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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대표이사 회장 이 종 원

화성산업은 일찍부터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은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경영철학을 
의미하며 친환경건축물 건설로부터 폐기물발생관리사업, 생
태환경보호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
영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신재생에너지 사
용, 국내 사업(대구 방천리 2007)에 이은 해외 매립가스자원
화사업(LFG, 니카라과 2022) 그리고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사
업(대구 2024 예정)은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화성산업은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
원을 위하여 인권 존중 방침에 입각한 교육, 후생 프로그램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였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생협력기금(40억 
원)을 출연하여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 
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임직원과 
함께하는 기부,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은 물론이고 화성
장학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장학, 학술, 문화, 교육, 자선 등의 
각종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착한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문(2002), 윤리강영(2020) 등을 제정하여 기업윤리를 최
상의 덕목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독립성, 다양성, 전
문성을 원칙으로 하여 사외이사비율이 71%(5명/7명)에 이르
도록 구성함으로써 주주권익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도모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에는 주주가치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545억 원)를 소각하여 주주이익환원 정책을 실천하였고 리
스크관리 고도화와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강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산업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 공동체
의 발전을 위한 ESG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
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화성산업의 도전과 여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화성산업 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사명 아래 보
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화성산업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고객, 주주, 협력회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고환
율, 고물가로 우리 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을 맞이하였던 한 해
였고 올해까지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동참이 특별히 더 많이 요구되는 시
기가 아닐까 합니다. 

화성산업은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모
든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책임 경영을 실천하였고 이와 동
시에 자연 E(Environmental)과 사회 S(Social) 그리고 기업 
G(Governance)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를 만들
어가는 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노력을 되돌아보
며 E, S, G의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
할을 찾아서 기꺼이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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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보고서 개요 화성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
위해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2016)가 제시하는 핵심 �
요건(Core Option)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을 담았으며, 일부 활동의 경우 �
시의성을 위해 보고서 발간 전까지의 2022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
의 경우, 추세 분석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수치를 포함합니다.

보고 범위 보고 범위는 주요 사업장(본사 및 PC철구공장,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보고 범위가 상이한 경우, 주석으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제 3자 검증기관인 KPC인증원의 검증 절차를 �
수행하였습니다. 

A B O U T  T H I S  R E P O R T

보고서 담당 부서 메일 주소 전화 번호 회사 홈페이지

경영예산팀 esg@hwasung.com 053-760-3851 www.hwa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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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회사 소개

회사 소개

EXCO 컨벤션센터 

화성은 옛 경상감영이었던 대구 경상감영 공원의 고건축물 복
원공사를 비롯하여 고층 오피스빌딩, 극장, 종합 물류센터, 은
행, 학교, 문화센터, 골프장 클럽하우스, 복합아파트 등 기능과 
미관이 중요한 각종 건축물의 까다로운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
하여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텔리
전트 빌딩 등 미래형 건축 기술이 필요한 고품질 상품과 지역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건축물 완공에 적극 이바지하였고 지속적
인 도시공간 설계에 대한 연구로 공공건축물 분야에서도 선도
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선 기술과 첨단공법으로 �
새로운 도시공간 창조!

사업 및 수상실적

건축사업

사업 및 수상실적

토목사업

대구도시철도 3호선7공구 

화성은 도로, 철도, 지하철, 교량, 부지 조성, 환경 시설 등 사
회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 
및 건설 산업 전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 품질 가치를 추구하며, 보다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
기 위한 강인한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삶의 영역을 창조하였
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민의 삶은 편리
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였고, 우리 지역 대구와 경북의 발전
과 번영을 이끄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58년 설
립 이래 전후 복구공사와 울릉도 저동항 방파제 축조 공사를 
시작으로 긴 세월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된 기반을 바탕
으로 품질·안전·기술력 전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며 수많
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
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 영역의 확대 및 다변
화와 핵심 분야 역량 강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도시 인프라 �
건설을 통한  
미래가치 창조

건설 디벨로퍼  
화성

화성이 고객감동의 시대를 창조합니다.

화성산업은 1958년 설립 이래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의 삶,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창조를 기업이념으로 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조경, 엔지니어링 분야는 물론 PC, 철구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부문에 걸쳐 최고의 품질 가
치 추구하며, 부단한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높은 품질과 서
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살기 좋게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건설의 주역으
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HISTORY

화성산업㈜ 창업
1958.09 

기업공개
1988.08 

늘푸름환경대상 
제정
1994.01 

황금동 본사 이전, �
파크드림 브랜드 런칭
2001.01 

ISO14001 인증
2018.03 

ISO45001 인증
2021.03

1972.09 
제2창업, 동아백화점 �
유통업 진출

1993.12 
화성장학문화재단 
설립

1996.01
ISO9001 인증

2005.09 
화성자원봉사단 
출범

2020.12
사회공유가치기업(RCSV) 
인증(대한적십자사)

회사명 화성산업 주식회사

직원수 364명

매출액 422,231,395,000원

영업이익 28,631,156,000원

본사 위치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사업장 위치 전국

회사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건설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PC협회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강구조협의회

한국프롭테크포럼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가입협회 및 이니셔티브
(40여 개 협회/학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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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수상실적

주택사업

화성은 서울·수도권을 비롯, 전국 곳곳에 7만 6천여 세대를 공
급하며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중심의 미래 신주거
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브랜드인 파크드림
을 통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
는 드림 디자이너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파크드
림은 13회 굿디자인 선정, 살기 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한경주
거문화대상, 굿디자인 최우수상, 조경 대상 등을 휩쓸며 대외
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고자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신평면 개
발, 품질 시공을 위한 혁신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 시 수요자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하고자 제품의 기획과 설
계 단계부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요구 사항을 세분화하
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녹색 디자인 – �
드림 디자이너 화성파크드림 / �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중심의 �
미래 신주거 문화

침산화성파크드림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

사업 및 수상실적

조경사업

화성은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하는 조경을 통하여 -자연의 가치 추구-라는 기업이념
아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공원 조성, 생태환경복원사
업 등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친환경 기업
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배려한 �
쾌적한 문화 창조!

경산정수장

한발 앞서 실천하고 남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화성은 수질 분야, 대기 분야, 
폐기물 분야, 소음 진동 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Know-How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의 다양화, 
첨단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진 외국 기술 도입 및 자체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
떠한 환경문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문적인 
종합환경업체입니다.

사업 및 수상실적

환경/신재생 
에너지

쾌적한 미래를 향한 �
신성장산업

북서울꿈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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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회사 소개

사업 및 수상실적

철구사업
미래건설을 개척하는 독창적 신공법의 산실 첨단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각종 공사와 
시설에 필요한 철강 구조물을 생산, 공급합니다. 생산에 드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제품 품질
을 최대화하는 화성산업의 설비와 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한 건축, 교량 분야의 철강재 
공장인증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형태의 제품도 완벽한 품질 체계를 갖추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GEXCO) 

첨단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
철강 구조물 생산!

대구라이온즈파크

화성은 독창적인 기술력과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물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화성만
의 공업화 시스템(HIS:Hwasung Industrialized System)에 의한 P.C(Precast Concrete) 공법으
로 과학적 설계 및 생산, 완벽한 시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업 및 수상실적

PC사업

독창적 기술력과 신공법으로 �
경제적 건축물 생산!

사업 및 수상실적

엔지니어링

대구도시철도3호선

구수산공원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
구획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
로, 하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분야 및 안전진단과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방재)에도 다수의 실적이 있습 
니다. 

또한 군부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물 절약 투자 
대행사업(WASCO, Water Saving Company)
에 참여하여 진주, 논산, 대구, 부산 군부대 
WASCO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타 
군부대, 대학교 등의 WASCO 사업을 계속 추진
할 예정입니다.

미래가치를 높이는 �
도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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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환경

환경경영 환경경영 추진 체계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경각심 증대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정책 및 규제 강화에 
기업의 환경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전 과정과 제품 및 서비스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탄소 배출권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PC철구공장 태양광발전 kWh 338,954 335,839 329,465
CDM수익* 백만 원 17 109 71

*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자원화(LFG) 민간투자사업 당사분

에너지 사용량(본사 및 PC철구공장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연료 
 - LNG N㎥ 23,732 27,450 24,478
 - B-C유 L 101,328 96,383 168,877
 - 등유 L 21,099 15,522 18,500
 - 휘발유 L 8,801 10,094 9,949
 - 경유 L 34,317 28,139 42,141
전기 kWh 1,857,736 1,622,961 2,458,377

* 2021년 B-C유, 등유, 경유, 전기 증가는 PC철구공장 제조물량 증가에 기인함

친환경 건설 친환경 인증현황

화성산업은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온
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건물 시공 시 들어가
는 자재와 기타 자원, 구조나 건축물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환경을 생각하여 진행합니다. 녹색건축인
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공동주택에서 일반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
증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 상품의 설계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 연도 현장명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인증일자 등급 인증일자

2021년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최우수(그린1등급) 2021.04.29 1++등급 2021.04.01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 - 1+등급 2022.03.22

2020년
운정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일반(그린4등급) 2020.01.22 1+등급 2019.12.24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아파트 우수(그린2등급) 2020.09.09 1+등급 2020.08.26

2019년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우수(그린2등급) 2019.08.28 1+등급 2019.08.14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일반(그린4등급) 2020.05.06 1++등급 2020.05.04

환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화성산업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
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역량 개발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 연료전지 발전 민간투자사업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생산하는 친
환경 발전사업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뛰어납
니다. 또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함으로
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는 청정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니카라과 마나과매립장 탄소배출권 민간투자사업

마나과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를 포
집 및 연소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UN으로부터 탄소배
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
을 국내로 전환 가능하며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는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입니다.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자원화(LFG) 민간투자사업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메탄 등)를 포집하
고 재이용합니다. 2007년 8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
음으로 UN 기후변화협약에 탄소 감축 사업으로 등록, 탄
소배출권을 인증받은 최초의 폐기물 분야(매립장) CDM 
사업입니다.

대구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민간투자사업

매립·소각되던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국
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매립가스와 침출
수 등 환경유해물질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적 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진행사업

예정사업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 활동

화성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업장 에너지 절감 설비 적용 및 개선, 운영 효율화, 신기술 연구
개발 등 다양한 감축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에어컨 가동 시 적정온도 26℃ 설정 및 가동 최소화, 개인적인 냉난방기 사용 제
한, 업무시간 외 자동 소등, 전력 사용량이 낮은 LED 램프로 전량 교체 등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적
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본사 IT센터를 에너지 절감과 장비
의 고효율을 위하여 kt 데이터센터로 이전하여 에너지절감을 실천하고 PC철구공장에 태양광발전을 
2013년부터 가동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산업은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에너지 낭비
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점차 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전 사업
장으로 관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자원화
(LFG) 민간투자사업

대구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민간투자사업

8,534 tCO2eq

2021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본사 및 PC철구공장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Scope 1 : 직접배출 tCO2eq 524 489 748
Scope 2 : 간접배출 tCO2eq 5,884 5,140 7,786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6,408 5,629 8,534

*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PC철구공장 제조물량 증가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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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

자원 사용과 
폐기물 관리

폐기물 발생 관리

건설산업의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골재 등의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 원재료인 순환골재 재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
습니다. 폐기물 중 폐콘 등에 대해 92%가 재활용되며, 재활용하지 못하는 합성수지, 건설오니 등의 
폐기물은 처리 능력이 검증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소각·매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
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생태환경 보호

화성산업은 시공계획 수립 시부터 공사 현장 주변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현장 
기준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경우, 주변 생물다양성에 미
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형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포유류 번식기 및 조
류 산란기를 고려하고, 자연석 쌓기, 식생블록 설치, 오탁방지망 설치, 파라펫(홍수방어벽) 설치 등 
건설 공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내부 기준을 고도화하고 
민감지역에 대한 사업 정보 공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건축공법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 저감

화성산업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PC복합화공법, 모듈 공법, BIM 기법 등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PC공법과 모듈 공법은 공장에서 시공될 구조물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분진과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C공법은 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
장, 물류센터, 공장, 경기장 등을 지을 때 사용되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공
법입니다. 모듈 공법은 레고 블록처럼 미리 제작된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조립공법으로 폐기물 발생
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BIM 기법은 건축물의 설계를 기존 2D 도면이 아닌 입체 3D 환경에서 가
상모델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과설계를 막고 건축자재의 수량 및 원가 산출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
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거 관리

건물의 해체 및 철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폐기물 관리지침, 대기 환경 관
리지침 등을 수립 및 준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철거 이전에 석면 등 유
해 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 안전관리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
과할 경우 석면 철거 및 폐기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다(多) 배출 현장 또는 폐기물 관리 중요도가 높은 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을 저감
시키고자 노력하며, 재활용(순환골재 등) 자재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재활용 자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화성산업에서는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내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폐기물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
스템 운영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공 중 건설장비 및 마감 도장 등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규
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및 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여 관리합니다.

자원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철근 ton 9,931 10,321 32,104
콘크리트(레미콘) ㎥ 71,334 49,063 175,403
시멘트 ton 31,504 10,074 107,242
아스팔트(아스콘) ton 2,872 2,790 2,629
모래 ㎥ 16,203 5,915 6,680
골재 ㎥ 42,692 17,011 12,686
재활용 원재료(순환골재) ㎥ 102 2,142 504

폐기물 처리현황(PC철구공장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매립 ton 28 19 35
소각 ton 33 41 48
재활용 ton 769 503 896

부천로지스틱스파크 현장 조립 
및 전경

폐기물 발생량(PC철구공장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폐기물 발생량 ton 830 562 979
 - 일반 폐기물 ton 824 558 972
 - 지정 폐기물 ton 6 4.4 6.6
폐기물 재활용 비율 % 93 89 92

979 ton

2021년 총 폐기물 사용량

환경

1 ��가물막이 설치
2 �식생블록 설치
3 �오탁방지망 설치
4 ��법면부 거적덮기 시행
5 ��자연석쌓기

1

4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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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보건 문화 
내재화

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임직원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코로나19 키트 지원, 생활안전 가이드 배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관리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화성산업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세륜시설과 방진 덮개 설치, 
살수차 운행, 공사 차량 서행 등의 방법으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
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되는 장비는 최근 5년 내 생산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따라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 및 장비는 배출가
스저감장치(DPF) 장착, 엔진 교체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

용수 및 폐수 관리 용수 사용 및 재활용

화성산업은 군부대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서 누수되고 있는 노후된 상수도시설을 탐사 후 최신 시설로 �
개보수하여 절감된 상수 양만큼 성과를 배분 받는 ‘물 절약 투자사업’ (WASCO=Water Saving 
Company)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별도의 예산 없이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고 화성산업은 투자비 회수와 물 절약으로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폐수 및 수질오염 관리

화성산업은 시공 시 하천, 강 등 공공 수역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현장 상황에 
맞게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혼탁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 침전조 등을 설치하여 적절한 체류를 통해 맑은 물
로 방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본사와 PC철구공장)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용수 사용량 ton 7,756 6,803 8,239
- 상수도 ton 3,256 3,003 3,339
- 지하수 ton 4,500 3,800 4,900

사회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산업안전교육 및 훈련 평가* 명 126 28 233

* �안전·보건관리자 집체교육, 사업장 방문 직원교육, 위험성 평가 전산시스템 교육,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사내 규정 직원교육(비대면) 등 5개 
프로그램 기준

안전관리 우수업체 선정 

화성산업은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 실시한 공공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
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No Safety, No Work 선포식 개최 

화성산업은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한 현장 조성’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22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No 
Safety, No Work’라는 슬로건 아래 각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을 대표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담은 결의서를 선포하여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회사
는 협력사와 근로자 대표, 임직원 등이 안전보건 문화 정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위협 요
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
중하겠습니다.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
공사 중 소음진동 관리

시공 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통해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저소음 장비 및 기계사용, 이동
식 에어 방음벽, 소음저감 차음막 등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소
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심지 현장에서는 방음벽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여 소음규제기준(주거지역 
65dB(A), 그 밖의 지역 70dB(A))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차단 에어바운스 설치

유량감시

노후관교체

김천시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대구역센텀 화성파크드림 영광 깃재터널 개설공사

사업장 계약시작년월 계약종료년월 사업전 사업후
진주OO부대 2015.10 2021.09 23,385 3,519
논산OO부대 2017.08 2023.08 17,651 580
대구OO부대 2017.04 2024.02 13,950 528
인천OO부대 2017.04 2023.04 24,017 2,694
지작사 1공구 2020.01 2026.09 10,744 112
지작사 2공구 2020.01 2025.08 43,404 5,763

월평균 상수 누수량
(단위: ton)

2019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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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사회

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관리체계

화성산업은 안전보건을 기업 내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전 직원과 협력업체가 함께 협의하고 참여하
는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
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지금,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주요 안전보건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하
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합니다. 최고안전 책임자(Chief Safety Officer)를 중
심으로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
건 확보 의무와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화성산업은 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직원이 주기적으로 사업
장 방문을 통해 점검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
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성과관리

사고사망만인율 

화성산업은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지난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발생한 모든 사고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내 지침
에 반영하는 등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향상시키고 있습
니다.

산업재해 관리 

화성산업은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사내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

모바일과 PC로 구축된 위험성평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일 안전담당자 등록 및 확인 조치, 추
가위험 발굴, 작업 허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실
현될 수 있도록 이를 정량적으로 성과 측정하여 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전산시스템(PC ver.) 위험성평가 전산시스템(모바일 ver.) 

안전보건 관련 사내규정 제·개정

화성산업은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경영을 위해 15개 규정, 규칙, 지침 등의 안전보건 관련 사내 규정
을 제·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 강화를 통해 안전
보건에 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019~2021년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적 

구분
대표이사 안전보건전담부서(본사)

목표 실시 목표 실시
2019 12 12 10 10
2020 12 11 12 22
2021 12 12 60 103

(단위: 회)

2019~2021년 사고사망만인율 발생현황

구분
전체 종합건설업체 평균 화성산업

해당 연도 3년간 가중평균 해당 연도 3년간 가중평균
2019 1.81 2.086 0 0
2020 2.50 2.283 0 0
2021 2.01 2.057 0 0

(단위: %00)

2019~2021년 산업재해율 발생현황

구분
동종업종평균 화성산업

해당 연도 3년간 평균 해당 연도 3년간 평균
2019 0.53 0.42 0.20 0.13
2020 0.62 0.50 0.15 0.14
2021 0.68 0.61 0.30 0.21

(단위: %)

대표이사 사업장 점검

전담부서 사업장 점검
2022년 안전보건 목표

목표관리계획 
(추진내용)

2022년 목표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중대재해 0건 달성

중대사고  
“ZERO” 달성

건설사업 재해율 0.70% 이하 달성

PC·철구공장 재해건수 1건 이하 달성

재해율 등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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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인권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에는 인권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인권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임직원 및 이
해관계자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 및 이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

화성산업은 공통 필수 교육만이 아니라, 멘토링 교육,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등 직급과 직무에 따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

화성산업은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속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임직원들의 불필요한 초과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근로 시간 
준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휴가 사용, 정기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
보험 가입, 경조사 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출산 축하금, 초등 자녀 입학 축하금, 장기근속자 표창 및 
해외여행, 휴양소 운영, 사내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근무 중 발생하는 대인 관계, 스트레스, 근로 조건, 인권 침해 등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채널을 운영 및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충 접수 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 및 준수합니다. 신고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즉시 
처리 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권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및 보상 

임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성과 기반 기업문화를 지향하며, 평가 결
과는 보상의 기준으로만 활용하여 승진 및 직책 선임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
보하고 있습니다.

사회 사회

인권 임직원인권경영 정책 

화성산업은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의 인권 존중 철학을 담은 인권방침을 제정
하여 전 사업장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
권방침은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담고 있으며, 화성산업은 각 지침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방침

주니어보드 운영

화성산업은 2019년부터 사원~대리 이하(35세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신설하여 MZ
세대와 CEO의 직접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통해 세대 간 의사소통을 활성
화하고 M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회사 정책 및 경영에 반영하여 회사의 열린 경영, 열린 문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주니어보드 매거진 3호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이 소통 및 열린 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자율점검 수행

자율점검 결과 
리스크 분석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자율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실사 

진행(필요시)

인권 리스크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인권영향평가
1 2 3 4 5

결과분석 개선점 도출 실사 시행 경영활동 반영

인재 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상

리더십교육

리더십 진단 및 교육

임원 및 팀장

세무, 회계교육

세법교육

재무담당자

기술자교육

직무 전문성 및 역량 제고

건축, 토목, 기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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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사회

지역사회 공헌 사회공헌 기여 

화성산업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기
부 및 임직원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월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연탄 나눔, 도시락 봉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적극적
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교육사업, 환경보전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학술지
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왔으며, 2022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적
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추진체계 수립을 통해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
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파크드림 워크 챌린지 걸음기부 캠페인

화성산업은 비대면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걸음기
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누적 걸음 수가 측정되며,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미리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금이 전달됩니다. 2022년에는 3주간(11/7~11/27) 임직
원 420명이 참여하여 목표 걸음 수 3,000만 보 달성 시 1,000만 원, 4,000만 보 달성 시 2,000만 원
을 기부하고, 각 개인 및 그룹에게는 순위에 따라 리워드(상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
직원들의 흥미와 단합을 유도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과 걷기 운동을 통한 탄소 저감, 기부 챌린
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재단 포함이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봉사 참여 자제함. 

사회공헌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용
사회공헌 투자액 백만 원 501 926 680
- 현금 기부 백만 원 501 904 668
- 현물 기부 백만 원 0 22 12

구성원 
봉사활동

참여 인원 명 232 0 84
총 참여시간 시간 1392 0 504
인당 참여시간 시간 6 0 6
참여율 % 73 0 23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화성장학문화재단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가치창조”라는 기업 정신에 충실하고자 1993년 창업자 고(故) 이윤석 명예
회장이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매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연구 활동 지원
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환경 보전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펼
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화성자원봉사단 

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의 문화를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화성자원 봉사단’은 어
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
으로 장애 시설·고아원·양로원 등 복지시설 물품 지원 및 시설 장비, 사랑의 연탄배달, 독거노인 무료
급식, 재난지역 구호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Matching Grant 방식
으로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푸름환경대상 

‘늘푸름환경대상’은 ‘환경이 우리의 미래’라는 한뜻으로 전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성장학문화재단과 매일신문이 1994년 공동으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환경 사랑으로 자연을 지켜온 88개의 기관·단체 및 개인이 수상하였습니다. 2022
년 제28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하고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기후·에너지 시민 강사 양성 및 학교·시민 교육, 초소형 전기자동
차 보급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펼쳐온 경기도 광명시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청소년 기후 행
동 활동가로 활약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박현성 씨, 우수상에는 체험 중심 환경 교육 공간으로 
학교 환경을 재구성한 대구남덕초등학교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1 ��대구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기금 후원금

2 �마스크 대구적십자사 기부

3 �대구적십자사 특별성금 기금

4 ��사랑의 도시락 나눔

5 ��사랑의 집 짓기

6 ��사랑의 연탄배달

1

4 5 6

32

2022년 늘푸름환경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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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총 30억 원 출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총 10억 원 출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화성산업은 우수협력사 대상 인센티브 지급, 
설비투자 지원, 안전 시설물 지원, ISO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R&D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컵 과일 기부, 취약 
농가에서 농산물을 구입 후 복지 기관 기부, 

재난 피해 지원,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등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 사회

사회

공급망 ESG 공급망 ESG 평가 및 관리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
다. 이에 화성산업은 협력사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평가 및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ESG 관리체계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입찰 중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를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
는 ESG 평가항목인 친환경 정책, 환경오염 저감 활동, 인권 존중, 윤리 법규 준수, 건전한 지배구조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영역별 평가 요소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개
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이행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협력회사 인센티브 제공

화성산업은 협력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평가
제도를 통해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간 및 분기별로 진행하며, 협력사의 경
영현황, 품질, 환경, 안전, 공사 관리 등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수사로 선정된 기업들에는 포상금 및 입찰 우선권 등의 포상을 제공합니다. 협력회사 인센티브 제
도를 통해 협력회사의 경제·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

협력업체 ESG 
행동 규범 동의

ESG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실시

협력사 
인식 제고

1

ESG  
자가 점검 시행

2
자가 점검  

결과에 대한  
실사 및 검증

심화 평가 및 �
자가 진단 검증

3
공급망 내  

리스크 확인  
및 평가

평가결과를 통한 
리스크 검토

4
리스크 개선  
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리스크 개선 계획 
수립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5

20억 원

5억 원 5억 원

2020 20212018

5억 원 5억 원

20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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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사회 사회

사회

고객만족 활동 품질경영 

화성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품질경영방침을 수립 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핵심인 
자재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PHC 파일·PC 부재 등 모든 공
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재와 관련하여 사전 공장 점검을 시행하고 개선 및 승인을 거쳐 품질에 대
한 검증을 확보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내공기 질, 층간소
음, 단열재, 방화문, 라돈 석재 등 마감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 품질시험검사기관의 사전 검증을 통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 

화성산업은 국제 규격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의 요건을 바탕으로 수립한 경영체계를 통해 글
로벌 수준의 자체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발
주처 및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각종 실패의 재발 방지는 물론 품질 문화의 정
착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시장 소통 활성화

화성산업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 니즈에 맞춘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며, 부동
산 정보, 부동산 시장 동향 등 고객이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
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화성파크드림 TV’는 ‘화성파크드림’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정보를 전달하고 화성 
NEWS에서는 수주 및 수상 소식, 사회공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중인 화성파크드림 
현장 탐방을 통하여 예비입주자의 궁금한 점,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추구하는 실감 나는 공사 현장
을 소개하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보호 관리 강화

화성산업은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통해 바이러스 공격이나 해킹으로부터 회사의 정보 자산을 보
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하여 보안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
적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상 많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분양 대행사를 대상으
로 사전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 중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병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임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정보보호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PC·문서·사무환경·개인정보 4개 
영역에 대한 전사 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IT 전담 조직에서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정보보호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상 징후에 대해 모니터
링을 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개인정보관
리 실태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고객 만족 실현 

화성산업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고객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기업 경영 활동에 적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품질점검 및 입주자 사전점검 

화성산업은 입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감 공정 시 별도의 품질점검 용역인 주부 검수단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의 품질 점검을 시행합니다. 자체 품질점검은 준공 3개월 전 본사 인력이 투입되어 
입주자 사전점검(D-45일)이 이루어지기 전 하자에 대한 100%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입주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입주 이후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입주 시 하자 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고객센
터, 홈페이지, ARS,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 VOC)에 귀 
기울이고,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화성파크드림 유튜브 채널

품질경영시스템(4)

조직과 조직상황�
(4)

QMS 결과고객의 요구사항

관련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4)

리더십(5)

계획

조치

실행

검토

개선(10)

지원 및 운용 
(7, 8)

기획(6) 성과 평가(9)

고객 만족

제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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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직위 임원명 성별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이종원 남 •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 ㈜신세계티비쇼핑 이사 3년

대표이사 최진엽 남 •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PD 및 PRM 사업부장
• 현대엔지니어링 건축사업본부장 3년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최성호 남 • 안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경북 회장 3년

사외이사 권영봉 남 • 대한토목학회 부회장/대구경북지회장
• 영남대 공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3년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권업 남 •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제7대,제8대)
• 계명대 경영대학 경영학 전공 교수 3년

사외이사/보수위원장 김홍일 남 •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자문의원 3년

사외이사 김효선 여 • 한국탄소금융협회 대표
• 경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3년

거버넌스 거버넌스

거버넌스

윤리경영 강화 

화성산업은 윤리경영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각종 부정부패, 불공정거래 관행 등 윤리적·법률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 준거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수립하여 모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표하
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총괄 부서인 준법감사팀이 전사 차원의 윤리경영 이슈 및 활동을 수행, 점검 및 
평가하여 윤리경영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매년 모든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 정기교육을 실
시하여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화성산업은 기업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을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전사 차원에서 
주요 리스크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재무, 비재무 리스크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관리

급변하는 사업 변동성과 경영환경에 선제 대응하여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
으며, 그 결과 2022년 신용등급 A+을 유지하며 화성산업의 안정적인 재무 역량을 증명하였습니다. 

비재무 리스크 관리

화성산업은 ESG 관련 비재무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 인권, 안전보건, 공급망, 윤리경
영, 정보보안 등 주요 ESG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잠재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각 ESG 이슈 관련 부서는 도출된 이슈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 운영

화성산업은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이사회 활동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 정관 제5장(이사·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2022년 3월, 김효선 이사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
까지 최소 1명의 여성 등기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사회 내 ESG 전문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
보하여 균형 있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강령

윤리 교육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윤리 교육시간 시간 - 1 1
윤리 교육 참여 인원 명 - 261 373

* 2020년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영향으로 2021년 1월 초에 실시

이사회 활동

화성산업 이사회는 2021년 총 6회 개최되어 13건의 결의 및 보고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안건
으로 제63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평택 석정 근린공
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등 체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한편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관리 전
략 및 체계 수립, 모니터링 수행 등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각 위원회가 부여받은 권한과 기능을 투명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성

전체이사 수 명 8 5 5
사내이사 수 명 5 2 2
사외이사(비상임) 수 명 3 3 3
전체 중 여성 이사 수 명 - - -

이사회 평균 참석률 % 100 100 100
개최 횟수 회 7 7 6
안건 수 건 12 15 13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8월 12일 정기 이사회
(경상북도 군위 사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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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풀 구성

동종업계 벤치마킹과 글로벌 이니셔티브(TCFD, 
DJSI, GRI, SASB 등)를 통해 주요 이슈풀 도출 

이슈 분석

CEO 메시지와 내부 직원 인터뷰, �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동종업계 분석을 통해 

선정된 이슈 검토

중요 이슈 도출

각 이슈의 비즈니스 중요도와 �
이해관계자 관심도에 따른 �

우선 순위 파악 및 중요 이슈 도출

STEP 1 STEP 2 STEP 3

중요성 평가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비즈니스 중요도

1

2

3

4

5

6

7

Materiality Issue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 지역사회 고객 협력사 임직원

• 정부 정책
• 법규 준수
• 사회적·환경적 책임

• 지역 사회공헌
• 생태계 보호

• 고객 안전 및 만족도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 공정거래
• 산업안전보건
• 인권 보호

• 인권 보호
• 공정한 성과 보상
• 산업안전보건

• 정책간담회 및 세미나
• 공청회
• 보도자료

• 사회공헌활동
• 시민단체

• 홈페이지
• 고객센터(SNS)

• 홈페이지
• 설문조사

• 홈페이지
• 고충처리 채널
• 사내 게시판

주요 이슈

소통 채널

Materiality Issue

화성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자 비즈니스와 연관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규정하고 소통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경영활동
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GRI Index

Universal Standards(GRI 100)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Page Note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4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4~9

102-3 본사의 위치 4

102-4 사업 지역 4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4

102-6 시장 영역 4

102-7 조직의 규모 4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4

102-9 조직의 공급망 24, 25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GRI INDEX 첫 발간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28, 29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4

102-13 협회 멤버쉽 4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3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12, 18, 20, 26, 28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29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30

102-41 단체협약 GRI INDEX 노사협의회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30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0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30

1. 사업 경쟁력 강화

2. 산업안전보건

3. 대기배출

4.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및 역량 강화

5. 기업지배구조 공시

6. 윤리 및 반부패

7. 인권

임직원 다양성 및 기회 균등

친환경 투자

임직원 훈련 및 교육

환경 사회 경제거버넌스 GRI Standards Topic 주요 이해관계자페이지

Non-GRI 5~9 임직원, 협력사, 고객

GRI 403-1, 2, 4, 5, 7, 9 산업안전보건 17~19 임직원, 협력사

GRI 350-1,2 배출 12 임직원, 협력사, 고객, 정부, 지역사회

GRI 414-1, 2 공급망 관리 24, 25 임직원, 협력사

Non-GRI 29 임직원, 협력사, 고객

GRI 102-16 윤리성 및 청렴성 28 임직원, 협력사

GRI 412-1, 2 인권 평가 20 임직원,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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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Standards(GRI 100)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Page Note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4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

102-47 Material Topic 리스트 30

102-48 정보의 재기술 GRI INDEX 첫 발간

102-49 보고의 변화 GRI INDEX 첫 발간

102-50 보고 기간 2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GRI INDEX 첫 발간

102-52 보고 주기 GRI INDEX 첫 발간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102-55 GRI 인덱스 31, 32

102-56 외부 검증 35

경영 접근법

103-1 Material Topic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2, 14, 16~20, 24

1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12, 14, 16~20, 24

103-3 경영 방식 평가 12, 14, 16~20, 24

GRI Index K-ESG Index

영역 범주 분류번호 항목 Page Note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2

P-1-2 ESG 정보공시 주기 2

P-1-3 ESG 정보공시 범위 2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30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2

환경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

E-1-2 환경경영 추진 체계 12

원부자재
E-2-1 원부자재 사용량 14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14

온실가스

E-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1&Scope2) 12

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12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3

용수
E-5-1 용수 사용량 16

E-5-2 재사용 용수 비율 -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14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14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13

사회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18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S-2-2 정규직 비율 -

S-2-3 자발적 이직률 -

S-2-4 교육훈련비 -

S-2-5 복리후생비 -

S-2-6 결사의 자유 보장 -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

S-3-3 장애인 고용률 -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18

S-4-2 산업재해율 19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20

S-5-2 인권 리스크 평가 20

GRI Index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Page Note
용수 303-5 물 소비 16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12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12

폐수 및 폐기물 306-2 유형별, 처리방법별 폐기물 14

Environmental Performance(GRI 300)

Social Performance(GRI 400)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Page Note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17~19

403-2 위험 요소 식별,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17~19

403-4 근로자의 산업 보건 안전 관리 참여, 자문 및 소통 17~19

403-5 산업 보건 안전 교육 17~19

403-7 사업 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계 된 산업 보건 및 안전 영향의 예방 및 완화 17~19

403-9 업무관련 상해 17~19

인권평가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20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20

공급망 관리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스크리닝된 신규 협력회사 24

414-2 공급망 내 주요한 부정적인 사회 영향과 이에 대한 시행 조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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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Index 검증의견서

K-ESG Index

영역 범주 분류번호 항목 Page Note

사회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24

S-6-2 협력사 ESG 지원 24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24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22, 23

S-7-2 구성원 봉사참여 22, 23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27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27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규제 위반 -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G-1-2 사외이사 비율 29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29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29

G-1-5 사외이사 전문성 29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29

G-2-2 사내이사 출석률 29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29

G-2-4 이사회 안건 처리 29

주주권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

G-3-2 주주총회 개최일 -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

G-3-4 배당정책 및 이행 -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

감사기구
G-5-1 내부감사부서 설치 29

G-5-2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화성산업(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귀중

1. 검증 개요(Assurance Outline)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QA)은 화성산업(주)로 부터 2022년도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고 검증을 실시하여 �
제3자 검증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본 보고서는 화성산업(주)가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작성하였으므로 수록된 보고서 �
내용에 대한 책임은 화성산업(주)에 있습니다. 
본 검증의 의미는 귀 조직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보고서 작성과정의 합리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중대한 오류없이 적합하게 정보
수집 및 수록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검증보고서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2. 검증의 독립성(Indepentant of Assurance)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QA)은 화성산업(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금번 검증에도 영향을 �
미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해왔습니다.

3. 검증범위(Scope of Assurance Engagement)

본 보고서는 화성산업(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환경분야, 사회분야, 지배구조분야)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검증
범위는 동 분야별 내용에 대한 2021년 실적 데이터와 2022년도 일부 활동사항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4. 검증기준(Criteria of Assurance)

본 보고서의 검증은 GRI G4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ESG보고서 검증 프로토콜(KPCQA ESG 
Report Assurance Protocol) 등의 기준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5. 검증과정 및 검증방법(Assurance Procedure Works Undertaken)

  • 이해관계자 관심 및 요구사항 파악과 중대성 평가 과정, 이해관계자 피드백 검토
  • 신청조직의 지속가능보고 관련 임직원 인터뷰
  •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과 성과자료 검토

6. 검증결과(Findings)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자료 및 문서 검토 및 검색, 임직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져 최종판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 �동 검증 범위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수록된 정보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중대한 오류는 발견되지 �
않았습니다.

  • 이 결과는 제한적 보증수준으로써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지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대한민국, 서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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