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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환경 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서 발간의 목적
태평양은 2001년부터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보고서를 발간하
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각 부문의 지속적인 환경개선활동
과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를 담고 있으며, 고객, 지역사회, NGO, 직원, 투자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태평양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태평양에서 발간하는‘사회공헌백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범위
본 보고서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본사 및 기술연구원, 국내사업장(수원,
대전, 김천, 진천공장)의 환경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데이터는 추이를 비교하기 위
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해외 생산 법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4’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Contact Us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 (주)태평양 환경경영팀 (우 449-908)
전화 : 031-210-1747
팩스 : 031-210-1829
E-mail : ojh@amorepaci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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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쓴풀 | 산과 들에서 자라는 2년생 풀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만 자주쓴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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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태평양의 꿈,
자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태평양의 노력
‘꽃’
을 아름다움의 대명사라 일컫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능가하는‘자연의 아름다
움’
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꽃이기 때문입니다. 꽃 중에서도‘들꽃’
은 자연 스스로가 돌보는 아
름다움의 상징으로, 우리에게‘들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연이 먼저 건강해야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으며, 환경이 먼저 건강하게 보
호되어야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은 고객의 아름다움
과 건강에 대한 꿈을 터전으로 설립된‘뷰티와 헬스 분야의 전문기업’
으로서, 아름다움을 지키
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
고 사전예방의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
다. 태평양은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최초의 생각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의 단계
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료의
선택은 물론, 생산과 유통의 방식을 연구하며 환경경영 실천을 통해 생태·경제적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을 존중하므로 그 고객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많은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운명공동체로서의 환경
지킴이의 역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꿈은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태평양의 모든 제
품과 서비스 속에 건강한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마음으로 자연을 지키고 돌보는 노력을 아끼
지 않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로벌 기
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수행하며 환경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경영을 구현해 나가
겠습니다.

주식회사 태평양 대표이사 서 경 배

하나, 태평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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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름 - 다 - 움 - 에 - 대 - 한
기 - 업 - 의 - 비 - 전
아름다움의 으뜸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며
‘자연스럽다’
라는 단어가 설명하듯
꾸미거나 가릴 필요가 없는
건강한 자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연이 존재하여야
그 자연을 닮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지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기업태평양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 중의 으뜸은
건강한 자연입니다.

연꽃 |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고결한 모습을 잃지 않으며, 꽃의 색이 곱고 깨끗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태평양의 노력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공헌하기 위한 태평양의 꿈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회사 개요
태평양은 기업시민으로서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1945년 창립되었으며,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산
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태평양은 국내 일등기업을 뛰어 넘어 아시아지역은 물론,
유럽과 미 대륙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R & D와 인적자원에 집중투자하며 글
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
준의 선행력을 확보하여 전세계인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기
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ision 2015

고객의 미와 건강을 위해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Beauty

Health

비전

비전

10개의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여

5개의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여

세계 10대 화장품 회사로 성장

건강문화를 추구하는 리딩기업으로 발전

실현

실현

고객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실현하는

뷰티 상품과 서비스 제공

건강 상품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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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및 브랜드
브랜드 현황

유형

주요브랜드명
AMOREPACIFIC, 설화수, 헤라, 베리떼, 리리코스

화장품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오딧세이
미래파, 미스쾌남, 롤리타렘피카, 카스텔바작, 에스쁘아

Mass Beauty

미쟝센, 댄트롤, 메디안, 송염, 해피바스

건강

설록차, 비비 프로그램
AMOREPACIFIC

매출현황
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원)

11,198

8,979

11,719
11,053

설화수

9,315
8,733

1,516 1,574

1,707
703

746 697

03

04

리리코스

03

04
화장품

05

03

04

05

Mass Beauty (생활용품)

05

03

04

05

합계

녹차 등

종업원현황 _ 2005년 12월 기준

구분

사무직

생산직

기타

계

남

1,162

246

30

1,438

여

1,438

217

70

1,725

계

2,600

463

100

3,163

라네즈

마몽드

사업장 소재지

프랑스 샤르트르공장

프랑스 (Paris)
프랑스 (Chartres)

중국 심양공장

중국 상해공장

미국 (New York)

중국 (Shenyang)
일본 (Tokyo)
중국 (Shanghai)
대만 (Taipei)

본사
수원공장

기술연구원, 인재개발원
진천공장

대전공장
대전지역사업부

김천공장
대구지역사업부
부산지역사업부

광주지역사업부

본사

기술연구원

수원공장

김천공장

진천공장

대전공장

제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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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들 - 꽃 - 으 - 로 - 부 - 터 - 배 - 우 - 는
환 - 경 - 철 - 학 - 과 - 방 - 법 - 론
‘꽃’
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꽃 중에서도‘들꽃’
은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대변합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속에 살아 숨쉬는 흙을 자양분 삼아
절로 피어나는 들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들의 진정한 귀감이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아도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들꽃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로 | 깊은 산지의 깨끗한 공기와 물기를 먹고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환경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환경과 경영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게 합니다. 환경을 공통분모로 하는
경영체제와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태평양은 스스로 교육하고
실천하고 평가함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1_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철학과 방침

태평양은 1993년, 9월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환경, 품질,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무한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태평양 그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어 1999년 9월,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여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여 태평양의 사업활동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침
Beauty & Health 전문회사로서 태평양은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영활동
을 통해 혁신적인 환경가치 창조와 지속적인 개선으로 고객의 풍요로운 삶과 행
복을 추구합니다.
■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여 환경경영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환경개
선을 통해 환경가치를 창조해 나갑니다.
■ 제품의 개발에서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사전오염 예방 및 청정생산기술개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을 최소화함으로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고객의 환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내부기준을 만들어 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 환경경영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내·외부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합니다.
■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실천방향
‘태평양 그린운동’
은 크게 4가지 전략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경영시스템 구축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오염물질 최소화의 노력
■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을 통한 그린마케팅의 실현

태평양 그린운동
ECO2 Project

그린마케팅

■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우수한 환경성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리라고 확
신하고 있습니다.‘태평양 그린 운동’
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환경적 효율과 경
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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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
태평양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바탕으로 안
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을 통합한 글로벌 기준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획(P), 실시(D), 점검(C), 개선(A)의 단계로
운영되어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경영시스템은 환경개선과 품질향상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수원, 대전, 김천, 진천의 전 공장에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인증취득 현황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 - OHSMS 18001)

구분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본사

●(2003)

기술연구원

●(2003)

수원공장

●(2003)

●(1995)

●(2002)

대전공장

●(1995)

●(2000)

●(2004)

품질관리기준
인증서
지속적 개선

CGMP (1993)
경영 검토

김천공장

●(2003)

●(2000)

CGMP (2002)

진천공장

●(2003)

●(2000)

HACCP (2003)

물류센터

●(2000)

방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HSMS 18001)
점검 및
시정조치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품질관리기준
(CGMP, HACCP)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조직

실시 및
운영

태평양은 환경경영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992년 8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전사 환경

계획

환경경영시스템 구성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 환경경영지원을 위한 환경보전사무국을 신설하였고 환

사장

경경영체제 구축 및 실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경영팀을 조직, 환경업무를 수행하

환경보전위원회
환경경영팀

고 있습니다.

인사총무 기획재경 생산물류
혁신

R&D

환경안전파트
환경경영 조직도

영업

마케팅

계열사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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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

태평양은 매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사내자격 인정을 받은 총 25명의 내부심사원
이 수원, 대전, 김천 ,진천 사업장 간에 연 2회의 상호심사를 시행함으로써 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여 최고경
영자에게 보고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사외인증심사원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여 사내, 계열사, 협력업체 심사를
위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외부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시
스템이행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의
경우, 2004년 규격으로 재인증을 받아 시스템의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
받은 바 있습니다.

연간 심사 일정
구분
내부심사

외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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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장

대전공장

김천공장

진천공장

2005. 4. 12 ~ 13

2005. 4. 19 ~ 20

2005. 4. 15

2005. 4. 21

2005. 9. 28 ~ 29

2005. 10. 17 ~ 18

2005. 10. 19

2005. 10. 10

2005. 10. 24 ~26

2005. 11. 1 ~ 2

2005. 10. 27 ~ 28

2005. 11. 3 ~ 4

환경교육

태평양은 각 사업장별로 부서별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
다.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사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재개발원을 통하여 환경경영시스
템 기본실무과정, 내부심사원과정을 실시하였고,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리자와
현장근무사원들을 위한 맞춤식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계열
사와 협력업체에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기본교육과 내부심사원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환경경쟁력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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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환경교육
태평양은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태평양의 환경에 대한 생
각과 그동안의 실천내용을 전달하며, 앞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신입사원연수 프로그램에
환경교육을 정규과정에 포함하여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ISO 14001 기본 실무 과정

신입사원 환경교육

2005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재개발팀 정규과정으로 편입된 ISO 14001 기
본 실무과정을 실시, 총 2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주로 신입사원 위주로 교육을 실
시하여 환경경영시스템과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케팅 포럼
4월 29일 본사에서 마케터, 디자이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마케팅 포럼에

마케팅 포럼

서는‘에코디자인,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과
학부 교수이며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 단장이신 남궁은 교수님을 모시고 에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천공장 비상사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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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 대응체제

비상사태 대응
태평양은 당사의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

대전공장 비상사태 훈련

속한 원인제거와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종업원 스스로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며, 예상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종
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고예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수원공장이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용인소방소가 매년 1회 주최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며, 비상사태 대비 및 화재 발생시 자체적인 긴급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
체능력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공식대회입니다.

수원공장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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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평가

BSC와 연계한 환경성과평가 도입
생산부문에서는 2004년 각 공장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성
과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2005년 BSC(Balanced Score Card)의

Process에 반영,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작업에서 전산화 하여 집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실적관리 홈페이지

환경성과평가 위한 지표 체계
720 (목표)
구분

680
575

경영성과지표 (MPI)

중분류

가중치

소분류

환경경영시스템, 법규준수, 환경회계
50%

내부심사원보유율 등 6개 항목

50%

에너지 사용량 등 6개 항목

지역사회와의 관계, 안전보건
운영성과지표 (OPI)

투입물 (에너지)
배출물 (폐기물, 대기, 수질)

04

05

06

(점)

환경성과평가결과

“우리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환경교육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환경경
영시스템에 대한 사내전문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자 합니다.”
대전공장 생산지원팀 유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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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환경활동
Environmental Activities

원추리 |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근심을 떨쳐버릴 만큼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해서 '망우초'라고도 불립니다.

깨 - 끗 - 한 - 아 - 름 - 다 - 움 - 을
지 - 키 - 기 - 위 - 한 - 기 - 업 - 의

약 - 속

들꽃들이 마음껏 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들꽃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맑은 공기,
들꽃들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깨끗한 비,
그리고 들꽃들과 더불어 향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태평양은 세심한 눈길로 자연을 살피고
정성어린 손길로 자연을 돌봅니다.
환경보호는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태평양의 약속입니다.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발상의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태평양의 세심한 관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 믿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환경경영을 통해 생산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은
지구의 미래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환경을 위한 디자인이야말로 디자이너의 참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디자이너의 작은 노력이 지구의 미래환경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D팀 서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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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환경

태평양은‘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디자인한다,’라는 철학 아래 환경성을 고
려한 제품의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성
을 신중히 고려하여야만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의
요소와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점도 린스 제품에 잔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재활용성 향상
‘미쟝센’
과‘댄트롤’
의 린스제품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딥튜브의 경우 사용 후 남
겨진 내용물의 잔량이 15% 정도에 달하던 것을 Triangle Absorber 용기개발을
통하여 9%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이 기술은 소비자 만족은 물론, 용기의 재활용
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므로 실용신안 등록을 하였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설화수 자음 6종 견본 세트의 받침접시는 기존 100% 신재(순수신원단)를 사용하
여 만들던 것을 신재 50%, 재활용된 플라스틱 50%를 혼합하여 만들어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포장재에 사용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쟝센 린스

재이용을 고려한 세트패키지 디자인
‘이니스프리’세트 제품의 경우 종이로 선대를 만들어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세
트 상자에서 선대를 제거하여 영수증 보관함이나 선물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프로슈머들과 용기재이용 DIY를 진행할 때에도
사용되어 직접 고객들과 함께 여러 품목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50% 재활용 플라스틱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니스프리 세트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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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Brand Focus

Save the Sea, 리리코스

프레스티지 프렌치 마린 브랜드 리리코스는‘바다’가 브랜드 컨셉과 철학의 원천입니다.
‘생명체’의 발생지인 바다를 기억하고 바다의 무궁무진하면서도 근원적인 에너지를 피
부로 또한 일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리리코스는 지금까지 바다가 베풀어 주는 혜
택을 누려온 만큼 이제는 환원과 공존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판단 하에 우리
의 바다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가꾸자는 취지로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함께 2004년부터
바다환경 프로젝트‘Save the Se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알기-‘바다사진 캠페인’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우리나라 바다알기’
입니다. 바다의 환경 개선에 앞서 환
경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다를 알아
야 합니다. 리리코스의 우리나라 바다알기 프로젝트는 매달 특정지역의 바다를
선정, 환경 이야기와 함께 포토 에세이 형식으로 그 곳의 바다를 소개하고 있습니
다. 2005년 우리나라 바다알기의 테마는‘다도해 이야기’
입니다. 섬이 많은 바다
다도해가 풀어내는 12가지 이야기가 천일야화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서서히 사람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리리코스와 녹색연합이 함께
하는 우리나라 바다알기 프로젝트는 2006년에도 이어 더욱 새로운 주제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날’기억하기
리리코스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스카프를 제작하여 증정함으로써 리
리코스의‘Save the Sea’프로젝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습니
다. 바다의 날 스카프를 접한 프레스들은 요란스럽지 않게 잔잔하게 접근한 본 행
사에 대해‘바다사진 캠페인’
의 제 2탄 깜짝 이벤트처럼 느껴져 신선하다는 의견
과 프레스티지 프렌치 마린 브랜드인 리리코스와 바다와의 연관성이 다시금 인식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다사진 엽서

전국 연안 실태 조사 보고서‘인간을 구하는 숲, 해안림’책자 배포
우리나라 바다알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색연합은 전국 연안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해안림의 중요성과 현재 우리나라 해안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
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안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안
림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나누고자 책자를 제작, 바다사진과 함께 고객들에
게 배포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스카프

해안림 책자

“바다를 살리려면 먼저 바다를 알아야죠. 그 중에서도 우리 바다가 처해
있는 상황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
는 일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입니다.”리리코스 BM 김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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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환경

태평양의 기술연구원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을 생각하고 원재료의 선택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원료의 개발 및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자모델링을 이용한 Green Chemistry 실천
태평양은 화장품 원료의 개발에 있어서 분자모델링의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 생
리적 활성 등을 예측하여 화장품 원료로서 가능성이 높은 원료들만을 엄선하여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화학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Green Chemistry
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엘라티네이트라는 원료를 개발하였
고, 이 기술은 과학기술부가 인증하는 KT마크 등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
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우수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기술로 선정되어 그 진보성
과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저온 제조 공정개발
기존의 샴푸 제품의 경우 실리콘의 안정화와 펄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
료는 70 ~ 80℃ 정도의 고온에서 용해되기 때문에 많은 열을 필요로 하므로 가온
과 냉각의 공정을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고온 용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원료를 별도의 탱크에서 제조한 다음 고온 용해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머지 원료들과 저온에서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을 개발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제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
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품질연구
태평양 기술연구원의 Safety Monitoring & Action Platform의 위기관리 전문가
들은 국제적 안전, 환경이슈 및 연구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원료, 제품 및 공정을 모니터링하여 인간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분석연구팀에서는 최첨단 분석기술 및 장비(SEM-EDX, GC-MS, LC-MS 등)를 이
용하여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성연구팀에서는 피부과전문의와 공동으
로 소비자의 피부안전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LP 인
증을 받은 전 임상연구팀에서는 원료의 개발과 도입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철저
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

Safety Monitoring & Action Paltform
법규, 분석, 안전성 및 제품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조직

분석

모니터링
법규, 매스컴, 전문 학술지의
정기적 리뷰를 통한 위기요소 파악

Safety Monitoring
&
Action Platform

의심성분 분석, 원인 규명 및 제거
원료 및 제품 품질연구

안전성

제품개발

피부안전성 전문 연구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원료 및 제품의 피부안전성 진단

안전한 제품개발

안전한 제품을 위한 피부안전성 확보
GLP 인증을 받은 기술연구원 내 전 임상연구팀과 안전성연구팀에서는 안전한 제
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피부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적으로 활발히 연구중인 동물실험 대체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연구
함으로써 생명윤리와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운영기준)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
실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실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
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환경을 위해 연구하는 일은 무궁무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연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거라는 믿음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소재연구팀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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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태평양은 에너지 사용이 적은 업종이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지원
(건물 냉난방)

생산
(제조공정 유틸리티)

된다는 생각 하에 영업부문, 물류부문, 생산부문, 지원부문 등 총 13명으로 구성
기후변화대응
TFT

된 기후변화대응 TFT를 2005년 7월 결성하였습니다. 이 TFT 활동을 통하여 대
내·외 동향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
향에 맞추어 자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온실가스 Inventory 구

영업
(건물 냉난방)

물류
(수송에너지)

축’
,‘온실가스 저감 실적 파악 및 잠재량 파악’
,‘온실가스 저감 전략 및 실천계
획 수립및 시행’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TFT

1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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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
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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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nitiative 200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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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CO2 배출량

그린이니셔티브 2005 프로젝트
‘그린이니셔티브 2005’프로젝트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상품기획, 개발프
로세스와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케팅, R & D, 생산,
물류, 국제사업팀 등 전부문의 구성원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TFT를 구성하여

2005년 5월 4일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명지대학교 환
경생명과학부의 남궁은 교수님께 자문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이니
셔티브 2005 프로젝트는 글로벌 제품환경 분석, 포장재에 대한 LCA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부
터 이행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TFT 인원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
한 환경교육을 진행하여 전사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
습니다.

그린이니셔티브 2005 Kick off

04

(톤)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품기획

개발 / 생산

모니터링

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품 환경성 체크

제품의 Eco - Efficiency

통한 환경성 고려

모니터링

에코디자인은‘실천’입니다_ 남궁은 자문교수 인터뷰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서 태평양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

에코디자인을 잘 하는 것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게다가 국
제경쟁력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 에코디자인입니다. 에코디
자인은 태평양이‘2015년까지 글로벌 Top 10’
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에코디자인을 활용하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태평양이 되
었으면 합니다. 에코디자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
닙니다. 전 사원과 고객이 함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환경에 대한 태평양의 비전은 태평양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글로
벌 10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줍
니다. 에코디자인으로 승부를 거는 태평양에 박수를 보냅니다.”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남궁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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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환경

태평양의 생산부문은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핵심축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청정생
산기술의 개발,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통하여 환경무한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
히 청정연료의 사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폐기물 저감, 제조공정의 개선 등에 있어
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와 연계한 폐수처리효율 향상
수원공장은 화장품 폐수의 계절에 따른 처리효율의 변동으로 인한 방류수 COD
농도의 계절적 변차발생을 줄이기 위하여‘수원공장 연평균 방류수 COD 농도 감
소’
라는 주제로 식스 시그마 과제를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 과제는 통계적기법을 이용, 폐수의 환경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동절기 최적
운영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폐수처리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IP 시스템 화면

CIP(Cleaning In Place) 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한 물 사용량 감소
수원공장의 PILOT 제조장에서는 작업자가 작업 후 주기적으로 교차오염 및 미생
물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화장품 내용물 이송관 및 제조설비내 잔류물 제거’
를
목적으로 하는 세척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CIP 공정이라고 하는데 수
동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을 CIP Washing Ball, 스팀을 이용한 자동세척, 살균시
스템 등으로 개선, 세척시 소량고압분사방식을 사용하여 물 사용량 30% 감소, 에
너지 소비량 40%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이 자동세척시스템은 다
른 공정으로도 계속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 공정의 탈수기 개선을 통한 폐기물(슬러지) 발생량 감소
수원공장에서는 폐수처리 후 발생되는 슬러지 탈수시설을 기존의 벨트압착식에
서 전기침투식으로 교체, 연동운영함으로 슬러지의 함수율을 83%에서 62%로 감
소시켰으며, 슬러지의 양도 40% 가량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물류가 담당하는 일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 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의 흐름을 기획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몫의 환경실천운동입니다.”물류기획팀 김성건

전기침투식 탈수기

내용물 전용 이송라인 구축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대전공장에서는 생활용품 포장라인의 소 Lot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포장설비의 품목
교체횟수가 증가되고 내용물 이송라인의 세척횟수가 증가하여 폐내용물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견,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개의 내용물 전용이송라인을 구
축, 라인세척횟수를 감소시킴으로 폐내용물 발생량을 연간 6.1톤 감소시켰습니다.

공정개선을 통한 유기용제 사용량 저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주)태평양제약에서는 타리겐정 제조시 유기용제
를 사용하여 코팅하는 공정을 개선, 유기용제 대신 정제수를 사용하여 코팅하도
록 하여 연간 4톤의 유기용제 사용량을 저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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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환경

태평양은 생산과 개발의 단계는 물론, 물류 부분에서도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는 공동배송시스템을 적용,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
이고 있으며 포장모듈 개선을 통한 비용 감소와 물류 거점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F 도입

RF(Radio Frequency) 시스템 도입으로 자원 절감
물류사업부에서는 RF시스템, 즉 무선통신환경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내장된 PDA
및 PC를 이용하여 12월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작업시스템을 수원센터와 대
전센터에 오픈하였습니다. 전산작업을 거쳐 작업지시서를 출력, 담당자에게 전달
되는 기존의 작업방식 대신 PDA를 통해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직접 지시받으므로
출력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용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팔레트 사용 확대
물류사업부에서는 기존의 목재 팔레트를 반영구적 플라스틱 팔레트로 대체, 작업
중 분진 발생을 막고 2배 이상의 수명을 예상하므로 연간 3억원의 비용절감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 김천 공장 및 물류센터 내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향후 2년간 대전, 진천 공장 및 전국 물류 센터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Environmental Activities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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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태평양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종업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연 펀드 & 그린 다이어트 펀드 운영
2005년 4월부터 태평양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사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기업으로서 직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식습관 개선과 부족한 운동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금연펀드와 그린다이어트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펀드는 총 10명이 가입하여 6명이 성공하였으며, 그린다이어트 펀드는 신체검사
를 통해 목표 감량치를 정하고 펀드가입신청서를 작성, 6개월경과 후 목표체중감
량을 달성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총 195명이 가입하여 124명이 성공하

그린다이어트 펀드 모집

였습니다.

맞춤식 안전보건 교육
생산부문에서는 보건·안전 교육으로 산업안전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실습위주의
맞춤식 안전보건교육을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 총 35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현업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환경안전진단
태평양은 4개 공장은 물론 계열사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진단을 연 2회 실시하여
환경과 안전에 대한 준수상태를 점검, 개선하고 2005년에는 위험가능요소 221건
을 적출하여 99% 이상을 개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진단일
구분

수원공장

김천공장

대전공장

진천공장

진단일

5 /11 , 10 / 12

6 / 15 , 10 / 11

4 / 26 , 10 / 5

6 / 16 , 10 / 14

지압보도 운영
또한 종업원들이 장시간의 근무를 통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지압보도를 설치하
여 휴식시간에 피로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공장 지압보도

9_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태평양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경쟁력도 글로벌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 Win-Win 하기 위한 협력사와의 파트너 관계구축을 목표로 협
력사 육성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공동의 노력
화장품 단상자, 인쇄물 등을 생산하는 (주)태신인팩은 친환경 인쇄기술 개발을 위
해 노력해온 결과 2005년에 기존의 유성잉크와는 달리 석유의존도가 낮은 환경
친화적인 SOY(콩기름) 잉크 적용을 상용화하는데 성공, 미국 SOY협회(ASA)로부
터 인증 마크를 허가 받았습니다. (주)태신인팩은 이외에도 환경호르몬을 방지하
는 식품포장재 개발 등 친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5년 5월 서
명현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협력사 육성 및 지원
태평양은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사 육성 및 지원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1개 협력사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지원하고 ISO 14001/ISO 9001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협력사와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부터는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개발,
친환경공급망 체계를 갖추어 제품의 환경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평가 및 시상
태평양은 매년 2회 원료 협력사 7개사, 포장재 협력사 24개사에 대하여 환경법규
대응력, 환경경영활동 등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실시,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개선
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자사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여 2005년 4월에는 노말헥산,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협력업체
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였
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매년 협력사 사장단 회의체인 A - PAC(Amorepacific

Partner’s Committee)을 통하여 공유되며, 우수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관심이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태평양의 의지와 노력이 그러하듯, 협력사의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함께 이루
어가는 환경을 생각합니다.”A - PAC 대표 (주)선일 이무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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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활동
Environmental Activities with Customer

해당화 | 바닷가 모래 언덕에서 자라는 들꽃으로, 깨끗한 바다가 없다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들꽃입니다.

아 - 름 - 다 - 움 - 을
함 - 께 - 지 - 켜 - 가 - 려 - 는 - 노 - 력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실천해야할 일입니다.
함께 지켜가는 자연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꽃피워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실천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태평양은 인류봉사와 인간존중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피부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이니스프리의 그린라이프
캠페인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실천
하는 환경운동입니다.“
이니스프리 BM 유은희

“즐겁고 재미있게… 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문화의 차원
에서 접근하면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환경보호
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배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
기업문화팀 신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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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꽃사랑 캠페인

태평양은 무조건적인 서구문화 수용과 서구식 개발의 부작용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들
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들꽃 생태 공개강좌‘백두고원의 야생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야생화의 생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하여, 태평양은 야생화연구소와 함께‘들꽃 생태 공개
강좌’
를 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동아일보사와 함께‘백두고원의 야생화’
를
주제로 3회에 걸친 영상강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백두고원 야생화의
생태와 백두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들꽃 생태 체험 프로그램
태평양은‘우리들꽃사랑 캠페인’
의 일환으로 우리 땅에 자라는 꽃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활동을 통해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들꽃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태평양의
우리들꽃사랑캠페인 포스터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AMOREPACIFIC 가족 우리들꽃사랑 기행(총 5회)’
을
개최하였고,‘선생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꽃사랑(총 3회)’
,‘마몽드와 함께 가는
우리들꽃 문화답사(총 3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들꽃지킴이 환경학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들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
우리들꽃지킴이 환경학교

고 이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고자 '우리들꽃지킴이
환경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
터 27일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선재학교 교육장에서 제 1기 우리들꽃지킴이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들꽃 탐사와 습지탐사, 별자리 관찰, 작물 수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믿으며,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환경기금(사단법인/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에 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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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의 Green Life Campaign

2000년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런칭한 이니스프리는 피부도 자연과 환경의 일부라는 신념
으로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아름다움과 건강 유지의 근원이 됨을 고객들에게
알리고자‘그린라이프 캠페인’이라는 테마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허브테
마여행’,‘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빈 용기수거 캠페인’,‘머그컵 나눠 주기’,‘실내
정원 가꾸기’등 다양한 활동이‘그린라이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브테마여행

가든 오브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허브테마여행의 역사는 이니스프리 브랜드의 탄생과 함께 합니다. 특
별 이벤트로 출발했던 이 행사는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001년부터 이
니스프리의 연간정기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포천 허브아일랜드 내에 위치
한‘Garden of Innisfree’
로의 허브테마여행을 기획, 이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자
연의 이로움과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 포스터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
은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 쉬운 젊은층에게
자연환경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학교 축제기간을 이용하
여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제기간동안 이니스프리와 함께 캠퍼스를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이니스프리에서 나누어준 쓰레기봉투에 재활용
이 가능한 쓰레기를 모아 오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행사로, 친환경활동이 그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 봉투

리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이니스프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2005년 대한민
국 소비자 웰빙지수’여성화장품 분야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니
스프리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진실된 친환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
니다.

소비자 웰빙지수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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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Eco Star Team

부산지역사업부

태평양 부산사업부는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체적인‘환경지킴이’를 발족하여
지난 한 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명산의 자
연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6년에는
부산의 젖줄, 온천천을 서울의 청계천에 버금가는 맑고 살아 숨쉬는 도심하천으로 만들
기 위한 또 다른 환경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사업부 태평양 환경지킴이

부산의 산을 깨끗하게
부산지역사업부에서는 부산내 주요명산인 금정산, 승학산, 장산 등이 늘어난 등
산객으로 인해 훼손, 오염되는 사례를 접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뜻을 다짐하게 되
쓰레기없는 거리 만들기

었습니다. 2005년에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의 산을 만들자'라는 취지 아래
‘환경지킴이’
를 발족시켜 활동하였습니다.

‘APEC 맞이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캠페인
‘APEC’기간동안 부산을 방문하는 세계인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선물하기 위
하여 부산역-부산 사옥 구간의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
다(총 3회). 이 행사는 시·구청과의 연계를 통한 행사로 관계기관과의 유대증진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에 대한 태
평양의 마음가짐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활동은 지구촌에 함
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일이라는 점
에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부산지역사업부 총무팀 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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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린이 환경학교
김천공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10

어린이 환경학교

월 29일 김천공장 인근의 농소초등학교 어린이 60여명을 공장으로 초청, 환경교
육과 함께 환경시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어린이 환경학교’
를 진행하였습
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태평양 생산부문은 지속적으로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원공

김천공장정화운동

장은 원천천, 대전공장은 갑천을 지정 하천으로 하여 5월, 11월 2차례에 걸쳐 정
화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천공장은 대광천을, 진천공장은 실원천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이상 정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사업부에서는

2004년부터 광주 시민의 젖줄인 광주천 주변의 정화운동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
습니다.
광주천 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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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프로슈머, 푸름아리

자연과 기업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고객과 함
께 환경보호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5년 그린프로슈머‘푸름아리’활동을 전개하였습니
다. 이 활동은 고객들과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
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장품 제조공정 체험
푸름아리 활동의 첫 번째 오프라인프로그램으로는 먼저,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
지며,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체험하는‘친
환경화장품 제조공정 체험’
이었습니다. 총 27분의 고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였고 프로슈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용기 재이용 DIY
그동안 버리면서‘아깝다’
라고 생각되었던 화장품 용기를 가정에서 쉽게 재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쓴 헤라
티슈 용기를 저금통으로, 이니스프리 세트 상자는 영수증 함으로 만들면서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니스프리와 함께한 허브테마여행과‘아름다운 토요일’자원봉사 활
화장품 제조공정 체험

동을 통하여 2005년 태평양 프로슈머와 태평양은‘다음세대’
를 위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프로슈머,‘푸름아리’김진희 _ 인터뷰
용기재이용 DIY

푸름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2005년은 푸름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잊고 살기 쉬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땅에 대한 고마
움을 깨닫게 해 주는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푸름아리 활동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활동은‘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인데요. 매우 추운 날
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봉사하시는 태평양 직원들과 사장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
허브 테마여행

적이었습니다. 평소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비싸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제
가 지불하고 있는 태평양 제품을 통해 저 또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생각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푸름아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푸름아리의 활동은 http://prosumer.amorepacific.co.kr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기업과 고객이 함께할 때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은 비로소 프로페
셔널한 활동이 되는 게 아닐까요? 환경활동이란 말이나 생각만으
로 실천할 수 없는 것, 기업과 고객,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함께 합니다.”
고객상담팀 임려규, 푸름아리 회원 김진희

Environmental Activities with Customer 38 39

다섯, 고객과 함께 하는 나눔활동
Share Activities with Customer

마 - 음 - 까 - 지 - 나 - 누 - 는
아 - 름 - 다 - 움
나눔의 으뜸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들태평양은 마음까지 나누는 아름다움을 꿈꿉니다.

노랑어리연꽃 | 늪이나 못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물풀입니다.

태평양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고객을 향한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문화팀 노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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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기금

2003년 조성된‘장원 서성환의 아름다운 세상기금’
을 통해 저소득층 모자 가정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업과 취업, 생계보조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04년 1호점을 오픈한 이래, 2005년에는 3호점 임마뉴엘 미용실을 시작
으로 7호점까지 오픈하였으며, 총 1억 4천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기금 전달식(3호점)
임마뉴엘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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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나눔

아름다운 토요일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나눔 행사의 지속 전개로 사우들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2
월 3일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아름다운 재단 산하의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태평양 전 직원이 함께하는 나눔 행
사로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기증
된 1만 3천여 점의 물건과 함께 CF 촬영소품 등이 전시·판매되었습니다. 이번 행
사는 구성원을 비롯하여 거래처의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1社 1村 돕기 운동
김천공장은 김천시 어모면 남산3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9월에는 농민들이 재배한
과일 판로확보를 위한 시식행사 및 구매행사를 진행하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10월에는 마을진입로 풀베기,
오물 수거활동을 벌였으며 주민들을 초대한 공장견학을 통하여 서로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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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을 위한 휴플레이스

아모레 휴플레이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과 함께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
답게 가꾸어‘나눔’
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4월부터 전국 51개 휴플레이스 매장을
‘아름다운 가게 명예점’
으로 선정, 아름다운 가게를 위한 고객들의 상시 기부가
가능한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휴플레이스 점주들과 아름다운 가
게 이매점에서 그동안 기증된 물품을 가지고‘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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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현판식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방판사업부는‘따뜻한 이웃 캠페인’
을 통하여 아모레 카운셀러들을 주축으로‘아
모레 카운셀러 봉사단’
을 결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화수 명품, 섬리안 크림과의 연계를 통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기증품 수거함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는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 101개의 특약점에서는 돌봐주는 가족 없이 쓸쓸하게 추
석을 보내는 노인 들을 초청하여 메이크업서비스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을 나누어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평양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공헌홈페이지(http://nanum.amorepacific.co.kr)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맞이 큰사람 나눔 잔치

환경 데이터
태평양은 미래세대에게 풍요로운 환경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에너지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에너지보전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환경설비 투자와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276
8.181
0.121
0.102

전력 사용량

04

03

05

연료 사용량

원단위 ( TOE / 톤 )

전력 ( TOE )

04

05

2,134

1,940

03

05

227,889

0.045

04

4.784

224,040

0.047

03

5.472

4,872

4,522

5,064

343,614

11,599

0.110

용수 사용량

원단위 ( TOE / 톤 )

연료 ( TOE )

원단위 ( 톤 / 톤 )

용수 ( 톤 )

원단위 | 제품 생산톤당 에너지 사용 /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합니다.
TOE ( Ton of oil equivalent ) | 석유환산톤으로 석탄, LNG, 경유 등의 에너지원을 석유 단위로 환산한 양(톤)을 말합니다.
2003년 안산공장 및 세제공장 매각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용량, 발생량이 감소되었습니다.

5.294

0.15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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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
폐수 ( 톤 )

원단위 ( 톤 / 톤 )

303

원단위 ( 톤 / 톤 )

04

0.006

305

폐수 발생량

03

0.007

04

05

3,467

05

3,541

04

129,161

130,528

03

489

2.711

6,117

222,357

0.012

03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폐기물 ( 톤 )

원단위 ( 톤 / 톤 )

유해화학물질 ( 톤 )

2004년부터 폐기물 발생량에 파지, 고철 발생

유해화학물질은 염산(HCI), 수산화칼륨(KOH),

량은 제외되었습니다.

수산화나트륨(NaOH) 등의 총사용량입니다.

회사연혁
1945. 9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태평양화학공업사 창립

1993. 3

태평양화학(주)에서 (주)태평양으로 상호 변경

1993. 9

무한책임주의 선언(서비스/품질/환경)

1993. 9

태평양 그린운동 전개(어린이 여름캠프 실시)

1994. 12

1995년도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환경부)

1995. 12

ISO/DIS 14001 시범인증 획득(한국화학시험연구원)

1996. 5

환경친화기업 지정(환경부)

1996. 12

수원공장 KS A/ISO 14001 인증획득(한국품질환경인증지원센터)

1998. 11

1998 녹색에너지 기업대상‘우수상’수상(환경운동연합, 한국일보)

1999. 6

환경친화기업 재지정(환경부)

1999. 6

환경경영대상‘우수상’수상(매일경제, 환경부)

1999. 11

1999 녹색에너지 기업대상‘최우수상’수상(환경운동연합, 한국일보)

2000. 6

2000년 환경경영대상‘대상’수상(환경부, 매일경제)

2001. 10

2001년 아이디어경영대상‘화학부문 대상’수상 (한국능률협회)

2001. 10

그린포장 위너상‘대상’수상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2001. 11

국가품질상 전문상 부문‘환경경영상’수상(산업자원부, 한국표준협회)

2002. 2

서울의제 21‘우수사업상’수상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2. 2

제 11회 경제정의기업상‘대상’수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2. 7

수원공장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ISSMA)‘대상’수상(한국표준협회)

2003. 7

대전공장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ISSMA)‘대상’수상(한국표준협회)

2003. 9

윤리경영 선포

2003. 10

그린포장 위너상‘장려상’수상(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2004. 11

국가품질상‘품질경영상’수상 (산업자원부, 한국표준협회)

2004. 12

신노사문화대상‘국무총리상’수상(노동부)

2005. 10

이니스프리 2005 소비자 웰빙지수‘여성화장품 부문 대상’수상(한국표준협회)

들꽃 향기가 가득하고 나비들이 춤을 추는 청정한 자연을 위하여
태평양은 환경무한책임주의를 선언하며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섭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www.amorepacif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