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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 대응 체계

존경하는 하이트진로 고객 여러분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

하이트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경영 중장기 목표를 새롭게 수

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지속가능환경보고서로 두번째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
올해 하이트진로 지속가능환경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주요 환경 성과지표
분석과 연속적 사회가치창출 사업으로 발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환경경영 사업을 비중있게 작성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다양한 규제 준수를 위

공급망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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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장기 전략을 개편하였습니다.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지난 한 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와 시장의 축소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동을 연속성 있게 시행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환경 경영 활동을 시행

과 재활용 원료로 제작된 다양한 굿즈를 출시하는 등 경계를 넘어 친환경

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영역 전반에서 공정혁
배출권 시장에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였습니다.

Product Portfolio

2021년은 하이트진로 전 업무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한 환

TCFD

경 경영 실천을 인정받아 ‘한국인정지원센터’ 주관의｢KAB Award ESG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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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잦은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기후 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강한 실천력의 온실가스 감축과 중립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자원, 온실가스, 순환자원 이용을 중점 2025년

까지 25! CHALLEN 환경경영 목표에서 더 나아가 2050 to zero! 환경경
영 중장기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여 전 인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분리수거 활동인 테라크루 청정 캠페인
신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대비 14%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Appendices

립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적극 참여하

경영실천 대상｣을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
는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진정성 있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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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24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진로와

1933년 대한민국 최초의 맥주회사로 설립된 하이트맥주는 최고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류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2011년 통합 법인인 ‘하이트진로 주식회

사’로 새롭게 출범하여 ‘국내 1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4

김인규

공급망 환경경영

업종

2,049,288

주류제조, 판매

1,977,100

2019

2020

2021

3,431,331 백만원

자산총계

(단위: 백만 원)

1,537,926

1,538,599

2020

2021

1,242,229

1924. 10 (2005. 07 하이트진로 그룹 출범

설립일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1,830,147

● 환경성적인증제품* 매출액

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을 지역사회,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여 지속 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HJ Environment Impact

(단위: 백만 원)

년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국내 뿐만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성장 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 매출액

2019

* 20년 보고서 친환경제품 매출액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매출액 명칭 변경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주요 경영지표

종합 환경성과

● 임직원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단위: 명)
3,071

TCFD

3,152

● 당기 순이익

(단위: 백만 원)

3,141

맥주(단위: kL)



소주(단위: kL)
752,630

72,537
52,120

GRI Standard Index

● 생산량

573,355

609,481

2019

2020

845,946

841,869

2020

2021

525,360

△ 40,691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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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2019

2020

2021

20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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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소주류

참이슬 오리지널, 참이슬 후레쉬, 진로, 진로골드, 일품진로, 진로 헤리티지 1924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기타주류

매화수, 진로와인, 과일소주(자몽에이슬등),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망고링고, 이슬톡톡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맥주류
위스키

수입주류

스페셜에디션
5

테라,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맥스, 스타우트, 에스
더클래스 1933, 더클래스 33°, 더클래스

블랑1664, 파울라너, 써머스비, 수입와인, 사케
맥스 스페셜 호프, 일품진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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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류

대나무 숯으로 4번 걸러 더 깨끗해진 참이슬 fresh

소주 본연의 깊고 진한 맛!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이즈 백! 소주의 원조, 진로가 돌아왔다

자몽에이슬

대나무 숯으로 4번 걸러 더 깨끗한 목넘김과 이슬형태
의 곡선 라벨로 더욱 트렌디해진 참이슬 fresh 입니다.

대한민국 소주의 정통성을 지켜온 정통소주로서 대나무 숯
으로 4번 걸러 깊고 진한 맛을 구현해 진짜 소주의 참맛을
아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진로만이 가지고 있는 No.1 헤리티지를 재해석하여 스카
이 블루 색상의 병과 은색 트위스트 캡으로 복원하였습니
다. 편한 음용감을 즐기는 20대를 위해 16.5도의 순하고
부드러운 목넘김, 마실수록 깔끔한 맛을 구현했습니다.

여성들이 사랑하는 대표 과일 자몽과 대한민국 대표 소
주 참이슬이 만나, 상큼함과 청량감은 더하고 13도의 도
수로 부담은 낮췄습니다.

참이슬 후레쉬 200ml

참이슬 오리지널 200ml

진로 360ml

자몽에이슬 360ml

알코올 16.5%

공급망 환경경영

알코올 20.1%

HJ Environment Impact

알코올 16.5%

알코올 13%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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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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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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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Product Portfolio

0.227 kg CO2-eq/개

참이슬 후레쉬 360ml

TCFD

GRI Standard Index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6

0.208 kg CO2-eq/개

참이슬 후레쉬 640ml
탄소발자국

0.522 kg CO2-eq/개

탄소발자국

0.246 kg CO2-eq/개

참이슬 오리지널 360ml
탄소발자국

0.205 kg CO2-eq/개

참이슬 오리지널 640ml
탄소발자국

0.464 kg CO2-eq/개

탄소발자국

0.423 kg CO2-eq/개

탄소발자국

0.228 kg CO2-eq/개

Introduction

PRODUCT PORTFOLIO

CEO Message
HJ Profile

→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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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류

기타주류

시대의 돌풍을 일으킬 청정라거, TERRA

말도 안되게 공들여 만든 상쾌함 필라이트 후레쉬

말도 안되게 공들여 만든 깔끔함 필라이트

테라는 세계 공기질 부문 1위 호주에서 자란 청정맥아와 오직 발
효공정에서 나오는 리얼탄산을 100% 사용하여 거품은 조밀하고
탄산은 오래 지속됩니다. 국내 레귤러 라거 최초 Green Bottle을
적용하였고, 토네이도 패턴을 통해 눈으로 보는 청량감을 구현하
였습니다.

역대급 가성비 필라이트 가격 그대로, 100% 국산 보리의 깨끗하고 깔끔한
맛과 하이트진로의 FRESH 저온 숙성 공법으로 완성된 극한의 시원 상쾌함

100% 아로마 호프와 국내산 보리사용으로 고유의 풍미와 깨끗하고 깔끔
한 맛을 살린, 가성비 높은 신개념 주류

알코올 4.6%

테라 병 330ml

0.370 kg CO2-eq/개
테라 병 500ml

0.432 kg CO2-eq/개
테라 캔 355ml

Product Portfolio

0.172 kg CO2-eq/개

TCFD

GRI Standard Index

테라 캔 500ml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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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5 kg CO2-eq/개

알코올 4.5%

필라이트후레쉬 페트 1,000ml

0.413 kg CO2-eq/개
필라이트후레쉬 페트 1,600ml

0.608 kg CO2-eq/개
필라이트후레쉬 캔 355ml

0.162 kg CO2-eq/개
필라이트후레쉬 캔 500ml

0.200 kg CO2-eq/개

알코올 4.5%

필라이트 페트 1,000ml

0.434 kg CO2-eq/개
필라이트 페트 1,600ml

0.629 kg CO2-eq/개
필라이트 캔 355ml

0.161 kg CO2-eq/개
필라이트 캔 500ml

0.197 kg CO2-eq/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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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1924

1933

2005

2007

2009

2010

2012

2013

10	진천양조상회 창립 :
진로소주 생산

08	조선맥주주식회사
창립 : 국내맥주 최초
창립

07	하이트진로 그룹
출범

02	환경친화기업 
(現 녹색기업,
이천공장) 지정

06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 참여

11	참이슬오리지널,
참이슬후레쉬
탄소성적인증

02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산시스템 구축

11	참이슬오리지널,
참이슬후레쉬
저탄소제품인증,
온실가스 농식품부문
우수감축기업 선정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4

08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8종 환경성적
인증 갱신

08	테라, 진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하이트진로
주력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21종, 주류업계
유일 최다, 인증제품
보유)

03	이천공장 숲속 공장
조성 협약 (미세먼지
저감 나무 심기.
경기도)

04	포장재재질구조개선
자발적협약

10	참이슬PET, 참이슬
16.9, 매화수
등 총 6개제품
저탄소제품인증

05	ESH(환경안전보건)
전산시스템 개발
오픈

07	Save the Earth/참
깨끗한 공기 – 350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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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녹색기업지정
(강원공장),
국가고객만족도지수
(NCIS) 소주, 맥주
부문 1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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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행 (1호)
12	KAB AWARD ESG
경영실천 대상

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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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SO 14001:2015,
ISO 45001:2018
인증전환, 통합시스템
인증, 필라이트,
필라이트후레쉬
환경성적표지 인증

10	참이슬PET, 참이슬 16.9,
매화수 등 총 6개 제품
탄소성적표지 인증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과 제품의 친환경성을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의 환경경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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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2

지점

하이트진로(주) 강원공장

본사(서초사옥)

하이트진로(주) 이천공장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2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연구소(홍천)

화학물질 위험관리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지점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둔길 49 (하화계리)
연구소(청주)

Product Portfolio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77
(중삼리, ㈜진로) (중삼리 51)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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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본사(청담사옥)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6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둔길 49 / 생산제품｜맥주 제조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07번길 13 (무촌리 28)
생산제품｜소주 제조업
하이트진로(주) 청주공장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51 (마동) / 생산제품｜소주 제조업
하이트진로(주) 익산공장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51 (마동) / 생산제품｜소주 제조업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신지리, 하이트맥주)
생산제품｜맥주 제조업
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8 (구암동)
생산제품 ｜ 소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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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TCFD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폴란드

몽골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라오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홍콩

대만

미얀마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중국

태국

일본

사이판

바레인

카타르

가나

칠레

러시아

라트비아

UAE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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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헝가리

핀란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GRI Standard Index

체코

니카라과

페루

Product Portfolio

해외법인

노르웨이

벨기에

환경사고 대응 체계
HJ Environment Impact

영국

덴마크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팔라우

괌

필리핀

싱가포르

Unit A1510 (A-Zuo, 1510hao) Tyg Center
2C East 3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러시아
HiteJinro Rus Co

ST.17 Leninskaya Sloboda, Moscow,
115280, Russia

필리핀
HiteJinro 
Philippines Inc

러시아
HiteJinro RUS
Food Co.,Ltd

베트남
HiteJinro Vietnam
Co., Ltd.
미국
Jinro America Inc.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북경진로해특주
업유한공사 (The
Hite-Jinro Group
China)

일본
Jinro INC.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Unit 9B, 9th Floor The Palisades
Condominium 107 Perea Street Legaspi
Village San Lorenzo, City of Makati
Fourth District, Philippines

ST.17 Leninskaya Sloboda, Moscow,
115280, Russia
1907-1, 19th Floor, Keangnam Ha Noi
Landmark, E6, Casu Giay Urban,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 Noi,
Vietnam

13422 Alondra Blvd., Cerritos, CA 90703
Jinro Roppongi Bldg 4-4-8,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HJ Profile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하이트진로는 2025년 까지 25! CHALLEN 환경경영 목표에서 더 나아가 2050 to zerO! 환경경영 중장기 목표

→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참여하겠습니다.

Introduction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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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Environment CSV

SDG Goal 6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자연에 환원시켜 모두를 위한 물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를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여 전 인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SDG Goal 7

에너지 절감 활동과 에너지 고효율 시설에 투자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SDG Goal 12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확대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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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Goal 13

환경경영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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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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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5! CHALLEN

2050 T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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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O 25!

2030 TO 30!

2040 TO 40!

2050 TO O!


온실가스
40% 감축
수자원 40% 환원
친환경 포장재 40%전환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30%


탄소중립
수자원 100% 환원
친환경포장재 전환 100%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50%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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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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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5% 감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25% 감소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25개 이상


온실가스
30% 감소
수자원 30% 환원
친환경 포장재 30% 전환
SCOPE 3 산정

HJ ENVIRONMENT CREATING SHAR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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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업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

또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장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 HJ Environment CSV

전문 업체와 협업으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고, 소비자와 함께 청정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빙테크 스마트홈 스타트업 ‘이디연’과는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이어 하이트진로와 협업을 진행하며 동반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85%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2021년 제로웨이스트 박스 회수율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2021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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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하이트진로 스타트업 투자(‘22년 4월 기준) :
총 54.7 억원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Introduction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하이트진로의 친환경 굿즈 제작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2022년은 2021년의 올바른 분리 배출의 결과로 재활용 원료를 이용한 에코백, 레깅스 등 다양한

환경경영 정책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단계 외에 소비와 폐기 단계의 환경 영향의 최소화와 올바른 자원순환문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업사이클링 굿즈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가치있는 소비생활에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
화 확산을 위해 요기요-테라사이클과 협업하여 ‘청정리사이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테라 X 스컬피그 친환경레깅스

▲ 테라 X 큐클리프 업사이클링백

스컬피그

큐클리프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테라 친환경 레깅스 제작

HJ Environment Impact

국내 에슬레저 브랜드 스컬피그와 협업하여 친환경 레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재인 ‘셀라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여 레깅스를 제작하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깅스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소
였습니다.

청정테라 브랜드 가치 강화하고 MZ 세대 소비자에게

친환경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친환경 레

깅스는 공식 온라인몰 (스컬피그, 두껍상회)와 백화점

테라 업사이클링백 제작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큐클리프 협업하여 생산공정

마친 맥아 포대인 ‘톤백’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백
(2,0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테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하이트진로가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해 진행하는 ‘아름
다운숲 조성사업’의 참여자들에게 기증합니다.

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비즈니스 가치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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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아이덴티티와 맞는 굿즈 제작, 판매
브
다양한 전문 분야 업체와 협업한 
공동개발 활동

사회적 가치

 비자와 함께하는 환경캠페인
소
제품의 경계를 넘는 에코마케팅

Introduction

청정 리사이클 캠페인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하이트진로는 요기요- BGF 리테일 (CU)-테라사이클 과 협업하여 청정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테라크루 시즌 1, 2, 3기 모집하였으며, 총 3,955명이

Global Network

여자를 선발하여 업사이클링 제품과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청정리사이클에 참여하였습니다. 테라크루에게 플라스틱 배달용기, 캔 등 재활용 분리수거 미션 을 부여하였으며, 총 4.1톤의 플라스틱이 수거되었습니다. 우수참
(‘21년 4월 ~ 8월)

HJ Environment CSV

→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수거율

제로웨이스트 박스 회수율
약

85 %

캠페인 수거량

시즌 1 수거한 플라스틱/캔
약

4.1

ton/876kg

사전 홍보 참여자 수

캠페인 신청 자 수

친환경 지수 테스트

6,582

시즌 1,2,3

명 신청

3,955

명 신청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TERRA

요기요

TERRACYCLE 협업 재활용 캠페인

사전 퀴즈 바이럴을 통한
캠페인 홍보

‘요기요’ 앱 배너를
통한 캠페인 런칭

3개월 간, 총 3,000명 참여자를
모집하여 캔과 배달용기 수거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한
참여자에게는 리워드 증정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INTERVIEW

TCFD

마케팅 ｜ 오성택 상무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필(必)환경 습관의 생활화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수

Product Portfolio
GRI Standard Index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생각하고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테라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전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

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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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Introduction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운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을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가진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동반성장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HJ Environment CSV

→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환경경영 정책

트업 ‘이디연’과 함께 콜라보 상품을 제작하여 마케팅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앞으로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하여 동반성장하도록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하이트진로의 투자를 받았던 스타
도 스타트업과 지속발전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을 모색하고,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동

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2년에는 스마트팜 스타트업 ‘퍼밋’에 후속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단발성 투자가 아닌 지속발전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타트

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타트업 발굴
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유오피스 ‘뉴블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평 이상의 공유 오피스 공간 운용 및 지원과 해외 법인을 통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

하이트진로의 지속적인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로 2019년 법인형 엔젤 투자자 선정에 2022년 ‘팁스 (TIPS : Tech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4년간 F&B, 라이프스타일, 스마트팜 등 16개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투자를 시행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스타트업 투자 소개

하이트진로 스타트업 투자 히스토리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Product Portfolio

15

TCFD

16

GRI Standard Index

17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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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자

업체명

20.04

아빠컴퍼니

18.03

더벤처스

20.05

이디연

20.06

데브헤드

20.08

식탁이있는삶

20.11

푸디슨

21.03

퍼밋

21.03

스페이스리버

21.08

엔티

21.09

스톤아이

21.09

그린

21.10

신사업개발팀 ｜ 허재균 상무

헤드쿼터

21.12

하이트진로는 스타트업을 발굴할 때 산업의 환경과

옴니아트

21.12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초기 시

슈퍼블릭

22.02

장인지, 성숙한 시장인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엑스바엑스

22.02 (후속투자)

인지, 그래서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퍼밋

22.04

(22.04 기준)

INTERVIEW

유니크굿컴퍼니
총

합계

54.7억원 투자

파악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 무엇보다 그들이 해당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비전을 추구하는 추진

력이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업자나
주요 멤버의 자질과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

Introduction

CEO Message

리빙테크 스마트홈 스타트업 ‘이디연’과 투자를 넘어 협업으로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스타트업 발굴

지분투자

자적 기술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2021년에는 이디언의 제안으로 하이트진로 환경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성적인증 제품인 ‘진로’와 이디연의 블루투스 스피커 콜라보로 와디즈 펀딩을 통해

→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환경경영 거버넌스

스타트업과 협업

콜라보 상품 생산

환경사고 대응 체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환경경영 감사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분 투자 이후 양사의 협업으로 양산된 제품을 판매로 이어진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발전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을 모색하고, 성장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HJ Environment Impact

한정품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스타트업 지

하이트진로는 앞으로도 경계 없는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후에도 스타트업과 지속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공급망 환경경영

2020년 하이트진로는 리빙테크 스마트홈 스타트업 ‘이디연’에 지분투자를 체결
디자인 할 수 있다’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이디연의 독

HJ Environment CSV

환경경영 정책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디연의 대표 제품인 코르크 블루투스 스피커는 ‘공병을 활용한 음악을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하이트진로는 식음료 외에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지분

마케팅

INTERVIEW
이디연 ｜ 이연택 대표
하이트진로의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받으며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에게도 하이트진로의 스타트업 지원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재무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협업의

창업 후 총 8번의 투자유치를 완료하였는데 그중 하이트

Appendices

게 필요한 부분을 엑셀러레이팅 진행해 주었습니다. 신

생태계와 그에 맞게 밀착 엑셀러레이팅 하여 맞춤형 컨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종합 환경성과

좋았던 점/장점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스타트업 관리팀 한분한분 꼼꼼하
제품 런칭 전 하이트진로 마케팅과의 협업으로 두껍 케

Product Portfolio

릭터를 입힌 자사 상품도 판매 할 수 있었으며 좋은 성과

TCFD

로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도와주어 성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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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힘을 얻 을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하이트
진로가 보유한 마케팅, 유통, 제조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진로는 가장 으뜸 투자처입니다. 투자팀이 스타트업의
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이트진로와의 협업을 통한 상생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비즈니스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투자처 입나다.

Introduction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뉴블록’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하이트진로는 혁신적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부터 다양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

Global Network

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로는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사터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습니다. 이의 첫걸음으로 서초동 사옥에 약 5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약 7개 업체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개발, 블록체인, 청소년 비대면 자기주도학습 코칭 서비스, 전국 산지 직거래를 위한 신선식품 확보, 유통하는 푸
드 플랫홈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오피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는진로는 경

HJ Environment CSV

계를 넘어 다양한 스타트업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발굴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뉴블록 입주업체 현황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No.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1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2021년 스타트팜 스타트업 ‘퍼밋’ 투자 발굴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하이트진로는 2021년 4월 첨단 농업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팜 스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부터 생육 시설 설계, 시공 재배 후 관리, 출하까지 관리하는 스마

화학물질 위험관리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타트업 퍼밋과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퍼밋은 작물 선정

트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퍼밋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
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퍼밋의 기술은 130개 선

도 농가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10년간 축적한 탄탄한 기술력을 기
반으로 지능형 패키지 온실, 업소용 재배기, 스마트팜 산업의 성장

Product Portfolio

을 이끌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 시켜 매년 100% 이상

TCFD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퍼밋의 지속적인 기

GRI Standard Index

술개발과 빠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총 4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개 투자사가 공동으로 후속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단발
성 투자가 아닌 투자 후에도 스타트업과 지속 발전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을 모색하고, 성장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동
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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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Awesome
Ventures



(22．07.06)

업종

엑셀러레이터

2

CAN Lab

IT, 소프트웨어 개발

3

Vingle

SNS

5

Doumfactory

6

Pience

4

7

Lecle

식탁이있는삶

사업내용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지분투자 및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성장 지원, 140억원 규모 싱가폴 벤처펀드 운용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창업자를 위한 All-in-One SaaS 제공
관심사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베트남 현지법인 약 80명 개발인력 기반 
소프트웨어 및 블록체인 개발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웹/앱 개발 서비스 제공

교육서비스업
농식품 유통

청소년 대상 비대면 자기주도 학습코칭 서비스
“도아줌T” 운영 중, 자체 개발 앱 보유
산지 직거래 신선식품 개발, 제조, 유통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하이트진로는 주류업계 리더의 자리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의 책임이 보다 강화된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

또한 100년 주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경계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하이트진로의 이사회와 ESG위원회에서 환경경영 이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 정보 요구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대응하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18

이사회 차원으로 환경경영 이슈를 관리하기 위하여
“ESG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Introduction

환경경영 정책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배경과 운영방안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강원공장의 녹색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전 생산 사업장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합인증을 획득하고,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절차의 이행을 전산시스템으로 구

축하여 전 인증사업장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활동 이외 제품 제조 전 과정의 환경정보를
산출하여 제품에 표기한 환경성적인증을 20개 제품에 인증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 강원공장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하이트진로(주) 이천공장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환경방침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 소주

화학물질 위험관리

● 맥주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1

전 과정 (LIFE CYCLE)을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최적 오염방지 시설을 도입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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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경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한다.

하이트진로(주) 청주공장
하이트진로(주) 익산공장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

Introduction

환경경영 거버넌스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정책

→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시스템 운영현황

이사회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환경경영 방침을 공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
포하고 ESG 위원회와 이사회는 환경경영 이슈에 대한 개선 대책 사항을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6개 제조 사업장의 공장장은 각 공장의 조직상황과 내외부 이슈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을 검토합니다. 전사 차원의

중요한 환경경영 이슈를 논의하고 ESG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위해 ESG 실행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순환자원,
물 이용의 환원 등 각 부문별 리스크 기회 평가를 통한 중요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ESG
실행위원회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본사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공정지원팀
재무팀

종합 환경성과

노사안전팀

Appendices

생산기획팀

Product Portfolio

물류팀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사업장

설비전략팀
환경팀

공무팀

생산안전 지원팀
20

전사 환경, 기후변화 이슈 개선 목표 모니터링, 취합, 전사 환경정책 대
응, 전사 온실가스 배출권 산정 등 녹색경영 모니터링 대응, 환경성적 인
증 기획 및 관리, 환경정보공개 총괄 대응

본사

강원공장
공장장

전주공장
공장장

이천공장
공장장

청주공장
공장장

익산공장
공장장

마산공장
공장장

재무팀

환경팀

환경팀

환경팀

품질관리팀

생산안전팀

품질관리팀

제품 포장재 구조개선, 재활용 등급 평가 관리

생산기획팀

공무팀

공무팀

공무팀

공무팀

공무팀

사업장 환경, 기후변화 대응등 주요 이슈, 개선사항 모니터링 
(청주, 익산공장 품질관리팀, 생산안전팀 녹색경영 업무 전담)

물류팀
설비전략팀

생산안전
지원팀

생산안전
지원팀

생산안전
지원팀

생산안전
지원팀

생산업무
지원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인증제품 매출 현황
전사 안전, 비상대응 관리, 사고관리 대응

환경, 기후변화 대응 생산부문 사업계획, 자본계획 관리
생산 공정 온실가스 감축설비, 환경개선 신사업 검토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녹색제품(소모품) 구매

노사안전팀

생산안전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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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채널

소통 주기

주주 /
투자자

홈페이지
IR

상시
연4회 이상

환경정보공개
제품의 친환경성
사업장 친환경성

고객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상시
상시

환경정보공개
제품의 친환경성

협력사

홈페이지
환경성 평가

상시
연1~2회

규제당국
/ 정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상시

지역사회

지역 환경 부서장
협의회
녹색기업협의회

연4회
연2회 이상

임직원
/ 노조

인트라넷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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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ortfolio

주요 관심사

협력사 환경경영 방침 및
평가 기준
환경경영 및 기술 트렌드

주요 활동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간 
환경 분야 투자 확대
제품 친환경 인증 및 시스템
인증 고도화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간
제품의 환경 라벨링
환경성적표지 제품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신규 및 기존 거래 업체
환경성 평가 및 지원

환경정보공개
오염물질 감축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간
공공사업 참여 및 협약

환경정보공개
주요 환경정책 대응
벤치마크 기술 지원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간
지역사회 중소기업 환경
기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환경경영 현황
환경 분야 트렌드 환경경영
실행 가이드 및 방법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설공단과 연계해 아름다운 숲 조성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역대 최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산림 회복을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
운가게’,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함께 2024년까지 3
년간 나무심기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

는 지역사회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환경기술 지원 멘토로 활동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공장은 환경부 대기관리청과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2020년~2024년)을 맺고 꾸
준한 감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임직원의 직무 수행 부서 및 업무 유형을 구분하여, ESH 인적자원 관리 현황을 내외부 교육과 훈련

하이트진로는 지난 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공단이 시행하는 반려해변 사업에 동참하

경영에 대한 간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매거진 ‘HJ 톡톡’ 에서 주요 환경 성과와 각종 우수 사례와

표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해 코로나 19 이전으로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경영레터를 통해 주요 환경정보 이슈 사항을 기획 기사로 연재하여, 환경
소식을 기사화 하여 간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유형을 구분하여 ESH 인적자원 관리 현황을 내외
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적격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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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2019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서울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간
내외부 교육 및 훈련
사내 경영레터 발송

임직원 환경인식도 제고

TCFD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여 표선 해수욕장을 첫 반려 해변으로 입양하여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있습니다. 해안 정화활동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11월 처음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반
려해변 관리를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고, 반려 해변 입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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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이해관계자 온 · 오프라인 참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정 리사이클 활동

하이트진로는 제품의 생산자, 유통, 판매, 소비자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
년 시행한 ‘청정리사이클 캠페인’ 은 분리배출 독려, 재활용 확대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자원 순환의 경험을 제공하

고 확대하고자 요기요-CU – 테라사이과 협업하여 시행했습니다. 청정리사이클 캠페인에는 총 11,000여명이 응모
하고, 4천명의 참여자가 ‘테라 크루(Terra Crew)’로 선발 되어 활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그 중 88%가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플라스틱 4,149kg, 알루미늄 캔 876KG 수거됐으며 리사이클 굿즈로 탄생시킴으로
써 총 18.11톤 CO2 배출 저감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자원순환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소비 문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화 확산을 위해 파트너사,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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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분리배출
및 수거

테라 크루
선발

재활용 원료로
제작된 굿즈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하이트진로는 이해관계자의 환경 정보 요구사항을 민원 대응을 온-오프 라인으로 실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를 통한 환경 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유형별로 분석

Product Portfolio
TCFD

플라스틱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분리배출/재활용

4,149 kg

알루미늄 캔

분리배출/재활용

876 kg

청정 리사이클

CO2 배출 저감 효과

18.11톤

하여 해당 부서에 배정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로만의 별도 웹 매거진

(www.beer2day.com) 에서는 친환경 생활용품 활용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지자체의 환경 캠페인과 행사 소개,
자원순환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소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각에서 경계 없는 환경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함께 할 테라!

테라와 함께하는 청정 리사이클 캠페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가이드] beer2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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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환경경영 이슈에 따른 이해관계자, 선정 배경

환경경영 이슈 및 리스크 전담조직, 업무, 시스템

하이트진로는 6개 생산 사업장에서 매년 환경경영 이슈들의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사 환경경영 의사결정 조직인 환경안전보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대표

이사 주관으로 전사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환경경영 이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보
건 협의회에서는 리스크 및 기회 평가 결과값이 낮더라도 장기적 관점이나 전략적 관점에서 유효한 환경 경영 이

슈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환경안전보건 협의회 결정사항은 하이트진로
이사회에 보고되며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환경경영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요 이슈를 선정

주요
환경영향등록부
법규
준수사항

조직상황
내부이슈

(설비, 자본, 기술 등)

합니다. 선정된 중요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투자 및 대체유해물질 개발부터 제품 생산 전 과정을 고려 한 포장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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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선 등의 과제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발자국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과 성과를 지속가능환경보고서를 통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위험관리

종합 환경성과

에너지 배출시설 개선

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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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내/외부 이슈 관리대책 수립

요구사항 중요도 평가 A 관리대책 수립

환경 개선목표 대상 (환경경영 의사결정)

’21년 주요이슈 대응 실행과제
환경경영중요이슈

Appendices

이해관계자 목록/중요도 A이상

중요도 평가 : A 이상 선별

10점 이상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외부이슈

(규제, 협력업체, 기타)

리스크/기회 평가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관련 이해관계자

친환경조달, 녹색구매 확대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 리스크 제거

사업장 및 제품인증

이해관계자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규제당국 및 정부
투자자, 지역사회 및 규제당국

중요이슈 선정배경

온실가스 감축
녹색소비

2021년 실적

- 누기 방지 트랩설치 및 CO2 드라이어 
설비 도입
- 컴프레셔 설치

업무용 차량 전기차 구매 LED 조명 구매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규제당국 및 정부

화학물질 시설 관리 강화 요구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 센서 설치

주주, 투자자, 임직원, 고객

기업투자가치 평가에 친환경 제품생산,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핵심 요소로 하는 
투자자 증가추세

인증 만료 제품 인증 갱신
22년 환경성적표지 신규 2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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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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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환경경영 내부 심사

비상사태 대응 체계

있습니다. 통합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의 적격성 유지를 위해 1회/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은 코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사고에 대한 비상사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조직은 전사와

하이트진로는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과 안전보건시스템인 ISO 45001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제한되어 있던 교육을 화상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고, 2021년은 각 개별사업장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내부심사원 양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생산 사업장은 1회/년 사업장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전심사 부적합 조치결과 유효성 확인, 법규 및
내외부 이슈,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내부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교육시기

시간

교육 인원

‘21. 06

7시간/인

43명

‘21. 06

14시간/인

25명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교육 방법

위탁교육 (진행 : 한국품질재단), 
개별사업장 강사 방문 교육

위탁교육 (진행 : 한국품질재단), 연수원 집합교육

하이트진로는 각종 환경, 안전, 보건 사고로 전개될 수 있는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대응할
현장 대응조직으로 구분하여 사고 발생 유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하이트진로는 연 2회 비상사태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 유해화학물질, 가스 누출 등 현업 업무 수
행 중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세분화한 훈련과 종합 비상사태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대응절차
비상사태
대책위원회

ESH 부서장

ESH 부서장

비상사태
대책위원회 소집

비상사태 발생

비상연락망

Appendices

해당부서

응급조치/복구

관공서, 단체의 연락망 확보

Product Portfolio

(시청, 소방서, 환경부, 계열사 등)

TCFD

GRI Standard Index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
요청시 공개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훈련 및 교육

환경관련 법규 위반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하이트진로는 2021년 익산공장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1.10)으로 인해 1건의 법규 위반건이 발생함에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하이트진로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전경

24

이해관계자

따라, 법규 준수평가 시행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반영한 업무 절차를 개정하고 전 사업장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법규 준수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향후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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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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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환경위험관리 및 환경성 평가

하이트진로 6개 사업장은 신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의 환경성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경
영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환경경영

하이트진로는 업종 특성상 환경영향력이 중대한 주요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공급망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하는 3개 협력기업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개 업체는 등급 미달로 신규 계약
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한 개 기업은 B등급으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환경기준 심사를 거
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은 33.3%이며, 2021년에는 신규 공급업체가 없어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상 협력사 환경경영 평가체계

하이트진로의 주요 환경 업무 협력업체 가운데 화학물질 공급, 폐기물처리 등 중요 환경영향 업무를 수행하는 협
력기업의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환경성 평가와 실사를 추진합니다. 폐기물 협력기업
의 경우 추적관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경우 업무 수행의 적격성과 처리 시 안전성을 점

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70점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법규와 지역 사회의 변화, 환

Product Portfolio

경법규 준수,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 및 구축과 인증 절차를 공유하

며 환경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2025년까지 생산 운영 경계 외 공급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TCFD

량 산정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정하여, 공급망의 탄소감축 과 중립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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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를
위한 평가
주요 내용

배출규모

폐기물
발생량

환경전담부서
여부

환경/안전
사고 여부

환경안전 정책적
운영 여부

협력업체
ESH현황표 작성

선정 대상 협력업체에
“협력업체 ESH 현황표” 작성 요구

협력업체를 분야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환경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협력사들은 약품 제조공급, 폐기물

급 이상인 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천 사업장에서 폐수처리 오니, 공정 오니, 폐합성수지를 처리

협력 업체 관리 부서

YES

신규거래를 위한 평가

운반처리, 환경 방지시설 공사업체, 측정대행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형별 평가표를 개발 하여 평가 결과가 C 등

환경사고 대응 체계

ESH 담당부서

협력업체 ESH
현황 검토 및
ESH 평가 실시
ESH 평가
결과 통보

ESH 담당부서

NO

자체적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 환경 현황표 작성
결과 ESH 담당 부서에 통보

평가결과

GOOD

BAD

당 공장의 ESH
관리 및 환경/안전
교육 실시

필요시 교육 지원

교육 실시 여부
정기적인 확인

개선 요구 이행
여부 확인

개선 요구 및
결과 확인

ESH 담당 부서에
교육 결과 통보

협력업체 선정
변경 요구

개선 요구 불 이행시
선정 변경

지속적인
확인 및 감독

HJ ENVIRONMEN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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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환경영향을 개선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Global Network

조기달성한 목표는 매년 상향 목표를 설정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갈 것입니다.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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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HALLEN”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HJ Environment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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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 HJ Environmen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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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2019 2020 202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2025년 목표 기준)

Product Portfolio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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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목표
156.1% 초과 달성
(2025년 목표 기준)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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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중장기 목표

하이트진로는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과 환경 경영을 위해 기후위기, 수자원, 폐기물, 배출 오염물질 최소화를 공통 지표로 선정하여 환경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
요도 평가를 통해 개선 사업 선정을 하고,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urrent to 2025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5% 감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25% 감소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25개 이상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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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
25% 감소


온실가스
30% 감소
수자원 30% 환원
친환경 포장재 30% 전환
SCOPE 3 산정

2040 to 40!

온실가스
40% 감축
수자원 40% 환원
친환경 포장재 40%전환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30%


탄소중립
수자원 100% 환원
친환경포장재 전환 100%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50%

KPI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질소산화물 배출량 원단위**
용수 사용량 원단위

2030 to 30!

2050 to 50!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관리 절차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화학물질 배출량 원단위**

25개 이상

환경성적 인증 제품 수

*참이슬 16.9 360mL 단종 제품에 따른 인증제품 제외
** 2025년 목표를 조기달성 하였으나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
*** 2018~2020년 배출평균 기준 25% 감축 목표

단위

2021년 목표

2021년 실적

g/kL. 제품

18.00

8.28

kg/kL. 제품

78.10

75.84

g/kL. 제품

0.39

0.45

tCO2eq/kL. 제품

t/kL. 제품

g/kL. 제품
개

0.10

4.80

0.09

21
8개 제품 인증 갱
신

0.10

2022년 목표

2025년 목표***

10

18.85

70

65.1

0.09

4.52

4.5

0.12

0.085

20*
8개 제품 인증 갱
신 완료

22
7개 제품 갱신

0.35

0.09

4.03

0.0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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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발생 모니터링

하이트진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의무 참여 기업으로

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활동의 변경 여부와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누락, 부적합 시정조치의

잉여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약 5.0억

하이트진로는 사내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통해 본사, 지점, 생산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실

유효성 등 1회/년 내부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에너지, 온실가스 모니터링 활동은 다배출 공정을
선별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공정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별 활동량 등록 현황
월별 활동량 실적
배출량 목표관리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규제 대응 현황

2025년 목표 기준

배출량 월/년조회
배출원별 사용량/배출량
산정관리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폐수처리 과정의 바이오

가스 회수 증대, 공정 배출가스 누출 시설 개선, 고효

온실가스 배출현황

실적관리

배출량 분석

배출량 조회

과제관리

기록관리

GRI Standard Index

개선을 통해 2021년 할당 배출권을 충족하였고, 일부

대비 20% 원단위를 개선하였습니다.

표준문서
산정자료

● 배출량 원단위

목표관리
이행계획관리
감축과제관리

인벤토리 수행/검증관리

TCFD

에너지 고효율 설비 투자와 온실가스 多 배출 시설의

율 설비 도입 등으로 목표기준년도 (2018-2020 평균)

온실가스 관리 절차

공급망 환경경영

화학물질 위험관리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보고관리
명세서 및 외부보고
내부보고

(tCO2eq/kL. 제품)

0.13

0.11

0.10

0.10

2018

2019

2020

2021

● 총 배출량

(tCO2e)

156,577

2018
2019
2020
2021

149,824
143,674
131,208
* 전년보고서 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기재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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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온실가스 절감 투자 및 기술 도입 현황

하이트진로는 2025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25% 감

소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주공장의

CO2 사용 시설의 VENT 압력 조정 및 누기 방지용 트
랩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4,046 톤 CO2

2021년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률

156.1 %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하이트진로는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전법 오염물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직접, 간접 대기오

염 배출시설인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 교체 하였습니다. 전 사업장 저녹스 보일러 도입으로 각 사업장 대
기오염물질이 대폭 감소되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NOx) 총량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공장과 전주

환경사고 대응 체계

의 보일러 연료 재사용과 보일러 효율 개선 등을 통

● 배출량 원단위

청주공장은 노후 조명설비를 전면 LED 교체함으로

34.35

환경경영 감사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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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수처리장의 혐기성 소화조 발생 바이오 가스
해 약 5,513톤 CO2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또한
써 64톤 CO2 감축 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50년 탄소중립 국내외 정책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하이트진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장 경계 내에

서 노후설비의 고효율 설비 도입과 내연기관차의 친
설 개선과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30% 중립과 SCOPE 3 산정 시스템 구축을 시

TCFD

행할 계획입니다.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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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7.00

8.28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환경 자동차 교체 등 에너지 감축 설비의 투자 및 시

Product Portfolio

(g/kL. 제품)

● 질소산화물(Nox)
40.93

2018

45.033

2019

2025년 목표 기준

2018

2019

2020

2021

(ton)

2020

10.185

2021

11.318
* 전년보고서 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기재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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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수사용 총량

지하수 사용비율

원단위


2018

1,471,899

1,257,527

4,339,449

2019

2020

(단위: ton)

2021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30

5.24

4.90

4.52

2018

2019

2020

2021

1,621,318

1,690,581

2,270,899

4,073,955

4,578,079

3,196,307

1,256,748

855,690

717,457

● 용수사용 총량

7,068,875
6,952,021

7,068,875

6,952,021

7,124,350

6,184,663

2019

5.90

5.24

4.90

4.52

2020

17.8%

18.1%

12.0%

11.6%

(ton)

2018

2021

TCFD

5.90

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수자원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2025년 목표 기준

(t/kL. 제품)

43% 지하수 사용 비율을 축소시켰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용수의 재사용과, 수자원의 복구 환원 프로그램 등 지속

상수

→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진로는 천연 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지하수의 취수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2018년 대비

구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 사용량 원단위

하이트진로 용수사용량은 전년대비 13% 용수 사용량을 절감 하였고 원단위는 약 3.3% 개선하였습니다. 하이트

종합

HJ Environment Impact

수자원 사용량

수자원 사용 및 계획

수자원 취수 현황

공급망 환경경영

화학물질 위험관리

%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7,124,350
6,18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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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률

28.6

%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해양자원 및 생물종 다양성 보호

하여 폐수처리 수질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생산공정 변경 요소에 따른 배출총량이 전년 대비

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

하이트진로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저감과 폐수처리 설비의 효율 개선과 고도화를 위해 투자를 시행
5%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하반기 여과설비 개선 등을 실시 하여 수질 개선을 시행 하였습니다.

사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천연 곡물 발효

하이트진로 강원, 전주, 이천 공장은 관련 법규에 준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TMS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공급망 환경경영

하고 있습니다. (설치 사업장 : 강원, 전주, 이천공장)

니다. 2022년부터 유기물 측정지표 전환 (COD → TOC) 로 변환됨에 따라 2021년 에 TOC TMS를 설치하여 운영

HJ Environment Impact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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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목표 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량 원단위
0.10

Product Portfolio

(kg/kL. 제품)

0.10

0.09

0.12

● 총 배출량
2018

TCFD

2019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0

GRI Standard Index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2021

2018

31

2019

2020

2021

소독제를 이용하여 전국 지역사회의 외식업소 1000
곳에 방역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트진

로는 2020년 부터 시행한 반려해변 사업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은 정화활동 시행을 확대
하여 분기 1회 실시 하고있습니다.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니다. 2021년은 코로나 -19 방역 정책에 따라 지정
하천의 정화활동은 일시 보류하고, 코로나 방역 지원

수질오염물질 모니터링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하이트진로 제조 사업장은 각 지역사회의 인근 하천

(ton)

113.746
132.81
124.581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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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률

84.6

환경경영 감사

%

화학물질 저장, 수송 및 관리

유해화학물질 배출 절감

CCTV 설치 등 화학물질관리법에과 지침에 준한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전

부터 유해화학물질 대체 물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하이트진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 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관창고 및 저장시설에 대해 누출감지 센서,
주, 이천, 청주, 마산 (익산면제) 공장의 취급시설은 2021년 기준으로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적합 판정을 받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시설 근무하는 종사자는 주기적인 점검, 교육을 통해 인식, 적격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모든 화학물질의 신규, 변경 시 사전에 화학물질 유해성 및 환경영향을 유관부서와 사전에 평가하
여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유해화학물질 제조 협력사와 2019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병 세척용 약품인 가성소다
와 일부 생산 사업장의 황산 2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중입니다. 하이트진로는 향후 화학적 세척 이외
물리적 세척 검토와 폐수처리 과정의 약품 사용을 최
소화 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0를 목표로 꾸준한

개선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환경사고 대응 체계

근절과 향후 화학물질 사용량의 인벤토리 구축과 정

공급망 환경경영

보관리로 안전하고 무해한 제조 환경을 조성하도록

HJ Environment Impact

하겠습니다.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2025년 목표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
● 배출량 원단위
0.67

Product Portfolio

(g/kL. 제품)

0.50

0.40

0.45

● 총 배출량

2019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0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2021

2018

32

2019

2020

2021

0.804

2018

TCFD

GRI Standard Index

(ton)

0.658
0.58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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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폐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GMO안전성 확보 및 재사용 확대

하이트진로 생산 제품의 주 원료는 안전성이 확보된 NON-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아와 맥박은 사료 및 비료
의 발효 효소로 재사용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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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3,745

고병 사용량

56,789,252

56,789,252

신병 사용량

9,630,926

재사용률(%)

맥주 단위

86



82

(Case=20개)

고병 사용량

10,303,598

9,945,520

료로 100%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소주병의 경우 2021년은
마산공장의 소주 공장 전환 이후 생산 품목의 확대로 인해 일

시적인 신병 구입의 증가로 재사용율이 전년 대비 약 4% 감
소했습니다. 맥주병의 경우 테라 출시 이후 시장 안정화로 인

신병 사용량

재사용률(%)

2020

12,083,642

공병만 회수하고 세척하여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구

와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66,420,178

10,152,693

자원인증을 시작으로 맥주용기로 확대하여 폐기물의 최소화

GRI Standard Index

2021

360ml 소주생산량

11,738,650

10% 증가되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소주병의 순환

TCFD

2020

(Case=30개)

500ml 맥주 생산량

해 고병 회수의 안정화로 전년대비 재사용율은 전년대비 약

Product Portfolio

구분



유리용기 재사용 회전율 개선

사용 불가능한 유리병은 제병사로 이송되어 유리병의 제작 원
2025년 목표 기준

소주 단위

구분

입 후 보통 5~7회 회전하여 재사용을 하고 있으며 최종으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의 사용으로 재활용의 확대와

하이트진로의 맥주, 소주의 메인 포장재인 유리병은 출고 후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화학물질 위험관리

%

하이트진로는 자원의 선순환을 지향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

1,435,052

88

2021

207,173

98

친환경제품 조달

하이트진로는 이천공장을 시작으로 친환경세제,
LED 조명 등 소모품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
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사업장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
로 교체 하였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무용품을 친환

경 제품으로 전환하여 구매할 계획이며, 향후 K-EV
100 도입으로 영업용 차량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매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전 과정 자원순환

하이트진로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유
기물농도가 높은 폐수는 처리공정별 부하를 감소시
키고 각 처리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해 별도

분리하여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한 전처리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

(메탄)은 별도 포집하여 보일러 연료로 재사용 하고
있으며, 혐기성 소화조 내의 미생물은 일정 부피 이

상이 되면 다른 공정의 처리 미생물로 분양하고 있
습니다. 바이오 가스의 연료 대체와 미생물 판매로

2021년 12.5억의 매년 약 8억 ~ 12억 원가 절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 가스 회수량

구분

바이오가스 연료
사용량(Nm3)
소화조 미생물
판매(ton)

2019

2020

2021

1,820,528

2,239,184

1,742,932

-

400

400

ENVIRONMENT 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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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본사를 포함한 6개 생산 공장의 종합적인 환경성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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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친환경 제품 인증
환경기술 및 교육
환경투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원부자재

→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부산물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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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생산량1)
매출액
국내 임직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입율
단체협약 적용비율
환경경영체계 사업장 공개 비율
인증 취득 및 유지 사업장수
건수
매출액
교육비용
교육 시간
인당 교육 시간
환경경영 투자계획 이행률
환경투자액 계획
환경투자액 이행
녹색구매액
총 주원료사용량2)
맥아
주정
쌀 (백미)
재생 투입 원재료 비율
맥박
폐효모
주정박
LNG
전력

1) 단순 계산 오류로 2019~2020년 생산량 데이터 정정
2) 주원료의 범위에 ‘쌀’을 추가함에 따라 2018~2020년 총 주원료사용량 데이터 수정

단위
kl
백만원
명
명
명
%
%
%
개
건
백만원
원
시간
시간/인
%
백만원
원
원
ton
ton
ton
ton
%
ton
ton
ton
TOE
TOE

2018
1,191,376
1,657,622
3,083
3,026
57
69.0
98.2
100
6
16
960,747
7,915,000
3,950
2.3
77
3,511
2,706
173,753,260
281,062
75,283
204,994
785
27
42,151
10,040
1,246
29,206
30,449

2019
1,325,985
1,830,147
3,071
2,989
82
69.3
97.3
100
6
16
1,242,229
8,410,000
3,740
2.22
88
5,946
5,259
46,370,970
349,799
86,306
262,897
596
25
57,941
14,012
96
27,238
30,869

2020
1,455,427
2,049,288
3,152
2,982
170
67.5
94.6
100
6
21
1,537,926
4,320,000
4,110
2.26
94
1,903
1,798
203,084,410
386,765
84,488
301,947
330
22
55,738
11,228
583
27,203
30,831

2021
1,367,228
1,977,100
3,141
2,969
172
70.9
94.5
100
6
20
1,538,599
12,256,000
4,080
2.23
97.6
1,568
1,531
176,062,180
367,423
67,315
299,614
494
18
47,799
7,626
793
26,524
29,797

증감 및 비고
-6%
-3%
0%
0%
1%
5%
0%
유지
유지
-5%
0%
184%
-1%
-1%
4%
-18%
-15%
-13%
-5%
-20%
-1%
50%
-18%
-14%
-32%
3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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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 저감 투자
온실가스배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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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TOE
TOE
백만원
백만원

2018
2,486
62,141
774
-

2019
2,421
60,528
4,906
-

2020
2,418
60,452
1,812
2,365

2021
2,430
58,751
1,570
2,095

LNG 절감량

KNm3

-

-

3,693

2,524

상수
지하수
기타
용수사용 총량
총투자비
절감량
직접배출량 (scope1)
간접배출량 (scope2)
온실가스 배출총량
CO2
CH4
N20
HFCs
PFCs
SF6
총투자비

ton
ton
ton
ton
백만원
ton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백만원

1,471,899
1,257,527
4,339,449
7,068,875
716

1,621,318
1,256,748
4,073,955
6,952,021
80
918,829
84,272
65,571
149,824
148,987
518
319
0
0
0
4,906

1,690,581
855,690
4,578,079
7,124,350
687
395,380
78,996
64,701
143,674
142,852
509
313
0
0
0
1,812

2,270,899
717,457
3,196,307
6,184,663
744
939,687
71,121
60,106
131,208
130,233
437
538
0
0
0
1,570

절감량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사고 대응 체계

지표명
경유,휘발유
에너지 총 사용량
총투자비
절감액

전력 소비 감축량

TOE

MWh

-

-

90,573
66,004
156,577
155,703
541
333
0
0
0
774

-

-

3,915

222

2,600

140

증감 및 비고
0%
-3%
-13%
2020년 데이터 : 2018~2020
누적
2020년 데이터 : 2018~2020
누적
2020년 데이터 : 2018~2020
누적
2020년 데이터 : 2018~2020
누적
34%
-16%
-30%
-13%
8%
138%
-10%
-7%
-9%
-9%
-14%
7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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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배출
대기·수질, 폐기물 및 화학물질 
저감 투자
환경법규 위반

지표명
절감액
절감량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먼지 (PM)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방류수 총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4)
수질오염물질 총 배출량
폐기물 배출원단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량
화학물질 배출량
총투자비
처리율
민원 발생 건수
배출부과금 체납건수
환경관련법규 위반사례 건수

3) 데이터 기입 오류로 2020년 데이터 정정
4) 단순 계산 오류로 2018~2021년 원단위 데이터 정정

단위
백만원
tCO2e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제품KL
ton
ton
ton
ton
%
ton
ton
백만원
%

건
건

2018
40.929
0.277
1.294
42.5
5,277,314
15.289
63.644
15.074
18.968
0.771
113.746
0.0807
96,093.25
63.13
96,156
99.30
95,508
0.804
1,868
0
0
0

2019
45.033
0.271
1.115
46.419
5,356,606
29.338
59.569
17.597
24.769
1.538
132.81
0.0760
100,673.39
52.86
74.34
100,801
99.20
100,005
0.658
5,207
100
0
0
2

2020
2,365
8,380
10.185
0.181
1.717
12.083
5,431,464
22.484
57.168
16.543
25.86
2.526
124.581
0.0856
124,370.35
61.99
134.53
124,567
99.30
123,639
0.589
9,081
0
0
0

2021
2,095
9,623
11.318
0.122
0.283
13.508
4,559,001
20.042
57.025
21.11
32.4
1.721
160.707
0.0758
103,578.26
108.64
0
103,687
99.30
102,966
0.612
1,531
100
0
0
1

증감 및 비고
-11%
15%
11%
-33%
-84%
12%
-16%
-11%
0%
28%
25%
-32%
29%
-11%
-17%
75%
-100%
-17%
0%
-17%
4%
-83%
없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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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류

맥주류

기타주류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진로골드, 90여년을 지켜온 장인정신과 첨단 과학의 만남

더욱 시원 청량하게 돌아온 하이트 EXTRA COLD

세상 어디에도 없던 짜릿한 기분, 상큼한 이슬!
아이셔에이슬

말도 안되게 상큼 달콤한 자몽맛 한정판 신제품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알코올

알코올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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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25%

초정밀 여과처리로 깨끗한 맛!
90여년의 노하우로 블렌딩 한 정통 소주

일품다운 품격으로 새롭게 태어난 ALL NEW 일품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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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25%

증류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원액은 과감히 버리고 향과 풍미가
뛰어난 중간 원액만을 사용하였으며
냉동여과공법으로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제거하여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연하였습니다.

슈퍼 프리미엄 증류주의 시작, 진로 1924헤리티지
알코올

30%

최고급 임금님표 이천쌀만을 100% 사용
하였으며 정성껏 3번 증류하여 불순물과
잡미를 제거함으로써 증류식 소주 
최고의 깊고 깔끔한 맛을 구현
*이천 지역과 상생

알코올

4.5%

숙성에서부터 여과까지 생산 전 공정을
맥주가 얼기 직전, 영하의 온도에서 
제조하여 시원하고 청량한 페일라거 
맥주 본연의 맛을 극대화

더 새로워진 NEW Max
알코올

4.5%

국내 최초 All Malt Beer로서, 크리미한
맥주 거품과 All Malt Beer 15년의 
내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 더욱 낮아진 칼로리로 가볍게 즐기자
알코올

3.8%

1/3 더 낮아진 칼로리로 탄생한
Premium Light Beer! 부드러운 목 넘김,
마지막까지 상쾌한 느낌! 다이어트와 
웰빙까지 생각하는 스타일리시 맥주! 
식이섬유가 더해져 다이어트와 웰빙까지
생각하는 맥주

대한민국이 즐기는 라거타입 흑맥주, 스타우트 상쾌하게
돌아오다
알코올

5%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부드럽고 
깔끔한 라거타입 흑맥주, 스타우트!

13%

상큼한 레몬 맛에 강렬한 짜릿함을 더한
‘아이셔에이슬’로 색다른 재미와 분위기
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No.1 참이슬이 대한민국 No.1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만나 메로나에이슬
알코올

말도 안되게 공들여 만든 필라이트의 상쾌
한 탄산과 상큼 달콤한 자몽 과일즙 그리고
놀라운 가격까지! 필라이트 라들러 ‘레몬맛’
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한정판 에디션

대한민국을 톡톡 튀게 만들 새로운 이슬, 이슬톡톡

12%

알코올

2.5%

과즙미 팡팡 터지는 망고 과즙과 부담 
없는 알코올 도수 2.5%! 그 이름도 
달콤 상큼한 망고링고.매콤하고 짭잘한
음식과 환상 조합입니다.

알코올

12%

알코올

10%

‘저온 냉동 여과공법’을 사용해 부드럽고
깨끗한 맛! 매실의 풍미와 달콤함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12도의 도수와 
매화꽃을 매력적이고 트렌디하게 표현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달콤한 청포도가 깨끗한 이슬을 만나, 
달콤함과 청량감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13도의 도수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3%

매화수 피는 날

13%

과즙미 팡팡! 망고링고 컴백!

알코올

톡! 톡! 튀는 탄산을 타고 입안 가득 
산뜻하게 퍼지는 상콤달콤한 복숭아 맛
의 이슬톡톡은 3%의 낮은 도수로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멜론의 달콤한 첫 향과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풍미의 ‘메로나에이슬’로 색다르
고 즐거운 음용 겸험을 느껴보세요.

달콤한 청포도가 깨끗한 이슬을 만나 한층 맛있어지다.
청포도에이슬

2%

진로와인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한국형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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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주류

스페셜에디션

수입와인 및 사케

19년산 원액이 블랜딩 된 국내 최초 33도 위스키, 
더 클래스 1933

세계인이 즐겨 찾는 No.1 프랑스 밀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

대한민국의 명주가 되다, 일품진로 22년산

와인

알코올

33%

풍부한 19년산 원액과 그래인 위스키를
최적화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최정상
연구진이 4년에 걸쳐 만들어낸
최고의 명작입니다.

하이트진로 연구진과 세계적인 블랜딩 마스터가 합작한
국내 최초 33도 위스키, 더 클래스 33゜
알코올

33%

대한민국 최고의 위스키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국내 최초 33도 위스키입니다.

전통 스카치 위스키와 유니크한 디자인의 만남, 더 클래스
알코올

40%

스코틀랜드 위스키 명장과 하이트진로의
합작으로 만든 원액을 정장 스타일에 
담은 정통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5%

프렌치 퀴진에서 사용되는 오렌지, 
그레이프 프룻, 레몬, 코리앤더 등을 
사용하여, 상쾌한 시트러스 향과 독특한
플로럴 향이 특징인 밀맥주

독일 No.1 밀맥주, 파울라너
알코올

5.5%

풍부하고 크리미한 거품 아래 바나나 
힌트와 2,500여 개의 아로마를 즐길 수
있는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밀맥주

과일의 풍부한 맛이 살아있는 애플사이다, 써머스비
알코올

알코올

31%

최상의 향과 풍미를 품을 수 있도록 
참나무통에 담아 22년의 기다림과 
정성으로 마침내 탄생한 대한민국 
최상급 프리미엄 소주

올해 수확한 뉴질랜드 호프로 더욱 신선한 맥주의 제왕,
맥스 스페셜 호프
알코올

4.7%

“반지의 제왕”의 배경지로 유명한 
뉴질랜드 대자연에서 올해 수확한 
신선한“햇 호프” 100%로 완성했습니다.
트로피칼 풍미가 싱그러운 스페셜 호프
로 한정 수량만 제공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명품와인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케

4.5%

써머스비(Somersby)는 사과로 발효하여
만든 알코올 4.5%의 저 알코올 과실주입
니다. 향긋한 사과향과 달콤한 맛,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주는 탄산 거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쿠스이, 다카시미즈, 마보로시, 아마노토의 사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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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TCFD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합니다.
TCFD 요구사항
지배구조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 회의 감독을 설명합니다.
2.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합니다.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41

하이트진로의 사업활동 및 운영 전략에 기후변화로 오는 리스크는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물 부족,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부터의 원부재료(맥아, 곡물 등) 감소에 따른 생
산의 중단과 운수송의 과정의 에너지원 공급의 차질로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제한 요소가 발생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기를 기회로 하이트진로는 2050년까지 수자원
복구, 지속가능한 포장재 개발, 탄소 중립 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회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ESG 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

하이트진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으로 오는 물 안보, 리스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여 사업 운영경계 안팎으로 재이용, 복구, 정화 등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수자원 중립과 사업장 운영경계 내외로 에너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굴, 도입, 내외부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이트진로는 2022년 ESG 비전선포
와 2050 TO Zero ! 중장기 사업목표를 발표 하였습니다. 수자원과 에너지 주요 사용처인 강원, 전주, 이천, 청주, 마산 제조 사업장에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자본 예산을 편성
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운영경계 밖의 외부사업은 일정 프로젝트 제품의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여 2050년 수자원 중립,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11, 27~33

*IPCC 최근 기후평가보고서 (AR 6)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물 안보 위기 (리스크) 전망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리스크가 크다고 전망함에 따라 공급
불균형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상승은 물론 제품생산의 축소로 인한 수익 변동도 예상됩니다. 그 밖에 법적 규제와 제제는 기업에게 요구하는 기후변화의 규제 준수
에 대한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공개 또한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 수출품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연구-개발-적
용에 많은 추가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트진로는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의 정책들이 강화되는 기회로 제조공정에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절약에 대한 시설 개
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 회수와 전용 연소시설 도입으로 에너지원으로 재사용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국제,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물안보, 온실가스 감축, 자원 선순환을 위해 ESG 이사회와 경영진
이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Product Portfolio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

4.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3.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합니다.

5.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 합니다.

20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기후변화에 대한 각 사업장의 리스크에 대처하고, 기회 요인을 발굴해 사내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의 공장장은 사업장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영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상황과 주요 이슈의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과 시행방안을 전사 ESH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주요 사
업을 결정 합니다. 하이트진로는 22년 각 공장의 경영진과 본사 재무, 전략, 환경, 안전보건실무 부서 구성의 ESG 협의회를 구성하여, 2022년부터 ESG 이사회에 정식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을 공개합니다.

Appendices

GRI Standard Index

하이트진로의 이사회는 기업의 최상위 의상결정기구로서 ESG 요소가 회사의 중장기 전력에 반영돼 있는지 특히, 전 분야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전체 보고회를 년 1회 실시하여 의사 결정을 실시하려고 새롭게 조직의 구성과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습니다. ’22년은 하이트진로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경영선포를
시작으로 새로운 안건의 의사결정 외에 전략과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략

종합 환경성과

→ TCFD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합니다.

Page

23

Introduction

TCFD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TCFD 요구사항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6.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 TCFD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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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7.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8.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 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체계에
어떻게 통합 되는지 설명합니다.

조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하이트진로는 6개 생산사업장에서 매년 기후변화와 환경경영의 내외부 이슈와 조직상황을 고려한 리스크 기회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시행한 평가 결과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개선사업에 반영하고, 환경안전보건 협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을 결정합니다. ’22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5chellen에 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을 개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3

하이트진로는 매년 6개 생산사업장에서 기후변화/환경 부문의 이해관계자, 조직상황, 내부, 외부 이슈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평가를 통해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10점 이상
선정된 결과는 개선 목표로 수립하여 지표선정, 목표수립, 일정, 자본, 시행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합니다. 목표 시행의 모니터링 측정을 통
해 성과 분석과 유효성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

하이트진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 용수 사용량, 폐기물발생량,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료 채
취, 운송, 생산, 폐기 등 제품 생산 전 과정 관리를 통해 감축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제품 전과정의 환경 영향성(탄소배출량 포함)을 파악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지
표로 하고 있습니다.

27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평가를 통해 중요도 결과 10점 이상 선정된 결과는 개선 목표로 수립하여 지표선정, 목표수립, 일정, 자본, 시행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
여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합니다.

지표와 감축 목표

해당 정보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합니다.

10. Scope 1, Scope 2, 그리고 Scope 3(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 량을 공개합니다.

하이트진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환경정보공개와 사업보고서 전자공시 (DART)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Scope 1) 71,121
tCO2eq 및 간접배출량 (Scope 2) 60,106 tCO2eq 를 배출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는 보고서 28p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기 
사용된 지표를 공개합니다.

11.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목표를 
설명합니다.

Page

하이트진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단계 단기 감축목표로 2025년 까지 기준년도 (2018~2020년 3개년 평균 배출량) 대비 25% 원단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0.096 tCO2eq/kl.제품 배출하였고, 기준년도 대비 20%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2023년부터 SCOPE 3 배출량 산정 지침 개발을
착수하여 직간접 이외 사업 영역 전 과정 배출량 산정하고 감축활동의 영역을 확산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23

28
11 , 27~33

Introduction

GRI STANDARD INDEX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구분
조직협회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환경경영 감사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전략
윤리성과 청렴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Appendices

Product Portfolio
TCFD

→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43

보고관행

조직 명칭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본사 위치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국가명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102-6
102-7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관련 산업, 고객과 수혜자 유형
조직의 규모(임직원 수, 사업장 수, 순매출, 자기자본과 부채 구분한 총 자본, 제품 서비스 수량 포함)

102-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6
102-17

조직의 공급망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 관련 중대한 변화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 및 원칙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산업 협회 등 국가별, 국제적 정책기구 맴버십 현황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윤리에 대한 자문과 신고 메커니즘

102-8

환경사고 대응 체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공개지표
102-1
102-2
102-3
102-4
102-5

102-18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거버넌스 구조
조식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전체 임직원 중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비율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조직이 관여시킬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및 조직의 대응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보고서 내용과 토픽의 경계 결정 과정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요토픽의 목록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수정보고 이유
이전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중요토픽의 목록 및 경계의 의미있는 변화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 연도 또는 역년)

보고 페이지
표지
4~7, 39~40
9
10
제70기 사업보고서 p3~4

9
제70기 사업보고서 p26~34, p35~36,
p292, p355~358,
제70기 사업보고서 p355~358

9~10
없음
20,23
41~42
48
3
윤리경영사이트
청음고

20
21
35
21
21~22
23
제70기 사업보고서 p385

23
23
없음
2021년

보고 링크

https://www.hitejinro.com/company/view.
asp?seq=31980&page=1
https://www.hitejinro.com/company/view.
asp?seq=31980&page=1
https://www.hitejinro.com/company/view.
asp?seq=31980&page=1

https://ethics.hitejinro.com/main/main.asp
https://ethics.hitejinro.com/report/nreport.
asp

https://www.hitejinro.com/company/view.
asp?seq=31980&page=1
각 데이터 변경 사유는 각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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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환경법규
공급업체 환경 평가
법률준수

공개지표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103-1
103-2
103-3
206-1

301-1
301-2
301-3
302-1
302-4
303-3
305-1
305-2
305-4
305-5
305-7
306-4
307-1
308-1
419-1

가장 최근 보고서 보고일자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GRI Standard 부합 방법
적용한 GRI Standard와 disclosure 목록을 표기한 GRI 인덱스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검증 보고서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방침의 목적, 토픽 관리 방법
경영방침 평가 절차, 결과, 조정 사항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
조직 내 에너지소비
에너지 소비 감축
취수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보고 페이지
2
2
2
43~44
46~47
23
19~23
19~20
제70기 사업보고서 p379~382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36~37
25
제70기 사업보고서 p379~382

보고 링크
2021년11월

https://www.hitejinro.com/company/view.
asp?seq=31980&page=1

https://www.hitejinro.com/company/view.
asp?seq=3198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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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경영 감사

(재)한국품질재단은 하이트진로㈜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
검증 범위

환경사고 대응 체계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하이트진로㈜의 운영통제하에 있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하이트진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
호)”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12호)” 및 “ISO14064-3”
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검증 절차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수행되었고 검증의
보증 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절차가 효과적
수행되었는지 내부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Product Portfolio
TCFD

검증의 한계

GRI Standard Index

→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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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기준 및 방법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론

검증을 통해 명세서에 수록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1)	하이트진로㈜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	하이트진로㈜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50만톤 CO2-eq. 미만 업체로서, 양적
기준 치로 중요도는 총 배출량의 5%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하이트진로㈜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도

2021년

직접배출량

71,121.262

간접배출량

60,105.641

총 배출량
131,208

2022년 8월 11일

(재)한국품질재단 대표 송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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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하기 명시한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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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품질재단은 하이트진로의 요청에 의해 2022 하이트진로 지속가능환경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
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하이트진로 경영자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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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301-2,
301-3

에너지
(Energy)

302-1, 302-4

용수 및 폐수
(Water and Effluents)

303-3

환경적 법규 준수
(Environmental
Compliance)
공급업체 환경
평가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Socioeconomic
Compliance)

307-1
308-1
419-1

• 검증 기준 : AA1000AS(v3), AA1000AP(2018)

검증 방법

• 검증 수준 : Moderate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여 검증]

식과 가용한 성과 데이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증 유형 : Type 1 [Accountability 4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성) 검증]
• 검증 범위

론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된 자료 등

• 재무정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개된 재무제표

- 보고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공통 표준 (Universal Standards)

본 검증은 서면검토와 현장심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시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 특정 주제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Topic

GRI Disclosure

Topic

GRI Disclosure

경쟁 저해 행위
(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폐기물
(Waste)

306-4

103-1, 103-2,
103-3

심사팀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 시스템 및 통제의 방
• 비재무정보 : 하이트진로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직전 지속가능환경보고서, 언

GRI Standards(2020) 핵심적 방식(Core Option)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GRI Standard Index

원재료
(Materials)

배출
(Emissions)

305-1, 305-2, 305-4,
305-5, 305-7

실시하여 보고서 내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관리 및 보고서 작
성 절차의 유효성과 서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상기 단계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 부적
절한 정보, 불명확한 표현들은 보고서 발간 전에 적절히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ntroduction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CEO Message
HJ Profile

Product Portfolio

HJ Environment Management Footprint
Global Network

HJ Environment Strategy 2050 to zerO!
HJ Environment CSV

친환경 소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경계를 넘어 친환경성을 높이다

적격성 및 독립성

환경경영 정책

3 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하이트진로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증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저

HJ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본 검증의 심사팀은 한국품질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제
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환경경영 중요 이슈 선정

제한 사항

환경사고 대응 체계

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및 근거에 대

환경경영 감사

공급망 환경경영

HJ Environment Impact

2021 환경분야 성과 핵심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화학물질 위험관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HJ Environment Performance Factsheet
종합 환경성과
Appendices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대응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추정
해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원본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 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발견사항 및 검증 결론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심사팀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GRI Standards 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AA1000AP(2018)의 4대 원칙, AA1000AS(v3)의 Type 1 보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원칙 준수
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성(Inclusivity)

하이트진로는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환경정보공개제도, 녹색기업협의회와 같은 적절한 채널을 통하여 주
주 및 투자자, 고객, 협력사, 정부,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
고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Product Portfolio

• 중대성(Materiality)

TCFD

하이트진로는 조직 상황 및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해 관련 이슈의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누

GRI Standard Index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 지속가능환경보고서 검증의견서
협회가입현황 / 대내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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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없이 보고서 내에 공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하이트진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 및 성과가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Impact)

하이트진로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관련 중대이슈의 영향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

한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와 관련된 영향성이 부적절하게 측정·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
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권고

지속가능경영 체계화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발전적인 접근을 권고 드립니다.

• 하이트진로는 올해 ESG 위원회를 비롯한 실무 추진 조직을 본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ESG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에는 환경뿐 아니라 ESG 전 영역을 다루는 통합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를 발간하기를 기대합니다.

• 향후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등 업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의 목표 및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ESG 경영을 위한 하이트진로의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서울, 대한민국

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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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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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우수사업장 표창 (청주공장, 충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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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1

환경보전 우수 사업장 표창 (마산공장, 경상남도지사)

근로자의 날 유공자 표창 (진로노동조합 위원장, 대통령)
상공대상 수상 (익산공장, 익산상공회의소)

강원도 에너지 대상 수상 (강원공장, 강원도지사)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 (강원공장,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유공 표창 (강원공장,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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