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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ND VALUES
우리의 방향과 과제
우리는 평생고객을 창출합니다.
우리는 열정과 신뢰를 불어넣는 브랜드를 추구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공헌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본사 l 부평공장 l 기술연구소 l 생산기술연구소 l 디자인센터
[403-7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Tel. 032-520-2114

한국지엠의 핵심 가치
고객_CUSTOMERS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고객
접점에서의 모든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은 고객에 대한 약속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타협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계_RELATIONSHIPS
우리의 성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고객 만족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며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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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성_EXECELLENCE
우리는 항상 청렴성, 독창성, 혁신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전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이겨낼 용기가 있습
니다. 직원 개개인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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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선결 과제

한국지엠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AGE 3

About this report
이 보고서는 한국지엠이 발간하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한국지엠은 지속가능성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GMK 20XXCompetitiveness & Sustainability 정책을 추진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지속가능성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GM의 경영접근방식과 성과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기준은 GM글로벌 본사의 가이드라인과 GRI G4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방법을 따르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보고경계는 국내사업장이며, GM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따라 한국지엠의
활동과 GM 글로벌의 정량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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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문의는 사회공헌 및 대외협력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20-5276 이메일. gihyun.kwon@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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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평생고객 창출

브랜드 성장

기술과 혁신의 선도자

핵심 효율성 창출

한국지엠이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자동차 산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다가올 5년간의 변화는 더욱 클 것입니다.
고객과의 교감은 점점 진화할 것이며, 환경과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고객과 교감하는 방식의 변화, 환경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중요성 증대,
기술의 진화라는 메가트렌드에 의해 자동차 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GM의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지엠은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GM이 추구하는 기업경영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오늘과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기술,
GM이 말하는 Customer-Driven Sustainability의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엠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문화

leadersh p
한국지엠의 경영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단기성과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창출을 최적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06 _ CEO 메시지
08 _ 2014 한국지엠 하이라이트
09 _ 2014 GM 글로벌 환경 스코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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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한국지엠의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4년 연간 최대 내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3년 연속 A/S 고객 만족도 1위와 품질 스트레스 지수 1위를 차지
하며 한국 시장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둔 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의 강화된 ‘환경 기준’과 ‘제조비용
상승’은 한국지엠을 포함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
는 커다란 장애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지엠의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할 때
‘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동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GMK 20XX-경쟁력 & 지속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시킬 수 있는 고연비, 친환경 제품의 개발을 통해 친환경 선진기술 확보를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지엠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우리는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한국지엠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며

인천에 본사를 둔 한국지엠은 부평, 군산, 창원, 보령 국내 4개 사업장에서 연간 약

한국지엠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산시설이 위치한 해외시장에서 부품 전시회 및 구매 상담회를 지속적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빠짐없이 제공

83만 7천 대의 완성차, 266만 2천 대의 엔진 및 변속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이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은 고객에 대한 약속의 근간이며,

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엠 Customer-Driven

또한, 기술연구소, 청라 프루빙그라운드, 수천 명의 제품개발 인력을 보유한 한국지엠은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은 국내 최장의 무상수리 정책으로,

Sustainability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너럴모터스 (General Motors) 그룹 내에서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보증기간을 크게 연장한 혁신적인 소비자 케어 프로그램인 ‘쉐보레 컴플리트

한국지엠은 ‘다니고 싶은 회사’입니다.

7개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지엠은 뛰어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케어’를 선보이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지엠은 임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지속적인

140 여개 국가에 완성차 및 반조립 부품을 연간 150만 대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소비자 권익 향상과 선진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다니고

자동차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에 나설 것입니다.

싶은 회사 (Workplace of Choice)입니다.

한국지엠은 출범 이후 신제품 개발 및 시설 확충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해 왔습니다.

한국지엠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와 더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핵심 일원으로서 수출, 고용, 협력업체 지원 등을 통해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2005년 한국지엠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의

한국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이후 차량기증, 의료, 교육, 복지, 구호 등 다양한

단합된 팀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지엠은 교육부 주최 오토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더욱더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위해 중국을 비롯,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태국, 브라질 등 GM 글로벌

한국지엠은 한국경제와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친환경 녹색성장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캠프 후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사각캠페인’ 등

출범 이후 한국지엠은 연료절감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고, 각 생산 시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에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창원공장의
태양광발전 시설구축과 GM의 첫 순수 전기차인 스파크 EV의 출시는 한국지엠의

한국지엠은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엠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한국지엠은 현재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한국지엠주식회사 사장 겸 CEO

세르지오 호샤 (Sergio Rocha)

2014 한국지엠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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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까지 미국 도로에서
50만대의 친환경차량 운행
예정

한국지엠은 고객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번영을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로 삼고, 이해관계자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측정한
40MPG* 연비와 그 이상에
해당하는 GM 미국 차량모델
의 수를 두 배로 증가 계획

2016년 까지 미국내 차량 평균 탄소배출량 15%
감축, 2021년까지 유럽의 오펠과 복스홀 차종의
평균 탄소배출량 27% 감축, 2020년 까지 중국
차량의 평균 탄소배출량 27% 감축 목표

* Miles per gallon (MPG)

2014 한국지엠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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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글로벌의 약속

1

59

NO.

NO.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QI)에서 2015 고객접점
부문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만족지수(CSI)에서 3년 연
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쉐보레 스파크 EV 국토교통부 2014 신차안전도
평가(KNCAP), 전기차 최초 종합평가 1등급 획득

9,200

톤

창원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으로 연간 9,200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GM글로벌 협력사 중 59%가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

2014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4.8

%

여성임원의 비율은 4.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공정한 성과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등을 통해
역량 있는 여성임원의 비중이 증가

28

20

%

2020년까지 에너지원 단위(MWh)
20% 감축 예정

125

GM Family의 약속 ➌

mw

2020년까지 125MW의 재생에너지 사용 예정

GM Family의 약속 ➍

10



신제품 개발과 시설 확충 등에 매년 평균 1조원 이
상 투자

대상

GM Family의 약속 ➋



조

군산, 부평, 보령, 창원 등 친환경 사업장 구축으로
매립폐기물 제로를 달성

등급

%

1

ZERO

1

GM Family의 약속 ➊

올해의 우수협력업체 78개사 중
국내 부품업체 28개사 수상으로, 7년 연속 2위

18.6

10

15

최고수준의 업무환경에 노력한 결과 평균 근속연수
는 18.6년으로 늘어나, 다니고 싶은 일터를 조성함

%

수질보호 노력으로 물 사용량 15% 절감예정

GM Family의 약속 ➐

125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량 10% 감축예정

GM Family의 약속 ➑

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20% 감축예정



%

도색 공장 유기화합물 (VOC) 배출량 10%
감축예정



%

GM Family의 약속 ➎

GM Family의 약속 ➏

개사

20



100

Landfill-free 사업장 수
122개에서 125개로 증가 계획

GM Family의 약속 ➒

%

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을 지역에 알리고 소통할 계획

40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인증 사업장 수
증가 계획

※GM 글로벌의 목표 및 추진경과는 본 보고서 6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ppr

ach

한국지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12 _ 쉐보레 브랜드 스토리
14 _ 한국지엠과 한국경제
16 _ 회사소개
20 _ 지속가능경영 보고관행

증가
2배 고용

산달성
상생
이
0만대
1,50
적
누

22 _ 이해관계자 참여
23 _ 지속가능경영 전략
24 _ 거버넌스
25 _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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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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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출범한 쉐보레는 전 세계 1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간 약 480만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루이 쉐보레의 철학과 도전정신은 쉐보레
브랜드에 계승되어 있습니다.

Global Brand
CHEVROLET

◎

세계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

100주년을 맞이하며 자동차의 시작과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현재 전 세계 115개국

쉐보레는 1911년 설립되어 1979년 1억 번째 차량 생산을 이루어냈고, 2007년 자동차의

미래라 불리는 전기자동차 볼트를 선보이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상에서 높은 시장점유율로 앞서가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2014년은 보다 강렬한 방식으로 쉐보레
브랜드를 정의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나타내는데 주력하였으며, 2015년은 브랜드 성장, 고객이 최상의
경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ingenuity in
design

LOUIS
CHEVROLET’S
MOTTO:

brand essence

"designed to raise my heartbeat"

NEVER GIVE UP

authentic

performance
"confident
driving
that makes
me smile"

what the brand stands for.
the most simplistic,
visceral effect of all brand
interactions.

young at heart

technology
"simplity
my life
and
delight
me"

possibilities
ingenious

confident

optimistic
quality
"never lets me down"

value
"makes me feel i made
a smart decision"

brand values
the traits that describe
how the brand behaves in
the world. these are the
most explicit qualities and
are observable across all
touchpoints.

brand promise
the key pillars that
distinguish the brand.

At Chevrolet, we believe everyone has the potential to have a more meaningful life
journey. “Possibilities” means unlocking the potential of a meaningful life journey.
We Inspire people to… Find New Roads

월드클래스
럭셔리 세단

쉐보레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가치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Possibility’는 가
치 있는 삶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탄생 100주년

◎

쉐보레의 역사는 1911년 디트로이트 도심지 근처의 한 임대 차고에서 자동차 선구자라 불

리는 윌리엄 듀란트(William C. Durant)와 스위스 출신의 카레이서 루이 쉐보레(Louis Chevrolet)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쉐보레(Chevrolet) 차량이 탄생한지 100년이 흐른 지금 ‘쉐보레
(Chevrolet)’는 세련된 스타일과 최고의 성능으로 인정받는 GM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도전 정신

알페온은 한국지엠의 럭셔리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렉서스, 어큐라 등의 럭셔리 브랜

듀란트와 쉐보레가 만든 소형 블록 V8 엔진은 연비를 줄이면서도 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드와 당당히 경쟁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뷰익 라크로스의 한국형 모델입니다. 알페온은 품격

기존 엔진과 비교할 때 혁신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은 오늘날 말리부 에코

있는 디자인과 세련된 실내공간, 도서관 수준의 정숙성 및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며 한국의

모델을 시작으로 쉐보레 볼트 전기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세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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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한국경제

한국지엠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AGE 15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한국지엠이 한국경제에 더 많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지엠은

GM에서
한국지엠의 위상

국내생산 및 연구개발 거점
◎

한국지엠은 GM 글로벌 사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아시아 태평

생산설비 증설, 연구개발, 선진기술 공유, 고용확대 등 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GM 글로벌의

양 지역의 최대 생산 거점으로 GM 전체 판매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GM 글로벌에

한국지엠에 대한 높은 기대는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서 세 번째 규모의 디자인 센터는 한국지엠의 공고한 위상을 의미합니다.
경차 & 소형차 개발기지

GM 전체 판매의 17% 담당 (2014)

17 %

한국지엠의
경제효과

◎

한국지엠은 2002년 GM의 직접투자로 설립되어 2015년 13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

대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입니다. 꾸준한 사업성장으로 수출과
고용 창출을 이어가며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신제품 개발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
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2배의 고용 증대를 이루었고, 꾸준한 판매량 증가로 1,500만대의 차량
생산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출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지엠이 생산한 자동차는 140여 개국으로 수
GMI에서 가장 큰 연구시설

출되고 있습니다.

GM에서 세번째로 큰 디자인 센터

청라 프르빙 그라운드

고용증가 2배

한국지엠의
국내투자

◎

판매증가 1,500만대
생산달성

수출증가 5배
140여 개국

부품 구매액
증가 2배

매년 투자금액
1조원 이상

국내 대표적
외국 투자기업

한국지엠은 지난 12년 간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증설, 인력 확충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습니다. 2014년 확장된 디자인센터는 GM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규모, GM그룹 내에서는 세 번째

한국지엠은 GM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생산거점으로 3개 완성차 공장에서 매년 약 70만 대의 자동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마스와 라보 전용 차체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들

차를 생산하여 세계 14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대의 차량을 반조립(KD) 상태로 수

의 건강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사내식당 및 부속의원을 신축하는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투

출하는 세계 최대의 KD 수출기업으로서, 완성차와 반조립 수출을 통틀어 GM그룹 전체 판매량의 약

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대규모 투자는 지난 12년간 40종 이상의 신차출시와 세계에

17%에 해당합니다.

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는 자동차 기업이라는 저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 청사진
GMK 20XX 발표

글로벌 수출기업

◎

한국지엠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 청사진인 GMK 20XX를 공표하고 내

수시장 및 글로벌 디자인, 연구개발, 생산, CKD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지엠의 판매실적
수출판매
부품화수출

완성차

있습니다.
1,900
1,717

판매대수

시장점유율

9.6

656 1,825

656

9.5

640 1,500
477

1,276

1,244

8.1

1,022 126

2012

2013

2014

9.3

8.9

1,185

1,091

2011

(단위: 천 대, %)

1,932

626

2010

내수판매

(단위: 천 대)

2010

141

146

151

2011

2012

2013

15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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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글로벌 기업,
한국지엠

◎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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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설립된 General Motors(GM)은 세계 최초로 자동변속기, 와이퍼 등 오늘날 자동

차에 기본으로 적용된 많은 메커니즘을 선보였으며, 디자인센터 설립, 현대적인 자동차 브랜드 개념

GM의
사업장 소개

◎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는 자회사를 포함해 30개 국가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GM의 자회사와 조인트 벤쳐는 ‘쉐보레’, ‘캐딜락’, ‘바오준’, ‘뷰익’, ‘GMC’, ‘홀덴’, ‘Jiefang’,
‘오펠’, ‘복스홀’ 그리고 ‘울링’ 브랜드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등 GM의 자동차 역사는 세계 자동차 역사입니다. GM은 한국지엠을 포함, 전세계에 약 20만 명의 직
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0개국에서 차량을 생산하여 140여 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M CHINA

한국지엠은 GM의 3대 차량 개발 거점의 하나로 차량개발, 디자인, 생산,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
GME

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M은 전 세계에 걸쳐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주요 차

GMNA

종 개발을 위해 총 8개의 차량개발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현황

◎

GMI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세 번째 규모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국내 4개
GMSA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

설립연도/장소

2002년 대한민국 인천

리더십

Sergio Rocha, 사장 겸 대표이사

브랜드

쉐보레, 알페온

임직원수

16,500명

소유구조

GM 76.96%, KDB 17.02%, SAIC 6.02%

딜러

5개 메가 딜러, 295개 대리점

제조시설

대한민국 소재 제조공장 4개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센터 (인천), 청라 프루빙그라운드 (인천)

및 CKD 방식으로 150만대 이상을 수출하였으며,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한국지엠은 GM의 경차 및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내수판매 약 155,000대 (2014), 시장점유율 9.3%

소형차 개발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부평, 군산, 창원 및 보령사업장에서 완성차 및

◎

국내사업장

한국지엠의 디자인센터는 GM의 11개 글로벌 디자인센터 중 세 번째 규모의 인력과 설비를

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볼트, 카마로 등 세계로 수출되는 GM의
혁신적인 제품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엠대우 이전

1965~2002
1965년 신진자동차
1972년 지엠코리아
1983년 대우자동차

한국지엠의 전 사업장에는 GM의 글로벌 생산 시스템인 GMS를 적용하여 고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시장에서 15만 5천여대를 판매했으며, 전 세계 140여개국에 완성차

보유하고, 10개 글로벌 디자인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크루즈, 스파크 등 혁신적인 제품디자인으로

회사연혁

◎

15.5

KD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라 주행시험장

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만대

477

내수판매 대수

초기

2002~2005
2002. 10. 17
지엠대우 설립
(GM-대우자동차 인수)

9.3

1,500
보령공장

2006~2010

2011~

글로벌 경쟁력 향상
1,549,000 →1,852,000
20% 매출향상

지속가능한 성공달성
2011. 3. 1 한국지엠으로 사명변경 및
쉐보레 브랜드 런칭

1,022

군산공장

창원공장

완성차

%

KD(Knock Down, 반제품 수출)

시장점유율

(2014년 기준)

부평본사

공장부지
성공기

(단위: 천 대)

부평공장

제품

성장기

2014 수출판매

창원

Aveo, Malibu, Alpheon, Spark, Spark EV,
Captiva, Trax
Damas, Labo

보령

군산

Transmissions

Cruze
Orlando
1.25mil.㎡

0.99mil.㎡

0.73mil.㎡

0.21mil.㎡

설립연도(년)

1972

1991

1996

1996

생산능력(대)

393,000

208,290

457,845

236,000

임직원 수(명)

11,654

2,342

467

2,026

한국지엠의 임직원 현황
(2014년 기준)

임직원 수
약 17,000명

평균근속 년수
18.6년

여성임원 비율
4.8%

여성 팀책임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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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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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지엠 제품라인업

spark

KNCAP 한국 최초 신차 안전도 평가 1등급 및 미국 IIHS 2014 가장
안전한 차 선정

aveo

세계 최초 미국, 유럽, 호주 및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모두 별 5
개 기록!(소형차 부문)

DAMAS & LABO

cruze

중형/대형차 급과 동점 획득! 준중형급을 뛰어넘는 우수한 안전성 입증!

malibu

한국 KNCAP, 미국 IIHS 가장 안전한 차 선정!

ALPHEON
 011년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서
2
국내 최초 만점으로 뛰어난 안정성
공식 입증

orlando

동급 최고의 첨단 안전 예방 시스템!

trax

2015년 미국(IIHS) 가장 안전한 차 선정!
2013년 역대 최고 점수로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captiva

한국, 유럽, 호주 신차 안전도 평가 최고등급 획득!

camaro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NHTSA) 별 5개 획득!

※2014년 이후에 출시되어 2015년 현재까지 판매중인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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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보고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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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중대성 평가 결과
투명성은 GM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최우선 원칙입니다. 한국지엠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추진경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영 프로세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세계

High

100

95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국지엠의 책임감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

◎

GM은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환경, 사회범주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들을 발굴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M 글로벌의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평가결과를 따르며, GRI G4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방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검증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영향

90

85

2. 제품 안전성

80

3. 고효율 연비와 배출
4. 직원과의 관계

75

이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중 GM 글로벌의 성과 데이터는 Conestoga-Rovers &

Associates (CRA)로부터 검증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4 GM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http://

70
6. 인권

gmsustainability.com)에 수록된 검증성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고유 데이터는

8. 공급망 관리

GRI G4가이드라인의 보고원칙과 중대성 측면을 중심으로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THE

65

9. 지역사회
60

◎

GM 글로벌은 2012년에 이어 2014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10대

10.친환경 제품 혁신

Low

CSR, 더씨에스알)로 부터 제한적 범위의 신뢰성 검증(Limited Assurance)을 받았습니다.

중대성평가

1. 고객만족

5. 사업장 에너지/온실가스 배출

60

7. 동등한 기회부여와 다양성 존중

65

70

75

Low

80

85

90

95

GM에 대한 위기/기회

100
High

주요이슈에 대해 선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와 보고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이해관계자
간담회,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경영회의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사의 중대성 평가는 GRI의 4단계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실행

◎

GM은 2010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참여하며, CDP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GM의 탄소배출량을 조사하고,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첫 결과가
발표되고, 2013년에는 Scope3 배출량에 해당 하는 15가지 범주를 모두 보고함으로써 최초 계획했

중요이슈 파악

우선순위 결정

던 목표를 1년 앞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GM은 최근 2년간보고서 A등급 평가 및 탄소공개 점수를
100점을 달성하였습니다.

GM과 자동차 산업이 당면한 잠재적 중요이슈들을 GRI
automotive sector supplement, 자동차 산업 벤치
마킹 등의 과정을 통해 식별하였습니다. 내부이해관계
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부문별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파악하고 100여 개의 이슈 중 17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를 파악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영향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지엠의 비즈니스와 가장 관련성 있는 이
슈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파악된 이슈들이
GM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분석 (Impact Score) 과정에서 795명의 임직원과
72명의 외부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검토

유효성 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 팀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0개의 가
장 중요한 보고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및
외부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이슈
로, 장기적 관점에서 GM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순위 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슈를 고려하였고 임원인터뷰를 거쳐 보고주
제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중점영역 평가는
GRI G4가이드라인의 중대성측면과 경계결정 과정에
부합하고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이슈가 고려되었습
니다.

GM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자발적으로 동 프로젝트
의 Water Program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DP 공급망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
사의 환경성과와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이슈
1. 고객만족
2. 제품 안전성
3. 고효율 연비와 배출량
4. 직원과의 관계
5. 사업장 에너지/온실가스배출
6. 인권
7. 동등한 기회부여와 다양성 존중
8. 공급망 관리
9. 지역사회
10. 친환경 제품 혁신

보고서 관련 목차
고객만족
가장 안전한 자동차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한국지엠의 사람들
친환경 사업장
공급망 관리, 윤리경영
한국지엠의 사람들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 지엠
혁신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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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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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경영활동을 바라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한국지엠의 핵심

한국지엠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고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치를 통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의견수렴은 한국지엠 경영의 각 영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 한국지엠은 GM 글로벌의 정책과 일관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노력의 확대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는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지엠의
이해관계자

◎

한국지엠은 회사와 관계를 맺거나 사업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고객중심
지속가능경영 전략

◎

GM은 고객중심 지속가능경영 전략 (Customer-Driven Sustainability Strategy)을 추구

합니다. 최근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행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며, 한국지엠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글로벌 GM의 가이드라인에

01

02

03

04

따라 한국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GM의 사업활동에 따른 사회·
환경적 영향을 인지하고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

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

(both
fleet and
individuals)

딜러

임직원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주주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정립

GM의 지속가능경영이 전사 경영
전략 및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
하게 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시스템
과 보고관행을 정착

GM 글로벌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협력회사

(Tier1 포함
그 이상)

한국지엠의
이해관계자 전략

◎

정부

(국가 및 지방
정부 포함)

NGOs

유관부서는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브랜드 마케팅, 노조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는 한국지엠의 유관부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의 형태는 소비자
정량분석 조사, 임직원 포커스 그룹 미팅, 블로그 및 지역사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

2015년 4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발간을 위해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실효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개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보고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인식공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사

내부이해관계자 간담회

일시

2015년 4월 16일

주관

THE CSR

평생고객 창출

브랜드 성장

기술과 혁신의 선도자

핵심 효율성 창출

성공하는 문화

품질과 안전성에서
고객의 기대를 능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자동차 제공

연비, 안전, 고객의
커넥티비티를
강화하는 선행기술 실현

사업장과 협력사로
부터 발생되는 임팩트
최소화

고객, 관계, 탁월성
의 핵심가치를 장려
하는 조직문화 구축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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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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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의 패러다임 안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일하는 곳, 한국지엠 임직원에게는 올바른 일을 지지하는 자랑스러운 회사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목표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우리의 성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윤리적인 회사만이 지속적인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한국지엠 경영활동의 근간이며, 한국지엠
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서약(Winning with Integrity) 과 실천으로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한국지엠
임직원 윤리규범

◎

우리는 모두 긍지를 느낄 만한 회사,즉 직원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거래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지엠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윤리 및 법규
준수 분야에서 일류기업으로 인정 받고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윤리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법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한국지엠의 윤리경영은 구성원 개인 및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윤
리의식 고취와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기업 미션과 비전 체계에 이를 적용하여 반뇌물, 반부패
의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온·오프라인 제보
감사,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일상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윤리 리스크에 대응하고 현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

한국지엠은 회사의 수익 강화와 동시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윤리경영 시스템

◎

한국지엠의 임직원들은 청렴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정책과 법규에 맞게 업무를 수행

합니다. 한국지엠의 최고경영진은 기업경영이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윤리 및 법규준수교육 과정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윤리강령인 Winning

으로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도 고객에게는 편의성을 더함으

with Integrity 준수를 위한 서약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써 자동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합니다.
직원 개개인은 업무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다면 관련 사실을 신고 및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GM은 선의로 신고·제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보복을 용납하지

위한 한국지엠의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이는 단기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 고객,

않으며,별도의 신고제도를 통하여 직원들이 전화,웹사이트, 이메일, 팩스,우편을 통하여 익명으로 부정

기업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제 3자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어 신고·제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고, 전화번호나 IP주소도 녹음되거나 추적되지 않습니다.

한국지엠 이사회

◎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제반 리스크 관리를 관장합니다. 이는 한국지엠의 전략적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기획을 검토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내 새롭게

협력사의 윤리경영

◎

공급자 및 공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용역은 환경관련, 노동관련, 안전보건 등 제반

부각되는 핵심 리스크 이슈들에 대해 보고하며,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임원회의에 피드백 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협력사는 어린이, 노예, 죄수 또는 다른 형태의 강제적

회사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비자발적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고용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
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협력사뿐만아니라 협력사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의 부패
방지법(Bribery Act)을 포함한 모든 반부패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한국지엠의 영향권 범위 내
의 윤리경영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임원
비율 4.8
%

창원태양광
발전시설
9,2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issue
한국지엠은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 환경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
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 _ 고객만족
31 _ 가장 안전한 자동차
36 _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39 _ 한국지엠의 사람들

43 _ 친환경 사업장
48 _ 공급망 관리
52 _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57 _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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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한국지엠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AGE 29

Customer Satisfaction

한국지엠 임직원들은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통해 기쁨을 선사하고, 평생고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비결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최고의 고객 케어를 실천합니다”

접근방향
◍

한국지엠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량 구입시부터 제품의 수명이 다 할때까지 평생

동안 고객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

혁신적인
소비자 케어 프로그램

◎

을 통해 큰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장의 무상수리
와 보증기간을 크게 연장한 3.5.7 프로그램, 차량 구입

한국지엠은 쉐보레 디퍼런스(Chevrolet Difference)로 불리는 차별화된 고객만족 표준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신뢰

후 3년 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 그것 입

를 심어주고, 영업 및 서비스 직원들에게는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니다. 또한 소비자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향후계획
◍

한국지엠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 그램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의 소리팀’ 운영을 더욱 강화
※두가지 쉐비케어 프로그램(3.5.7/ 3.5.7 Assurance) 중 택일

판매부터 A/S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평생고객 창출

◎

해 나가겠습니다.

“쉐보레 디퍼런스”는 진실의 순간(MOT)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출고 전부터 차량유지까지

이어지는 평생고객 창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접점 근무자 모두를
Everyday Hero로 임명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고객 헌장

H

elp

쉐보레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이다.
1.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안전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한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도움을 준다

1.우리는 고객의 요구를 한발 앞서 생각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한다.

R

epresent

1.우리는 평생고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전문가로서
쉐보레를 대표한다

한국지엠주식회사 사장 겸 CEO

세르지오 호샤 (Sergio Rocha)

최상의 판매 대리점과
서비스센터

◎

e

xceed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서 응대한다

o

wn

고객에게 긍정 경험
제공을 실천한다

믿을 수 있고
책임을 지는

공손하며

CHEVROLET
COMPLETE
CARE

정직하고, 투명하며
접근이 가능한

전문적이며
일관되게

한국지엠은 쉐보레 브랜드의 이미지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에 부합하는 컨셉에 따라 전국의

판매 대리점과 서비스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SNS로 접수되는
‘SVOC’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콘텐츠 플래닝에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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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판매 대리점과
서비스센터

가장 안전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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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커뮤니케이션
◎

한국지엠은 다양한 채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객과 소통해

Vehicle Safety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신차 발표회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행사를 라이브 웹캐스트와 웹챗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안전 최우선, 한국지엠은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시합니다”

최우수 대리점 & 네트워크
◎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의 국내 최우

수 딜러,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28곳이 GM 해외사업 부문
(GM International, 이하 GMI)과 GM차이나 내 영업 및 정비

자동차 안전이 왜 중요한가?
◍

자동차를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성’ 일 것입니다. 한국지엠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능 확보에 집중하여, “쉐보레=안전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그랜드 마스터
(Grandmaster)’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접근방향
◍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2015 그랜드 마스터’ 시상식은 미국 샌프란시

디자인 및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안전법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써,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북미시장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전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코에서 열렸으며, 국내 쉐보레 최우수 딜러 2곳, 대리점 16곳, 서
비스센터 10곳 등 28곳을 포함, GMI와 GM 차이나 내 237개의 대리
점과 서비스센터 관계자 총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외 제품에 대한 평가

차량개발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글로벌 GM은 차량 사고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 별로 고객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
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형 SUV 뷰익 앙코르와 글로벌 경차 쉐보레 스파크가
Buick Encore,
소형 SUV 부문 1위
(2013~2014)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장조사전문 기관인 J.D. 파워가 주관한 ‘초기

사고 전

1단계

2단계

사고 시

사고 후

3단계

품질지수 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각각 2년 연속 ‘소
형 SUV 부문 1위’와 ‘시티 카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
습니다. 또한 J.D. 파워가 발표한 자동차 상품성 및 디자인 만족

◀ 자동 충돌 경고

도 조사(APEAL: Automotive Performance, Execution and

◀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사고전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Layout)에서도 한국지엠이 담당한 쉐보레 브랜드의 3개 모델이 2년
간 3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City Car

Spark
’13년 2위, ’14년 1위

Small Car

Sonic
’13년 1위, ’14년 2위

전방 충돌 경고

후방 카메라

후 측방 경고

차선이탈 경고

햅틱시트

Small SUV

Encore
’13년 1위, ’14년 2위

INTERVIEW • 마크 코모 부사장

“쉐보레는 고객만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의 이런 노력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과 함께 고객만족 부문에 집중하여, 국내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경고

▼ 연료와 고전압전기사고
차단시스템
고장력 강판
초고장력 강판

▲ 전조등 작동

▲ 도어 자동
잠금해제 및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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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

◎		

스파크 EV와 더불어 ‘쉐보레 크루즈’도 이번 신차

쉐보레 스파크(Chevrolet Spark)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안전도 평가의 충돌 안전성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기록하며 ‘올

Safety)에서 발표한 ‘2014 가장 안전한 차 (Top Safety Pick)’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4개 부문 안전테스트 항목에서

해의 안전한 차’에 선정됐습니다. 정면 및 측면 충돌, 기둥측면

최고 등급인 ‘우수’(Good) 등급과 스몰오버랩 테스트에서 ‘양호’(Acceptable) 등급을 받으며 경차 모델 중 유일하게

충돌에서 만점을 기록, 충돌 안전성 종합 평가에서 100.8%를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됐습니다.

획득하였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

한국지엠이 개발과 생산을 주도한 소형 SUV인 트랙스(Trax)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

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에서 발표한 ‘2015 가장 안전한 차(Top

쉐보레 스파크 EV

순수전기차 쉐보레 스파크EV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4

Safety Pick)’에 선정되어 탁월한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전체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

년 신차안전도 평가(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등급 ‘만족(Good)’ 판정을 받았으며, 스몰오버랩(Small overlap test) 충돌 평가 항목에서도 최고 등

Program)에서 전기차 최초로 종합평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급을 받으며 전방위 안전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전복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을

는 전기배터리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 흡수할 수 있는 차체 구조

담보하는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루프 구조 강성을 동급 최고로 설계하는 한편, 운전석, 동반석 에

를 적용해 거둔 결과입니다. 스파크EV는 운전석 및 동반석에 충돌

어백 및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 어떠한 충돌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속도에 따라 에어백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어드밴스드 에어백(Advanced Airbag)은 물론, 앞 뒤 사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J.D. Power가 실시한 초기품질 지수에서 2년 연속 1위

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등 총 8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안전성을 확보했

를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차량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습니다.

TOP safety pick

◎

2014 Chevrolet Trax
TOP safety pick

2014 Chevrolet Spark

crashworthiness

crashworthiness

우수

Small overlap front

A

Moderate overlap front

G
G

Side
Roof strength

G

Head restraints & seats

G

양호

보통

미흡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미쓰비시 2014 미라지
닛산 베르사 세단

마쯔다
마쯔다2

도요타 프리우스 C

기아 리오
(프라이드)

현대 엑센트

도요타
야리스

피아트 500

포드 2014
피에스타

혼다 피트

Small overlap front

G

Moderate overlap front

G

Side

G

Roof strength

G

Head restraints & seats

G

쉐보레 제품의
안전기술

레이어드 빌드(Layered Build) 방식
◎		

‘레이어드 빌드’ 방식은 기존에 많이 사용해 왔던

모듈러 빌드(Modular Build) 방식과는 다르게, 차체 패널 조
립 시 파트와 파트를 겹겹이 층으로 이루어 조립함으로써, 강한
쉐보레 스파크,
미국 IIHS 발표
“Top Safety Pick”
선정

쉐보레 스파크 EV
전기차 최초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쉐보레 트랙스,
미국 IIHS 발표
‘Top Safety Pick’
선정

쉐보레 크루즈,
국토교통부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차체 강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이만수 상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과 아이가 타고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한 가?’에 있습니다. 안전은
고객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정말로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이 ‘쉐보레’라고 하면, 먼저
안전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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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안전(Passive Safety) 기술
 듀얼 프리텐셔너  탑승자의 상체를 빠르게 당겨 충돌 시 에어백에 의한 상해를 1차적으로 예방하는 프리텐셔

슈퍼 크루즈
시스템

너가 이중으로 적용

◎

2017년 도입될 예정인 ‘슈퍼 크루즈’는 고속도로 이동시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여

스스로 달릴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크루즈 컨트롤이 발만 자유로웠다면 이제는 손까지
자유로운 진정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상인식용 카메라, 거리 측정용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작은 충격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싱글 스테이지 에어백

레이더 충돌 감지용 전방센서 시스템을 통해 전방 도로 상황을 측정한 후 판단하여 차량의 가속 및

과는 달리, 속도에 따라 에어백 압력을 2단계로 조절 가능
 페달 분리 시스템  충돌 시 페달 연결부가 해제되어 페달이 분리, 운전자의 무릎과 발목의 상해를 입히는 것

감속 그리고 스티어링을 스스로 조작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도 손을 떼게 되면서 진정한 자율주행

을 방지

차량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 셈입니다.

2017 캐딜락 모델에 슈퍼크루즈 시스템 적용
자동주행뿐만 아니라 정지, 속도제어, 주행차선
유지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캐딜락 모델에 장
착된 360도 전방위 카메라와 초음파센서, 레이
더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에 탑재된 모든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도로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스템을 작동하게 합니다.

능동적 안전(Active Safety) 기술
◎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미연에 능동적으로 사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기술, 운전자 뿐 아니

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GM의 정신과 파트너십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SBZA)  주행 중 사각지대의 움직이는 사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술

◎		

최근에는 ‘글로벌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선포하였

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행동강령으로, 사업장 및 제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염려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

 후측방 경고 시스템(RCTA)  차량 후진 등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인 위험요소

견을 개진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외침’ (Speak up for Safety)

를 감지해 알려주는 기술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차선 이탈이 예상되는 순간을 경고하여 졸음운전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
는 눈길, 빗길 운전 시에 운전자의 눈이 되어 만일의 사고에 예방

파트너십

◎

2014년 한국지엠은 국제아동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

(Safe Kids)의 한국법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주변 사각지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족 대상 안전 교실인 ‘사각(死角)사각(四刻)
캠페인’을 실시하여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인 사각지대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엠은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영역을 개선하고자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향후계획

2015년 하반기에 출시될 신형 스파크에는 강건한 차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더 많은 쉐보레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라는 모토로 2013년 11월

구조를 바탕으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전국 어린이 관련시설 1,000곳에 CCTV 를 기증’하고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안전지킴이

충돌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

스마트 초록버튼 3만 개를 제공’ 하였습니다. 2014년 프로젝트 ‘스마트 초록버튼’은 SK텔레콤과 제휴

으며 이러한 최첨단 능동 안전장치 적용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하여 스마트폰을 소지한 서비스 사용자가 학교폭력, 성폭력, 급작스런 사고, 납치 등의 응급상황에

안전성을 갖춤과 동시에 지금까지 경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노출될 경우 초록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부가서비스입니다.

◎

프리미엄 안전사양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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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파워

Fuel Efficiency & CO2 Emission

트레인 기술개발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이행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생산할 것입니다.

“Volt를 비롯, 글로벌리더 GM의 친환경 차량을 제공합니다”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은 왜 중요한가?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규제하는 법규 또한 엄격합니다. 한국지엠은 친환경 자

파워트레인

◎

한국지엠은 자동차의 심장인 파워트레인 (엔진+변속기)

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약 33개 국가

의 다변화 전략을 기반으로 연비가 뛰어난 친환경 디젤 엔진을 적용

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차량구매를 장려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CO2 감축의

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는 가운데, 파워트레인은 그러한 규제를 충족시킵니다. GM은 최

접근방향
◍

초 소형 SUV 차량인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등에 차례로 소형 터
보 엔진을 적용하여 파워트레인의 축소, 즉 다운사이징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M이 판매하는 90퍼센트 이상의 차량은 고객의 감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GM은 빠르게 증가하는 첨단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수요에 대응해 지금까지 주력해 온 순수 전기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차, 디젤, 무인 자동차까지 미래환경, 운전자 안전, 편리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

쉐보레 브랜드의 첫번째 터보 모델인 소형 SUV 트랙스의 경우 국

입니다. 특히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최초로 1.4리터 4기통의 파워트레인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

향후계획
◍

해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20.4㎏·m의 성능을 보입니다.

한국지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쉐보레 시리즈 중 전기자동차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볼트, 말리부 하이브리

또한,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 터보는 가속 응답성과 연비를 개선한

드 등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 차세대 볼트(Volt)를 2016년 국내에 출시할 계획을

1.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앞으

포함하여 -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장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로 생산될 주력 제품에 최적의 터보엔진이 탑재된 파워트레인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GREEN REPORT • 한국의 탄소규제
한국정부는 2014년 12월에 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치와 연비기준을 97g/km,
24.3km/ℓ로 고시하고 저탄소협력금제도 실시를 2021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2016
년부터 순차적용하고 202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며, 한국지엠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조
사는 연비 기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연평균 연비/CO2 기준 강화율

7.1
한국

한국지엠은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인류 환경을 지키면서 자동차 기술 발전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친환
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기
술투자로 미래 자동차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스파크 EV

◎

VS

INTERVIEW • 한주호 부사장
“2020년까지 CO2 평균배출량을 97g/km로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한국지엠이 당면한 심각
하고도 중대한 도전과제입니다. 한국지엠은 이러한 지구적 과제를 위해 1g의 탄소와 싸워나가
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의 이슈이지만 동시에 100만명에 달하는 우리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가족의 경제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
라서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시속 145㎞의 최고 속도의 기록을 내는 제품으로 한

4.8 4.9
%

EU

스파크 EV는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친환경 전기

국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급최고 시속 100km까지 8.1초 이내로 도달하는 순발력을 갖춘
100% 순수 전기차입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함께 고성능, 고효율의 105kW급 모터가 스포츠카 수준

%

인 48.2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하며, 전기차 특유의 무소음/무진동 특성으로 최상의 정숙성을 제공

미국

합니다.

[한국] ’15년 140g/km  ’20년 97g/km
[ EU] ’15년 130g/km  ’20년 95g/km
[미국] ’15년 147g/km  ’20년 113g/km

INTERVIEW • 박병완 부사장

“한국지엠은 쉐보레만의 파워트레인을 개발하여 안전성과 연비 부문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쉐보레를 구입하는 고객의 마음 하나하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극 대응
하고 있습니다.”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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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는 2015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선을 보인

전기충전 구동방식의 차세대 플러그-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People at GM KOREA

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볼트
는 일반 가정에서 전원에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하며 80km

“다니고 싶은 회사,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회사”

까지 일체 배기가스 배출 없이 전기로만 주행 가능합니다.

볼트 구동 원리의 핵심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길이 1.8m, 무게 170kg, 전력량 18.4KWH의 T자형
배터리팩은 볼트를 최대 출력 150마력과 최대토크 37kg.m의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또한 기존 하이
브리드 차량의 대다수에서 사용되는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보다 볼트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크
기는 더 작으면서도 2~3배 이상의 힘을 제공하며 긴 수명, 높은 효율, 뛰어난 내구성, 효율적 가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접근방향
◍

볼트의 배터리는 충전 상황 확인이 가능하여 잦은 충전 등으로 인한 배터리 수명 감소를 방지합니다.
특히 차량 제동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여 배터리 팩에 저장함으로써 전기 가동시간을 늘
려줍니다. 배터리의 전력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면 자동으로 연장 주행모드로 변경되고 차량 내 장

한국지엠은 경쟁력 있는 자동차 회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

다. 또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지엠을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한국지엠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

임직원의 인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재개발은 임직원의 경력 개발을 증진함으로써 직무 몰입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입니다. 직무 몰입도가 더 높을수록 회사의 사업 성과는 개선되며, 이는 결국 한국지엠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착된 소형 엔진 발전기를 통해 지속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Bolt

◎

GM은 전 세계 전기차 분야의 리더로서 ‘2015 북

미 국제 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순수 전기차 콘셉트 볼
트(Bolt)를 공개했습니다. 볼트(Bolt)는 볼트(Volt)와 스
파크EV의 첨단 기술로 탄생하여, 1회 충전만으로도
321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혁신적인 자동차입니다.

Bolt 디자인
볼트 EV 콘셉트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운전자의 선

글로벌 리더십 모델

호에 따라 출퇴근용, 주말용 등 최적의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주행 모드에 따른 가속 페달 감도, 차
고, 서스펜션 세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글로벌 GM 회장이 직접 공개한 볼트 콘
셉트카의 디자인은 글로벌 디자인 팀의
일원인 한국지엠 디자인 센터가 주도하
고 글로벌 GM 디자인 팀과의 협업을 통
해 만들어 졌습니다.

볼트 EV 콘셉트카는 크로스 오버 형태를 기반으로 프론트와 리어 오버행이 없는 확장된 인테리어
를 제공, 4인승 이상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차량 내·외부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

•기능직/기술적 능력
•혁신촉진
•문제해결
•자기개발

성과중심
•사업통찰력
•고객지향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인관계 능력
•직속부하 및 타인개발
•원만한 대인관계
•동기부여
•동료와의 관계
•효과적인 팀 만들기

섬유 등 첨단 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공기 역학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를 적용,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볼트 EV 커넥트 앱을 이용한 첨단 IT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INTERVIEW • 스튜어트 노리스 전무

“100년의 유산을 지닌 쉐보레의 디자인 원칙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브랜드에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친환경 디자인 센터가 건립되어 한국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GM 차량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역량

인격ㅣ윤리와 핵심가치 유지ㅣ정직성과 신뢰

변화선도
•모호한 상황에서의 일 처리능력
•신속한 학습능력
•용기 있는 의견 개진
•프로세스 관리
•전략적 사고와 행동능력
•비전설정 및 공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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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Leadership Program)

한국지엠은 임직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

Extraordinary Leader Program, Leadership Compass, People Leader

여건을 조성하여,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asics 등 리더십 개발 및 직원개발의 책임을 다하는 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력상담센터 (Career Consulting Center)
◎

책임 문화

한국지엠 경력상담센터는 임직원의 경력개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12년부터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디자인, 생산, 판매’ 하기 위한 GM의 글로벌 성과관리 프로세스는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00여명의 임직원에게 경력개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였습니

임직원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고, 리더들이 직원개발에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구축합니

다. 경력상담센터는 GM 그룹 내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GM뿐만 아니라 국내 타 기업의 벤치마

다. 회사의 사업목표와 연계된 명확한 개인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Online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들은 연중으로 본인의 성과를
관리 및 점검하고, 리더는 직원의 업무 수행 결과 및 행동양식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과 코

Career Talk Event

칭을 제공하며 그 결과는 보상과 연계됩니다.

◎

한국지엠 임원들로부터 경력개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

들과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경력개발의 달인 11월에 진행됩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및
협력적 노사관계

◎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CEO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부평, 군산, 창원, 보령 등 전 사업장 직원들과 경영현황 설명회를

그룹 멘토링 (Group Mentoring)

갖고 쌍방향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내부고객인 직원들과의 신뢰를

◎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문 임원과 직원들 간의 정기 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회 진행되고 있으며 25~30명의 멘토들과 100

담회를 실시함은 물론 사무 및 생산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

~120명의 멘티들이 매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룹 멘토링은 여러 부문 리더에 의한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이 다양한 시각 및 업무 역량을

해 임직원 전용 커뮤니케이션 앱 (App)을 활용, 신속하게 회사의 주요 이슈를 공유합니다. 또 인터넷
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는 웹챗 (인터넷 채팅)을 실시하는 등 소셜미디어 및 뉴
미디어를 활용한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니고 싶은 회사

한국지엠은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

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 2015
년에는 ‘대한민국 여성인재경영대상’에서 제조업부문 우수상을 받

한국지엠은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았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드는 것처럼 진정한 의

생산손실 없이 건설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
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바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임직원 간의 소통과

임직원 안전

◎

한국지엠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협력사 및 한국

임직원의 건강,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직원들의 몰입도 (Engagement)를

지엠의 방문객 모두의 안전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GM은 안전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GM에서 각국 사업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니고 싶은 회사’ 설문

대한 중요한 성과로서 2013년 National Safety Council (국가안전

결과에서 한국지엠이 가장 높은 향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원회)을 통해 39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
다. 한국지엠은 안전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하며 업무 현
장 안정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감을 강조하여 더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정책 선언문
우리는 한국지엠의 절대적 우선 순위인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임받았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개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지켜 나가는 것은 지도자의 책무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국지엠을 이끌어 갈 것이다.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한국지엠은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Workplace of

Choice 일환으로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직원의 일과 가
정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상
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지엠 직원이라면 누구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및 가
정에서의 일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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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싶은 회사

친환경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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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어린이집 개원
◎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Operational Impact

2015년 4월 부평 본사 부근에 직원 자녀를 위한 ‘한국지엠 어린이
집’을 개원 하였습니다. 부평 본사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한국

“에너지를 절감하는 클린 사업장 구축”

지엠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군산, 창원 등 지방 사업장에도 순차
적으로 보육 시설을 개원하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직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

GM은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사람의 건강, 천연자원, 지구환경 보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GM의 환경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 환경친화 운전 유도 시스템, 바이오 재료 적용 등 자동차에 발생하는 이산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

◎

한국지엠은 여성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 많은 여성 리더들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 여성의 권익 향
상과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화탄소와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

글로벌 GM은 2020년까지 매립 폐기물 없는 사업장 125곳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업장이 로드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중심적인 자동차 기업에서도 갈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

역시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결과 전 사업장 모두 매립폐기물 제로(ZERO), 곧 친환경 사업장을

는 만큼 여성 임직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

여성위원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량 저감, 유해물질 사용량 저감, 매립 폐기물 배출량 제로 유지, 에너지 사용 저감, ISO14001 인증 획득, 청결한 생산 및 사회적 책

◎

표면은 차가운 강철이지만 실제로는 감성적인 작품인 자

동차를 디자인, 생산, 판매하는데 여성들의 세심한 감성의 힘이 작

임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매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GM의 모든 사업장이 에너지 절감노력
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합니다. 한국지엠은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컨퍼런스 및 다
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개발과 육
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GM 환경원칙

1

우리는 환경 보전과
보호에 노력한다.

4

우리는 기술개발과 실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우리는 제품 라이프사이클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과
오염 물질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절약한다.

5

우리는 사업활동에 적용 가능
한 환경법규 및 규제사항을
준수하며 정부기관과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환경 법규 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3

우리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우리는 공장 및 제품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중점관리영역
환경관리영역
온실가스관리
에너지사용관리
물 사용관리
폐기물관리

9,200

ton

창원 태양광 발전시설

9,2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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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항상 환경적 영향을 고려

에너지 감축 정책

◎

GM은 글로벌 차원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는 GM 지역본사의 감독을 받는 환경엔지니어들이 근

램을 실행중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을 28%까지 감축하였습니

무하며, 한국지엠은 Global Manufacturing Organization 환경부서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다. 한국지엠은 에너지 사용과 배출가스를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 지속

또한 연간 사업계획 프로세스 (Business Plan Deployment: BPD)에 따라 환경성과 관리에 집중

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담팀 구성에서부터 개선활동의 표준화, 비생산 시간중 에너지원 차단, 에너지 낭비 최소화

환경 경영 시스템

등 저소비/고효율을 위한 전사적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GM의 환경성과 기준
(EPS: Environmental
performance
criteria)에 따른
성과관리

관련 환경법규
및 규제들을 준수

환경
거버넌스

GM이 소유하거나 운영 및 감독하는 모든 시설

에는 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한국지엠
에너지 사용량 (TJ)

System: EMS)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 (TJ)

ISO 14001을 기반으로 GM에서 필요한 기준을 통합적용

(선형) 에너지 사용량 (TJ)

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상의 요구사항, 구체적인 환경경영
EPC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다른 성과 기준과 일치 시킴
(예: Landfill-freesites)

시스템의 목표 등을 포함하여 한국지엠이 지속적인 환경경

(단위:T)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전략

9,174

9,341

9,299

8,563

표준화

7,516

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표준화

최적화된 에너지
소비시스템

에너지 낭비 최소화

한국지엠의 임직원들은 생산공정의 환경영향을 관리하고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입니다. 이에 한국지엠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기업이 되고자 온실가스 관리, 물, 대기, 폐
기물 규제 요구사항, 안전 데이터 지표, 개선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립 폐기물 제로의 친환경 작업장

에너지 최적화

에너지의 재사용

환경 교육
◎

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공정 및 생산설계

가치

환경경영 거버넌스

친환경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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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에너지 사용량 2010년 대비 2014년 18% 감축

표준화

비가동 설비의 관리

효율적인 에너지팀 구성

•한국지엠 34개 사업장
•3자검증: 한국표준협회

한국지엠 폐기물(waste)배출량

성숙기/성장단계

(ton)

waste 배출량(ton)

0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생산공장 위치
와 상관 없이 모두가 환경 보존을 위
%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M은 2020
년까지 매립 폐기물 없는 사업장 125곳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업장이 로드맵을 갖고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전 사업장이 매립 폐기물 없는 사업장
에 대한 인증 대상을 조립, 파워트레인, 금형, 프
레스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R&D 센터, 주행시험
장, 자재 및 부품창고 등 비 제조 시설로 확대 추
진하여 모든 사업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
게 되었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발전시설

선형(waste 배출량(ton)

157,096

155,074

167,655

◎

친환경 전기차 생산공장인 창원공장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11.5MW급을 3차에 걸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총
155,174 ㎡ 넓이의 평소 사용하지 않는 건물지붕과 주차장 위 공

123,083
99,457

간을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연간 전력 생산량은 14,000MWh로, 약 4,600 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9,2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Waste 배출량 2010년 대비 2014년 37% 감축
•한국지엠 주요 4개 사업장(부평,군산,창원,보령)

친환경
디자인센터 건립

◎

부평공장 디자인 센터 증축 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

린 빌딩 인증 시스템인 LEED GOLD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LEED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는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대지환경 개선, 효과적인 물 사용,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

발생 축소,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건물 실내환경 개선 등의 항목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와 미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 및 화학물질 규제

(Green Chemistry Initiative)는 모두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해물질
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은 이러한 유해물
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재질정보시스템(IMDS)에 가입하여 자동차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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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업장 선정

◎

한국지엠은 최근 3년 간 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

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실적을 인정받아, 미국 환경보호
국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
년 7개 사업장, 2013년 2개 사업장에 이어 2014년에도

리더십에 의한 ‘Driving
Energy Culture
Change’

◎

리더십의 솔선수범을 통한 에너지 문화 확산을 위해, ‘Driving Energy Culture Change'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orkshop을 통해 연간 추진 Calendar 작성, 리더십 메
시지 및 에너지 투어, 사내 뉴스 레터, 부채 제작/배포, 눈으로 보는 관리를 위한 사용량 정보 제공 및
현장 게시, 직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참여

온실가스 관리 우수기업

참여

◎

소통

한국지엠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

아, 2013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단체부문 산업통상자원

시스템

부 장관 표창과 2014년 개인부문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스템

에너지 문화

역할 및 책임

역할 및 책임

협력업체 온실가스 감축
◎

현재

한국지엠은 ‘시스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사례’를 협력

비전

업체와 공유하고자 335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한 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협력업체와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 워크숍

함께 302건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공유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

생산, 생산기술, 시설,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 및 외부 전문 업체가

축에 기여해 왔습니다.

참여한 ‘에너지 워크숍’을 진행하여, 총 350여 에너지 절감 아이디
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절감
◎

한국지엠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시설투자와 개선활동으로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 절약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
한국지엠 온실가스배출량

한국지엠 WATER 사용량

(tCO2ed)

온실가스배출량(tCO2ed)

water 사용량(㎥)

선형(온실가스배출량(tCO2ed)

선형 water 사용량(㎥)

447,016 485,025

459,167

3,467,282 3,491,477 3,451,101
425,249

(㎥)

◎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기업지정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 제도는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업 스스
3,223,752

373,059

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써, 녹색 경영 시스템 구축,

2,834,243

환경 오염 물질 및 에너지 절감 등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 대비 2014년 22% 감축

Water 사용량 2010년 대비 2014년 18% 감축

•한국지엠 34개 사업장 •3차검증: 한국표준협회

•한국지엠 주요 5개 사업장(부평,군산,창원,보령,청라)

지역사회 환경활동
◎

한국지엠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장 별 환경부

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환경의 중요
성을 알리거나,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환
경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장당 연간 3개 이상의 활동목표를
설정해두고 그 성과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예컨대 1사 1산 가
꾸기, 1사 1하천 가꾸기 등의 운동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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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품은 안전하고 우수한 자동차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완성차는 다양한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한국

Supply Chain

지엠은 협력사와 상생발전하고 협력사에도 사회적 책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해 더불어 성장하고 도전합니다”

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가?
◍

자동차산업은 2 만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어 내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중

요하듯, 다른 어떤 산업보다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시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

한국지엠은 2011년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선정되

어 제1기 협약 체결 이래 2015년에는 제5기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협력사와의 소통
◍

한국지엠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협력사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엠의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의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Supply Chain 구축

운영 방안
◍

◎

한국지엠은 구매본부 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전담하는 상생협력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2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추진을 위한 14개 부문의 ‘부문 및 실무위원회’는 각 부문 책임자

모든 협력사와 관계 증진은 GM의 핵심과제입니다. 한국지엠은 지속적인 품질개선 프로그

램, 해외진출 기회 제공, 기술개발 협력, 우수사례 공유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의 관심

들로 구성되어 동반성장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추진하는 활동을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과 임직원의 노력을 통해 약 2,300 여개의 1차, 2차 협력사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확산
◍

한국지엠은 협력사들과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하도급 거래 4대 실천사항 운영으로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부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및 매출확대를

•대기업/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에 대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Supplier
Relationship
‘협신회’
기술개발

GM SOY
우수협력사 28개사
(2014)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

한국지엠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1984년 155

개 회원사를 시작으로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수탁기업협의회)를 설립 하였으며 현재는 330 여 개의 회
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협력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매년 2회 개최하여, 한국지엠의 비전과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자문위원회(Supplier Council)를 운영하여 건의 및 애
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구매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해외진출

매출증대

부품국산화와
기술경쟁력

◎

한국지엠은 글로벌 차량 개발과정(설계 및 품질확보 등)에서 부터 협력사 기술인력과 공동으

로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차량개발 초기의 부품 컨셉 개발 단계부터 설계에 참여케 하는 등 한국지
엠은 설계기간 단축은 물론 품질수준을 조기에 확보하고 협력사는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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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품질 및
생산라인 안정화 지원

◎

1, 2차 협력사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한국지엠

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추진

협력사
해외 시장진출 지원

◎

한국지엠은 GM의 글로벌 구매 네트워크를 통해 GM-

Korea Autoparts Plaza를 매년 수 차례 해외에서 개최함으로

함으로써 협력사의 품질과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상호 발전을 도모

써 국내 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지엠이 GM의 글로벌 경차 및 소형차 개발 기지의 역할을
훌륭히 해냄으로써 개발에 참여한 한국 부품업체 위상이 GM 내에
서 크게 상승 하였습니다.

동반성장 2차 협력사 확대
한국지엠 사장 및 구매부문 부사장은 1차, 2차 협력사를 지

2015년 3월에는 GM이 전세계 18,500여 개 협력사 중 올해의 우수 협력사 78곳을 선정하였고, 이

속적으로 방문해 고충 및 건의사항을 듣고 동반성장의 길을 함께 모

중 국내 협력사 28곳(36%)이 선정되어 2005년 5개사에서 5배 이상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

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지엠이 있기까지 우수한 협력사들

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지엠은 지난 12년 간 한국지엠을 제외한 GM 네트워크에 12조 원 이상의 국산

의 도움이 있었으며 한국지엠은 향후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통해 세

부품 구매를 창출하여 글로벌 GM에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우수기업 벤치마킹 및
수출시장개척 지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추진 조직

수상기업 방문을 추진하여 협력사가 글로벌 자동차산업 동향을 파
악하고 선진 경영기법 벤치마킹을 지원하여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차와 기준에 따르는 관점에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신흥시장 진출 세미나, 해외

약”의 이행과 달성을 목적으로 2011년 초 구매부문 내에 “상생협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와의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력사의 해

력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생협력팀은 GM-Korea Auto Parts
Plaza를 통한 협력사 부품수출 지원, 한국지엠 협신회(수탁기업협
의회) 운영 및 협력사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기여
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꾸준히 책임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
한국지엠은 원자재 가격 등 단가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Steel Coil & Resin 사급을 통하여 원자재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을 줄여주고, 납, 구리, 알루미늄 및 백금 등에 대하여
국제 시세를 적용한 가격연동제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한국지엠이 흡수하는 가격조정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교육·훈련 지원
◎

한국지엠은 GM본사가 시상하는 ‘Supplier of the Year’

한국지엠은 상호 존중하고 청렴해야 하며, GM의 업무절

◎

◎

◎

협력사 핵심인력의 경쟁력은 한국지엠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지엠은 협력사 핵심인력이 경

영, 교양, 자동차부품 생산 등 관련지식과 한국지엠의 핵심 프로세스 관련 기본능력을 배양하여 협력
사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MBA 등 40여 개 과정의 이러닝(e-learning) 프로
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협력사 교육의 날(Supplier Education Day)’을 연 6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협력사 인재양성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 지원을 위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인력양성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생이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014 GM Supplier of the Year Winners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upplier Name
(주)계양정밀
(주)광진기계
(주)남선알미늄자동차사업부문
대동기어(주)
대신기계공업(주)
디젠스(주)
삼보오토(주)
(주)서울정밀
(주)신진화학
(주)아이에스테크
에스엘(주)
(주)엔에스오토텍
(주)엘지화학
영화금속(주)

No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Supplier Name
(주)오스템
(주)오토젠
(주)우신시스템
유신정밀공업(주)
(주)지엔에스케이텍
(주)창원
천일엔지니어링(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케이엠앤아이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주)코아비스
(주)포스코
한국델파이(주)
(주)휴맥스오토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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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성과

Community Impact

핵심관리이슈

주요성과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사회복지 및 공익단체 지원
•차량기증: 40대
•26개 사회복지시설 수리 및 물품지원
소외계층 지원
•초등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189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95명
•노인질환 치료비 지원: 78명
•김장김치(22톤)지원: 복지기관42곳, 저소득가정 500세대
•미혼모직업훈련: 40명
•백혈병가족 힐링여행 지원: 50가족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20쌍

“지역사회를 보다 Safer, Smarter, Healthier 하게”

“Driving a Better Tomorrow” 는 제네럴모터스(GM)의 해외사업부문(GMI)과 한국지엠이 공통으로 갖는 사회공헌 활동 테마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GM의 기본철학은 지난 1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와 한국지엠 사회공헌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지

이타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임직원 참여 활성화

엠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이 가진 재능과 재원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입니다.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VMS 시스템을 이용한 실적관리)
•총 127회 자원봉사 활동
•1,021명 참여 / 12,723시간

접근방향
◍

임직원 기부참여
•5,724명
•1인평균 기부금액: 5,200원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와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가치추구 활동은 필

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한국지엠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
중점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Safer
사각사각 교통안전캠페인
•온라인 소셜 캠페인 (6/13~22) 진행
•1,500명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 실시

추진경과
◍

한국지엠은 미래 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희망과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Smarter
대한민국오토사이언스캠프
•전국초등영재 120명 참가

를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Safer, Smarter, Healthier” 의 이 세 영역은 이해관계
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함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동시에 한국지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기타

사회공헌활동관련 수상
•제5회 2014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희망2014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_경남도지사표창
•201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_인천시장표창

향후계획
◍

한국지엠은 사회공헌 활동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전사 사회공헌활동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관련
수상

◎

2014 대한상의 ·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희망2014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에서 경남도지사표창을 201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에

Driving a Better Tomorrow
Safer

Smater

Healthier

사각사각교통안전 캠페인

대한민국오토사이언스캠프

-Save Our Earth (신규)
-One World Play Project (신규)

한국지엠은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서 인천시장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Country Specific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회복지 프로그램
-차량기증사업
-장애아동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등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 기부금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임직원 기부는 매년 지속적으
로 늘어나 2014년 전체 임직원의 35%에 해당하는 약5,700여 명이 정기적인 기부에 동참할 정도로
사회공헌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핵심 관리 이슈

➊‘한국지엠한마음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➋이타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임직원 참여 활성화
➌중점분야(Safer, Smarter and Healthier)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브랜드 화

장애아동지원
◎

2010년 장애아동의 간절한 소망편지를 계기로 시작된 “시

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시각장애인 자전거 여행” 지원은 시각장
애인들의 인권향상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기획된 활동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하려는 아동들의 노력에 큰 힘
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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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김장김치 나눔행사
◎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

◎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을 비롯하여 외국인 및 한

놓여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인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신회 소속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부 프로

해 정성껏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 1,200박스

그램과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사회적 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12톤 분량)는 사회복지법인 태화복지재단을 통해 예림원, 광명원,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해치보육원, 신명보육원 등 28개 봉사기관과 지역아동센터 7곳 그
리고 독거노인, 700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사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차량기증

프로그램’ 으로 자동차 제조기업의 특성을 잘 살려 전국 사회복지시

◎

설 및 공익단체에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오고 있습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

니다. 재단 설립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총443대의 차량을 기증하

다. 이날 파티에는 10개 복지시설 아동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였으며, 올해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관을 선정, 총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파티 시작부터 호샤사장을 비롯한

40대의 차량을 기증 하였습니다.

지역 내 보육원 아동과 장애우 등을 초청,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임원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입장해 막대사탕과 머리띠
등을 선물하며 환영했습니다

의료복지사업
◎

연탄나눔행사

재단은 여러 병원과의 상호협약을 맺고 제대로 된 치

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설립시 부터 의료보험료조차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정에 보

의 연탄을 기증하고, 이를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

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

못하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은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타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임직원 참여 활성화

한마음, 한 뜻 나눔문화
◎

연탄봉사와 김장김치 전달식 행사,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사등과 같은 대규모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에 관한 임직원의 참

중점분야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사각(死角)사각(四刻) 캠페인 (Safer)
◎

‘사각(死角)사각(四刻)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운

여와 관심을 늘리고 이타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지

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인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엠 임직원들은 한국지엠 전 사업장에서 “한국지엠사회봉사단”의 이

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승차 전이나 출발 시에 유의해야 할 사각(四

름으로 아동·장애인과의 나들이 봉사, 노인 말벗 봉사, 시설 환경

刻) 즉,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

정화,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팀을

다.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파트너십으로 추진하며, 교육의 주요내용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

인 사각(四刻)의 내용은 ▶사고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There is no going Back) ▶차

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보다 더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량 승차 전, 4초 동안 차량주변을 확인하세요(Check) ▶어린이들이 차량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감독
하세요(Supervise) ▶차량과 놀이장소를 구분해 주세요(Separate) 이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

그 결과 2014년 한해 동안 봉사자 천여 명이 13,000 여 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통해 주위의 어
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주야간 교대 근무와 주말 근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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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
◎

지난 2005년부터 개최돼 2014년 10회째를 맞은 ‘대

Innovation

한민국 오토 사이언스 캠프’는 자동차 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
을 높이고 미래 한국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

“스마트한 자동차가 제공하는 혁신적 운전경험”

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지엠이 공식 후원하는 과학인재 교육 프로그
램으로 지금까지 1,000여명의 초등학생이 캠프에 참석하는 등 자
동차 과학의 뿌리심기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가한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우수조 에는 교육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지엠 사장상 등을 시상하고

◍

급속히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은 개인에서 가정과 사회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러한 융합기술 적용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한 첨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접근방향
◍

원 월드 플레이 프로젝트 (Healthier)
◎

‘원 월드 플레이 프로젝트’(One World Play Project)

는 공에 숨겨진 놀이의 가치를 전파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한국지엠이 자
체적으로 개발한 ‘터지지 않는 축구공’ 100만여 개를 전쟁 및 재난

미래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대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동차 분야에서도 자동차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기술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엠은 커넥티비티 기
술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

자동차 기술은 고객의 안전과 함께 사람과 자동차,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편리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한

국지엠은 이러한 모바일 환경을 극대화한 혁신적 제품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민 캠프, 빈곤지역 커뮤니티 등지에 기부하는 활동입니다.
국내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NTERVIEW • 박명운 상무

커넥티비티는 고객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환경을 자동차 안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지엠은 애플, 구글
과 연계하여 자동차에 카플레이(CarPlay)를 지원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
용, 모바일 환경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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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마이링크

◎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 졌고 통신 속도 등

제반 인프라의 빠른 적용이 이루어 지면서 차량의 Connectivity

자동차와 IT를 연결한
커넥티드 카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점점 인터넷과 연결되

었고, 고객들은 자신들의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가 연결되기를 바랍

관련 개발 역시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스마트폰 보

니다.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용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급이 크게 늘어난 추세를 반영하여,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마

자동차와 연결, 운전자와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링크’를 2013년형 쉐보레 크루즈부터 접목하기 시작였습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자동차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라고
마이링크는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한

부릅니다.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의 현재 상황과 각종 내·외부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리고 능동적으로 제

장치입니다. 현재 한국지엠은 마이링크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준중형차 크루즈와 소형차 아베

어·관리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GM OnStar는 커넥티드 시

오는 물론, 한국지엠의 모든 차종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강화해 대형

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인포테인먼트, 통신, 안전운전 분야에서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터치스크린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재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스템으로 AT&T는 통신사와 4G 네트워크 핫스팟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차량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전화 통화와 연락처를 검색하는 등의 기본 기능뿐 아니라 인터넷 라디오 어플리
케이션 스티처(Stitcher)와 튠인(TuneIn),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브링고(BringGo)와도 연동가능

한국지엠은 2015년 하반기 차세대 스파크에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카플레이를 탑재해 선보일 예정

케 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마이링크는 스마트폰 화면을 멀티미디어 모니터에 직접 옮겨, 큰 화면의

입니다. 카플레이는 7인치 마이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며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팟

내비게이션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는데, 이 부분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습니

캐스트, 네비게이션 및 음성명령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 앞으로도 한국지엠은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 고성능 커넥티드 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마이링크

자연스러운
정전식 터치방식
•스마폰과 같은
터치감
•멀티터치가능

하드웨어 개선
•CPU속도향상
•24비트로 더 깊
은 컬러감
•노브/버튼 채용
으로 사용감 개
선

스마트폰
연동 미러링
•미러링을 통한 대
형 스크린으로 지
도, 엔터테인먼
트, 통신기능을
더 편리하게
•끊임없이 커져가
는 확장성

자율주행자동차
GM은 파이어버드2 (Firebird 2) 콘셉트카를 시작으로 지난 1950년대부터 약 60여년 간 추진해 온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물로 쉐보레와 캐딜락 차량에 충돌
회피와 차량간 교신을 비롯해 궁극적인 스마트 무인주행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GM은 2012년 처음으로 미디어 대상으로 소개한 슈퍼크루즈
시스템을 통해 보다 진보된 지능형 능동 안전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리 바라(Mary Barra) CEO가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양산 차량에까지 기술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한 검증을 거쳤고,
레이더와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센서에 기반해 주행과 제동, 주차를 스스로 제어함은 물론, 차량간 교신, 즉 V2V 기술을 탑재한 캐딜락 신모델을 향후 선보일
계획입니다.

+

Appendix
한국지엠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매년 보다 나은 성과로 공개
될 것이며,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62 _ 경제
63 _ 환경
65 _ 사회

66 _ 제 3자 검증의견서
68 _ GM KOREA GRI G4 INDEX
GM 글로벌
올해의 우수협력업체 78개사 중
국내 부품업체 28개사 수상으로,
7년 연속 2위

140여 개국, 수출증가 5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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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재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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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글로벌의 환경성과 목표 및 추진경과
GM의 환경성과는 한국지엠을 포함한 국가별 사업장의 성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

대차대조표
(재무상태)

2013년

2014년

유동자산

4,258,012,245,559

3,545,272,783,578

비유동자산

4,778,305,364,983

4,649,015,787,370

자산총계

9,036,317,610,542

8,194,288,570,948

유동부채

3,671,781,748,496

3,596,227,977,244

비유동부채

3,376,139,579,453

3,067,798,362,351

부채총계

7,047,921,327,949

3,067,798,362,351

166,322,885,200

166,322,885,200

자본잉여금

1,098,517,864,021

1,101,509,545,391

자본총계

1,988,396,282,593

1,530,262,231,353

부채와 자본 총계

9,036,317,610,542

8,194,288,570,948

매출액

15,603,936,931,252

12,918,196,922,539

매출원가

13,529,077,091,730

11,875,539,287,307

2,074,859,839,522

1,042,657,635,232

988,380,937,535

1,191,223,621,300

1,086,478,901,987

(148,565,986,068)

자본금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영업이익(손실)
영업외이익

397,000,075,062

324,709,882,251

영업외비용

750,794,180,546

521,517,593,896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732,684,796,503

521,517,593,896

당기순이익

100,987,255,008

(353,356,179,852)

에너지원 단위 

2.47

2010

(단위: 백만 원)

매출

(단위: 백만 원)

매출 총 이익

(단위: 백만 원)

2.30

2012

2.22

2013

2.19

4.84

4.62

2012

1.97

2014

전 세계 물 원단위

2010

자본

(단위: MWh/Vehicle)

2020

(단위: M3/Vehicle)

4.39

2013

탄소원단위 

0.93

2010

4.09

2014

2020

재생 에너지 발전능력

(단위: MW)

0.88

0.87

0.83

2012

2013

2014

폐기물
310

4.31

(단위: tCO2e/Vehicle)

2010

0.74

2020

(단위: in kg/Vehicle)

287

2012

262

2013

도색공장에서 배출된 휘발성유기오염물질

279
243

2014

2020

(단위: in kg/Vehicle)

125.0

1,530,262
2014

12,918,197
1,988,396
2013

2014

105.2

1,042,658

15,603,937
2013

2014

3.8

2,074,860

55.0

62.3

66.2

2010

2012

2013

3.5

3.3

3.1

2012

2013

2014

3.4

2013
2014

2020

2010

※글로벌 성과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 GM Global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 데이터 파트(http://gmsustainability.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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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글로벌의 환경성과 목표 및 추진경과

매립폐기물 “0” 사업장

122
2014

한국지엠의 사회성과

지역사회

(단위: 개)

야생동물 서식지

100

40

%

112

2014 참가사업장

2014

GM 글로벌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환경 및
에너지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최소 1개 이상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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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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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직군별 전체 임직원
생산직

26

(단위: 명)

사무직

생산직

17,134

16,983

17,147

16,954
6,102

6,276

6,190

직군별 여성 임직원

16,489

5,925

5,686

사무직

5.2
889

5.5

5.5

941

946

11,045

10,858

10,793

11,029

5.2
895

887

838

2013

(단위: 명, %)

880
831

5.0
818
772

10,803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밀접한 사업장의 경우,
2020년까지 서식지 보호 인증서 획득으로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54

51
2010

한국지엠의 환경성과
한국지엠 에너지 사용량

(단위: TJ)

한국지엠 WATER 사용량

(단위: M3)

2011

2012

2013

여성 임원
인원

2014

(단위: 명, %)
비율

2010

2011

51
2012

9,174

9,341

9,299

8,563

3,491,477

3,451,101

인원

3.1

2,834,243

2.6
5

1.2

7

2011

2012

2013

한국지엠 온실가스 배출량

2014

(단위: tCO2eq)

2010

2011

2012

2013

한국지엠 폐기물(Waste) 배출량

2014

(단위: ton )

447,016

485,025

459,167

157,096
373,059

2.9
2.7
2.4

5
1.6

2011

2012

2013

퇴직 근로자

2014

(단위: 명, %)

22

22

2011

2012

2010

2.5

2.5
1.9
99,457

259,167

24

2013

2014

평균 근속연수

(단위: 년)

3.2

123,083

26

비율

167,655
155,074

2.5

14

2010

인원

2014

비율

8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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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4.1

3,233,752

7,516

2013

여성 관리직 (팀책임자 이상)

4.8
3,4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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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의견서
2014 한국지엠 경영진 귀중

GRI 표준공시
검증인은 보고서의 GRI G4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의 Core 옵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고 경영접근방식(DMA), 일반표준공시 보고지표, 특정
표준공시 22개 측면과 보고지표 관련 요건들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확인된 보고측면과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주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 “검증인”)은 한국지엠으로부터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 최초발간에 따른 보고서 독립검증을 요청 받
았습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한국지엠의 경영진에게 제공되며 보고서의 신뢰성 검토 이외의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측면

경제
•경제성과_EC2
•간접경제효과_EC8
•조달관행_EC9

검증기준
검증표준은 GM글로벌 본사의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분야 글로벌 표준을 활용하였습니다.
•GM글로벌 본사의 보고 프레임워크 및 보고관행
•AA1000AS(2008)에 따른 이해관계자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의 보고서 내용과 품질 결정에 대한 원칙
검증수준
GM의 전 세계 사업장은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실행함에 따라 본사의 데이터를 준용하는 경우 본 검증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한국
지엠 국내 사업장에서 추진한 활동 중심의 제한적 데이터 샘플링과 현장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
니다.
•보고데이터 산출체계 점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전략실행 및 보고데이터 산출 프로세스 점검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점검: CSR 전담조직과 관련부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및 추진활동 점검
•중요성평가 프로세스 점검: 보고이슈 선정을 위한 중대성평가 과정의 합리성
검증한계
제한적 범위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서면검토에 의해 제시된 검증의견으로, 제한적 정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보고내용의 전반적 신뢰수
준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100%의 신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증결과

제3자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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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원재료_EN2
•에너지_EN3
•용수_EN8
•폐수 및 폐기물_EN23
•제품 및 서비스_EN27

•노사관계_LA4
•다양성과 기회균등_LA1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_HR4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충처리 제도_SO11
•고객안전보건_PR1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_PR5

검증 독립성
검증인은 독립검증기관으로서 윤리준수와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 및 개선권고를 제시합니다.
경영개선권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발간 과정을 통해 발견된 개선과제를 차기 발간을 통해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실행의 중요부분인 거버넌스, 보고조직 구성 등 지속가능경영 보고시스템 및 관행을 한국지엠의 문화로 정착 해 나갈 것을 권
고합니다.
•GM 글로벌 본사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성과 공유와 함께 한국지엠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보고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
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중요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에 대한 약속과 추진일정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정
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기관
더씨에스알(THE CSR)은 2013년 12월에 설립된 지속가능경영 전략개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분야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영
국, 독일 등 CSR 연구성과를 보유한 전문가들의 다국적 지식기반 네트워크로, 본 검증팀은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전문가
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증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표준과 보고 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고서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THE CSR ASSURANCE COMMITTEE

더씨에스알 검증위원회

포괄성
한국지엠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상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한국지엠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확인하였으며, 참여 및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주요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지엠
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와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였는가?
검증인은 한국지엠의 최종 보고이슈 도출절차를 확인하였으며, 보고절차와 내용을 GM글로벌 본사와 준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증인은
중요성평가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
중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과 보고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매리 바라(Mary Barra) 글로벌 CEO의 자동차
리콜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국지엠의 보고서에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대응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검증위원

검증위원

검증위원장

Tawuya Katso, Ph.d

김수일 전무

정세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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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KOREA GRI G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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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Korea GRI G4 Index

프로필 공개

지표 내용

보고내용

페이지

검증

69

V

지속가능경영 보고관행
이슈
일반표준공개 지표
프로필 공개

지표 내용

보고내용

페이지

검증

6~7

V

전략 및 분석
G4-1

내부

고객만족

G4-21

조직 외부 중대이슈 별 보고 범위

외부

경계

X

글로벌

자동차 안전

X

X

글로벌

연료 효율 & 탄소 배출량

X

X

글로벌

한국지엠의 사람들

X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조직, 전략관련선언

CEO Message, 지속가능경영전략

영업 영향

X

X

글로벌

G4-3

회사명

한국지엠주식회사

16

V

공급망 관리

X

X

협력사

G4-4

주요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Chevrolet, Alpheon

16, 18~19

V

지역사회 영향

X

X

전세계

G4-5

본사 위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16

V

혁신

X

X

전세계

G4-6

해외 주요 사업장 지속가능성 이슈와 국가명 및 수

전세계 34개국에서 제품 생산

17

V

G4-7

조직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GM 76.96%, KDB 17.02%, SAIC 6.02%

16

V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수정보고 이유

최초보고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G4-8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150여개국으로 수출 판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17

V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최초보고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G4-9

조직규모

회사소개

16~17

V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이해관계자 참여

22

V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22

V

G4-26

이해관계자 유형별, 집단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

22

V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

22

V

About this
report

V

조직 프로필

G4-10

G4-11

A. 고용계약 및 성별 전체 근로자 수
B. 고용 유형 및 성별 전체 정규 근로자 수
C. 근로자/피감독근로자별, 그리고 성별 전체 인력
D. 지역과 성별 전체인력
E. 조
 직업무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여부
F. 고용 근로자 수의 중요한 변화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

회사소개, 사회성과 데이터 참조

사무직(남/여)

5,686 명(4,914/772)

생산직(남/여)

10,803명(10,757/46)

합계(남/여)

16,489명(15,671/818)

사무직, 생산직 총 인원 중 단체협약 적용대상 비율은
94% 이며, 비적용 대상인원 비율은 6% 입니다.
단체협약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조합원만
해당되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차별 없이 동등
하게 적용됩니다.

G4-12

조직의 공급사슬에 대한 설명

공급망 관리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관련 주요변화

G4-14

Stakeholder Engagement/이해관계자 참여
G4-24

2014
65

V

Report Profile/보고서 프로필
68

V

48~51

V

협력업체 관련 변동사항 없음
2013년, 2014년 1차협력업체: 323개

68

V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 또는 원칙의 명시 내용

한국지엠은 특정 원칙을 따르지는 않으며,
환경·윤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포괄적 방식의
리스크 관리를 실시합니다.

68

V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이니셔티브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

V

G4-16

주요협회 가입현황

국내 자동차관련 협회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73

V

A. 조
 직의 연결재무제표 혹은 동등한 문서에 포함되는 모
든 주체
B.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혹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 중 보고되지 않은 주체

경제성과 데이터

62

-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보고원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

지속가능경영 보고관행

20~21

V

G4-19

보고서 내용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

지속가능경영 보고관행

21

V

G4-20

조직 내부 중대이슈 별 보고 범위

지속가능경영 보고관행

21

V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

2014년 1월~2015년 5월

G4-29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최초발간

-

V

G4-30

보고 주기

최초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 예정입니다.

69

V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시의) 연락처

사회공헌 및 대외협력팀 | 전화: 032-520-5276

About this
report

V

G4-32

A.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보고
B. 선택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C. 보고서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에 대한 참조 기입

About this report, 검증의견서 참조

About this
report

V

G4-33

A. 보고서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 및 현재 관행
B. 외부 검증보고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 외부
검증의 범위와 기준
C.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D. 최
 고 거버넌스 기구나 임원이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과정에 관여하는지 보고

검증의견서

66~67

V

한국지엠은 지속가능경영을 고려하되,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4

-

윤리경영, 한국지엠의 핵심가치

25

V

중대이슈 및 보고경계 도출

G4-17

내부

Governance/거버넌스
G4-34

최고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위원회

Ethics and Integrity/윤리성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의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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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공개 지표
프로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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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내용

보고내용

페이지

지표 내용

보고내용

한국지엠과 한국경제, 경제성과 데이터

G4-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경제성과 데이터

G4-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글로벌 환경스코어카드,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 사업장, 참조

간접 경제
효과

DMA /경영접근방식

한국지엠과 한국경제

14~15,
52~56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한국지엠과 한국경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14~15,
52~56

G4-EC9

14~15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책임감 있는 공급망 관리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한국지엠은 글로벌 프로그램의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2

V

9, 45

-

G4-EN16

-

48~51

G4-EN2

에너지

DMA/경영접근방식

글로벌 환경스코어카드, 친환경 사업장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GM글로벌 데이터

GM의 자동차는 평균 85% 재활용 가능하며, 회수될 수
있는 무게는 95%. 특정 경우 신기술이 도입될 때 차량
분해 전문기업들과 협력하여 재생 원재료 량을 증가
시키고 GM의 제품생산에 활용합니다. 모든 노력은 ISO
국제표준과 GM의 자체기준을 준수합니다.

70

-

9, 43~47

-

70

글로벌
검증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G4-EN4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 사업장

36~38,
43~47

V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 소비

적용 되지 않습니다.

-

-

G4-EN5

에너지 집약도
*GM글로벌 데이터

차량당 2.19MWh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출량은
총 9,752,464대 차량과 조직 내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도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63

글로벌
검증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한국지엠의 에너지사용량은 2010년 대비 18%
감축하였습니다.

45

-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친환경 사업장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G4-EN9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물 사용량 2,834,243톤(2014)
한국지엠의 물사용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정 보호관리 지역의 수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36~38

-

46

-

46

V

70

-

차량당 0.83 톤CO2e
9,752,464대 차량기준 계산된 수치로 Scope1과Scope2가
포함되었습니다.

71

글로벌
검증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GM글로벌 데이터

288,483 톤CO2e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계산식을 이용하였으며, Scope1과
Scope2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입니다.

71

글로벌
검증

G4-EN20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GM글로벌 데이터

1.9 톤CO2e 배출 되었습니다.

71

글로벌
검증

71

글로벌
검증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배출물
2014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GM글로벌 데이터

배출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18,610,370

재생 및
재사용 용수 비율

44%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 사업장

70

글로벌
검증

G4-EN15

2,329,813

한국지엠 온실가스 배출_
톤CO2e
*한국정부 산출방식 적용

116,229

작성되었습니다.

29.7

G4-EN22

수질 및 도착지 별 총 방류량
*GM글로벌 데이터

폐수처리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처리되
며 수질 자료들은 정밀하게 분석된 검사 데이터들을 토대
로 작성되었습니다.

43~47

71

글로벌
검증

유형 및 처리방법 별 총 폐기물 중량

글로벌
검증

한국지엠 폐기물 배출량
_톤

99,457

71

V

36~38

-

9, 36~38

V

한국지엠의 모든 폐기물이 포함된 수치로 2010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G4-EN32

70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보고방식과 IPCC의 Good Practice Guidelines에 따라

휘발성유기오염물질(VOCs)
K-tons

친환경 사업장

공급망 환경
평가

2014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GM글로벌 데이터

275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G4-EN27

36~38,
43~47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글로벌 직접 온실가스 배
출_ 톤CO2e

1.799

SOx_ Metric tons_ 톤CO2e

폐수 및
폐기물

G4-EN23

용수 사용량_톤

NOx_ metric tons_ 톤CO2e

VOC 배출량은 다음의 구성단위에서 산출된 수치 입니다.
ELPO, Primer, Topcoat, Final Repair and Cleaning Solvents
의 공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VOC 배출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4
G4-EN10

256,847

2014

재생 및 재사용용수 비율과 총량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GM글로벌 데이터

글로벌
검증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GM글로벌 데이터

G4-EN21

45

용수

한국지엠 온실가스 배
출_톤CO2e
*한국정부 산출방식 적용

5,751,940

G4-EN18

-

7,516TJ (2014)

G4-EN7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GM글로벌 데이터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_톤
CO2e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보고방식과 IPCC의 Good Practice
Guidelines와 규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NVIRONMENT/환경
원재료

71

2014

DMA/경영접근방식

조달 관행

검증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2)

검증

ECONOMIC/ 경제
경제 성과

페이지

DMA /영역별 경영접근방식

연료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 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글로벌 환경 스코어카드, 연비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연료효율성 그리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 참조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윤리경영, 공급망 관리

25

-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GM글로벌 데이터

100 퍼센트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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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공개

지표 내용

보고내용

페이지

검증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노사관계

프로필 공개

지표 내용

보고내용

페이지

검증

31~35

-

73

-

73

V

제품책임

DMA/경영접근방식

한국지엠의 사람들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모든 노동관련 협약사항들은 노조와 경영진간 정례
미팅을 통해 조정되고 공식채널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72

산업 안전
보건

DMA/경영접근방식

한국지엠의 사람들

40

G4-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
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노사 대표자가 분기 1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전 직원에 적용됩니다.

72

V

G4-LA8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단체협약 8장 안전보건에서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매2년 주기로 협의 및 협약을 채결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
비스
라벨링

72

V

G4-PR5

DMA/경영접근방식

한국지엠의 사람들

40

G4-LA12

범주 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한국지엠의 사람들, 사회성과 데이터

65

협력사의
노동관행
평가

DMA/경영접근방식

윤리경영, 공급망 관리

25

G4-LA14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윤리경영, 공급망 관리

48~51

-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GM KOREA GRI G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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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전
보건

39~42
V

DMA 영역별 경영접근방식

가장 안전한 자동차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100 퍼센트

G4-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 (www.car.go.kr) 기준

DMA/경영접근방식

고객만족

28~30

-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고객만족

8

V

2014년 리콜조치 13건이 있었습니다.

-

인권
투자

DMA/경영접근방식

윤리경영

25

-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윤리경영

25

-

DMA/경영접근방식

한국지엠의 사람들

40

-

G4-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는 없습니다.

72

V

공급업체
인권평가

DMA/경영접근방식

윤리경영

25

-

G4-HR10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100 퍼센트

72

-

지역사회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52~56

-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52~56

-

G4-SO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52~56

-

DMA/영역별 경영접근방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고객만족,
가장 안전한 자동차

28~35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법률 위반에 따른 중대한 제재 건수는 없습니다.

DMA/경영접근방식

윤리경영, 공급망 관리

사회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100퍼센트

DMA /경영접근방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엠, 고객만족, 차량 안정성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2014년 부평 조립2공장에서 환풍기소음에 대한 민원이 1건
발생하여 조치하였습니다.

G4-HR1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사회

준수
G4-SO8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
치는
영향 평가
G4-SO9
사회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G4-SO11

72

-

25, 48~51

-

72

V

35, 52~56

-

72

V

협회가입현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공정경쟁협회
•자동차안전학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전국녹색기업협의회
•인천환경기술인연합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A driving force
한국지엠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년 발전된 성과와 함께 도약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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