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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차별화된 기술로 케미칼, 태양광 에너지, 

고기능·경량복합 소재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케미칼ㆍ큐셀ㆍ첨단소재의 3개 사업 부문은 

도전, 헌신, 정도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사회, 환경,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ㆍ소재 기술 기반 솔루션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한화솔루션.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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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echnology for a 
Better Environment
한화솔루션은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추구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 개발로 보다 깨끗한 미래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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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Ideas for a 
Better World
케미칼, 에너지 및 소재 기반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인 한화솔루션은 

고객에게 가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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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Solutions for a 
Better Tomorrow
최고의 기술과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케미칼·큐셀·첨단소재 사업 부문은 내일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첨단의 솔루션으로 더 나은 삶을 열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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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Moving

지지선언문

이 구 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2020년 10월

한화솔루션은 스마트한 에너지 솔루션과 고객 관점의 맞춤형 소재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ustainable solutions for all, 
from energy to materials

2020 Communication on Progress > Part1. Company Profile

한화솔루션은 새로운 비전인 “Sustainable solutions for all, from energy to 
materials”의 가치 아래 에너지ㆍ소재 기술 기반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지난 2012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에 대한 UNGC 10대 원칙을 경영 활동 

전반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에는 한화솔루션이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활동과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를 향한 소통의 창을 넓혀 지속가능한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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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전체 사업 분야

회사명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 Hanwha Solutions Corporation

설립연도  1965년

임직원 수  5,546명(2020년 3월 기준)

대표이사  이구영·김희철·류두형·김동관

주요사업 케미칼: PO, PVC, CA, TDI
 큐셀: 태양광 셀/모듈, 시스템 솔루션, 다운스트림, 전력 리테일

 첨단소재: 경량복합소재 및 성형 부품, 전자소재, 태양광소재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주요 기업 정보

한화솔루션은 2020년 1월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 케미칼ㆍ태양광 에너지ㆍ고기능ㆍ경량복합 소재 등 

3개 사업 부문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도적 기술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에너지 솔루션과 고객 관점의 맞춤형 소재를 제공합니다. 

에너지ㆍ소재 기술 기반 솔루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산업을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선도기업인 케미칼 부문은 산업의 성장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큐셀 부문은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뛰어난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첨단소재 부문 역시 경량복합소재, 태양광소재, 전자소재 분야에 있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 라인업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성과 매출액

(단위: 억 원)

영업이익

(단위: 억 원)

케미칼 부문

• PO(Polyolefin) 
 -  LDPE, EVA, LLDPE,   

HDPE, 전선수지, 석유수지

• PVC(Polyvinyl Chloride) 

 -   PVC Resin, CPVC, PSR 가소제,  

OA, PA/MA

• CA(Chlor-Alkali)

 -   가성소다, 염소, EDC, VCM, ECH,  

염산, HYPO
• TDI(Toluene Diisocyanate)  

 -   TDIs, TDI유도체, TM, TDAs, XDI

큐셀 부문

• 태양광 모듈 

 -  Q.PEAK DUO–G5, Q.PEAK DUO–G6, 

Q.PEAK DUO–G7, Q.PEAK DUO–G8, 

Q.PEAK DUO BLK ML–G9 (ZERO–GAP), 

Q.PEAK DUO L-G8.3/BFG(BIFACIAL)

• 시스템 솔루션 

 -  Q.HOME+ ESS HYB-G2,  

Q.FLAT-G5, Q.MOUNT 

• 다운스트림/전력 리테일  

첨단소재 부문

• 경량복합소재 

 -  StrongLite   

(GMT, 유리섬유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  SuperLite   

(LWRT,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  BuffLite(EPP, 발포폴리프로필렌)

 -  IntermLite(Auto Interior, 내장재, PMC)

 -  SMC(Sheet Molding Compound,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 Type 4 Composite Material Tank 

      (Type 4 복합재료 압력용기)

• 태양광소재 

 -    EVA Sheet, Back Sheet
• 전자소재 

 -   LinkTron(모바일·디스플레이용 소재)

Chemical

Q CELLS

Advanced Materials

2017 20192018

93,418

90,460

95,033

2017 20192018

7,564

3,543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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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글로벌콤팩트

한화솔루션은 2012년 1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실천에 

함께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한화솔루션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다짐 

한화솔루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내일을 앞서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전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총 6가지의 각 원칙은 한화솔루션의 비즈니스 목표와 

경영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하며 사회와 환경에 유익한 비즈니스를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진출한, 혹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하나. 우리는 법규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환경안전보건 방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나눔경영

정도경영

환경경영 상생경영

인재경영

반부패
(Anti-Corruption)

인권
(Human Rights)

환경
(Environment)

1.  인권(Human Rights)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노동 (Labour)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  환경(Environment)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4.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노동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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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한화솔루션은 고객, 주주, 협력업체, 사회 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구분 추진 방향 담당조직

정도경영 • 법과 시장 질서 철저히 준수

•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준법지원인 임명으로 준법경영 도모

• 명확한 윤리 지침과 신고제도 개발

• 외국인과 여성 사외이사 선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이사회 구성 다변화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이사회 독립성 강화

• 법규 준수 모니터링 및 미준수 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케미칼 부문 CR기획팀

케미칼 부문 법무팀

큐셀 부문 법무실

나눔경영 • 체계적인 사회공헌 전략 수립

• 지역사회와의 소통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 전 임직원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

• 수혜자 맞춤형,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지원 등 근본적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기획

케미칼 부문 지원팀

큐셀 부문 인사기획팀

첨단소재 부문 인사팀

첨단소재 부문 세종지원팀

환경경영 • 친환경,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제품의 안정성, 친환경성 개선 지속

• 신재생 에너지 기술경쟁력 배양

•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 및 운영

•  환경 법규 및 외부 요구사항 준수, 환경오염 및 위험요소 최소화 

• 환경안전보건 방침과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자원과 에너지 절감 활동 활성화

케미칼 부문 환경안전실

케미칼 부문 연구소

큐셀 부문 환경안전팀

첨단소재 부문 환경기술팀

상생경영 •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 확립

• 고객과의 동반성장

•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

•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케미칼 부문 상생협력팀

큐셀 부문 기획조정팀

첨단소재 부문 기획조정팀

인재경영 • 체계적이고 공정·투명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 여성 임직원 권리 신장 노력

• 합리적 성과 평가 및 역량성장 교육기회 제공

케미칼 부문 인사기획팀

케미칼 부문 채용전략팀

케미칼 부문 노사협력팀

큐셀 부문 인재개발팀

첨단소재 부문 인사팀 지역사회ㆍ환경단체

봉사활동

환경보전 활동

안전협의회
(케미칼, 첨단소재 부문)

태양광 창업스쿨
(케미칼, 첨단소재 부문)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행복나눔을 

위해 한화솔루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ㆍ협회

동반성장 추진 조직 운영

공정거래협약 참여

동반성장지수 참여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심의위원회, 

하도급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명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협회와의 정기/수시 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정거래협약/

동반성장지수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모범 기업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주ㆍ투자자

주주총회

영업보고서ㆍ공시

국내외 IR 미팅

기업설명회

주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해 회사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애널리스트 데이 

등을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2020년도 1분기 경영실적 

발표회(IR)부터는 한화 계열사 중 

최초로 ‘오디오 웹캐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직원

 스퀘어
(케미칼 부문 사내 소통 채널)

임직원 간담회

노사협의회

케미칼 부문은 스퀘어(사내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및 임직원 간담회를 통해 

노사 협력과 배려의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사ㆍ고객

협력업체 간담회

동반성장 활동

에너지 상생 세미나
(케미칼, 첨단소재 부문)

대표이사 주재의 사장단 상생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적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여 

에너지 동행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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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헌신, 정도의 핵심가치를 갖춘 인재

TogetherGrowing

인권
한화솔루션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사람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및 사회 구성원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이룩한 성장의 바탕에는 신용과 의리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믿음인 신용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는 마음인 의리를 기반으로 도전, 헌신, 

정도의 핵심 가치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한화솔루션의 

인재상

핵심가치

인재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경영 문화

도전

•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

•  열린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방안과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

•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사람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헌신

•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공동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  공동운명체 의식으로 서로의 가능성을 믿으며 

협력하는 사람

회사, 고객, 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

정도

•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  공과 사를 구분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

한화솔루션은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및 고객 기반의 첨단소재 기술을 

통해 국가와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Creating a more sustainable
future for our planet

2020 Communication on Progress > Part2. UNGC Communication o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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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임직원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10일의 휴가를 연간 자유롭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회사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되며 임직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주거 지원, 경조사 지원, 통근버스 제공 등의 기본적인 

복리후생 외에도 각종 사내 동호회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복지포인트, 가족 초청 

행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삶에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복리후생 
제도

봉사·기부인재육성 문화예술 친환경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꿈이 존중 받는 사회

기회와 경험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

나눔의 가치를 가꾸고

공유하는 세상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미래

자기계발·휴가 주택·자녀교육비 일·가정 양립 지원

•  승진 시 안식월 운영

•  장기근속자(10, 20, 30년) 포상 및 

해외여행 지원

• 국내외 학위 지원: 박사과정(케미칼 부문)

•  글로벌 직무 연수 및 해외 컨퍼런스 

참석 지원(케미칼 부문)

• 모범사원 포상

• 매년 각 직무별 우수자 포상

• 전국 한화리조트 연중 회원가 이용 가능

• 사내 어학과정 운영

•  신입사원 대상 해외법인 연수 기회 

부여(3개월) (첨단소재 부문)

건강한 회사 즐거운 회사

• 본인 의료비 지원

• 가족 의료비 지원(케미칼 부문)

•  본인 및 배우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사내 체육시설 운영

•  공장 내 의무실 설치

• 각종 체육행사 지원

• 통근버스 지원

• 사내 식당 운영

• 각종 사내 동호회 지원

• 리프레시 휴가 시행

• 복지포인트 지급

•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선물 증정

•  지방사업장 사택 및 독신자 숙소 제공 

(독신자의 경우 1인 1실 제공)

•  부임휴가 및 부임이전료 지급

•  자녀 입학축하금 및 학자금 지급

• 경조 휴가 실시 및 경조금 지급

• 어린이집 운영

• 주택 융자금 무이자 지원(케미칼 부문)

•  단신 부임자(수도권 근무자 제외) 

대상 주거안정자금 무이자 지원 

(첨단소재 부문)

•  지방 근무자 수당 지원(케미칼,  

첨단소재 부문)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모성보호 휴직제도(산전후 휴가 제도)

• 유산·사산휴가 제도

•  아빠 휴가 제도(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  육아기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

•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지원 제도(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휴가, 비용 지원)

• 맘스 패키지 지원(튼살크림, 쿠션 등)

한화솔루션은 모두가 ‘함께 멀리’ 가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나눔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 

친환경 가치 창출로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사회공헌 활동

함께 멀리

사회공헌 철학

‘사업보국’의 창업이념,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견고한 신뢰를 다져온 한화솔루션은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원칙으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화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함께 멀리 동행합니다

사회공헌 미션

핵심 사업영역 & 비전

모두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 활동

한화솔루션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모두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 환경오염이 없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과 친환경,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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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육기부 활동

지역사회 기여

(케미칼 부문)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교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이 2013년부터 진행 중인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교실’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에너지를 이해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환경오염이 없는 

미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친환경 에너지 교육입니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사)환경교육센터와 함께 교육 과정을 개발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기부 활동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및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9년에는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화에코스쿨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은 ‘Friends for Tomorrow’라는 슬로건 아래 2015년부터 세종시 및 음성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화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친환경 과학실험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현상에 대한 개념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및 음성 소재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친환경 분야 

기초과학 실험 및 체험활동, 과학 현상 기본 개념 이해 등 1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의 취미와 관심사를 활용한 재능 나눔 봉사활동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해외 입양인과 국내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We Care 봉사단’, 다문화 

아동들에게 1일 선생님이 되어주는 ‘지구촌 학습교실’, 사진동호회가 스냅 촬영으로 참여하는 무연고 영아 

돌잔치,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전국장애인 도예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

연구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기부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화학을 배울 수 있는 ‘한화케미스쿨’, 경기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꿈의 대학’을 진행하는 등 교육기부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충청지역의 한화그룹 계열사와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여수공장

낙후도서 개선과 다문화 가족 지원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함께 멀리 섬사랑 지역사랑’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가족 사랑나눔 활동,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

지역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업 및 기업 연합 활동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유용미생물(EM) 흙공을 활용한 무거천 정화 활동,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 각 생산팀이 기관과 결연을 맺고 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생산팀 소그룹 활동,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김장행사, 울산지역 기업 협약 사업 등 지역사회 밀착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큐셀 부문)

본사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친환경 및 지역 봉사활동

2018년 이후 창립기념일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대에서 유용미생물(EM) 흙공 투척 및 생태계 

유해 식물 제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에는 임직원들이 만든 음식을 소외계층과 나누고 

있으며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배냇저고리 제작, 발달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계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

충북 지역 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활동

2019년 7월 23일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을 창단, 충북 지역 내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및 육성을 통한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장애인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첨단소재 부문)

본사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2017년부터 세종시 지역 9개 아동센터 어린이들로 구성된 ‘늘해랑 합창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휠체어, 노인 실버카, 유모차 사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활동을 통해 세종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명절 및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 음성사업장

지역 사회복지기관 연계 봉사활동

충북 지역 내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 봉사활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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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화솔루션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노사 간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차별없는 조직문화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가치ㆍ성과중심 인사제도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보상 정책을 통해 직원의 의견이 

존중받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적과 역량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 직원의 능력을 다각도에서 검증하고 보상합니다. 또한 목표수립 및 평가 시, 공개 세션을 통해 

공개합의 방식으로 상호 논의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결과를 유도합니다. 이후 

상사와의 1:1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화솔루션은 젊은 인재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조기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탁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상생과 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더 나은 노사문화 

케미칼 부문

구분 내용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  임금협상: 근로자(조합원) 임금인상 협상(연 1회) 

•  단체협약: 근로자(조합원) 근로조건 관련 협상(격년 1회)

노사협의기구 운영 • 노사협의회: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협의(분기 1회)

•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 개선 협의(분기 1회)

노사 합동 안전 활동 • 노사 합동 안전점검: 노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월 1회)

• 노사 합동 안전캠페인: 노사 합동 안전캠페인 및 교육 실시(연 1회)

가족초청 행사 • 부모초청 행사: 임직원 부모 초청 행사(레크리에이션 등) 실시(연 1회)

• 배우자초청 행사: 임직원 배우자 초청 행사(교양강의 등) 실시(격년 1회)

• 임직원 자녀캠프: 임직원 자녀 대상 수련회 실시(격년 1회)

조직활성화 행사 • 장기근속 축하: 창립기념 장기근속자 축하 행사(연 1회)

• 교대근무자 화합 행사: 교대근무자 산행 및 화합 행사(연 1회)

기타 • 코로나19 예방 활동: 사업장 출입인원 체온 측정

•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인근지역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지원

노사 협력문화

태양광 나눔 활동

(큐셀 부문)

해피선샤인 캠페인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91개 시설에 

총 2,014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 복지시설의 전기료 절약을 돕고 있습니다. 중국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하는 ‘한화·희망공정 해피선샤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태양의 숲

한국, 중국, 몽골 등 7곳의 ‘한화 태양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은 나무는 약 50만 그루, 

133만m2에 달하며 이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사막화 방지에 

활용된 최초이자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 3곳과 인천에 조성된 숲은 한화가 

기증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키운 묘목을 활용했습니다.

다보스포럼 친환경화 기여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의장에 총 

340k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기증했으며 이는 연간 20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의 친환경 정신에 동참하며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태양광 모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클린업 메콩

전 세계 환경 이슈 중 하나인 수상 쓰레기 문제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클린업 메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으로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선박을 제작, 기증해 태평양 유입 관문의 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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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셀 부문

구분 내용

노사협의기구 운영 • 노사협의회: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협의(분기 1회)

•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 개선 협의(분기 1회)

노사 합동 안전 활동 • 노사 합동 안전점검: 노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연 1회)

• 노사 합동 안전캠페인: 노사 합동 안전캠페인 및 교육 실시(반기 1회)

노사 파트너십 • 노사 협력업체 간담회: 노/사/협력업체 동반성장 간담회 실시(연 2회)

• 노사 활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사 활동 우수기업 벤치마킹 실시(연 1회)

• 노사 합동 워크숍: 상생, 화합의 노사관계를 위한 워크숍 실시(연 1회)

조직활성화 행사 • 밝은직장만들기 행사: 임직원 가족초청 행사(글램핑 등) 실시(연 4회)

• 야구 단체관람: 임직원 단체 이글스 야구경기 관람 실시(연 2회)

기타 • 코로나19 예방 활동: 사업장 출입인원 체온 측정

•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함께 멀리 나눔 포상 지원

첨단소재 부문

구분 내용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 임금협상: 근로자(조합원) 임금인상 협상(연 1회) 

• 단체협약: 근로자(조합원) 근로조건 관련 협상(격년 1회)

노사협의기구 운영 • 노사협의회: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협의(분기 1회)

• 식사위원회: 식당 환경, 식사 질 개선 협의(분기 1회)

•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 개선 협의(분기 1회)

• 작업복 질 개선 위원회: 작업복 질 개선 협의(연 2회)

노사 합동 워크숍 • 노사 합동 워크숍: 상생, 화합의 노사관계를 위한 워크숍 실시(연 1회)

• 교섭위원 워크숍: 임단협 교섭위원 간 소통 활성화 워크숍 실시(연 1회)

노사 협력 교육 • 노사 합동 교육: 노사 화합, 협력, 갈등개선 교육 실시(연 1회)

• 변화와 혁신 교육: 노조 조합원 의식 전환 교육(연 1회)

전직지원 프로그램 • 만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휴가, 취업지원금, 교육훈련

기타 • 코로나19 예방 활동: 사업장 출입인원 체온 측정

•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인근지역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다양성 유지 및 

차별 방지

한화솔루션은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의 노동관련법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별·종교·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국적·인종에 따른 채용·배치·승진·

급여·교육 등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진 교육, 교양강좌 등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장 내외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한화솔루션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기간별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고, 임신이나 육아 기간 중에는 

근무시간 단축, 출근시간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모성보호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케미칼과 첨단소재 부문은 

추가적으로 취학 전후 돌봄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들에게 4주간의 

유급휴가인 ‘아빠 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직원들에게 각종 모성보호 제도 안내서와 임신 지원용품을 담은 맘스 패키지(Mom s̓ Package)를 제공하며 

임신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복직 1개월 전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장기간 

업무공백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조직문화 구축

한화솔루션은 매년 1회 이상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 사고 

방지 및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과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남녀 각 1명 

이상의 성희롱 예방 카운셀러를 임명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 및 사실관계 확인, 처벌기준과 절차를 갖춰 성희롱 없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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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의 리더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대기환경, 수자원, 토양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화학 물질 관리로 환경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개발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환경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보호 책임 실천 

한화솔루션의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실시하는 등 유해 대기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DAR1), TMS2) 등의 시스템 확보 및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관리 또한 한화솔루션이 환경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장마다 자체적인 폐수 방지 시설을 운영해 1차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방류수 수질 및 오염 물질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유해 물질 누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호

부문 내용

케미칼 부문 • 폐수 관리 

• 수질분석실험실 운영을 통한 폐수 배출농도 규제

큐셀 부문 • 주기적 방류수 수질오염 물질 전 항목 분석 

• 강화된 수질오염 물질 배출 내부기준 준수

첨단소재 부문 • 정기적인 폐수 분석을 통한 폐수 배출농도 관리 및 준수

부문 내용

케미칼 부문 • 대기오염 물질 비산 배출 저감 활동

• LDAR 시스템 지속 운영 및 악취유발 물질 관리

큐셀 부문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에 의한 활동 

• 강화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내부기준 준수 

• 비산 배출 최소화를 위한 이중 배관 설치

첨단소재 부문 •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활동

• 비유해 원료 대체를 통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1)  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생산 공정의 밸브, 플랜지, 펌프 등의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공장 관리기준 이상 시 누출지점을 즉시 보수하고 배출량 저감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 

2)  TMS (Telemetry System):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측정 후 관제센터로 보내 연속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높은 재활용 업체 발굴 및 정기 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와 별도 저장시설 설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토양보호

부문 내용

케미칼 부문 • 폐기물 처리업체 정기 실사

큐셀 부문

•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실사를 통한 계약 실시 및 적법처리 관리

•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전문 업체 지속 발굴 

• 토양오염 우려 유해 화학 물질 지하 저장시설 배제 설치

첨단소재 부문 • 토양오염도 검사

화학 물질로 인한 환경안전사고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화학 물질 처리, 신규 화학 물질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자체 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REACH1), RoHS2), 

GHS3) 등 국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한 주기적 훈련 및 대응 강화를 통한 

만반의 준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 관리 

부문 내용

케미칼 부문

• 화학 물질 사고 대응 강화 

• 화학 물질 관리기준 강화

• 신규 화학 물질 사전 검토 강화

• 국내외 환경규제 물질 대응

큐셀 부문

•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대비 감지기 알람 상시 모니터링

• 신규 화학 물질 입고 시 사전검토 절차 이행

• 화학사고 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주기적 훈련 실시

첨단소재 부문
• 비유해 화학 물질 대체 사용

• 신규 화학 물질 사전 환경안전 검토 강화

1)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 물질을 그 양과 독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하는 EU의 신 화학 물질 관리제도. 

2)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제한지침): 전자재료 산업에서의 사용금지 물질로 납, 수은, 카드뮴 

등의 6개 유해 물질 

3)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화학 물질의 독성에 따른 등급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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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주요 경영 이슈에 대해 기회 및 위협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업계 최초로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케미칼 부문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 솔루션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등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해조 멤브레인 및 전극교체, 폐열 회수를 통한 스팀 절감,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치 등을 통해 2017년도 대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2만 5천 톤 감축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ㆍ소재 기술 기반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 달성

비전

친환경 에너지 중심 경영체제를 통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전략 과제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

• 중장기 온실가스 목표 관리

•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 저탄소 및 환경경영 조직 구성

• 에너지 사용량 관리 체계 확립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과제 발굴,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부자금 유치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 사업장 에너지 저감 활동 강화

대외 파트너십 구축

• 저탄소 마케팅 강화

• 외부 상쇄사업 발굴, 추진

• 대정부 정책 대응 강화

2017

2,704

2018

2,645

2019

2,470

2020

2,179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천 톤)

고객과 환경을 위한 제품의 친환경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리 사항입니다. 한화솔루션은 기존 환경 규제 

유해 물질 분석과 TVOCs1) 분석평가, EU REACH SVHC 물질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연구소들은 분석시스템 선진화 및 유해 물질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여 관련 물질의 

친환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석 업무

부문 구분 내용

케미칼 부문

(주관: 중앙연구소)

환경규제 유해 물질 분석

• RoHS 규제 물질(Pb, Cd, Cr, Hg, Br계 난연제) 분석

•  Phthalates2) 9종 분석

•  의뢰자 요청 추가 환경 규제 물질 분석(RoHS 외 중금속)

TVOCs 분석 및 평가

•  원료·제품의 TVOCs·FA 및 개별 VOCs3) 분석(20L Small 
Chamber, Headspace, TD, Tedlar Bag 및 HPLC, GC, 

GC·MSD 등)

•  TVOCs·FA 방출량 평가: 건축자재·자동차 내장재의 원료·제품 등

첨단소재 부문

환경규제 유해 물질 분석

(1회/년 필수 분석)

•  RoHSⅠ,Ⅱ 규제물질 분석(Ⅰ: Pb, Cd, Cr, Hg, Br, Cl) 
   (Ⅱ: DBP, BBP, DIBP, DEHP) 
• Phthalates 17종 분석

• 유기주석 화합물 5종 분석(TBT, TPT, DBT, DOT, TBTO)
• 중금속 5종 분석(Sb, As, Sn, Be, Ni)
•  의뢰자 요청 시 기타 유해 물질 분석

EU REACH SVHC 

물질 분석

•  유럽지역 REACH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201종 분석

•  의뢰자 요청 시 제품별 분석

1)  TVOCs·FA: 총휘발성유기화합물, Aldehyde 분석 

2) Phthalates: 프탈레이트 혹은 탈산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첨가제

3)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산화성 물질을 만들어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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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술 부문 내용

케미칼 부문

친환경 가소제 개발

•  친환경 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Perfect Non-phthalate 계열의 친환경 가소제(ECO-DEHCH)
를 개발하여, 독성 검사를 통해 친환경 물질 확인/등록을 완료했으며, 상업 생산 시작 

•  고품질의 범용 친환경 가소제, 특화된 기능의 가소제 등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여 해당 가소제의 

발굴은 물론 제조공정 개발, 안정성 및 가공성 평가 등을 수행

친환경 벽지용 PSR 개발

•  저 VOCs 첨가제 사용 조건에서도 생산속도 저하 및 점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융이 

빠르고 점도가 낮은 Hybrid PSR(EL-103H)을 개발하여 벽지 업체에 공급

•  벽지 업체의 원활한 친환경벽지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진행

큐셀 부문

프랑스 탄소발자국(CFP) 제도 시행

•  태양광 밸류체인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CFP 평가 결과로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   탄소인증을 통해 획득한 ‘CFP Value’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

국내 태양광 모듈 제품 탄소인증제 추진

•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 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₂ · kg)하여 CFP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참고: 평가방법은 하기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며, 자사는 표준배출계수 방법을 통해 계산

      －  표준배출계수: 각 생산 밸류체인별 kW당 탄소(CO₂) 배출량을 국가별로 계산해 놓은 ‘표준배출계수’를 사용

      －  제조사 자체평가(LCA): 해당 생산지에서 기업별·제품별 배출량을 개별 평가하는 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제품 제조에 관련된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량화해 평가하는 방식

첨단소재 부문

LWRT 친환경 소재 사용

•  접착제 사용 절감으로 냄새 및 VOC 개선

•  열가소성 수지(PP)와 복합소재 사용에 따른 경량/재활용 소재

•  시스템 경량화로 연비 절감 및 CO₂ 발생 감소 → 친환경 설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첨단소재 환경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사업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 종업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   인증 대상: 자동차 부품소재(StrongLite, SuperLite, BuffLite), 전자부품소재(LinkTron) 및 

그 성형품에 대한 생산, SMC

큐셀 부문

2017년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어워드–기업부문

•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

2018년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    당사 사업의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2018년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    당사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표창장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적 추진에 기여

첨단소재 부문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

•    당사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2019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    당사 사업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19년

그린오피스 우수기관  

‘최우수상’ 수상

•    친환경 생활수칙 이행 

우수기업에 수여

2020년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수상

•    지역사회 환경 정화활동 

우수 기여자 수여

케미칼 부문

2013년

CTS (Carbon Trust 
Standard) 인증 획득

•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 화학업체 최초 

CTS 인증 획득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상 수상

•    친환경 가소제 

(ECO-DEHCH)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장영실상 수상

2014년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경영특별상 수상

•    탄소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

2019년

환경경영시스템 최우수 

기업 선정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성과 관리 

실적 인정

수상·인증내역

2018년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    당사의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유지

2018년

ISO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ISO 45001)

•    당사 사업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유지

2019년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ISO 22301)

•    당사 사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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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한화솔루션은 상장 회사로서 상법에 의한 준법통제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의 파악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 법적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규격인 ISO 37001과 ISO 19600를 취득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윤리경영 요구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추구하는 윤리경영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사회 산하에는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 

조직을 두고 회사의 경영 활동과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 및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정기적인 준법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부문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은 회사 전반의 윤리경영 활동을 주관합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의 각 부문은 신입사원, 

임직원 대상 성희롱, 부패방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한화솔루션 윤리경영 추진 조직도

케미칼 부문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큐셀 부문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첨단소재 부문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대표이사

한화솔루션 이사회

윤리경영위원회

준법지원인

준법지원 조직

준법 및 부패방지 방침 한화솔루션은 모든 임직원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윤리규범을 준법 및 부패방지 방침으로 

선포하고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방침을 숙지하고 실행, 유지·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 대외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고객·주주·임직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협력회사·경쟁사와 신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한다.

2.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3.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4.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5.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상호 발전에 기여한다.

6.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7.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정보보호 항목 주요 내용

기술적 정보보호

•  사이버 테러, 해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운영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보안사고 예방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객정보 암호화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백신·보안 프로그램 배포 및 운영

관리적 정보보호

•  고객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

•  고객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또는 기간 만료시 지체 없이 파기

•  정보주체 권리 보장(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  정기적으로 감사, 취약점 점검, 수탁업체 관리 및 감독, 정기교육 등 실시

•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대상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물리적 정보보호
•   주요 정보보호 시설에 대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권한 

관리 및 통제

고객정보보호 한화솔루션은 정보보호전담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운영을 통해 회사에서 생성, 관리되는 모든 정보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사무국을 주축으로 각 부문 및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 교육과 보안의식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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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주요 활동 한화솔루션은 고객 존중,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작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적 기업경영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전사 공지를 통해 윤리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활동내용

윤리경영 실천지침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불공정 협력업체 선정, 외부 금품수수, 회사 자산 및 정보 유용, 

직장 내 성희롱 및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기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ISO 37001·19600
한화그룹 최초이자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반부패 및 준법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37001과 19600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사규부터 부서별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국제표준에 모두 부합한 결과입니다.

정기 및 수시 준법점검 준법지원인은 연 2회 회사 내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준법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현안 발생을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및 전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탁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내외 반부패 법령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사내 게시판에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를 공지하고, 협력업체에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투명한 상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신고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어긋나는 부패사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안,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분 보호와 비밀을 보장하며, 관련 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후원 원칙 부적절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의해 적법한 광고 

및 후원을 집행합니다. 광고 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와 법규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공급사슬 내 윤리경영 전파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가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공정거래실천협약서, 준법 및 부패방지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급사슬 내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을 추구합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