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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

보고서 발간의 목적

아모레퍼시픽은 2001년부터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보고서를 발

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아모레퍼시픽 각 부문의 지속적인 환

경개선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를 담고 있으며, 고객, 지역사회, NGO, 직원, 투자기

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

헌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활동백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범위

본 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본사 및 기술연구원, 국내사업장(스킨

케어사업장, 메이크업사업장, 매스뷰티사업장, 설록차사업장)의 환경 활동을 담고 있

습니다. 환경데이터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해외 

생산 법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4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Contact Us

주소_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 ㈜아모레퍼시픽 환경경영팀 (우 449-908)

Tel_ 031-210-1893 / Fax_ 031-210-1879

E-mail_ ojh@amorepaci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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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 예로부터 “덕을 갖춘 사람들이 마시기에 가장 알맞은 음료수”라 일컬어진 녹차는

차나무의 새로 돋은 가지에서 딴 어리고 순한 잎을 덖어 만드는데, 5월에 딴 잎이 가장 좋은 차가 됩니다.

차를 덖는 일은 생명을 응축하여 사계절 찻잔 속에 봄을 피워내는 신비로운 기술로 녹차는 노화를 억제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어 주는 신비로운 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CEO Message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연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연구해 온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2년의 세월을 통

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기여하기 위

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자연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함께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는 깨달

음입니다.    

동백씨앗에서부터 녹차에 이르기까지, 또한 인삼에서 소나무, 살구, 매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각각 여

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어떤 가치와 효능을 지녔는지를 연구함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대자연의 

깊은 뜻을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각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겨나 어떻게 함께 어울리며 자연 

안에 살아가는지, 그 안에 담긴 대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배려할 줄 아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한 

몸에 자연스럽게 아우러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은 겉으로 드

러나는 모습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서 큰일까지,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자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좋은 것을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을 환경경영 실천의 새로운 모토로 삼고자 합니

다.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기여하기 위해 거듭난 ‘Asian Beauty Creator’로서의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친환경기업으로서의 미래지향적 가치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으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아모레퍼시픽 소개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신과 육체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로서 새롭게 다지는 아모레퍼시픽의 믿음은

자연의 조화를 먼저 지키고 돌보아야 하겠다는 기업의 사명을 보다 견고하게 합니다.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바로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

동백 | 동백은 추운 겨울 동박새의 도움을 받아 화분을 옮기는 조매화입니다.

동백은 붉은 빛깔만큼이나 열정적인 삶을 사는데, 눈 속에 한번, 봄이 되어 꽃잎이 시들기 전

꽃채로 몸을 던져 땅 위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씨앗에서 낸 동백기름은 예로부터 여인들의 머리를 아름답고 정갈하게 가꾸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Corporat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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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 고유의 문화와 서구의 기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아

름다움을 지난 62년간 꿈꾸어 왔습니다. 최초의 히트 브랜드 ‘ABC 식물성 포

마드’에서 최고의 한방 화장품 설화수, 그리고 아시아의 가치가 농축된 글로

벌 브랜드 AMOREPACIFIC까지, 아모레퍼시픽은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아시

아의 미를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세계인의 시선이 머

무는 아시아에서 30억 아시아인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기

업, 나아가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가 품어 온 미의 정수를 선보

이는 ‘Asian Beauty Creator’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움과 건

강을 창조하여 인류에 공헌한다.’는 창업의 이념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 Our Vocation

우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아시아의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혁신적인 美의 영역에 도전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美를 창조하여,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류의 영원한 꿈을 실현한다. 

그런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Asian Beauty Creator’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가치 Our Values

우리의 가치
Our Values

개방 
Openness

도전 
Challenge 

정직
Sincerity 

친밀
Proximity 

혁신 
Innovation 



주요 제품 및 브랜드

1 설화수

2 AMOREPACIFIC

3 라네즈

4 아이오페

유형

화장품

MassBeauty

건강

주요브랜드명

AMOREPACIFIC, 설화수, 헤라, 베리떼, 리리코스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한율, 이니스프리, 오딧세이, 프리메라

미래파, 롤리타렘피카, 에스쁘아, 에뛰드

해피바스, 미쟝센, 댄트롤, 메디안

설록, 비비 프로그램

우리의 비전 Our Vision for 2015

1 2 3 4

2007년 부문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화장품

MB & S

합계

249,039

1,107,967

1,357,006

고객의 미와 건강을 위해 토탈케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뷰티 

10개의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여 

세계 10대 화장품 회사로 성장

건강

5개의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여 

건강문화를 추구하는 리딩기업으로 발전

고객의 미와 건강을 위해 토탈케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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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Singapore)

프랑스(Chartres) 중국(Shenyang)

일본(Tokyo)
중국(Shanghai)

대만(Taipei)

미국(New York)

미국(Los Angeles)

부산지역사업부

설록차사업장(진천)

대구지역사업부

기술연구원, 인재개발원

메이크업사업장(김천)

본사
스킨케어사업장(수원)

매스뷰티사업장(대전)

대전지역사업부

광주지역사업부

제주지점

국내사업장

말레이시아(Kuala Lumpur) 

러시아(Moscow)
프랑스(Paris)

사업장 현황

사무직/영업직

871

1,517

2,388

생산직

308

271

579 

연구직

179 

151 

330 

합계 

1,358 

1,939

3,297

구분

남

여

합계

종업원현황_ 2007년 12월 기준



대자연 속에 어우러진 만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환경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자연의 이치를 헤아려 보면 

무엇을, 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자연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

인삼 | 약용으로 귀하게 쓰이는 인삼은 본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는 영험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비옥한 흙, 그리고 적절한 비와 눈을 갖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인삼재배를 위한 천혜의 조건을 지녔습니다.

뿌리와 잎을 달여 넣은 탕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윤기가 흐른다 하여 여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01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철학과 방침 

아모레퍼시픽은 1993년 9월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환경, 품질, 서비스 분

야에 있어서의 무한책임주의를 선언하고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아모레퍼시

픽 그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침 | Beauty & Health  전문회사로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꿈을 실현해 가는 ㈜아모레퍼시픽은 환경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중시의 경영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환경가치 창조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

객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한다. 

1. 기업활동의 전 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여 환경경영시스템 구축과 지속

 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가치를 창조해 나갑니다.

2. 제품의 개발에서 사용 후 폐기까지 사전오염 예방 및 청정생산기술개발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고객의 환경에 대한 기대에 부응

 합니다.

3.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만들어 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4. 환경경영 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내·외부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합니다.

5.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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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방향 | 아모레퍼시픽 그린운동은 크게 4가지 전략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오염물질 최소화의 노력

■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을 통한 그린마케팅의 실현

■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은 결국 우수한 환

경성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02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 | 아모레퍼시픽은 1995년 스킨

케어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처음 도입하

여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시스템적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예방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환경경영의 실

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

소인 ‘계획(Plan)’, ‘실행(Do)’, ‘점검 및 시정(Check)’, ‘개선

(Action)’의 PDCA 관리 사이클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팀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환경문제점을 찾아내어 목표를 설정하

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 측정하고 개선

함으로써 환경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 나

머지 3개 사업장도 인증을 받아 현재 전사업장에서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직 | 아모레퍼시픽은 환경경영활동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해 1992년 8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사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전사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 및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

보전사무국을 신설하였고, 2004년부터는 전사 환경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환경안전팀과 환경보전사무국을 환

경경영팀으로 통합하여 환경경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그린마케팅

아모레퍼시픽
그린운동

환경친화적

경영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HSMS 18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품질관리기준

(CGMP, HACCP)

지속적 개선

경영 검토

점검 및

시정조치

방침

계획

실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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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현황

환경경영 조직도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2003)

●(2003)

●(2003)

●(1995)

●(2003)

●(2003)

●(2003)

구분

본사

기술연구원

스킨케어사업장

매스뷰티사업장

메이크업사업장

설록차사업장

물류센터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1995)

●(2000)

●(2000)

●(2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 - OHSMS 18001)

●(2002)

●(2004)

품질관리기준

CGMP (1993)

CGMP (2002)

HACCP (2003)

환경안전파트
환경안전파트

계열사

협력사
마케팅영업R & D기획재경인사총무 SCM

사장

환경안전파트
환경보전위원회

환경안전파트
환경경영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만의 특화된 에코디자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3

환경안전성과평가 | 환경과 안전경영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성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집계 및 각 사업장의 실적을 실시간으

로 공유하기 위하여 환경안전성과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

드하여 환경성과의 분석,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하여 한번의 데이터 입력으로 각종 지표의 통계

적 관리 및 그래프 조회 등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진 4

환경안전 위기관리 시스템 | 아모레퍼시픽은 당사의 활

동으로 인하여 환경, 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제거와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종

업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요령과 시나리오를  수

립, 이행하며, 화재발생,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과 같은 환경

사고에 대비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고 예방 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5 - 6

1 내부심사 시작회의 

2 사후심사 종료회의

3 에코디자인 교육

연간 심사 일정

환경심사 | 아모레퍼시픽은 연초에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사내자격 인정을 받은 총32명의 내부심사원이 스킨케어사업

장, 매스뷰티사업장, 메이크업사업장, 설록차사업장 등 사업

장간에 상호심사를 시행함으로써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적

합성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여 

최고경영자에서 보고, 지속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심

사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 환경에 대한 사외 인

증심사원 자격을 획득하고 사내, 계열사, 협력 업체 심사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년1회 이

상 외부심사를 받아 시스템 이행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

고 있으며 스킨케어사업장의 경우 2007년 환경, 안전보건시

스템을 재인증 받아 시스템의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

증 받았습니다. 사진 1 - 2

에코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6년부터 에코디

자인을 도입함에 따라 실제 에코디자인을 수행하는 디자이

너, 포장재 개발자등에게 에코디자인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효과적인 에코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에코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2007년 7월 2일~3일 이틀

간 교육을 진행하여 2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에코

디자인의 개념 및 자사의 에코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 에코

디자인 진단 툴 및 에코디자인 평가 등의 실습과 동시에 실

제 에코디자인 제품개발 워크샵을 통하여 자사제품개발에 

스킨케어사업장

6.11 ~ 6.12

11.12 ~ 11.14

구분

내부심사

외부심사

매스뷰티사업장

6.21

11.15 ~ 11.16

메이크업사업장

6.19

11.22 ~ 11.23 

설록차사업장

6.15

11.29 ~ 11.3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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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평가 지표 체계와 실적

4 환경안전성과관리 프로그램 

5 매스뷰티사업장 소방훈련

6 스킨케어사업장 소방훈련

가중치

50%

50%

대분류

경영성과지표(MPI)

운영성과지표(OPI)

중분류

환경경영시스템, 법규준수, 환경회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안전보건

투입물 (에너지)

배출물 (폐기물, 대기, 수질)

소분류

내부심사원보유율 등

6개 항목

에너지 사용량 등

6개 항목

안전성과평가결과

680
700

570

'07 '08'06

환경성과평가결과

OPI
MPI

680
732

790

380365

455

315

335 

352

575
233

342

'05 '06 '07 '04 

5 64



자연으로부터 늘 받기만 했던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연에게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긴 세월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3

소나무 | 사계절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대변합니다.

척박한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려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내는 소나무의 그 힘은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소나무로 만든 숯은 붓에 묻혀 여인들의 눈썹을 그리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환경활동
Environment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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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자인과 환경

아모레퍼시픽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디자인한다’라는 철학 

아래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단계에

서 환경성을 고려 해야만 제품개발 후 생산, 유통, 사용, 폐기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종합세트 트레이 두께 변경으로 자원 절감 | 추석이나 구정선물세트 

구성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트레이의 두께가 기존 0.9mm였던 

것을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적화하여 0.8mm로 두께를 줄였습

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 1개당 18.4g의 자원을 절약하였고 2007년 연간 88톤

의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사진1

미장센 왁스 고주파 씰 도입으로 자원절감 | 기존 미쟝센 왁스 제품

은 용기와 캡 외에 용기 위의 윗덮개, 캡 안의 밀폐판, 투명스티커 총 3개 구성

품으로 구성되었으나 고주파 씰링지로 씰링을 함으로써 밀폐판과 투명스티커

가 제거되어 이로 인하여 제품 1개당 2.1g을 감소하여 연간 총 4.4톤의 자원

을 절약하였을 뿐 아니라 고주파 씰링으로 장기간 보관시 수분이 증발되는 현

상을 개선하여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 되었습니다. 사진 2

1 종합세트 선대

2 미쟝센 왁스 개선전후

1 2

0.9mm에서

0.8mm로 감소

a b c

a



02   연구개발과 환경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을 

생각하고 원재료의 선택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원료의 개발 및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피바스 저온생산공정 설계로 에너지 절감 | 해피

바스 바디클렌저 기존제품은 핵심 고체원료의 용해를 위해 

70~75도의 가온 공정이 필요였으나 고체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 설계함으로써 30~35도에서 제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제조 시간이 단축되고 가온 공정으로 인

해 소요되던 연료의 사용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 따라 제조시간이 1.5시간 단축되고 가온하기 위해 사용되

던 LNG의 사용량도 연간 약 9,300m3 감소되었으며 1톤 제

조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36.09kg에서 23.64kg으

로 줄어 34.5% 감소되었습니다. 사진 3 

1 헤라 에이지어웨이크림 개선전후

2 스템난 활음진에센스 설명서 개선전후

헤라 에이지어웨이크림, 아이플루이드 종이 받침

대 제거 | 헤라 에이지어웨이크림, 아이플루이드 기존 제품

은 제품을 지지하는 종이 받침대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외포

장재의 부피가 커져 제품 외포장재의 전체중량이 35g이었던 

것을 2007년 7월에 종이 받침대를 제거하고 콤팩트하게 만

들어 외포장재 전체 중량이 15g으로 56%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7톤의 종이자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진 1

스템난 설명서 제거를 통한 자원 절감 | 스템난 기존 

제품은 제품정보를 종이설명서에 인쇄하였으나 2007년 개

선된 스템난 난화수액, 유액, 활음진 에센스 등 총 12개 품

목에는 설명서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단상

자에 인쇄함에 따라 연간 종이 사용량 0.8톤을 절감하였습

니다. 사진 2

“이제 ‘환경’은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보다 간결한 포장의 구조를 생각해 낼 수 있다면

작업의 공정과정을 줄여 자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친환경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점차 늘여 간다면

궁극적으로 보다 환경친화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 & S 디자인팀 박용흠 

1 235g 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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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려면

가장 원천적인 시점에서부터 치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친화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료의 연구와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공정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퍼스널케어연구팀 김찬호

3 해피바스 바디클렌저

3

kg/톤

'06 '07 

36.09

23.64

34.5% 감소

해피바스 바디클렌저 CO2 감축량



03   브랜드 Focus

 해피바스의 ‘세잎클로버’

토털 바디케어 전문 브랜드 해피바스는 

2007년 12월 자체 친환경 마크인 ‘세잎

클로버 에코라벨’ 기준을 마련, 해피바

스 클렌저, 로션, 클렌징 폼 등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잎클로버 에코라벨은 ISO 14001 인

증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인체와 자연에 안전

한 식물유래 원료 및 유기농 추출물을 사용,  용기의 코팅을 

제거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소재 및 재활용성이 좋은 친

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단상자 콩기름 인쇄 적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그린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매출의 만분의 일을 환경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환경재단(대표: 최열)의 ‘만분클럽’에 가입하여 해피바스의 

08년 매출의 일정 금액을 환경재단에 기증함으로써 환경운

동 지원사업을 후원하며, 12월에는 다음 세대행복까지 지킬 

수 있도록 환경 지키기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앞으로

도 해피바스는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1-2

04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 워킹그룹 운영 | 아모레퍼시픽은 2007년 

10월 본사, 생산, 영업, 기술연구원 등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TFT를 결성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하기 위한 5개년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우선 각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

출량을 외부전문가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 개발하여 2008년 2월부터는 이 프로그램 상

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력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솔루션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해 그 실적을 공개

할 계획이며 또한 2012년에는 협력사로의 온실가스 관리 확

대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정착하고 

확산 시킬 방침입니다. 

1 만분클럽 가입

2 용기재활용 캠페인

“해피바스의 ‘세잎클로버’ 에코라벨은 우리 스스로를 환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한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지향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세잎클로버 에코라벨이 앞으로 보다

많은 제품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해피바스 홍정현

1 2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상기후현상 등을 몸소 겪으면서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난의 가능성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테스크 포스 팀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총무팀 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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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톤) 

'05 '06 '07 

22,588

23,104

23,779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2%

8%

51%

13%
6%

R&D

3,167 톤
지역사업부

1,512 톤

생산

11,775 톤

물류

5,332 톤

본사

1,993 톤

매출액당 원단위(톤/억원)

1.93
1.81 1.75

2007 부문별 배출 현황 



05   생산과 환경

스킨케어사업장 열수공급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및 물 사용량 저감 | 스킨케어사업장에서 크림, 로션을 

제조시 원료와 15℃~30℃의 정제수를 투입하고 이를 용해

하기 위하여 스팀을 이용하여 가온하던 것을 정제수를 열수

살균기를 통하여 65도의 열수로 전환하여 투입함으로써 가

온용해공정 40분을 단축함에 따라 총 제조시간은 28% 단

축하여 에너지를 절감함과 동시에 미생물 발생원을 제거하

여 제품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열수도입으로 정제수 

공급라인을 미생물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세척하던 세척

수의 양도 연간 29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린 파트너쉽을 통한 포장재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수립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에 따

라 2007년 주요협력사와 녹색구매 협약을 맺고 포장재 중금

속 검증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장재를 공급

하는 협력사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설계ㆍ생산하도

록 함으로써,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녹색구매

프로그램은 구매포탈과 연계, 전산화하여 4대 중금속에 대

한 실행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사진 1-2 

에너지절약을 위한 ‘쿨비즈’캠페인 시행 | SCM 지원

실에서는 8월 한달 동안 넥타이를 풀고 냉방온도를 2도 올

려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의 쿨비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보고 지

구온난화를 방지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쿨비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

였고 SCM 지원실의 전사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였습

니다. 사진 3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이행 | 우리의 고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

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친환

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및 제조, 판매에 

있어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실시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에는 그 

일환으로 녹색구매 자발적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그

에 대한 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홈페이지 

및 사내전자사보를 통해서 녹색구매의 목적과 내용을 전사

원에게 전달 교육을 하였으며, 생산부문 구매 담당자를 중심

으로 TFT그룹을 결성하여 사내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활

동을 하였습니다.

1 협력사와 녹색구매 협약식

2 녹색구매 프로그램

3 쿨비즈 캠페인

1 32



“환경을 생각하는 일은 기업활동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생산, 환경, 업무, 관리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흐름 속에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를 몸소 실천할 때 우리의 협력사들이 이에 동참을 하게 되고,

나아가 고객이 함께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매스뷰티사업장 생산지원팀 유금종

구매포탈 시스템

합계

구매포탈 시스템 대상포장재 
확인

중금속
시험분석

성적서
파일첨부

리스트 및
조회

실행결과
조회

실행율
Report

협력업체화면

자사관리화면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대상품목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마크 제품)

유해물질 저감제품

(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합계

품목수

42

237

280

금액(백만원)

51

2,089

2,140

품목수

34

260

294

금액(백만원)

127

3,877

4,004

합계

178

5,966

6,144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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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운송과 환경

아모레퍼시픽은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최적 경로를 통한 수송효휼 극대화의 효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부에서도 환경적인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 자원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오고 있습

니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한 공동배송 시스템을 적용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높여 오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하기 위하여 수송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팔레트 사용 확대 | 2005년부터 스킨케어사

업장내 물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재 팔레트를 분진이

나 이물질 발생이 없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있는 플라스틱 

팔레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5월 매스뷰티사업

장 자동창고용 플라스틱 팔레트 20,000개 도입하였으며 이

로써 전체 물류센터에서 플라스틱 팔레트로 전환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재 팔레트는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반영구적

으로 사용하기 힘들었으나 자동창고용 플라스틱 팔레트는 

분진이나 이물질 발생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며, 반영구적으

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 1-2

운송관리시스템(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 2007년 5월부터 

운송관리시스템(TMS)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수/배송의 

가시성이 확보되었고, 그리고 5월부터 배송 노선 최적화를 

통하여 수배송 효율을 4% 향상하여 함에 따라 수송에너지

를 절감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기존에 전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업무를 PDA상에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전표출력을 위한 종이사용량도 절감하였습니다. 사진 3  

07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아모레퍼시픽은 종업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건강검진 확대 | 종업원 건강 검진시 기존에는 일

반검진과 남자 40세, 여자 35세 이상은 암검진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 남자 35세, 여자 30세 이

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암검진을 포함한 종합검진제도를 격

년제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종업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장 안전진단 | 아모레퍼시픽은 4개 사업장과 계열사

에 대하여 년 1회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법규 준수 상태 및 위험요소를 점검 및 개선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위험가능요소 203건을 

도출하여 개선하였습니다. 

1 목재 팔레트(개선 전) 

2 자동 창고용 플라스틱 팔레트(개선 후) 

3 PDA 도입

1 2 3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4월~7월까지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순위 14개, 

2순위 1개, 3, 4순위 41개 작업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파악

된 유해요소는 기계적인 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보완 및 개

선을 통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사진 4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 | 매스뷰

티 사업장은 모기업이 주도하여 안전보건면에서 상대적으

로 취약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

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을 맺어 2008년 3월까지 

1년간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기술 및 교육 지원, 작업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하

였습니다. 사진 5-6

4 임산부용 작업의자 개선

5 모기업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식

6 모기업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서

4 5 6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여

러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보관에서 포장, 운송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환경에 유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에너지와 자원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기업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류지원팀 임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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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부터 받기만 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자연 속에 되돌려 놓는 일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은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어려워 보이는 일도 고객과 함께 하면 다르다는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오래된 믿음입니다.

4

살구나무 | 따뜻한 봄날 화사하게 꽃을 피워 봄을 반기는 살구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 맑고 청정한 환경에서만 자라납니다.

서로 다른 그루 사이에서만 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까이에 다른 살구나무가 있어 더불어  자라야만 살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살구의 씨는 갈아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기름은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활동
Environmental Activities with Customer



01    “들꽃 속에 자연이 있어요!”   

우리들꽃 캠페인 |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자연의 생태적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친환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자연의 소중함과 한국의 

미를 담고 있는 야생화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야생화연구소장 김태

정 박사와 함께 우리들꽃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태교육 캠페인 ‘우리들꽃 지킴이 생태학교’ | 우리들꽃지킴

이 생태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들꽃의 아름다

움에 눈뜨고, 이를 통해 자연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프로그

램으로 오프라인으로는 ‘우리들꽃지킴이 생태교실’과 ‘우리들꽃지킴이 생태캠

프’를 온라인으로는 우리들꽃지킴이 e-생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학

교의 참가비는 모두 참가자의 이름으로 환경재단 ((사)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

운동)에 기부하였습니다. 사진 1-2 

1 우리들꽃 생태캠프

2 우리들꽃 생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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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꽃지킴이 생태학교

참가인원(명)

84

163

3,852

행사명

우리들꽃지킴이

생태캠프

우리들꽃지킴이

생태교실

우리들꽃지킴이

e-생태학교

일정

3회(7월)

4회(4, 5, 6, 9월)

연중 운영

비고

- 천연염색, 그림자놀이, 한지만들기, 자연공예,

 들꽃 탐사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캠프

- 충주선재학교에서 2박 3일

- 팀단위 현장 학습으로 초등학교 단체신청

- 함양, 철월 분교, 애벌레생태학교

- 온라인 이벤트(들꽃사진공모, 들꽃이야기 공모 등)

 및 오프라인 행사 모집 이벤트 진행(연 4회)

1 2



“들에서 절로 자라나 꽃을 피우는 들꽃들은 자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들꽃은 사람의 힘으로 돌볼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오직 청정한 물과 공기와 흙에 의존하여 자라날 뿐입니다. 

들꽃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자연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날 때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우리들꽃사랑 캠페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문화팀 김선화

들꽃생태 공개강좌, 백두산 식물 탐사 |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야생화의 생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케 하기 위하여,  야생화연구소와 함께 

‘들꽃 생태 공개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압록강

과 두만강 두 줄기로 나눠 백두산에 접근해 보는 ‘강을 따라 

찾아가는 백두고원’ 공개강좌를 개최함으로써 단순히 백두산

과 독도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소개하는데서 나아가 그 속에 

담긴 생태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들꽃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들꽃

지킴이’이자 ‘들꽃 후원자’로서 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

국야생화연구소와 함께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하는 ‘선생님

과 함께 하는 우리들꽃사랑(총 5회)’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야생화연구소의 ‘백두산 식물 탐사’를 후원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들꽃사랑 캠페인을 후원하는 브랜드 마몽드는 어버이날 

맞이 행사로 우리 들꽃인 패랭이꽃 나누기를 명동에서 진행

하였으며, 매달 ‘이달의 우리들꽃’을 브랜드 홈페이지에 연재

하여 우리 들꽃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   어린이 환경학교 개최 

김천상공회의소 환경안전관리자협의회와 메이크업사업장

은 9월 공동으로 ‘어린이 환경안전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 환경학교에는 김천 지례 초등학교 학생 30명

과 교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

들에게 환경ㆍ안전의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게 하고, 환경보

호의 중요성을 깨우쳐 본인과 가정, 학교 나아가 사회 전반

의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

습니다. 사진 1 

03   태안반도 기름유출
 자원봉사활동 

아모레퍼시픽은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고자 선크림, 핸드크림, 클렌징류 등 5억원 상당의 자

사 물품과 전 직원이 모은 기름 제거용 의류를 기부하고 12월 

26일~28일 임직원 140여명이 태안반도 기름제거 봉사 활

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사진 2

1 어린이 환경안전학교

2 태안반도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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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돌보는 일은 특별히 자연을 찾아가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날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의 방식이 진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니스프리마케팅팀 배이수

04   이니스프리
 ‘Green Life Campaign’

자연을 담은 소박한 그릇 이니스프리는 자연 속에서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

럽게 우러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캠퍼스그린 라이프 캠페인 | 2004년 이후 매년 전국 대

학 대동제 기간에 깨끗한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함으

로써 ‘환경보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생활 속

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알려 주고 더 많

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전북대, 연세대, 원광대, 충남대, 고려대 5개 학내

에서 축제 기간 중 이니스프리 종이백에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해 오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여 환경보호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3-4 

3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 포스터

4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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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올해의 Eco Star Team

 대전지역사업부의
 ‘환경사랑! 대전사랑!’캠페인 

아모레퍼시픽 대전지역사업부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 주는 ‘계족산’을 지금 그

대로의 모습과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2006년 5월부

터 1사 1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계족산을 지정하여 ‘환

경사랑! 대전사랑!’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60여명이 참여하여 등산로 

주변 정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2-3

대전지역사업부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대전시민 모

두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서울환경영화제’ | 이니스프리는 지

난 5월 17일 환경재단에서 주최하는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

간의 공존을 생각하는 영화 축제 ‘제 4회 서울환경영화제’ 개

막식에 20명의 고객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고객들은 영

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깨닫고 ‘지금이 실천

할 시기’라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 1

2008년에 이니스프리는 UNEP한국위원회와 함께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

은 고객들과 함께 할 것 입니다.

1 이니스프리 미니홈피

2 환경사랑! 대전사랑! 캠페인

3 환경사랑! 대전사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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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통하여 대전의 계족산에 흠뻑 사랑을 쏟다 보니

대전 시민으로써의 자부심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 사랑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외치고 싶은 새로운 환경구호입니다.” 

대전지역사업부 총무팀 이미연, 손관수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것은 바로 나눔의 정신입니다.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지를 알게 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나누고 고객과 함께 기뻐하며

자연이 베풀어 준 고귀한 사랑과 아름다운 향기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5

매화 | 아직 봄기운이 도착하기 전 뼛속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디며 눈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는

기품 있는 자태와 그윽한 향기로 옛 풍류가들의 시와 그림의 소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꽃입니다.

매화의 향은 여인의 기품을 가꾸는 데 사용되었으며, 열매인 매실은 소화기능과 혈액순환을 도와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험이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나눔활동
Share Activities with Customer



아모레퍼시픽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함께 나눔으

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다

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기금 희망가게 | 2003년 조성된 ‘장원 서성환의 아름다

운 세상 기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과 아름다운 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 사업입니다. 이

는 빈곤여성가장에게 단순보조금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는 총 14개의 희망가게

(12호점~25호점)가 오픈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창업

자금의 반환금으로 다시 지원하게 된 첫 번째 희망가게(24호점)와, 수도권 지

역을 벗어나 부산 지역에 최초로 문을 연 희망가게(25호점)가 있어 앞으로 희

망 가게가 전국적으로 더욱 활성화 되는 시작점이 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었

습니다. 사진 1-2 

1 희망가게 15호점

2 희망가게 24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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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나눔 |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물품(화장품, 생활

용품)을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상·하반기에 각각 

35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품을 전하고, 1,300여명

의 임직원과 프로슈머가 1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

여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진 1 -2 

아름다운 토요일 | 아모레퍼시픽은 2003년부터 매년 아

름다운 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을 개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순환과 나눔의 소중함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를 통해 모아진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

부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10월 한 달간 재활용품 기증 행사를 전개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1천5백여 명의 사우들이 참가, 총1만4천여 

점의 기증품이 모아져 해당 지역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되었

고, 11월 3일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총 5개 행사장

에서 100여명의 사우들과 아모레카운셀러, 프로슈머들이 일

일 명예점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진 3

1 프로슈머와 함께한 사랑의 나눔 

2 사우들과 함께한 사랑의 나눔 

3 아름다운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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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생각은 바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의무이지만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나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 줍니다.

나눔이 주는 행복은 책임과 의무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기업문화팀 강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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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데이터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으로 석탄, LNG, 경유 등의 에너지원을 석유 단위로 환산한 양(톤)을 말합니다.

원단위 | 제품 생산톤당 에너지 사용/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 염산(HCI), 수산화나트륨(NaOH), 수산화칼륨(KOH) 등의 총사용량입니다.

전력(TOE)    원단위(TOE/톤)

전력 사용량

4,872

'05 '06 '07 

0.102

5,032

5,226

0.107 0.109

연료(TOE)    원단위(TOE/톤)

연료 사용량

'05 '06 '07 

0.045

1,861

0.043
0.039

2,134

2,007

용수(톤)    원단위(톤/톤)

용수 사용량

227,889

'05 '06 '07 

4.784 4.902 5.007

231,358

240,092

폐수(톤)    원단위(톤/톤)

폐수 배출량

129,161

'05 '06 '07 

2.711

134,576
154,577

2.851

3.224

폐기물(톤)    원단위(톤/톤)

3,467

'05 '06 '07 

0.073

폐기물 발생량

3,490

3,453
0.074

0.072

유해화학물질 사용량(톤)    원단위(톤/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302.90

'05 '06 '07 

0.0064

284.80

318.77 

0.0060
0.0066

먼지 총량(kg)    원단위(kg/톤)

1,815

'05 '06 '07 

0.038

먼지 배출량

2,409 2,184

0.051
0.046

대나무 | 지조와 절개로 대변되는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대나무는 사철 푸른빛을 자랑하며 곧게 자라납니다. 

대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은 인체에 유익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피부정화와 세안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 하이라이트

유엔글로벌컴팩트 가입 |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1월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유엔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국제협약이자 글로벌 행동 규범

인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하는 

것은 UNGC가 표명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들을 기업 활동의 

모든 부분에 단계적으로 적용,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 및 의지의 표명입니

다. 아모레퍼시픽은 금번 UNGC 가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선도적 실

천, UNGC 참여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기업수준으로 지속가능경영활동 업그레

이드, UNGC 의무사항 이행으로 잠재적 기업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선행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대상 ‘환경부문 대상’ 수상 | 아모레퍼시픽은 2007년 12월 한국경제

신문사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지속가능경영’ 시상식에

서 환경경영부문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최근 중요한 경영의 패

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환경부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자사는 2015년 글로

벌 톱10을 목표로 꾸준하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쳐온 점과 사회공헌 활동과 

노사상생,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의 부문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사진 1 

매스뷰티 사업장 ‘안전경영대상’ 수상 | 매스뷰티사업장은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

사가 주최하는 ‘제15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스뷰티사업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무재해 1108일을 달성, 안전보건경

영시스템(ISO K-OHSMS 18001)운영과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 모기업 상생파트너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노동청, 안전공단 등과 연계

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이상을 수항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진 2 

1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2 안전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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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945. 09

1993. 03

1993. 09

1993. 09

1994. 12

1995. 12

1996. 05

1996. 12

1998. 11

1999. 06

1999. 06

1999. 11

2000. 06

2001. 10

2001. 10

2001. 11

2002. 02

2002. 07

2003. 07

2003. 10

2004. 11

2004. 12

2005. 10

2006. 04

2006. 06

2007. 12

2007. 12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태평양화학공업사 창립

태평양화학(주)에서 (주)태평양으로 상호 변경

무한책임주의 선언(서비스/품질/환경)

태평양 그린운동 전개(어린이 여름캠프 실시)

1995년도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환경부)

ISO/DIS 14001 시범인증 획득(한국화학시험연구원)

환경친화기업 지정(환경부)

수원공장 KS A/ISO 14001 인증획득(한국품질환경인증지원센터)

1998 녹색에너지 기업대상 ‘우수상’ 수상(환경운동연합, 한국일보)

환경친화기업 재지정(환경부)

환경경영대상 ‘우수상’ 수상(매일경제, 환경부)

1999 녹색에너지 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환경운동연합, 한국일보)

2000년 환경경영대상 ‘대상’ 수상(환경부, 매일경제)

2001년 아이디어경영대상 ‘화학부문 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

그린포장 위너상 ‘대상’ 수상(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국가품질상 전문상 부문 ‘환경경영상’ 수상(산업자원부, 한국표준협회)

제 11회 경제정의기업상 ‘대상’ 수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공장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ISSMA) ‘대상’ 수상(한국표준협회)

대전공장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ISSMA) ‘대상’ 수상(한국표준협회)

그린포장 위너상 ‘장려상’ 수상(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국가품질상 ‘품질경영상’ 수상(산업자원부, 한국표준협회)

신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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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선정(2004년, 2005년 연속수상)

지주회사(태평양), 사업회사(AMOREPACIFIC) 회사 분할(지주회사체제 출범)

지속가능경영대상 ‘환경부문 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사)

매스뷰티사업장 ‘안전경영대상’ 수상(노동부, 매일경제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