 

- 안전을 최우선한 경영활동 강화

- 사업장 무사고/무재해 달성 실현

KEY ISSUES IN 2021

- 임직원 안전 및 보건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 윤리 및 법규 준수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건강/심리상담 지원

939 건

건강검진 지원

6,185 건

국내 100대 그린경영

우수기업 선정(한국경영인증원)

2 년 연속

산업안전재해율

0.38 %

KCC 안전보건경영 비전 및 실행방안

S3-1  KCC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CC 기초 안전수칙

DO

실행

PLAN

계획

CHECK

확인/시정

ACTION

검토/개선

KCC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

비전

목표

중점  

실행 

방안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구축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ZERO

안전·보건·환경 조직 권한 강화

1.  안전·환경·보건 조직을 EHS위원장 산하로 전환 및 권한 강화

2.  안전환경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 권한  

EHS위원회 부여

3.  창호 시공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법규만족 및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화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및 보고 (1회/반기)

2.  협력업체 공사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위험작업 사전파악/점검

3.  창호 시공 안전시스템 구축

선제적 안전/환경관리 체계 구축·운영

1.  전사 자율 안전문화 확산·정착: 안전활동(안전환경경진대회, 

안전분임조활동 등) 운영 및 절대안전수칙, 기초안전규정  

실행 활성화

2.  협력업체 역량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3.   안전·환경 법규 준수를 통한 리스크 예방

공통사항

1)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2)  사업장 내에서 서두르거나 뛰어다니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3) 계단 이동 시 반드시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보행 중/운전 중/작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는다.

5) 업무 중 또는 업무종료 시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6) 사업장의 이동 통로는 항시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한다.

7)  자동차 및 지게차 운행 시 사내/외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8)  사업장 내 차량을 주·정차 할 때는 반드시 키를 분리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한다.

9) 업무 시 규정된 복장 준수 및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일반사항

10) 모든 설비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11)  가동 중인 설비를 넘어다니거나 설비 사이로 통행하지 않는다.

12)  지게차 운행 및 보행 시는 규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이외의 장소는 통행을 금지한다.

13)  설비 가동 중 청소, 정비, 구동부 주유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14)  안전장치(인터록, 안전난간대, 방호덮개 등)의 임의제거를 금지한다.

15)  설비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정비 중일 때에는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한다.

KCC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현황

안전경영팀

안전보건관리 목표 설정,  

실행 지원 外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본사 : EHS위원장 

사업장 : 사업장의 長

·  관리감독자 

사업장 내 부서장/팀장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신고

KCC는 국제 및 국내 표준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

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KCC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부서는 안전경영팀이며,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는 국내외 사업장 안전진단, 관련 개정법규 및 인허가 검토 지원, 

안전보건 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 지원, 안전보건 문화 확산,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지원 등입니다. KCC 안전경영팀은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

리를 지원하고, 전사 안전관리 목표를 선정하여 조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부

서/담당자의 지원 하에 매일 아침 부서장 및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

업장 상태를 점검하며,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자율적인 안전 환경 관

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유형,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종 또는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취득한 KCC 사업장은 정기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해당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Management Approach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현황

ISO 45001

인증범위 : 울산공장

인증기관 : DNV

KOSHA-MS*

인증범위 : 울산, 전주1·2, 대죽, 김천, 세종공장

인증기관 : KOSHA

* 문막/안성/여천공장 : 2022년 상반기 내 KOSHA-MS 인증 취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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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2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화학물질 관리

KCC 각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시

설에 설치한 감지기 및 차단장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의 보관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유출 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하

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유해화학물질의 평균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Toxics Release Inventory, TRI)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고 기간 동안 

중요한 유해물질의 유출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CC 산업안전보건위원회

KCC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노·사 각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개최하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 관리

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

항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 및 개선 조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PSM)* 시행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KCC는 선진 안전문화 체계 구축,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관련 법규·기준

을 준수하고자 전사적으로,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EHS위원장 산하의 안전경영팀은 매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

전관리(PSM)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정기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

니다. 점검팀이 발견한 문제점은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개선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에 1회 이상 ‘안전활동선언문’을 작업 전에 숙지하

며, 자체 안전사고 예방 활동들과 함께 매년 공정안전관리(PSM) 자체 감

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조치 및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KCC 내에서의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및 절차 

전반을 의미함

안전보건 관련 대비훈련

 

비상대응훈련

KCC는 화재, 누출, 폭발, 지진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훈련지침을 수립·공유하고, 비상대응 시나

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응 절차를 평상시 습득하고 있습니

다. 훈련 종류는 비상대응훈련, 자체소방대훈련, 소화기 및 AED/CPR 실

습까지 총 3가지이며, 연간 훈련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

니다.

민·관 합동훈련

2021년 한 해에도 KCC는 울산공장(2021년 9월, 화재 대비와 진압 훈련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민·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안전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내용은 주로 화재 및 유독물질 

누출에 대비하는 것으로 매뉴얼에 따른 사업장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 여

부와 대응 상태를 점검하고 그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KCC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훈련으로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의 통

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1) 화학공장 : 안성공장, 울산공장, 전주2공장

주2) 건재공장 : 김천공장, 대죽공장, 문막공장, 세종공장, 여천공장, 전주1공장

주3) 해외법인 :  중국(KCB·KCG·KCK·KCQ), 베트남(KCV·KCH·KCVN), 터키(KCT), 인도(KCI)

구분 주기 대상 내용

상시	안전점검
사업장별 

주기 설정

공장장 및 

부서장(팀장)

현장을 상시 점검하여 

위험요소 제거

기초안전규정	

준수
상시 전직원

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초안전수칙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시행

절대안전수칙	

준수
상시 전직원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안전수칙 8가지 제정/시행

JSA	

(작업안전분석)
발생 시 전직원

작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

Don't	walk	by	

활동
상시 전직원

직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안전분임조	

활동	
연 1회

사업장 

분임조

사업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선정하여 안전과제 실시

안전테마	활동	 2월 1회 전직원
주기별 안전테마를 선정하여,  

안전테마 활동 이행

안전캠페인 월 1회
공장장 및 

부서장(팀장)
출근 시간에 안전 홍보 캠페인

EHS위원회 월 1회 EHS 위원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사업장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구분 화학공장 1) 건재공장 2) 해외법인 3) 훈련내용 비고

비상대응 

훈련
연 6회 연 4회 연 4회

소방훈련 및 

화학물질  

누출 등 

대비 훈련

지진 대응훈련 

포함

자체 

소방대 

훈련

연 2회 - 연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취급 

사업장 대상 훈련

소방차 

보유사업장 

(울산, 전주2, 

안성)

소화기 및 

AED/CPR 

실습

연 2회 연 2회 연 1회

신규 입사자 및 

전입자를 위한 

기본 소방능력 

향상 훈련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KCC 비상대응훈련 현황

안전활동선언문

안전보건 관련 교육

 

안전보건교육

KCC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11개 사업장*에

서 각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팀장)이 안전보건 관리조직에서 배포한 

교육 자료와 이슈에 따라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마다 ‘정기 안전

보건교육’(매월 2시간) 및 ‘수시 안전보건교육’(이슈 발생 또는 필요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직상 책임자와 안전경영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련 기준, 업무상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 및 대응 방법, 금연이나 심폐소생술(CPR) 

같은 임직원 개인 건강 관련 사항들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

해서는 정해진 법정교육시간에 따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11개 사업장 : 본사, 중앙연구소, 김천공장, 대죽공장, 문막공장, 세종공장, 안성공장, 여천공장, 

울산공장, 전주1·2공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해, 위험작업 40가지 

(운반용 등 하역기계 사용, 인화성 액체 취급/제조 등)

정기 안전보건교육

매월 2시간

중앙연구소

수시 안전보건교육

이슈 발생 또는 필요시

본사

김천

공장

대죽

공장

문막

공장

세종

공장

안성

공장

여천

공장

울산

공장

전주

1,2공장

하나,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지키겠다.

하나,  나는 불안전한 요소를 항상 지적하고 개선하겠다.

하나,   나는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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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4 동반성장 활동 

강화

임직원의 건강·심리 관리

KCC는 임직원이 건강하게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실 설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건강상담소와 헬스장 운영, 건강검진 지원, 금연 프로

그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C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유해위험 부서 근로자는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

자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인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는 임직원의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업무 몰입도와 삶의 질 모두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 문제와 직무 스트

레스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KCC 각 사업장에서는 협력사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안전보건에 대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원·하청 간 안전·보건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및 예

방대책 정보 공유, 관련 법령 개정 등 이슈사항 공유,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 향상 및 재해감소 방안 등입니다.

KCC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 안전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였으며, 사내·외 협력업체 안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적격 수급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KCC가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발표하는 「국내 100대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증/평가기관 중 

하나인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는 매년 기업별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한국언론재단, 공시정보 등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비교·분석

하여 ESG경영, 탄소중립경영, 사회책임경영, 그린경영과 같이 테마별로 우수한 100대 국내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21년 

재무공시정보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1,066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KCC가 안전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2017년이 최초이며, 2021년까지 총 4회 선정되었습니다.

2021/22 NEWS 

KCC, 「국내 100대 안전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시장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는 

기업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영속적인 기업 활동과 성장을 위해 

KCC는 수많은 협력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KCC는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곧 KCC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념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협력회사와 Win-Win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마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속

- 협력회사와의 소통과 경쟁력 강화

OUR NEXT STEPS 

- 협력회사 경영진단 지원, 품질 및 안전점검, 현금대금 지급, 자금 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지원

- 협력회사 캠핑장, 스포츠 관람 티켓, 복지쇼핑몰 이용 등 복리후생 지원

- 협력회사 건축자재전시회 참가 지원

KEY ISSUES IN 2021

- 협력사 지원 및 동반성장 추진

- 윤리 및 법규 준수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Goals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협력회사 현금 지급액

2,227 억 원

협력회사 무이자 대출 금액

112 억 원

협력회사 교육 지원

396 개 업체

531명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지급금액

450 억 원

Management Approach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년 연속(2019~2020)

최우수  4년 연속(2015~2018)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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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  KCC 동반성장 체계 S4-2  KCC 동반성장 프로그램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위원회 

개최 횟수(회)
12 12 12

대표 안건

- 하도급 계약 체결 사전/사후 심의

- 동반성장 업체 선정 

- 협력사 등록 심의 등

협력사 기술 보호

KCC는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정보원에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등록하게 하고, 

이에 따른 등록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사의 영업비밀 보유 사실 및 보유 시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지원 실적은 14개 업체에서 94건

이 등록되었습니다.

협력사 재무 및 교육 지원

KCC는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협약업체와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금 지급액은 총 2,227억 원으로 이를 

통해 협약사가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업체의 긴급운영자금 및 설비도입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2억 원 

규모의 자금을 당사가 직접 조성하여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CC는 협력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품질 및 제품·사업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약 

67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79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 인력 지원

KCC는 협력사의 품질 및 안전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과장급 이상의 당사 

전문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산성 향

상, 품질점검, 안전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 실시, 협력사 진단 등입니다. 

2021년에는 임가공업체 21개를 대상으로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직접 방문

하여 각 업체당 5일간 인력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지원

당사와 거래하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

에도 구매기업인 당사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1년에는 상생결제로 450억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약정은행을 확대

하여 지급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CC 동반성장 정책 및 추진 조직

KCC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는 원부자재(포장박스, 간지, 금형 등), 

상품 OEM(창호 부자재, 인테리어 용품 등), 임가공(도료, 건재 등), 도급

(사내하도급 등)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KCC의 국내외 사업장이 위치

한 인근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KCC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가 곧 

KCC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념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KCC는 관리본부 산하 Compliance팀을 전담 조직으로 두고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구매, 생산관리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 체결

KCC는 2012년도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에는 83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

항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4대 실천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 발급·보존이 있으며, 

KCC는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KCC는 동반성장 협약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현금 지급, 매달 3회 정기 마

감(최대 12회 마감), 대출 지원, 교육 지원, 복리후생 지원 등을 통하여 협

력사가 KCC의 동반성장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

력사는 KCC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을 지칭하며, 협약사는 협력

업체 중 하도급 업체로 거래가 지속적이고 협력도가 좋은 업체를 선별하

여 동반성장 협약을 맺어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KCC

동반성장 체계

KCC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

KCC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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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3  협력사와의 소통채널
SOCIAL

5 전략적 사회공헌

동반성장 지원 시스템 「WinC」

KCC는 협력사와 소통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지원 시스템 포털인 「WinC」

를 운영하고 있으며, KCC와 협력사가 동시에 가입하여 동반성장 협약 체

결, 정책 점검, 경영 진단 서비스 등을 수행합니다. KCC가 해당 포털 시스

템을 창구로 협력사에게 동반성장 지원 및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협력사는 KCC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현 인식 상태와 만족도를 응답

함으로써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호응도와 취약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KCC는 이와 같이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반성

장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것은  

KCC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KCC의 경영이념은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이며, KCC가 창조하는 가치는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에 퍼져 나가 공유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렇듯 공유가치 창출은 

KCC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OUR STRATEGY

-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업(業)과 연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 사내 봉사단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

OUR NEXT STEPS 

- 각 사업장 또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지속 시행 

- 자발적 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참여형 사회공헌 

-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 기업 이미지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KEY ISSUES IN 2021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투자 등)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7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9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Goal 11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KCC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6 건(2021년)

1사 1촌 및 1사 1교 활동

36 건(2021년)

사회공헌 지출금액

37.3 억 원(2021년)

협력업체 「경영닥터제」

「경영닥터제」는 ‘KCC-협력사-전경련 전문경영자문단’이 삼각 협력 체제

를 이루어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동반성장 협약업체의 경

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문 대상 

기업은 당사와의 협력도와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합

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협력사는 전경련 전문경영자문단으로부터 종합적

으로 경영 진단, 업체의 강·약점 분석,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경영 노하

우 등을 자문받게 됩니다.

 

우수 대리점 대상 세미나 

KCC는 동반성장 및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 대리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상호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업계 최근 동향 

및 기술 방향성 공유,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 해설 

등 각종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대리점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생경영은 상호존중하며 Win–Win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KCC는 매년 회원사, 대리점 등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CC는 향후에도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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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1  KCC 사회공헌 추진체계 S5-2  업(業)과 연계한 맞춤형 사회공헌

전략적이고 투명한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KCC는  

2016년 하반기부터 「KCC 사회공헌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공헌 활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 연간 계획 승인,  

우수한 사회공헌 활동자 선정 등 KCC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 행복나눔 봉사단」을  

별도 구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탁

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KC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인 국토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새뜰마을’, 서초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딧불 하우스’, 서울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 ‘온동네 숲으로’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는 서울시복지재단 주최 ‘2021 서울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서초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딧불 하우스’가 우수프로그램으

로 선정되어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CC 사회공헌위원회

인원
-  총 6명 

(위원장 1, 각 본부별 위원 5 <관리, 생산, 영업, 연구, 홍보>)

개최
-  연 1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¼ 이상 요구 시)

역할

- 사회공헌 수혜 대상 선정

- 사회공헌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연간 계획 승인

- 사회공헌 연간 우수 활동자 선정 외

KCC 비전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기업"

사회공헌 미션

"KCC는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된다"

핵심 테마(관련 제품)

깨끗한 세상

도료(숲으로)

즐거운 세상

도료

따뜻한 세상

창호

행복한 세상

1사1촌

1사1교 등

안전한 세상

보온재

행복나눔 봉사단

임직원 봉사활동 

활성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 개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약 300가구에 집수리를 해주어 화재 등 재해 예방, 건물 에

너지 효율 상승으로 냉·난방비 절약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나

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KCC는 KCC만의 고품질 친환경 제품

을 통해 안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전략적 사회공

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CC는 건축자재, 도료 및 실리콘 등을 생산·판매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정밀화학 기업으로서, 친환경·고기능성 

제품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간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22 연간 수행사업

새뜰마을 사업

2018년 9월부터 KCC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토교

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해비타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민관협력 ‘새뜰마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흔히 달동네, 쪽방촌이라 불리는 주거 취약 지역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

프라 개선과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KCC는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CC의 친환경, 고

품질, 에너지 절감형 제품을 적용하여 재해 위험 감소,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지역별 사회·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 개보수 필요정도, 지자체의 적극성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역의 경우 지역별 맞춤형 지원, 

노후 주택 개선사업 평가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지역 내 집수리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과정은 

분기별 1회 이상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참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지

역별 현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충남 금산, 경기 파주, 부산 서구, 부산 진구, 경남 통영, 강원 

태백 6곳 174세대를 지원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거 낙후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소방

수혜 규모 
(2021년 기준) 174 세대 

지원금액
(2021년 기준) 1.4 억 원

KCC가 경기도 평택시 복창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새뜰마을 사

업 성료를 기념하기 위한 ‘2020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 준공식’에서 새뜰마을 사업에 함께하며 친환경 건축

자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택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020년 11월에 시작해 2021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충

청남도 청양군 등 6개 지역으로, 총 210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

니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로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함으로

써 재해 위험이 감소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

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통해 이번 결실을 맺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이 합심해 열정적으로 임한 결과로, KCC는 소외

되고 낙후된 마을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하고 살기 좋

은 마을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입니

다.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건축자재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지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22 NEWS 

KCC, 새뜰마을 사업 공로 감사패 수상

KCC는 이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에 친환경 제품들을 지

원하여 「Eco-Friendly Energy Saver」라는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알리고, 당사의 핵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

응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GOAL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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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 평화드림 숲으로

2021년 10월, KCC는 파주시청소년재단에서 ‘온동네 평화드림 숲으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1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의 마을을 새롭게 변화

시키는 벽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온동네 평화드림 숲으로’는 파주시 

관내 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KCC ‘온동네 숲으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파주시 적성면 ‘마지 1리’는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정착 후 형성되어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고 환경개선이 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 주민, 청소년 및 시청 공무원 약 6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팀

이 ‘KCC 숲으로’ 페인트를 사용해 ‘평화’를 주제로 마을 담벼락에 벽화를 

완성하였습니다.

KCC는 앞으로도 마을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

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쿨루프 캠페인(Cool Roof Campaign)

KCC는 쿨루프 캠페인으로 2020년 1월 하남시,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쿨루프 하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쿨루프 하남’은 하남시가 추진한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 계층이 주

로 사용하는 노후 건축물 지붕에 차열 페인트 ‘스포탄 상도(에너지)’를 도

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면 여름철 건축물 

실내온도를 5℃ 정도 낮춰 냉방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은 물론 도시 열섬 

현상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KCC는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2년간 400만 원 상당의 차열 페

인트를 하남시 경로당 6곳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 12월 1일에는 하남

시청에서 열린 ‘2020년 건축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에너

지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

받아 하남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

미래환경협회와 시행한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소방서 및 지역아동

센터를 비롯하여 2021년 6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송암보호작업장 

등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건축시설물 옥상에 쿨루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쿨루프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동시설 및 소외계층 시

설을 대상으로 쿨루프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溫) 동네 숲으로 사업 

‘온(溫) 동네 숲으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86개 저층

주거지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18년 

11월 KCC, 서울특별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이 

4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민과 관, 비영리NGO, 주민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골마을 270세대, 2019년 서울특

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394세대,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641세대에 이어 2021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

곡동 굴참마을 1,218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마을 공동체와 함께 개선이 필

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사업을 기획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였습니

다. KCC는 바닥재, 창호, 보온단열재 등 각종 건축자재를 지원하여 취약가

구 노후 주택 수리와 공공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페인트 ‘숲

으로’를 이용해 벽화를 그려 마을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으며, 마을여

행 프로그램 및 온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축제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마

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용카페 ‘온숲’ 1호점 개설 및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운영하는 ‘재봉틀 교육’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고 마을 경

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자생적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공용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공동

체 자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함께 만

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KCC의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처럼 주민과 함

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반딧불 하우스’ 주거환경 지원사업

KCC는 2018년에 서초구 및 복지관 4곳(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

사회복지관, 방배유스센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과 최초로 업무협약한 

이후 2021년 2월까지 4년째 사회 취약계층 거주 환경 개선사업인 ‘반딧

불 하우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

하는 맞춤형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반딧불이가 내는 빛처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환하고 밝게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복지관별 담당자가 집수리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기관이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3년간 2018년 28가구, 2019년 25가구, 2020년 43가구, 2021년에

는 34가구에게 총 3.5억 원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35가구 집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내 공유주방 

‘오감’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협

력나눔활동 및 발달장애 인식개선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실현

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딧불 하우스’는 KCC의 대표 업(業) 연계형 사회공

헌사업인 만큼 향후 전국 사업장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CSR 모델로 

확대하여 KCC만의 독자적인 사회공헌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2021/22 NEWS 

KCC, 사랑의열매 '희망2022나눔캠페인' 

10억 원 기부

KCC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번 성금은 KCC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해 나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울산, 전북, 충남 등 KCC의 주

요 사업장이 있는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별로 성금을 분할 기탁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다시 각 지역

별 지자체에 지정 기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과 이웃에게 생계비, 의료

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CC는 지자체 및 모금회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성

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

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성금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동시에, 앞으

로도 성금 기부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KCC의 모습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OAL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GOAL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GOAL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수혜자 수 
(2021년 기준) 3,618 명 

지원금액
(2021년 기준) 1.5 억 원

수혜 규모 
(2021년 기준) 34 가구 

지원금액
(2021년 기준)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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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
SOCIAL

6 제품/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KCC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전주, 대죽, 울산 등 전국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

KCC는 2021년 한 해 동안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하여 

주로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어 복지재단 등에  

약 38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1사 1촌」 및 「1사 1교」

KCC는 전주, 대죽, 울산, 안성, 세종, 문막, 여천, 김천 총 8개 지역에 자리

잡은 KCC 공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장학금과 필요 물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부 목적 기부 금액
연도별

기부금 총액

2021
사랑의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 10

38
기타(학교, 지역사회 기부 외) 28

2020

사랑의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 10

38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5

전국재해구호협회 수해 지원금 3

기타(학교, 지역사회 기부 외) 20

2019

사랑의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 20

70아산정책연구원 연구 활동 지원 10

기타(학교, 지역사회 기부 외) 40

2018

사랑의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 20

52아산정책연구원 연구 활동 지원 10

기타(학교, 지역사회 기부 외) 22

2017

울산대학교 장학금 기부 50

74아산정책연구원 연구 활동 지원 10

기타(학교, 지역사회 기부 외) 14

기부 내역

KCC가 지속가능한 초일류 정밀화학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KCC는 항상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품질 경쟁력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품질경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OUR STRATEGY

- 화학물질, 안전, 환경 관련 외부 검증 및 인증을 통한 제품·기술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

- 기술 신뢰성 제고를 통한 품질 경쟁력 확보

-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 감동 실현

-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고객 충성도 확보

OUR NEXT STEPS 

- 품질 신뢰도 확보

- 글로벌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

- 품질경영 최적 환경 조성 

- 협력업체 품질 확보

- 제품·기술에 대한 품질·안전성 외부 검증 확대(공인시험, 인증 취득 등)

- 고객정보 분석을 통한 예방 품질 활동 강화 및 품질 신뢰성 구축

KEY ISSUES IN 2021

- 고객만족 제고(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VOC 관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 윤리 및 법규 준수

Goal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친환경 인증 제품 관리

(단위: 억 원)

환경표지인증 획득 제품 매출액

7,658 억 원

친환경건축자재인증(HB마크)  

획득 제품 매출액

4,507 억 원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인증)  

획득 제품 매출액

1,427 억 원

저탄소제품인증 획득 제품 매출액

4,175 억 원

Management Approach

6시그마 자격 인증자 674명 

(생산/기술/연구/품질 부문)

2021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5개 부문 1위  

(수성·유성도료, 천장재, 그라스울, 창호)

선박용 방청·방오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세계일류상품’ 13년 연속 선정

건축용 수성페인트 ‘숲으로’ 및 ‘KCC창호’,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KCC 전주공장,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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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1  KCC 품질경영

KCC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품질경영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선진화하고자 2010년부터 품질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글로벌 품질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3QP(Quality Product, Quality Process, Quality People) 

강화를 통해 품질경영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품질 시스템 Level Up

KCC는 해외법인의 품질 시스템 Level Up을 위하여 국내 품질 시스템 운

영 우수/실패 사례를 법인에 공유하여 해외법인 취약 프로세스의 개선

을 지원하고, 법인 간 유사한 품질 이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자체 경영 능력 강화 및 품질 역량 향상을 위

하여 법인별 니즈에 부합하는 개선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 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품질 이슈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고객 만

족 증진 및 품질경영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전사 품질분임조 및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기술혁신은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동

력입니다.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을 확보하고, 공

정이나 시스템 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뿐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높입니

다. KCC가 매해 개최하는 우수혁신과제(BIG-Y) 경진대회는 기술 경쟁력

을 강화해 온 소중한 밑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VOC(Voice Of 

Customer)를 파악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CC는 매년 이

러한 혁신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장의 우수 사례 전파를 목적으

로 자체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에는 생산, 기술, 품질, 공정 등의 개선 전문가로 구성

된 팀을 대상으로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제의 

적합성, 창의적 기술성, 체계적 활동, 발표를 기준으로 6개 사업장 7개팀

이 본선에 진출하여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4팀을 시상하였습니다. 대상

은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재료 수요-공급 밸런스 붕괴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각 원재료마다 제품 품질특성과의 상관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 공정인자에 대해 과학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한 전주1공장 창호개발팀의 ‘충진제 입도개선 및 배합

비 변경을 통한 PVC컴파운드 경쟁력 강화’란 과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혁신적인 미래지향적 기술적 과제 발굴 및 수행, 부문 간 협업 및 연구

원 등 전체 참여를 통한 개선활동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Quality Product

KCC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고부가가치의 「ONE AND ONLY」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CC 사업장은 ISO 

9001/14001 및 IATF 16949 인증을 취득하여 정기적인 사후 심사 및 갱신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ality Process

KCC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 KCC의 종합품질경영시스템 

및 관리업무)을 통하여 제품 불량 제로, 고객불만 최소화 및 글로벌 품질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CC의 품질정보시스템은 내/외부 

CTQ(Critical To Quality)-CTP(Critical To Process) 연계를 통해 개발품

질, 재료품질, 양산품질, 고객품질, 품질 혁신과 같은 중요 품질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e Execution System, 

MES)을 구축하여 제품 주문부터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최적의 생산활동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uality People

KCC는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품질 강화를 위하여 사내 품질 전문가를 육성

하고 있습니다. KCC는 6시그마 활동을 내재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사내 컨설턴트인 MBB(Master Black Belt)를 양성하여 지속

적인 선진 품질경영을 구축하고 있으며, MBB 외에도 BB(Black Belt)

와 GB(Green Belt)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개선과제 사내

발표대회 등 다양한 품질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임직원 모

두가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 의지를 가지고 KCC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사업장

ISO 9001/14001
안성공장, 김천공장, 대죽공장, 문막공장, 

여천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 총 9개 사업장

IATF 16949 대죽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 총 3개 사업장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ISO 9001 :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상 요구사항

* ISO 14001 :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시스템상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 국제자동차산업전담팀

* IATF 16949 :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매년 각 사업장마다 자체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수한 분임조를 선발하여 산업통상자

원부 주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하

여 은상 1개와 동상 5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 ‘오뚜기’ 

분임조는 PVC 생산공정의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지수를 감소시켜 안전

품질 부문에서 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안전 부문이 강조

되는 상황에서 첫 출전에 입상까지 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KCC의 

개선활동 수준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CC는 이를 계기

로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

었으며,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국내 최고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협력사 품질목표 협약식

KCC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또는 4월경 ‘협력사 품질목표 협약식’을 개

최하여 협력업체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품질경영의 중

요성 공유와 상생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식에서

는 한 해의 품질경영 운영방침 공지, 품질 컨설턴트 특강과 평가 결과 우

수업체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KCC 품질부서 및 구매부서에서는 ‘협력사 품질목표 협약식’과 같이 지속

적인 평가 및 개선으로 협력사의 품질을 선행 확보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QM(품질/TSD) 시스템」 운영

KCC는 내·외부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품질 이슈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

를 공유하고 빠짐없이 수집, 처리, 시정,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 「TQM 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KCC는 고객, 영업, 기술, 품질, 생산 부

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VOC를 접수하고 있으며, 「TQM 시스템」을 통

해 품질 기준 정보 표준화, 데이터의 자산화, Link 업무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이슈에 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8D(8 

Disciplines, 구조화된 시정조치 절차) 프로세스를 구축, 시스템화하였습

니다. 이를 통해 이슈 발생부터 발생 보고, 원인 분석, 개선 활동, 과제 제

안, 조치 완료 등 전 단계를 공유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신규 제품 개발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고객의 Needs가 제품 개발/

개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KCC의 종합품질관리시스템 및 관리업무

품질정보시스템 (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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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년 품질경영의 성과

KCC, ‘세계일류상품’ 13년 연속 선정

KCC의 선박용 방청도료와 방오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제품이 산업

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증하는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 방청도료와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13년 

연속, 방오도료는 11년 연속 선정입니다.

세계일류상품은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할 대표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가 부여하는 공식 인증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점유율 5% 이상, 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규모 

연간 500만 달러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선정

합니다. 

13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선박용 에폭시 방청 도료 ‘EH2350 

Series’는 내염수성과 내마모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극심한 해양 부

식 환경 속에서 선박의 해수 탱크, 파이프 등 철 구조물을 보호해 녹이 생

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11년 연속 선정된 방오도료 ‘Egis Series’는 오

염방지 기능이 뛰어나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의 선체에 붙어 서식하는 해

중 생물체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의 운항 효율을 증가시켜 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KCC의 선박용 방청·방오도료는 이미 여러 국가 선박에 적용돼 있을 뿐  

아니라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 ‘코마린(KORMARINE)’

에서도 전시되어 전 세계 관람객의 관심을 받은 KCC의 대표적인 선박도

료 제품입니다.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은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사고가 발생

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공 차단기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로, KCC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KCC는 2009년부터 꾸준히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며 선박용 방청·방오

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제품임을 인정받고 있

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탑(Global Top) 제품의 연구개발

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5개 부문 1위

KCC가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품질만족지수(KS-

QEI) 인증 수여식’에서 건축자재 관련 5개 부문에 1위 기업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수상 부문은 수성도료, 유성도료, 석고텍스 천장재, 그라스울 

단열재, 창호 세트 부문입니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Korean Standard - Quality Excellence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

측정 모델입니다.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소비자 의견뿐

만 아니라 제품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지수로 평

가받습니다.

KCC는 수성도료·유성도료 7년 연속, 석고텍스 천장재 5년 연속, 그라스

울 단열재 3년 연속 등 각 부문에서 다년간 1위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특

히 올해는 창호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명실공히 국내 건축자재 및 도

료 업계를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과 기업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KCC, ‘2021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선정

KCC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Korea Brand Power Index)’ 조사에서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 3년 연속 1위 및 창호재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서는 건축용 수성 페인트 브랜드인 ‘숲으로’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숲으로는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KCC의 

대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로서, 도심 속 빌딩 숲을 친환경 페인트를 통해 

자연 산림과 같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숲으로는 우수한 친환경성과 색상 구현력, 곰팡이 등 각종 균류 

억제 성능을 갖춰 주거시설, 공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곳에 두루 적용됩

니다. 특히 ‘숲으로 웰빙’과 ‘숲으로 올인원’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

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도 함께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을 입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KCC창호’가 창호재 부문에서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KCC창호는 KCC의 PVC창호 브랜드로 우수한 단열성을 비롯

하여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기준을 만족시켰기에 ‘창호’ 하면 가장 먼저 생

각나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KCC창호는 창호의 핵심 5대 성

능인 내풍압성, 수밀성,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성능

과 디자인을 갖춘 KCC창호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 재건축 조합, 고급형 

타운하우스, 패시브형 및 에너지 제로형 주택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

니다. 브랜드 파워는 고객 만족을 척도로 하는 만큼 이번 K-BPI 1위 선정

은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

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KCC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스

템을 통해 고객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22 NEWS 

KCC, KS인증 우수기업  'KS 명가' 선정

KCC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에서 KS

인증 우수기업인 ‘KS명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

업, 정부기관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창렬 KCC 

품질부문장이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KS명가 증서를 수여받

았습니다. KS명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주관하여 KS(한국산업표준)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

해서 부여하며, KS인증 취득 후 10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서 모범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룬 업계 선도기업을 선정합니다.

KCC는 1975년 수성도료 KS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도료, 석고보드, 보온재 

등 총 18종의 KS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성도료, 유성도료, 석고텍스, 

그라스울, 창호 제품은 올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를 차지하였는

데, 수성도료·유성도료는 7년 연속, 석고텍스는 5년 연속, 그라스울은 3년 

연속으로 각 부문에서 다년간 1위의 자리를 지켜왔고, 창호 부문에서도 새

롭게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를 이끄는 선도 기

업으로서 우수한 제품과 기업 역량을 명실공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KS인증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위해 필요하며 

이번 KS명가 선정을 계기로 KCC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1/22 NEWS 

KCC, 분체 도료 내후성 품질

국제 인증 획득

KCC의 분체 도료 중 가루멜 DS 1000, 2000 시리즈가 퀄리코트(Qualicoat)

에서 인증을 획득해 우수한 내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퀄리코트는 유럽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건축용 분체 도료의 내후성에 

대한 국제 인증기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퀄리코트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후성이란 햇빛, 강우, 온도 및 습도 등 실외 자연 환경

에 대한 내구성을 말하는데 제품의 품질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인증은 실외 자연 환경 요소를 인공적으로 조성한 시험기와 실제 

자연 조건에서 각각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 광택을 유지하는 정도와 색상

이 변화한 정도를 바탕으로 부여됩니다.

KCC의 분체 도료 중 높은 내후성을 자랑하는 가루멜 DS 1000 시리즈와 

DS 2000 시리즈는 각각 Class 1과 Class 2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외

선, 가시광선, 강우 등의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시험기에서 1,000시

간의 내후성을 평가하는 촉진내후성 실험에서 광택 유지율과 색상 변화의 

정도를 일정 수준 이상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퀄리코트 인증은 제품 선정시 내후성 부문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통상적

으로 해당 인증서와 보증서가 요구되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신뢰

성과 영업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CC의 해당 분체 도료는 국내외 유수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제 인증을 받은 고내후성의 제품력을 강

점으로 향후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전망입니다.

국내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KCC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항상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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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2  제품 리스크 관리 S6-3  KCC 고객만족경영

제품 관련 정보 제공 

KCC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

해 다양한 제품의 정보와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C 홈페이지

에서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 환경마크표지인증, 친환경건축자재인

증서와 같은 각종 인증서는 물론 성적서, 도장사양서, 데이터 시트, GHS 

MSDS 정보 등을 공개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

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홈페이지 기술자료 검색 메뉴에 업로드하였으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적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최소화 및 대체

KCC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 생화학 위험물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CC는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NCIS(국립환경과학

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K-SMS(KCC MSDS 관리시스템)와 같은 전문 

관리 시스템을 업무 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보건경영팀 및 사업장별 

안전환경관리부서와 협업하여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 35종 및 추가 규제 중인 살생물제 등 인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물질 연구개발 및 해당 물질을 적용한 

신제품 출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KCC는 전기전자용 유·무기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디스플

레이, LED, 파워모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부품의 재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재산업은 특성상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이에 분쟁광

물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 고객사에 분쟁광물 보고 양식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

KCC 임직원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S 전담

인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고객감동 응대법, 불만고객 응대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등 서비스 교육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서

비스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및 「고객추천지수(NPS)」 조사 

KCC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경쟁사보다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KCC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보다 우수

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외 용역업체를 통한 전수 

대면조사로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 자체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

습니다.(825개 거래선 조사 실시) 

또한 KCC는 2015년부터 「고객추천지수(NPS, Net Promoter Score)」를 

도입하여 기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숨어 있는 기업과 고객의 충성

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추천지수」 결과를 

기반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추천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KCC의 장점을 강화하며, 비충성 고객(비추천 

고객)의 의견을 분석하여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

동을 통해 KCC는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

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입니다.

KCC 제품의 인증 현황

환경표지인증

취득 현황 174종

주요 제품 도료, 보온단열재, 창호, 벽 및 천장 마감재 외

인증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건축자재인증(HB마크)

취득 현황 35종

주요 제품 도료, 보온단열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외

인증 기관 한국공기청정협회

환경성적표지

취득 현황 2종

주요 제품 창호, 천장재, 건축용 실링재

인증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탄소제품인증

취득 현황 4종

주요 제품  석고보드 외

인증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인증)

취득 현황 1종

주요 제품 그라스울(보온단열재)

인증 기관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아토피안심마크

취득 현황 4종

주요 제품  숲으로 홈앤 웰빙(도료), 석고텍스(천장재), 

KCC 그라스울 네이처(보온단열재),  

KCC창호(창호)

인증 기관 대한아토피협회

모바일 기술자료 검색센터와 색상 데이터 검색 서비스

KCC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자재 제품 관련 기

술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자재 기술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창호, 내외장재, 보온단열재 등 제품과 관련된 각종 인증서, 공인성적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도면, 시방서, 

카탈로그 등 다양한 기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품 카테고리별로 찾아보거나 키워드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 색상과 컬러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색상 정보 서비스도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PC버전 웹페이지도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최적

화해 전체적인 심미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 정보를 더욱 효

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KCC 페인트의 다채로운 색상을 모아놓은 

컬러 가이드북 ‘컬러뱅크’의 모든 색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체도료, 불소도료, 선박도료 등 각 카테고리별 검색기능과 도장 면적

에 따라 필요한 페인트량을 계산해 주는 기능 등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

도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KC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내려 받거나 이메일, SNS 

공유가 가능해 거래선과 소비자의 활용도가 높으며, 앞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KCC는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 변

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내 서비스 교육 실시

·  고객감동 응대법, 불만고객 응대법, 커뮤니 

케이션 스킬 향상 등 고객응대 관련 교육 실시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 실시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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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4  개인정보보호
SOCIAL

KEY PERFORMANCE

7 시장 변화 대응력 확보

KCC는 영업비밀보호 및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2019년 

12월에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안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지정하여 전사 정보보안 

활동에 대해 총괄 관리하며, 관련 법규 개정 및 유관기관 

정책·지침 변경 시 당사 정책,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서식 등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정기점검 

활동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업무 개선 및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위험 관리

KCC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정

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사생활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과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은 고객 만족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KCC는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고객응대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날로 달라지는 변화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검증된,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고품질인 제품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시장 트렌드 분석·대응을 통한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 고객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지속 연구 

- 고객 니즈에 기반한 연구개발

OUR NEXT STEPS

- 시장 트렌드 및 고객의 기술적 니즈에 기반한 연구개발

- 시장에 맞는 기술 서비스 제공 및 고객 맞춤 기술력 확보

-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경영 계획 수립

- 고객의 니즈와 취향에 맞는 고부가가치 제품 제공

KEY ISSUES IN 2021

-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제공

- 핵심 역량, 성장 동력 및 경쟁력 확보(시장 지배력 강화)

- 고객만족 제고(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VOC 관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7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11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연계 

UN SDGs

KEY PERFORMANCE

고품질 친환경 기술 및 제품 

다수 개발·출시

색약자를 위한 안전 컬러

디자인 가이드 마련

건축자재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 런칭

도료

인테리어용 프리미엄 페인트 

‘숲으로 셀프’ 출시 등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

KCC는 전사 보안 담당자와 각 직무·직군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해킹메일 모의훈련, 정보보안 뉴

스, 보안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규정/개인정보보호규칙과 같은 보안 정책은 전 임직원 

모두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의 신고체계 등 관련 프로

세스를 구축하여 관리적 조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물리보안 체계 강화

KCC는 2020년부터 전국 사업장 물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성 검토를 통해 임직원 및 방문자 출입 통제, 입출입 차량 관리, 영상

정보처리기기 시설을 설치하고,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하여 보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구축

KCC는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백신, 문서중앙화, 네트워크 접근제어, 

매체제어, 문서 및 DB 암호화 등 보안솔루션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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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1  미래를 만드는 KCC 제품과 기술

건축자재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 런칭

KCC가 재건축·재개발 및 고급 신축 단지 등 하이엔드 프리미엄 창호 시

장을 공략하기 위해 하이엔드(High-End)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

를 공식 런칭하였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레오 폰 클렌체

(Leo von Klenze)’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클렌체는 빛과 공간의 완성

을 통해 창의 품격을 제시하며 ‘과시가 아닌, 절제’, ‘드러나는 스타일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 ‘한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오래가는 분위기’, 

‘요란한 전시가 아니라, 조용히 강한 아우라’를 모토로 기존 프리미엄 

창호들과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입니다. 최상위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구성된 클렌체 제품 라인업은 뛰어난 단열성

을 지닐 뿐만 아니라 넓은 실내 공간과 외부 조망권을 확보하며, 알루미늄 

캡(Al Cap)과 PVC의 복합재질로 안전성은 물론, 고급스런 디자인까지 

완성합니다. 클렌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호

의 품격과 기준을 제시하는 프리미엄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인 만큼, 더욱 

완벽한 품질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프리미엄 창호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료

 

인테리어용 프리미엄 페인트  

‘숲으로 셀프’ 출시

KCC가 인테리어 전용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 ‘숲으로 셀프’를 출시하였

습니다. 용도에 따라 특화된 8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춘 숲으로 셀프는 우

수한 품질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특히 각기 다른 

용도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세분화함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벽지용, 타일용, 철재용, 베란다(콘크리트)용, 목재용, 결로방지, 바니쉬, 

다용도 하도(젯소) 등 모두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만큼 기능도 우수하여 숲으로 셀프 8종의 제품 라인업 

모두 저휘발성유기화합물(Low-VOC) 설계로 냄새가 적고, 도장 후 표면

의 레벨링성이 뛰어나 미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친환경성도 놓치지 않았으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저취, Low-Odor), 저휘발성유기화합물(Low-VOC)인 수용성 제품

들로, 제품 8종 모두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습니다. 

KCC는 숲으로 셀프를 대리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시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페인트와 인테리어 자재 등을 비대면

으로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 채널을 다각화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CC는 세련된 컬러로 홈 인테리어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숲으로 셀프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객 니즈에 맞는 

용도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레벨링성 : 페인트를 칠한 후 표면이 평탄해지는 성질

KCC가 합리적인 가격의 인테리어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에코플

러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숲으로 에코플러스는 콘크리트, 몰탈, 석고보

드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에 적용되는 보급형 페인트로서,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부 공인 환경표지인증서를 취득하

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크게 낮췄고, 4대 중금속 성분을 사용

하지 않았으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존에 도색

되어 있는 색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깔끔하게 새로운 색깔을 구현하는 

정도인 은폐성과 도색할 부분이나 벽면에 있는 갈라짐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정도인 크랙 저항성이 좋습니다. 취급하기도 편리하여 이전의 자사 

보급형 페인트들이 18L 용량으로 출시된 것에 비해 이 제품은 15L 용량

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이 페인트통을 옮기고 사용할 때에 가벼운 무게

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KCC는 친환경 시대와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도 동시

에 고려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페인트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KCC는 ‘혁신’을 통하여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항상 고객의 요구와 시장 이슈에 맞춘

높은 품질과 기능은 물론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KCC 제품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까지 잡은  

‘숲으로 에코플러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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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KCC가 ‘2021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시상

식에서 창호재 부문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KS-WEI는 한

국표준협회(KSA)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2004년에 

공동 개발한 기준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웰빙 제품과 서

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해 부문별 1위를 선정합니

다.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의 5대 평가항목을 기준

으로 소비자가 직접 웰빙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1위 제품으

로 인정받은 것인 만큼 그 의미가 깊고, 기업에게는 웰빙 제품 개발

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2021/22 NEWS 

KCC,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창호재 부문

2년 연속 1위 수상

KCC창호는 창호의 5대 핵심성능인 단열성, 방음성, 수밀성, 기밀성, 

내풍압성이 모두 우수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는 등 제

로에너지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고단열·고기능 창호에 대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여, KCC의 패시브하우스 창호는 국내 최초로 패시브 

인증인 ‘KR-제로에너지창호’ Z1등급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KCC의 패시브 하우스 창호인 CBF240은 P/S(Parallel&Sliding) 타

입의 다중 챔버/다중 기밀 구조로 단열과 기밀 성능을 극대화한 알

루미늄 캡(AL CAP)+PVC 복합 재질 창호입니다. 건물 안쪽으로는 

단열성이 좋은 PVC 재질을, 바깥쪽으로는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해 

미려한 외관을 구현하고, 환기창 상부에 비노출 가스 압축식 댐퍼

(Damper)를 적용해 창짝을 부드럽게 닫을 수 있습니다. 4면 밀착

형 특수 기능성 하드웨어를 적용해 방범 기능 확보는 물론 야간에 

환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해 사용자 편의성까지 높였습니다. 

이처럼 KCC는 제로에너지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2010년부터 건축환경연구센터를 설립, 에너지 절감기술 R&D에 

꾸준히 매진해왔으며, 기존 활동에 이어 그린 리모델링이나 제로에

너지 주택 등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고효율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1위 기업

으로 창호시장을 이끄는 KCC는 앞으로도 친환경제품 개발과 제품

의 고급화를 통해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물 외벽 한 번에 칠하는  

‘숲으로 네오실 원코트’ 출시

목재 보호용 페인트  

‘숲으로 셀프 스테인’ 출시

프리미엄 목재 보호용 페인트  

'로얄우드' 출시

KCC가 건축물 외부 벽체에 1회 도장만으로 페인트 시공을 끝낼 수 있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네오실 원코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숲으로 네

오실 원코트는 실리콘 변성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페

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에 칠하는 외부용 페인트이며, 주로 

건물 외벽 도장 공사에 쓰입니다. 이 제품은 칠했을 때 벽면 바탕색이 비

치지 않도록 하는 은폐력이 매우 우수해 1회 도장만으로도 고품질의 작업

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도장해야 하는 기존 페인트 제품에 비

해 도장 기간과 시공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아

파트 외벽 도장 공사 시 스프레이 분사 방식 대신 붓이나 롤러로 페인트 

칠을 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신축 및 재도장 시장에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롤러 방식은 기존 분사 방식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도장 효율이 좋은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은폐력뿐만 아니라, 실리콘 성분으로 인해 옥외에서 햇빛, 비바람, 

이슬, 서리,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색상 및 광택 등이 변하지 않

고 견디는 성질인 내후성이 우수하며, KS규격인 KSM6010-1종-2급을 

만족합니다. 또한 6가크롬 화합물, 납, 카드뮴, 수은 등 4대 유해 중금속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저휘발성유기화합물(Low-VOC) 설계로 

냄새가 적어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를 획득하였습니다.

KCC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KCC가 건축용 인테리어 페인트 시장 공략을 위해 목재 보호용 기능성 

페인트 제품인 ‘숲으로 셀프 스테인’을 출시하였습니다. 숲으로 셀프 스

테인은 프리미엄 목재 보호용 기능성 페인트로 도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칠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이며, 제품 용량도 0.5L, 1L, 3L 등 소포장 제품으로 출시해 작은 가구를 

만드는 공방이나 가정에서 직접 페인트칠 하기에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목재 위에 칠하면 목재 고유의 무늬결과 질감을 

돋보이게 하며 오래도록 자연스런 모습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재는 내부의 수분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안쪽에서부터 오염균이 자

생하며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숲으로 셀프 스테인이 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고, 특히 침투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지 

않고 목재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튀어난 방수 및 발수 기능을 발휘합

니다. 페인트 색상은 총 15개의 다양한 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으로 셀프 스테인은 목재 질감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 기능성 도료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CC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 건축용 도료를 개발함

과 동시에 트렌드를 선도하고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명품 도료 기업

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CC가 프리미엄 목재 보호용 마감 페인트 ‘로얄우드’를 출시해 기존에 

목재 보호용 마감도료 시장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던 프리미엄급 

제품 공략에 나섰습니다.

로얄우드는 목조 주택, 한옥, 펜션, 조경시설, 벤치 등 다양한 목재에 적용

될 수 있는 페인트입니다. 목재는 특성상 재질 보호가 중요한데, 이 제품은 

도막형 페인트로서 기존의 침투형 페인트에 비해 우수한 도막형성률을 

보여, 발수 기능, 방균·항균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을 통해 수분, 곰팡이, 

햇빛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목재를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목재가 갖는 고유의 미관 또한 잘 살려주기 위해 

특수 나노 안료를 적용해서 목재 무늬를 가리지 않으면서 너무 투명하지 

않도록 선명한 색상과 투명도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총 12가지(크리어, 

로얄버건디, 로얄페퍼, 로얄화이트, 로얄오크, 로얄에버그린, 로얄마호

가니, 로얄월넛, 로얄스카이블루, 로얄티크, 로얄피넛츠, 로얄흑단)의 세

련된 색상과 함께 재질의 결을 투명하게 잘 보여줌으로써 목재 특유의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줍니다.

페인트 작업 시의 편의성도 보완하여 기존의 국내 제품과는 달리 저취형 

용제를 사용해 작업할 때 냄새로 인한 불편함을 줄였고, 또한 점성이 높아 

페인트가 흘러내리거나 튀지 않아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용량도 0.9L, 2.5L, 3.5L, 16L로 다양하게 

구성해 현장 상황에 맞게 붓이나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도장하면 됩

니다.

로얄우드 제품은 목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아름다운 컬러와 함께 나뭇

결과 무늬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프리미엄 목재 페인트로 출시되었

습니다. 목재 보호용 마감도료 시장에서는 수입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KCC의 로얄우드를 시작으로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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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2  시장 트렌드 선도를 위한 노력

KCC 컬러&디자인센터

한마디 단어로 규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

술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CC 컬러&디자인센터에서는 국내외 Mega & Micro 트렌드 및 소비자 라

이프스타일, 소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트렌

드 정보를 공유하여 고객사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

어 온 KCC 컬러&디자인센터의 노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디자인 트렌

드를 선도하고, KCC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컬러&디자인센터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컬러 솔루션 

개발을 통해 체계화된 색채 시스템 구현은 물론, 보다 나은 삶과 가치를 

제안하는 감성적 접근으로 고객이 직접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도모하여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크게 CMF, 건축도

료, 그래픽 디자인 등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완성도 높은 디자인 솔루션으

로 고객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KCC 컬러&디자인센터 주요 활동

컬러 디자인 

트렌드 분석

& 정보 공유

건재 디자인

디자인 제안

사회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Mega & Micro 트렌드 

연구 분석, 큐레이션을 통한 핵심 가치 발견, 미래 

디자인 방향성 제시, 디자인 정보컨설팅(세미나), 

온라인 정보 공유활동 등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선행에서 제품개발까지 교두보 역할 수행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각 산업에 맞는 컬러 솔루션 개발 및 컬러 제안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제안하는 체계화된 컬러 시스템 구현 

지속적인 마켓 리서치와 관련 디자인 동향의 

분석을 실시하며 건축자재 제품의 개선 및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스런 경험과 가치 선사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니즈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을 제안하여 

마이크로 밸류 마케팅 실현

CMF 파트에서는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사

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 조형 콘셉트에 최적화된 맞춤형 CMF 개발을 제안

합니다. 건축도료 파트는 아파트 신축 및 재도장 고객을 대상으로 컬러 트

렌드 전망을 제시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아파트 정체성을 

표현하는 컬러를 제안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파트에서는 제품 패키지에

서부터 전시 디자인, 사인 디자인, 카탈로그·샘플북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 분야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감성적인 컬러 트렌드를 연구· 

분석하여 유수의 글로벌 고객사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끌어 내 KCC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컬러와 디자인을 더함으로써 고객

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재/기타

 

고강도 질화알루미늄 

‘DCB 세라믹 기판’ 개발

우레탄계 실란트 제품 

‘스포탄SEAL’ 출시

KCC가 4년 여의 노력이 담긴 독자적인 기술 연구 끝에 열전도도를 기존 

제품 대비 6배 이상 향상시킨 세라믹 기판 ‘고강도 질화알루미늄(H-AlN) 

DCB’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기기, IT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차량용 및 산업용 시장에

서 고성능 전기전자 부품의 채용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적

용되는 파워모듈 반도체도 고기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KCC는 기존 세라

믹 기판의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던 알루미나(Al2O3)를 대신해 질화알

루미늄(AlN)을 기반으로 한 향상된 기판을 개발하였습니다. 질화알루미

늄 세라믹의 특징인 높은 열전도도에 더해 제품 강도를 향상시켜 우수한 

내구성이 돋보이는 이른바 ‘H(High Strength)-AlN DCB’입니다.

질화알루미늄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H-AlN DCB는 알루미나 기반 DCB

제품 대비 열전도도가 6배 이상 높아 열에너지를 더 잘 방출합니다. 고전

력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반도체 소자가 효

율적으로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강도까지 개선되어 알루

미나 DCB보다 더욱 단단한 고강도 제품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열전도도와 강도를 모두 잡은 제품인 만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H-AlN DCB를 적용한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고객의 생산 조건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공정 개발

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고객사 생산라인에 맞춰 공정 수율과 효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열전도도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배합비

를 찾기 위해 지난한 연구와 실패, 재도전의 산고 끝에 빛을 발한 이번 개

발을 통해 KCC의 소재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고객의 특수 공정까지 고려한 제품 개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KCC가 방수용 실링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레탄계 실란트 제품 ‘스포탄

SEAL’을 출시하였습니다.

스포탄SEAL은 옥상 방수 작업 시 콘크리트에 발생한 크랙 부위나 콘크

리트 사이의 줄눈을 메워주는 실링재로서 우레탄계 실란트라는 점에서 

방수재의 주성분이 우레탄 수지인 만큼 호환성이 좋습니다.

옥상 바닥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는 성질상 시간 경과 또는 외부 환경 노출

로 인해 크랙이 발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줄눈이 있습

니다. 크랙과 줄눈이 있는 상태로 방수 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평활한 도장

면을 얻기 힘들어 방수 효과가 떨어지므로 방수재와 호환이 잘 되는 메움

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우레탄 수지는 신축성과 도막 강도가 좋아 크랙이 잘 발생하지 않으

며 이음매 없이 마감되어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적용되는 방

수재는 특히 야외 노출로 인한 갈라짐 등을 방지하고 강우에 대한 방수성

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레탄 수지가 적용된 페인트가 사용되며, 스포탄

SEAL 또한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우수하여 

메우는 부분의 이음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재 도장 공사는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서도 주기

적으로 실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스포탄SEAL은 크랙

이나 줄눈 부위처럼 갈라져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자

사의 스포탄과 같은 우레탄 방수재와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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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트렌드 펄스(Trend Pulse) 세미나

지난 2008년부터 KCC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 산업 전반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예측되는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는 CMF 트렌드 

펄스(Trend Pulse)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 기존 세미나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언택트 상황에 부합하는 고객사별 1:1 초청 맞춤세미나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1/22 디자인 연구개발 성과

기아 컨조인 참가

2021년 11월 11~16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의 기아디자인센터 

품평장에서 진행된 CMF전시에 참가하여 모빌리티 트렌드 컬러를 선보

였습니다.

KCC에서 제안한 트렌드 컬러의 경우, 전문 CMF를 분석하는 디자인팀

에서 컬러를 추출한 뒤 당사의 기술력이 접목된 기능성 도료로 제안하

였습니다. 내장 컬러에는 바이오, 항균 등 기능성을 부여한 도료를 제안

하였고, 천연 안료를 사용한 도료와 자율 주행 환경에 적합한 외장 도료

를 제안하여 전시에 참관한 고객사(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담당들

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개발로 연계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색약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컬러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보편

적 디자인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안전 컬러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연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신축 아파트 도장이나 재도장 진행 

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디자인 적용 사례를 점차 늘려감으로

써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

설 디자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한 2021년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

하였고,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디자인 인사이트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KCC 컬러&

디자인센터가 이루어낸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21/22 NEWS 

KCC, 색약자 위한 안전 컬러 디자인 가이드 마련
이에 KCC는 중심 사인물과 배경색 사이에 무채색(흰색)으로 배경을 추가

하거나 테두리를 둘러주는 방식으로 식별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동시에 사인물 컬러를 노랑 계열로 바꿔 배경색과의 명도 차를 크게 높임

으로써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KCC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한 2021년 봄학술대회

에서 발표하였고,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CC는 향후 신축 아파트 도장이나 개보수를 위한 재도장 진행 시 해당 가이

드라인을 토대로 한 디자인 적용 사례를 점차 늘려 나감으로써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를 정

착시키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색을 

문제 없이 식별하고 사용하며,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컬러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배색 가이드라인은 지하 주차장 안전 사인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최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세계적인 헬멧 브랜드 기업 ‘홍진크라운’을 초청하였

으며, 2월에는 IT/모바일 주변기기 업체 ‘슈피겐코리아’를 초청해 세미나를 

지속하였습니다. 6월에는 CMF트렌드 정보와 신규컬러 어필을 통한 기술

력 인식 증대와 충성고객 확보를 통한 도료 적용률 확대의 취지로 LG전

자 CMF파트책임 연구원을 대상으로 ‘가전 방향성에 대한 FGI 실시’ 관련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과 6월에 걸쳐 현대자동차 CMF팀과 기아 CMF팀을 초청해 세미

나를 진행하여 제네시스 후속모델을 포함해 현대차 대상 맞춤형 컬러디

자인 컨설팅과 인사이트 제공을 통한 스펙 제안 확대, 친환경 전기차 시대

를 대비한 협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KCC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컬러, 소재, 마감 등 

고객의 니즈에 맞춤하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사와의 우

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KCC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브랜드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매출 증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CC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 Color Universal Design)을 도입한 안

전 사인(간판) 배색 가이드를 마련해 안전한 도시 공간 만들기에 앞장섰습

니다.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동 주택 지하 주차장 안전 사인 배

색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여 특정 색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색약자

가 직관적으로 위험 경고 안내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배색을 고려한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색약자 시각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배색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대표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 중 최근 3년 이내 

서울과 수도권 준공 현장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안전 사인에 사용된 컬

러 매뉴얼 분석으로 실제 활용된 컬러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배색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압축됐고, △고채도 빨강+밝은 무채색 △흰

색+유채색 △고채도 빨강+유채색 등에서 컬러 간 명도 차가 낮은 ‘고채도 

빨강+유채색’ 조합은 색약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배색 유형으로 전체 배색

의 약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색약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컬러 일반인 시각 색약자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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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1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GOVERNANCE

1.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G1-1  KCC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

 G1-2 KCC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활동

 G1-3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G1-4 주주에 관한 사항

 G1-5 이사회

 G1-6 감사제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SUSTAINABILITY PERFORMANCE

KCC는 윤리와 준법을 경영근간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의 폭 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CC는 주주가치 향상과 더불어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OUR STRATEGY

- 윤리와 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정도경영 실현

-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 주주가치 향상 및 기업가치 극대화 

OUR NEXT STEPS

- 윤리·준법 규정 준수 및 임직원 교육을 통한 윤리경영 기반 마련

- 선제적인 대내외 리스크 관리

- 이사회 다양성·독립성·전문성 강화 

- 신사업/투자시 ESG 요소 검토 확대

KEY ISSUES IN 2021

- 기업가치 향상

- 주주 권익 보호

- 안정적인 성장

- 투명한 정보공개

-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KEY PERFORMANCE

준법규정 확인서 작성

2,148 명

윤리·준법 교육이수

2,618 명

2021년 이사회 부의 안건

41건

Goal 16 :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사법 접근성 확보, 제도 구축

Goal 17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연계 

UN SDGs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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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   KCC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 G1-2  KCC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활동

KCC는 윤리·준법경영을 기업 경영에 있어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

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6년부터 국내외 법규 준수의 일환으로 해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준법규정과 준법규칙을 제정·시행하

고 있습니다. KCC 윤리·준법경영 주무부서는 Compliance팀으로 윤리·준

법경영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실천될 수 있도록 자체 사전 모니터링, 

사이버 신문고 운영, 임직원 교육 및 윤리·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준법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패 

위험을 사전에 파악·평가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

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KCC 윤리규범

KCC는 선진경영과 인재육성을 

경영이념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21C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기본윤리

-  조직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에 관한 윤리

-   모든 직무는 원칙에 따라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행한다.

-  관계부서 및 동료 간에 예의를 갖추고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위법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 타인이 개발한 정보 및 제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 성실하게 응답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정보 및 업무상 知得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준수한다.

직무활동에 따른 윤리

-  모든 회사 업무와 행위에 대해 사내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 업무의 누수를 방지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으며  

상식적 관례를 넘어선 선물과 접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를 금지한다.

준법 관련 사내규정 시행

KCC는 회사 운영상 기본 가치로서 윤리·준법 의식이 밑바탕이 되고, 준법

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준법규정 및 준법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내규정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반부패, 공정거

래, 이해충돌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실질적인 준법 실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및 의식 강화

KCC는 윤리·준법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KCC의 모든 임직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보안교육을 받고 있으며, 계열사, 신입 및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승진 등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

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

를 높이고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하고자 관련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

니다. 향후 KCC는 윤리·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설

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 준법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창호 광고의 에너

지 절감 성능 수치 표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방식에 따라 신

뢰성 있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 성

능 수치를 창호 광고에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공정위 심의일까지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공정위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를 포함한 5개 창호 

제조업체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2021년 1월 14일 공정위 결정에 따라 228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

을 받았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과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

는 현재 과징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아래와 같이 즉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 직후 1개월 

내에 즉시 모든 창호 광고를 중단 및 수정하였습니다. 

2)  유사한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2월부터 광고물 제작 시 

법적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모든 대외 광고물 제작 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 시행 이후 표시광고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연 1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 제작 시 유의사항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22 NEWS 

KCC,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후속조치

사이버 신문고 운영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KCC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KCC 임직원의 금

품 등 수수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회사기밀 유

출 행위, 기타 부정·비리 등에 대해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제보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제보 내용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관련 부서의 사실 확인 및 필요 절차를 거친 후 100% 조치·회신하고 있

습니다. 

윤리·준법은 KCC의 최우선 가치이자 뿌리입니다.  

KCC의 윤리·준법경영 가치는 흔한 윤리의식의 배양  

또는 현행 법률 준수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속가능경영을 

계획하고 실현하게 해주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CC는 ‘윤리’와 ‘준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경영이념을 확고한 토대로 삼아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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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3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G1-5  이사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은 공정한 경쟁과 거

래의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KCC는 2012년 1월부터 협력사와의 거

래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준법

경영과 관련하여 국제 법규 및 규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자 2016년

에 Global Standard 수준의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영업비

밀, 공정거래, 반부패 등에 대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CC는 

글로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

을 준수함으로써 업계의 공정한 거래문화 및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CC 주식 소유 현황

KCC의 발행주식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8,886,471주이며, 당사의 최

대주주 대표이사 정몽진 외 특수관계인 12인은 39.51%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주)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정몽진 외 12인 3,510,929 39.51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1,031,677 11.61

G1-4  주주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상반기

1.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2021. 01, 대표이사)

2.  全 임직원 대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개괄 및 업무상 유의사항 제작 및 배포

3. 준법교육 실시(총 26회, 1,326명)

4. 공정거래 및 청탁금지 뉴스레터 발행(총 7회)

5.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표준계약서 총 923건 검토) 

하반기

1. 준법교육 실시(총 4회, 923명)

2.  全 영업부서 대상 대리점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배포(2021.11)

3. 공정거래 뉴스레터 발행(총 6회)

4.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표준계약서 총 2,699건 검토)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사회 구성

KCC 이사회는 사내 경영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022년 3월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은 총 8명이며, 이사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대

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KCC는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 프로세스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사안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

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경영진과 원활한 소

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분야

에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한 후보자 중에 선임하고 있으며, 경

영활동에 대한 조언자 겸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필요시 별

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

여 사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 또는 교육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나이 성별 주요 역할 비고 임기

사내이사 

(3명)

정몽진 62 남 대표이사 / 회장
前 ㈜케이씨씨 부회장 

前 KCC(Singapore) 대표이사
2000.02.25(금)~2025.03.28(금)

정재훈 56 남 대표이사 / 사장
前 ㈜케이씨씨 부사장 

前 ㈜케이씨씨 관리본부장
2021.03.29(월)~2024.03.28(목)

김성원 53 남 경영전략실장
前 ㈜케이씨씨 해외사업지원 

前 ㈜케이씨씨 해외담당
2022.03.29(화)~2025.03.28(금)

사외이사 

(5명)

김희천 61 남 감사위원장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現 (주)유리자산운용 사외이사
2019.03.29(금)~2023.03.28(화)

한무근 59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前 춘천지검 검사장
2020.03.27(금)~2024.03.28(목)

윤석화 53 남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前 Montclair 주립대 조교수

現 (주)크라운제과 사외이사

2020.03.27(금)~2024.03.28(목)

장성완 50 남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現 광교회계법인 회계사 

前 삼정KPMG 이사
2020.03.27(금)~2024.03.28(목)

신동렬 63 남 감사위원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2021.03.29(월)~2023.03.28(화)

이사회 구성원 (2022년 3월 기준)

이사회 운영

이사의 선임 절차

KCC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에서 정하여 주주총회 상정 안건으로 확정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 구성원의 과반수로 하여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KCC에서 이사는 관련 법령상 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윤리·준법정신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와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

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 풍부한 업무지

식과 경험, 성숙한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일반 사내이사보다 더욱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실시

KCC는 임직원들이 담합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매년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대상 교육 

실시, 사업장 방문 교육, 인재개발원 집체교육,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를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 보호

KCC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꾸준히 고배당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

다. 제64기인 2021년도 한 해에는 분기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기말배

당으로 주당 6,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연간 배당은 

주당 7,000원으로 액면배당률 140%, 배당수익률* 2.26%입니다.

KCC의 주식 현황 및 최근 3개년도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주주에 관한 사

항들은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자료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배당수익률 = 1주당 배당금/주주명부폐쇄일 기준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의 평균

※ 이해관계 상충방지를 위해 정관 제29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8에 근거하여 사외이사 선임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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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이사 후보 선정 시 학연, 지연, 성별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

며,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의 인재풀을 통해 후보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정합니다. 또한 후보의 법률상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이

나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사내 법무부서 및 준법지원인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결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등기이사가 모여 회사의 업무집행

을 행하는 회사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정관, 그리고 규정에 따라 운영

하고 있습니다. KCC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이사회와 

기타 상정 안건 발생 시 개최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사내·외에서 

확인한 상정 안건과 그 세부 내용은 등기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에 안내

합니다. 

이사회는 등기이사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찬성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수시로 해당 업무수행 현황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

며, 필요시 주주총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회차 개최일 의안 및 보고 내용
사외이사 

참석 수(정원)

2021

1 1.06 Master Transaction Agreement 체결의 건 외 6 5/5

2 2.10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외 10 5/5

3 3.17 제6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2 5/5

4 3.29 선임(先任) 사외이사 선임의 건 외 4 5/5

5 4.22 안성공장 PVC창호라미 가공공장 증축공사 계약변경의 건 외 2 5/5

6 6.10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결정의 건 외 2 5/5

7 7.15 제64기 분기 현금배당 실시의 건 외 4 5/5

8 9.16 김천공장 그라스울 2호기 증설공사 신규계약의 건 외 1 5/5

9 10.21 문막공장 그라스울 1호기 증설공사 계약변경의 건 외 4 5/5

10 12.16 계열회사와의 2022년 1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승인의 건 외 2 5/5

2022

1 1.06 안성 EMC공장 신설공사의 건 외 2 5/5

2 2.14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외 8 5/5

3 2.24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외 2 5/5

4 3.17 제6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2 5/5

5 3.29 대표이사 선임의 건 외 3 5/5

2021/22년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8조에 의거,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해당 보수 한도 내에서 사내 급여규정에 따라 직급별 차등 

지급됩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임 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및 임원에 대한 평가는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보수가 결정됩니다. KCC 제63

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된 2021년 이사 보수 한도액은 70억 원

이었으며, 2021년 지급된 이사 보수 총액은 약 40억 원입니다. 한편, KCC

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5억 원 이상의 이사의 개인별 보수 및 

주요 의결사항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C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 그리고 별도의 사규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로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계, 재무 및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사 재무·회

계부서의 지원으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회계법인의 감

사 절차 및 그 결과를 검토하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증진 목적으로 설치

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합니다. 또한 회사의 운영과 업무집행상 중대한 위법,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사항 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회사 준법지원인 

및 Compliance팀, 경영진단팀의 협조하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기타 

회의에 출석하고, 중요 업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현황 파악, 자료 보완 요청 

등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사규에 따라 운영되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경력이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사전심의·추천하는 

위원회입니다. 

G1-6  감사제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분 성명 나이 성별 담당 업무(직급)

사외이사

(3명)

김희천 61 남 위원장

장성완 50 남 위원

신동렬 63 남 위원

감사위원회 구성원 (2022년 3월 기준)

구분 성명 나이 성별 담당 업무(직급)

사외이사

(3명)

한무근 59 남 위원장

윤석화 53 남 위원

장성완 50 남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2022년 3월 기준)

구분 개최 일자 의안 및 보고 내용
사외이사 

참석 수(정원)

감사위원회

2021.02.10 제63기 재무제표 등 검토의 건 외 2 3/3

2021.03.17 제63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외 3 3/3

2021.03.29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3

2021.06.10 2021년 KCC감사계획 (KPMG) 3/3

2021.09.16 2021년 KCC회계감사 진행상황 (KPMG) 외 1 3/3

2021.12.16 핵심감사항목 협의 및 선정의 건 외 1 3/3

2022.02.14 제64기 재무제표 등 검토의 건 외 3 3/3

2022.03.17 제64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외 3 3/3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021.02.10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3/3

2021.03.2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3

2022.02.14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3/3

2022.03.2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3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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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   고

경제/재무성과  

주요 지표 

연결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억 원    20,596    33,722   36,681 

지배기업의 분할계획에 따라 2019년도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자산, 부채는 

각각 소유주분배예정자산집단 및 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소유주분배예정자산집단 억 원   11,707 - -

비유동자산 억 원    61,519    89,754     92,108 

자산총계 억 원    93,822   123,476   128,789 

유동부채 억 원    29,168    30,141     27,000 

소유주분배예정부채집단 억 원      2,708 - -

비유동부채 억 원   17,414   40,875   48,028 

부채총계 억 원   49,290   71,016   75,02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억 원   44,519   48,708   50,353 

비지배지분 억 원     13      3,752      3,408 

자본총계 억 원    44,532    52,460     53,761 

연결  

손익계산서 

매출액 억 원 27,196 50,836 58,749

지배기업의 분할계획에 따라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교표시되는 2019년도 손익계산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영업이익 억 원 1,332 1,338 3,888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억 원 (2,259) 5,141 (532)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억 원 40 468            - 

당기순이익(손실) 억 원 (2,219) 5,609 (532)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억 원 (2,225) 5,964 (458)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개 사 21 64 63

사업부문별

경영성과

건자재 

매출액 억 원    13,251      8,103      9,379 

부문별 경영성과에는 중단영업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억 원        833        710        773 

도료 

매출액 억 원    14,690    13,852     16,777 

영업이익 억 원         18        541        263 

기타  

(무기/유기실리콘,  

AM, 장섬유, 시공수익)

매출액 억 원      7,589    39,584     45,979 

영업이익 억 원        420 (6)      2,654 

연결조정 

매출액 억 원 (2,181) (10,703) (13,386)

영업이익 억 원        110         93        198 

합계 

매출액 억 원    33,349    50,836     58,749 

영업이익 억 원      1,381      1,338      3,888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   고

지역별  

매출액 

한국 억 원    26,002    20,200     23,147 

지역별 매출액에는 중단영업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억 원      3,077      5,523      7,562 

일본　 억 원        217      2,383      2,671 

기타 아시아 지역　 억 원      1,806      5,614      6,147 

북미　 억 원        124      7,794      8,659 

중남미 억 원         36      1,137      1,255 

유럽 억 원      1,183      7,445      8,529 

기타　 억 원        904        740        779 

합계　 억 원   33,349    50,836     58,749 

경제적 

성과지표 

안정성 

유동비율 %      70.61    111.88     135.86 상기 2019년도 유동비율에는 

소유주분배예정자산 및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부채비율 %    110.68    135.37     139.56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주1) %       4.90       2.63        6.62 

주1)  상기 수익성 비율에는 중단영업손익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수익성 비율에는 중단영업손익 및 

소유주분배예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총이익률 주1) %      23.49      20.49      22.58 

총자산순이익률 주2) % - 2.42       5.16 - 0.42 

자기자본순이익률 주2) % - 4.35      11.57 - 1.00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주1) % - 11.73      86.93      15.57 주1)  상기 성장성 비율에는 중단영업 손익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당기순이익증가율에는 중단영업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상기 2019년도 유형자산증가율에는 

소유주분배예정자산 제외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4)  상기 총자산증가율에는 소유주분배예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증가율 주1) % - 33.68       0.48     190.46 

당기순이익증가율 주2) % - 860.36    352.79 - 109.49 

유형자산증가율 주3) % - 14.97      58.91 - 3.48 

총자산증가율 주4) %       4.65      31.61        4.30 

경제/재무성과  

배분 현황 

임직원 

연간급여 총액 억 원      3,844      7,121      7,033 　

복리후생비 억 원 　 　        945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퇴직급여 총액 억 원 　 　        850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주주 및 투자자 

배당금 억 원        940        500        459 　

이자비용 억 원        635      1,623      1,424 　

협력회사 실거래금액(별도 기준) 억 원      2,353      2,116      2,226 　

지역사회 사회공헌비용 총계(별도 기준) 억 원         70         38          38 　

정부 

법인세 억 원        323      1,800      1,661 　

기타 세금과 공과(별도 기준) 억 원        154        141        134 　

합계 　 억 원      8,319    13,339     1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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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표 및 데이터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환경투자비용 

에너지 백만 원             39               -               - 발전보일러 개선, 인버터 설치 등

수질 백만 원          3,969            282             65 폐수처리장 개선공사 등

대기 백만 원          1,490          1,609          3,392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등

원부자재 백만 원            108               -               - 원부자재 투입 설비 개선/(노후)교체

기타 백만 원          2,091            160            390 오염물질 누출 배관 보수 등

유해화학물질 백만 원          1,246        10,534            742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 등

합계 백만 원          8,943        12,585          4,589 　

환경 관련  

법규 위반  

(1천만 원  

이상 벌금)

대기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 　 　 -
해당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 　 　 -
해당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 　 　 -
해당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대기/수질 외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친환경  

인증 제품 

인증 제품 수 　 건            275            270            256 

　

　

　

　

　

　
인증종류별 매출액

환경표지인증 백만 원 693,382 687,592 765,798

친환경건축자재인증(HB마크) 백만 원 447,662 420,628 450,719

환경성적표지 백만 원 17,024 16,684 16,613

저탄소제품인증 백만 원 285,347 315,287 417,492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인증) 백만 원 131,045 120,530 142,653

기타 백만 원 242,638 238,325 282,815 아토피안심마크

원재료  

사용량 

수지 Ton       207,119       182,297       182,546 

　

　

　

　

　

　

　

규사, 규소 Ton        58,220        42,763        48,551 

PVC Ton        53,929        68,459        73,432 

탈황석고 Ton     1,161,149     1,209,028     1,321,987 

백운석 외 Ton       149,758       160,901       172,268 

합계 Ton     1,630,175     1,663,448     1,798,785 

원단위 사용량 Ton/백만 원          0.765          0.803          0.787 

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LNG) 　 GJ     3,517,181     3,716,708     2,653,547 

　

　

　

　

　

　

　

　

　

　

액화석유가스(LPG) 　 GJ       519,144       552,551     1,876,657 

B-C유　 GJ       343,510       436,806       427,540 

전력　 GJ     5,072,664     5,192,569     5,550,279 

정제유　 GJ       333,036        29,185               - 

스팀　 GJ        95,510       107,424       184,294 

신·재생에너지 　 GJ               -               -               - 

기타(실내등유 등)　 GJ       117,771       116,888        51,784 

합계 　 GJ     9,998,816   10,152,131   10,744,101 

원단위 사용량　 GJ/백만 원          4.692          4.900          4.699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태양광　 MW               -               -               - 　

　지열　 Gcal               -               -               - 

에너지 외부 

판매량
전기　 MWh        23,383        31,555        30,758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종류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Ton             4.7             4.5             4.0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Ton           18.6           11.9           17.5 

부유물질(SS) Ton           11.0             9.3             5.0 

총 질소(T-N) Ton             1.9             4.5             3.3 

총 인(T-P) Ton             0.1             0.1 0.04

원단위 배출량　 Ton/백만 원     0.000017     0.000015     0.000013 

 수자원 관리

취수량 

상수 Ton       585,291       461,710       532,183 

　

　

　

　

　

　

　

　

지하수 Ton       391,982       427,874       523,675 

기타 Ton     1,006,618     1,030,636     1,008,336 

합계 Ton     1,983,891     1,920,220     2,064,194 

배출량 　 Ton       337,814       307,131       325,076 

재활용량 　 Ton       357,323       339,343       204,980 

재활용률　 % 18.0 17.7 9.9

원단위 사용량　 Ton/백만 원          0.931          0.927          0.903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직접배출량(scope I)　 tCO2eq       284,623       279,725       302,158 

　

　
간접배출량(scope II)　 tCO2eq       253,118       261,026 274,904

합계 tCO2eq       537,741       540,751 577,048

원단위 배출량　 tCO2eq/백만 원          0.252          0.261          0.252 
해당 매출액 기준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반영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종류별

질소산화물(NOx) Ton            248            189 269
　

　

　

황산화물(SOx) Ton             76            117             99 

먼지(PM) Ton             68             41 4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Ton 　 　 86　해당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Ton 32 해당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원단위 배출량　 Ton/백만 원       0.00018       0.00017 0.00023 　

폐기물 배출량

종류별
일반폐기물 Ton        11,905          9,583        13,257 

　

　

　

　

　

　

지정폐기물 Ton          9,480          8,594          9,140 

처리방법별

위탁 재활용량 Ton        13,299        11,332        15,635 

위탁 매립, 소각 Ton          7,950          6,844          6,760 

자체 재활용량 Ton          6,250          6,894          6,954 

원단위 배출량　 Ton/백만 원          0.010          0.009 0.010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Ton             19             14 19　

　

　

　

　

　

　

　

포장재 사용량  

및 재활용량

EPP
출고량 kg       280,420            492               - 

재활용량 kg       226,308            397               - 

단일 재질 용기, 

트레이류

출고량 kg     1,067,013       514,510       557,794 

재활용량 kg       862,146       438,363       481,376 

합성수지 포장재
출고량 kg     1,476,002     1,456,898     1,220,601 

재활용량 kg     1,120,285     1,206,312     1,048,496 

※ 각 분류별 데이터는 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준용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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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데이터

사회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임직원  

현황 

전체 인원　 명  5,202  3,492  3,416 전체 인원은 각 사업년도 12월 31일 재직자 기준

계약 유형별 

정규직-남성 명, % 4,551 (87.5%) 3,008 (86.1%) 2,876 (84.2%)

정규직-여성 명, % 507 (9.7%) 350 (10.0%) 335 (9.8%)

비정규직-남성 명, % 116 (2.2%) 122 (3.5%) 187 (5.5%)

비정규직-여성 명, % 28 (0.5%) 12 (0.3%) 18 (0.5%)

성별
남성 명, % 4,667 (89.7%) 3,130 (89.6%) 3,063 (89.7%)

여성 명, % 535 (10.3%) 362 (10.4%) 353 (10.3%)

직급별 

임원 명, % 87 (1.7%) 69 (2.0%) 65 (1.9%)

관리자급 명, % 1,169 (22.5%) 934 (26.7%) 950 (27.8%)

사원 명, % 3,946 (75.9%) 2,489 (71.3%) 2,401 (70.3%)

연령별 

20대 명, % 723 (13.9%) 448 (12.8%) 430 (12.6%)

30대 명, % 1,843 (35.4%) 1,176 (33.7%) 1,103 (32.3%)

40대 명, % 1,673 (32.2%) 1,170 (33.5%) 1,138 (33.3%)

50대 이상 명, % 963 (18.5%) 698 (20.0%) 745 (21.8%)

국적별

아시아 명, % 5,202 (100.0%) 3,492 (100.0%) 3,416 (100.0%)

유럽/CIS 명, %  (0.0%)  (0.0%)  (0.0%)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명, %  (0.0%)  (0.0%)  (0.0%)

아프리카 명, %  (0.0%)  (0.0%)  (0.0%)

평균 근속년수 
남성 년  13.98  14.89  14.89 

여성 년  6.55  7.94  8.39 

여성  

리더십 

직급별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 % 10.3 10.4 10.3 　

전체 책임자 중 여성 비율 % 2.9 2.9 4.7 책임자 : 과장급 이상

계약 형태별 
계약직 중 여성 비율 % 13.7 9.0 8.9 　

　정규직 중 여성 비율 % 10.1 10.4 10.4

임직원  

다양성 

고졸인재 % 30.8 29.6 28.5

보훈직원 % 1.4 1.5 1.2

장애인 % 1.5 1.6 1.5

퇴직연금  

운영 현황 

퇴직연금 운영금액 억 원  3,234  2,332 2,091

퇴직연금 가입인원 명  4,519  3,137  2,865 

신규  

채용 현황

총 채용 인원 수　 명  213  87  236 

　

　

　

　

　

　

　

　

　

　

성별 
남성 명, % 174 (81.7%) 77 (88.5%) 199 (84.3%)

여성 명, % 39 (18.3%) 10 (11.5%) 37 (15.7%)

연령별 

30세 미만 명, % 166 (77.9%) 61 (70.1%) 194 (82.2%)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 47 (22.1%) 26 (29.9%) 41 (17.4%)

50세 이상 명, %  (0.0%)  (0.0%) 1 (0.4%)

국적별 

아시아 명, % 213 (100.0%) 87 (100.0%) 236 (100.0%)

유럽/CIS 명, %  (0.0%)  (0.0%)  (0.0%)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명, %  (0.0%)  (0.0%)  (0.0%)

아프리카 명, %  (0.0%)  (0.0%)  (0.0%)

내부충원비율 　 % 78.8 87.9 64.7
연간 인사이동 직원 수/ 

(신규채용 직원 수+연간 인사이동 직원 수)

총 채용 비용 백만 원 291.7 109.7 254.0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청년인턴  

채용

총 인원 명  -  38  95 　

　정규직 전환율 %  - 92.1 76.8

이직자 현황 

총 이직률 % 11.9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고용계약의 종료, 구조조정이나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정년퇴직, 사망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과 함께 자발적 이직을 포함　

자발적 이직률 % 9.3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더 나은 직무를 위한 전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사직, 자발적 은퇴 등이 해당

성별 
남성 명, % 284 (85.8%) 206 (84.1%) 239 (84.5%) 　

　여성 명, % 47 (14.2%) 39 (15.9%) 44 (15.5%)

연령별 

30세 미만 명, % 89 (31.4%)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 151 (53.4%)

50세 이상 명, % 43 (15.2%)

국적별 

아시아 명, % 283 (100.0%)

유럽/CIS 명, %  (0.0%)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명, %  (0.0%)

아프리카 명, %  (0.0%)

육아휴직 

이용현황

대상 인원 
남성 명  440  421  431 　

　여성 명  70  84  86 

사용 인원 
남성 명  9  17  13 

복귀예정년도 기준
여성 명  38  33  29 

복직 인원 
남성 명  8  14  8 

　
여성 명  32  32  22 

복직 후 12개월  

유지 인원 

남성 명  8  13  5 

여성 명  31  29  19 

복귀율 
남성 % 88.9 82.4 61.5

여성 % 84.2 97.0 75.9

근속률 
남성 % 100.0 92.9 62.5

　
여성 % 96.9 90.6 86.4

노동조합

가입 현황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수 명  1,872  1,119  1,130 　

노동조합에 미가입된 기능직은 교섭단위 내의 사업장 

단체협약을 준용하여 적용받고 있음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명  1,259  747  745 

노동조합 가입 비율 % 67.3 66.8 65.9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안건 상정 건  37  28  21 

　안건 결의/시행 건  37  28  21 

처리 비율 % 100.0 100.0 100.0

임직원

고충 접수 및

처리 현황

Dr. KCC

고충 접수 건수 건  71  65  21 

고충 처리 건수 건  69  65  20 

처리 비율 % 97.2 100.0 95.2

사원·대리 

간담회

고충 접수 건수 건  60  -  - 

2020, 2021년 COVID-19로 인하여 간담회 미실시함고충 처리 건수 건  48  -  - 

처리 비율 % 80.0  -  - 

부서장 간담회

고충 접수 건수 건  15  -  - 

2020, 2021년 COVID-19로 인하여 간담회 미실시함고충 처리 건수 건  15  -  - 

처리 비율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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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데이터

사회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직원

안전·보건

관리 현황

임직원

부상 및 질병 발생 명  7  9  11 주요 발생 유형 : 협착

부상 및 질병 발생률 

(산업안전재해율)
% 0.30 0.39 0.38

※  산업안전재해율 :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부상 및 질병 관련 손실일수 일  495  1,028  1,038 

부상 및 질병 관련  

손실일수 비율 
% 0.06 0.12 0.12

업무 관련 사망자 수 명  -  -  - 

결근율 %  -  -  - 

근로손실재해율(LTIFR) -  0.72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LTIFR : (사고성재해건수 × 1,000,000) ÷ 

(구성원 총 인원수 × 근로일수 × 8시간) 

직업성질병발생률(OIFR) -  0.86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OIFR : (질환성재해건수 × 1,000,000) ÷ 

(구성원 총 인원수 × 근로일수 × 8시간) 

협력업체

일반재해 건수 건  2  2  1 

일반재해율 % 0.26 0.26 0.11

중대재해 건수 건  -  -  - 　

중대재해율 %  -  -  - 

근로손실재해율(LTIFR) - 0.14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  LTIFR : (사고성재해건수 × 1,000,000) ÷ 

(구성원 총 인원수 × 근로일수 × 8시간) 

심리·건강관리
유소견자 상담 실적 건  997  1,206  939 

건강검진 지원 건  8,066  5,204  6,185 

임직원

교육 현황

총 교육 시간 시간  214,236  129,915  103,721 

교육 시간 (성별)
남성 시간  87,904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여성 시간  15,817 

교육 시간 (직급별)

임원급 시간  1,156 

과장 이상 시간  43,739 

대리 이하 시간  58,826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시간  53  33  50 

총 교육 투자 비용 천 원  1,289,624  499,764  459,297 

교육 비용 (성별)
남성 천 원  399,588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여성 천 원  59,709 

교육 비용 (직급별)

임원급 천 원  9,186 

과장 이상 천 원  206,684 

대리 이하 천 원  243,427 

1인당 평균 교육 비용 천 원  317  125  223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현황

온라인 직무 과정 개  290  290  199 

온라인 어학 과정 개  454  443  488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재취업서비스

실시 현황

대상 인원 명  -  53  29 사무직, 기능직 해당년도 퇴직인원 기준 현황임

참여 인원 명  -  11  4 

실시 비율 %  - 20.8 13.8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시간 시간  0.5  1.5  1.0 

1. 미수강자는 출산 휴가자 및 휴직자임

2. 교육 인원은 사무직, 기능직을 포함한 현황임
교육 인원 명  5,109  3,417  3,367 

교육 인원 비율(교육 인원/전체 임직원 수) % 98.9 97.9 98.6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임직원 

임금 현황

신입  

초임 급여 

남성 원  42,189,000  42,822,000  44,964,000 

연간 급여 기준 
여성 원  41,236,000  41,855,000  43,948,000 

최저임금 대비 신입 초임 

급여 비율 (남성/여성)
% 201% / 197% 199% / 194% 196% / 191%

최저임금(시급) 원  8,350  8,590  9,160 

1인당  

평균 급여 

(성별) 

남성 원  67,186,356  69,220,130  70,764,152 

전체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의 평균 급여여성 원  42,623,869  44,459,868  46,804,148 

전체 원  63,234,052  65,322,672  67,007,167 

남녀 동등 급여 

비율 

임원급 - 기본급 %  0.81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1.   남녀 동등 급여 비율 : 남성 평균 급여 대비  

여성 평균 급여 비율

2. 관리자급 : 4급 이상의 종합직 직원 그룹

임원급 - 총 보수 %  0.82 

관리자급 - 기본급 %  0.78 

관리자급 - 총 보수 % 0.78

비관리자급 - 기본급 %  1.14 

동반성장

동반성장지수 등급 최우수 우수 우수 발표년도 기준

협약체결 현황 
협약업체 수 개 사  92  88  83 

거래금액 백만 원  235,398  211,598 222,700

협약사 자금 

지원 현황

직접 대출
업체 수 개 사  38  33  34 

지원금액 백만 원  11,800  10,950 11,200

펀드 대출
업체 수 개 사  -  -  - 

지원금액 백만 원  -  -  - 

협력사 교육 

지원 현황
품질기술 교육 명  531  523  663 

반부패 정책  

및 절차

준법규정 확인서 작성인원 명  2,148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윤리·준법경영 

관련 교육실적

집단교육  

(진급 대상자, 진급자 외) 
명  880  764  676 

1.   KCC의 윤리·준법교육은 준법의식의 고취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업무 시 유의해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지식 및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체교육 및 온라인 과정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온라인교육 : 1차시 공정거래, 2차시 대리점법, 

3차시 하도급법, 4차시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중임

온라인교육  

(진급 대상자, 진급자 외)
명  -  786  1,573 

방문교육 (사업장) 명 7  -  - 

계열사 (국내외 계열회사) 명  360  438  369 

합계 명  1,247  1,988  2,618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정도영업 위반 명  9  1  5 조치 : 징계(해고 외)

기타규정 위반 명  39  151  50 조치 : 징계(경고 외)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법률 

위반 

유형별 

공정거래 건  -  -  2 법률 위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보고서 475p 참고

하도급 건  -  -  - 

대리점 건  -  -  - 

표시광고 건  -  -  1 법률 위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보고서 475p 참고

기타 법률위반 건  -  -  - 

사이버 신문고 

운영 현황

사이버 신문고 제보 건 건  4  2  7 

징계 관련 내용은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에  

별도 기재
조사 실시 건  1  1  7 

조치/회신 건  4  2  7 

제품 안전관리 

현황 
제품 리콜 건수

수거 건  -  -  - 

파기 건  -  -  - 

회수 건  -  -  - 

시정조치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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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데이터

사회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R&D 투자 현황

 R&D 투자 비용 억 원  832  1,514  1,699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R&D 투자 % 3.06 2.98 2.89

 R&D 인력 명  626  559  46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실용신안) 

특허 
국내 건  1,787  1,866  1,934 

해외 건  430  482  524 

실용신안 
국내 건  230  233  235 

해외 건  2  2  2 

합계 건  2,449  2,583  2,695 누적 합계임

6시그마자격 

인증자 현황 

GB 명  509  475  457 

BB 명  157  152  148 

MBB 명  74  68 69

합계 명  740  695  674 인증 대상 : 생산/기술/연구/품질 부문

협력사 품질목표 

협약식 현황 
참여 업체 수 개  114  121  193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2020년부터 

비대면 협약 체결 진행

VOC  

운영 현황 

접수 건수 건  678  373  357 2020년 KCC 글라스 분사로 접수 건수 감소

처리 건수 건  678  373  357 

처리율 % 100.0 100.0 100.0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점  80  81  77 

품질 점  79  81  77 

서비스 점  79  79  77 

이미지 점  91  84  78 

고객추천지수(NPS) % 61 51 53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건  -  - 해당 지표는 2020년부터 집계함

정보보호  

교육 현황 

임직원 
교육 시간 시간  1.2  1.2 

해당 지표는 2020년부터 집계함
교육 인원 명  3,939  3,296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시간 시간  1.5  1.4 

교육 인원 명  628  352 

사회공헌  

투자 금액 

(국내 기준) 

유형별 
현금기부 억 원 33.8

해당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현물기부 억 원 3.5

테마별 

성금기탁 억 원  10.0 

연구지원 억 원  11.6 

지역유대 억 원  2.0 

프로젝트 억 원  13.7 

KCC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활동 비용 백만 원  1 활동 비용 지표는 2021년부터 집계함

강남대로변 소화전 도색 활동, 

서울시 ‘온동네 숲으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활동, 

신입사원 전래동화 낭독 녹음 활동, 

전통시장 에코백 증정 환경캠페인 활동, 

청계화훼단지 화재 피해 복구 활동

봉사 건수 건  9  6  6 

1인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시간  4  4  4 

1사 1촌 /  

1사 1교 

1사 1촌 건  116  60  36 

김천시 어모면 사랑의 김장나눔,  

떡국나눔 행사 지원,  

안성시 동촌리 마을축제 지원,  

서산시 어송3리 혹서기/동절기 지원 외

1사 1교 건  11  1  2 세종시 소정면 소정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지배구조

세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이사회 보수  

지급 금액 

사내이사

인원 명  4  3 3

주1)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사외이사를 

제외한 숫자임

주2)  인원수는 연말 기준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월평균 인원수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지급총액 백만 원  4,845  4,066 3,612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1,211  1,136 963

사외이사

인원 명  2  2  2 

지급총액 백만 원  144  146  144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72  73  72 

감사위원

인원 명  3  3  3 

지급총액 백만 원  243  232  220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81  77  73 

이사회  

운영 현황 

안건 수 건  38  45  41 보고사항 제외된 숫자임

이사회 개최 수 회  11  13  10 

출석률 
사내이사 % 98 97 100

사외이사 % 100 96 100

배당금 및  

배당률 

주당배당금 
보통주 원/주  5,500  5,700  7,000 

주당 현금배당금은 분기배당금

(제64기 1,000원/주, 제63기 700원/주, 

제62기 1,000원/주) 포함 금액입니다.

우선주 원/주  -  -  - 

배당주식수 
보통주 주  9,833,448  7,658,153  7,658,153 

우선주 주  -  -  - 

시가배당률
보통주 % 2.36 2.89 2.22 시가배당률=배당금/배당기준일주가X100

우선주 %  -  -  - 

주주/투자자 대응 IR 개최횟수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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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No. Title ISO	26000 보고	위치

GRI 102 : 일반정보 공시 2016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6.3.10/6.4.1-6.4.5/ 

6.8.5/7.8

8 ~ 9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 ~ 21

102-3 본사 위치  8 ~ 9

102-4 사업 지역 10 ~ 11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 ~ 9, 100

102-6 시장 영역 10 ~ 11

102-7 보고 조직의 규모 8 ~ 9, 37, 110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 ~ 9, 110

102-9 공급망 70 ~ 72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35 ~ 36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27, 116 ~ 120

102-13 협회 가입 현황 124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서 4.7/6.2/7.4.2 4

102-15 주요 영향, 리스크 및 기회 35 ~ 36

윤리 및 청렴도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4.4/6.6.3/7.7.5

98 ~ 99

102-17 윤리 관련 자문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99

지배구조

102-18 지배구조 6.2/7.4.3/7.7.5 101 ~ 103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6.2 29, 32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산하 위원회 구성 6.2 100 ~ 103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6.2 100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6.2 100 ~ 102

102-25 이해관계 상충방지 프로세스 및 이해상충 사항의 공개여부 6.2 101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평가 절차 6.2 102

102-30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효과 35 ~ 36

102-34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 개수, 해결 매커니즘 35 ~ 36

102-35 보수 유형별 정책 및 고위 임원에 대한 보상 6.2 102

공통주제

GRI Content Index & ISO 26000

GRI No. Title ISO	26000 보고	위치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3/6.2 28

102-41  단체협약 63, 111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6.2/6.7 28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6.2/6.7 28 ~ 29, 32 ~ 34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 및 관심사 6.2/6.7 29, 32 ~ 34

보고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7.5.3/7.6.2

사업보고서 483p ~ 486p

102-46  보고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33 ~ 34

102-47  중대 이슈 리스트 34

102-48  정보의 재기술 보고기간 내 해당사항 없음

102-49  보고의 변화 34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최근 보고 일자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스탠더드 적용 옵션 About this Report

102-55  GRI 인덱스 116 ~ 120

102-56  외부 검증 121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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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 ISO 26000

특정주제

GRI 200 : 경제

GRI 201 : 

경제 성과 2016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6.8.1-6.8.3/6.8.7/6.8.9 107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110

201-4 정부 재정지원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202 : 

시장지위 2016
202-1 사업장 소재 지역의 최저 임금 대비 초임 임금의 비율 (성별에 따라 파악) 6.4.4/6.8 113

GRI 203 : 

간접 경제적 영향 

2016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6.3.9/6.8.1-6.8.2/6.8.7/6.8.9 74 ~ 78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영향 
6.3.9/6.6.6-6.6.7/6.7.8/ 

6.8.1-6.8.2/6.8.5/6.8.7/6.8.9
74 ~ 78

GRI 205 : 

반부패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97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6.1-6.6.3/6.6.6 99, 112

205-3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6.6.1-6.6.3 113

GRI 206 : 

반경쟁적행위 2016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6.6.1-6.6.2/6.6.5/6.6.7 113

GRI 300 : 환경

GRI 301 :  

원재료 2016
301-1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 또는 용량 6.5.4 108

GRI 302 : 

에너지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43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6.5.4 108

302-3 에너지 집약도 6.5.4 108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6.5.4-6.5.5 79, 108

GRI 303 : 

용수 및 폐수 2018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43

303-2 물 방류 관련 영향 관리 6.5.4 48

303-3 공급원별 취수량 6.5.4 109

303-4 유형별 총 방류량 109

303-5 지역별 총 용수 소비량 109

GRI 305 : 

배출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43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6.5.5 109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6.5.5 109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6.5.5 109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ODS) 배출량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6.5.3 109

GRI 306 : 

폐수 및 폐기물  

2020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43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로 인한 중대한 영향 6.5.3-6.5.4 49

306-2 폐기물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 관리 6.5.3 49

306-3 폐기물 발생 6.5.3 109

306-4 폐기물 재활용 6.5.3 109

306-5 폐기물 매립 6.5.3 109

GRI 307 : 

환경적 컴플라이언스 

2016

307-1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4.6 108

GRI 400 : 사회

GRI 401 : 

고용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67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110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6.8.7 59 ~ 61

401-3 육아휴직 6.4.4 111

GRI 402 : 

노사관계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62

402-1 운영상의 변화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 6.4.3/6.4.5 63

GRI 403 : 

산업안전보건  

2018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64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6.4.6 65

403-2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사건 조사 6.4.6/6.8.8 66

403-3 산업보건 서비스 6.4.6 68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참여, 자문과 커뮤니케이션 6.4.5/6.4.6/6.4.8 66

403-5 노동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훈련 6.4.6 67

403-6 노동자 건강 증진 활동 6.4.6 67 ~ 68

403-7 사업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안전보건 영향의 예방과 완화 6.4.6 66

403-9 업무 관련 부상 6.4.6/6.8.8 112

403-10 업무 관련 질병 6.4.6/6.8.8 112

GRI 404 : 

훈련 및 교육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67

404-1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6.2.3/6.3.7/6.3.10, 6.4.3/6.4.7 112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3.6-6.3.7/6.3.10/

6.4.3-6.4.4/6.4.7/6.8.5
59 ~ 61

404-3 정기적으로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를 받는 직원 비율 6.4/6.4.6 60

GRI 405 : 

다양성 및 기회균등 

2016

405-1 지배구조 기구와 직원의 다양성 6.3.6-6.3.7/6.3.10/6.4.3 101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6.3.7/6.3.10/6.4.3-6.4.4 113

GRI 406 : 

차별금지 2016
406-1 차별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6.3.6/6.3.7/6.3.10/6.4.3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No. Title ISO	26000 보고	위치 GRI No. Title ISO	26000 보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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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7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2016

407-1 집회결사 및 단체교섭권 훼손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6.3.3-6.3.5/6.3.8, 

6.3.10/6.4.5/6.6.6
63

GRI 411 : 

원주민 권리 2016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례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412 : 

인권 평가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57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훈련 6.3.3-6.3.6 58, 112

GRI 413 : 

지역사회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73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3.9/6.5.1-6.5.3/6.8 75 ~ 78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415 :  

공공정책 2016
415-1 정치 기부금 6.6.1-6.6.2/6.6.4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416 : 

고객안전보건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79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4.6/6.7.1-6.7.2/ 

6.7.4-6.7.5/6.8.8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417 : 

마케팅 및 라벨링 

2016

103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79

417-2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링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4.6/6.7.1-6.7.5/6.7.9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4.6/6.7.1-6.7.3 113

GRI 418 : 

고객개인정보 2016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해 입증된 민원 6.7.1-6.7.2/6.7.7 보고기간 내 해당사례 없음

GRI 419 :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2016

419-1 사회적 및 경제적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4.6/6.7.1-6.7.2/6.7.6 113

GRI Content Index & ISO 26000

특정주제

GRI No. Title ISO	26000 보고	위치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검증 대상

(재)한국품질재단은 케이씨씨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 범위

케이씨씨의 운영통제하에 있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케이씨씨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278호)”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1-112호) 및 “ISO14064-3”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검증 절차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수행되었고, 검증의 보증 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절차가 효과적 수행되었는지 내부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의 한계

검증은 기준 및 방법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론

검증을 통해 명세서에 수록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케이씨씨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ISO14064-1:2006” 산정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  케이씨씨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50만톤 CO2-eq. 이상 업체로서,  

양적 기준치로 중요도는 총 배출량의 2.5%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케이씨씨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위 : 톤 CO2eq)

년도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총 배출량

2021 년 302,157.942 274,903.788 577,048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총 배출량과 사업장별 배출량 합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 절사 배출량을 업체 단위로 합함)

2022년 4월 8일

(재)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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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KCC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서문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KCC로부터 2021/22 KC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검증인은 KCC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주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KCC에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KCC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

니다.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 v3의 검증표준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및 

임팩트 원칙의 준수여부 및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도를 ‘일반 수준

(moderate)’으로 검증하였으며, GRI Standards에 의거하여 검증을 수행하

였습니다. 

검증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AS v3 검증표준의 유형2(Type 2)에 해당하는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KCC의 주장과 보고서에 담긴 성과정보의 정확성을 평가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검증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고 기간 동안 KCC의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목표, 

사업, 기준, 성과 등 시스템과 활동을 중점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데이터와 광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검증하였

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검증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로 

제한되었습니다.

검증방법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KCC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보도된 미디어 조사 및 분석

• 지속가능경영 성과 개선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토

• 재무 실적 데이터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 검토 

검증결과 및 의견[검증 원칙/ 프로세스 차원]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부적절하게 기술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인은 

‘2021/22 KCC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

니다.

포괄성

KCC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켰는가?

KCC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CC는 

임직원,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으로 선정하고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KCC는 이해관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는가?

KCC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

합니다. 또한 KCC 내·외부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

KCC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KCC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사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KCC의 대응활동이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팩트

KCC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모니터링 하였는가?

KCC는 업데이트된 검증표준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적용수준 검토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의거하여(In 

accordance with)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KCC가 제공한 자료에 기반 

하여 다음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및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지표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서가 Core Option의 공통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지표를 검토하였습니다.

102-1 ~ 102-13(조직 프로필), 102-14(전략), 102-16 ~ 102-17(윤리와 청렴성), 

102-18(지배구조), 102-40 ~ 102-44(이해관계자 참여), 102-45 ~ 102-56 

(보고관행), 103(경영접근방식)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

에 대한 세부공개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지표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제: 201-1, 201-3, 202-1, 203-1, 203-2, 205-3,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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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401-1, 401-2, 401-3, 402-1,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9, 403-10, 404-2, 404-3, 405-2,  

406-1, 412-2, 413-1, 416-2, 417-2, 417-3, 418-1, 419-1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간사기관, GRI 지정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운영기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의견 및 개선 권고사항[실행 성과/이슈 차원]

검증인은 KCC가 전체 조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 드립니다.

경제분야

KCC는 코로나 19 및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속에서

도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는 올해 처음으로 ESG회사채를 

최고등급인 ST1을 받으며 발행하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으로부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는 등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는 KCC가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 달성을 위해 지속적

인 경영혁신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을 권고 드립니다.

환경분야

KCC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 및 사업장 내 환경지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경영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중대성 지표 및 마스터 플랜에 연동된 환경 지표는 PDCA 사이클에 

따라 목표-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성과에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권고 드립니다.

사회분야

검증인은 KCC가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 아래 5대 ESG 

전략방향을 기반으로 ESG경영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유관부서에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환경 추구, 인재 육성과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동반성장 활동 강화 

등의 ESG 전략과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점으로 발견되었습

니다. 한편 최근 경영환경 속에서 노동/인권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

니다. 향후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노동/인권 리스크를 식별·

예방·완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리스크 완화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022년 5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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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 현황 및 단체 가입 현황

수상명 일자 주최/주관

2021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1위

- 친환경 페인트(숲으로) 3년 연속, 창호 최초
2021.0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1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1위

- 창호부문 2년 연속
2021.06.24

한국표준협회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국내	ESG경영·탄소중립경영·그린경영·안전경영

TOP	100	기업	선정
2021.06.29 한국경영인증원

2021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5개	부문	1위

- 수성·유성도료 7년 연속, 천장재 5년 연속, 그라스울 3년 연속, 창호 최초
2021.10.26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경영학회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	우수기업	선정

(KRCA : Korean Readers’ Choice Awards)
2021.11.05 한국표준협회

KS인증	우수기업	「KS	명가」	선정 2021.11.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	수상

- 디지털영상 부문
2021.12.03 한국광고총연합회

2021	「세계일류상품」	13년	연속	선정

-  선박용 방청도료(Korepox EH2350), 선박용 방오도료(Seacare A/F795),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 : Vacuum Interrupter)

2021.12.14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수상 실적

KIPM 한국설비관리협의회 SEMI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대산공단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산소방행정발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완주경찰발전위원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전북녹색기업협의회 청지선도장학재단(법사랑) 충북·세종 환경보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바이닐환경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준협회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

주요 협회 가입 현황

본 보고서는 디자인,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별색 사용 및 코팅 공정을 

지양하고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22 보고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 순) 

강상민, 강형운, 곽진섭, 구인완, 권대균, 권중규, 김기욱,  

김동하, 김민수, 김민형, 김승희, 김종현, 김주용, 김혜미,  

김효진, 남아정, 노가영, 노은아, 박민수, 박민우, 박재현,  

박준현, 박진호, 박창환, 방현, 백승근, 백원선, 설효형, 

소장미, 신인철, 안재훈, 양승호, 오민환, 원석호, 유한수, 

이경민, 이상화, 이슬, 이영욱, 이윤정, 이은경, 이준석, 

이지호, 이창근, 이채미, 전가은, 정민구, 정연규, 정재훈, 

정지희, 정찬호, 조정우, 차준영, 채보경, 천재명, 최정환, 

최희원, 홍순원, 홍종현, 황웅환,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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