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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목적 
서울우유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업체, 고객센터, 임직원, 조합원 등)에게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정량적 성과는 독자가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일부 주요 현안 또는 유의미한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2014년 

내용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범위는 서울우유 본조합을 비롯한 유가 

공 공장 4개(양주, 용인, 안산, 거창) 등 국내 현장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본 보고서는 2013년  5월에  공개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새로운  보고서  작성 기준인 G4 가이드 라인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  

수준은 ‘Core’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선정된 주요  

이슈는 2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경영전략팀에서 작성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경영진의 

검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우유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 기관을 

선정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는 검증성명서(p.66~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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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서울우유협동  

조합의 의지인 ‘우유는 행복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우유용기에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우유 용기 속에 왕관 모양을 통해 서울우유 제품의 

고품질, 신선함, 건강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서울우유는 젖소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 수의사들로 구성된 밀크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우유 전용목장에서 대를 이어 목장을 지키는 헌신적인 낙농가와 함께  

젖소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500 규모의 지원과 투자억원연간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 어린이우유 앙팡 홈밀크 서울우유 저지방우유

Why is it Happiness?
서울우유는 최상의 품질을 위해 

‘행복한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신선한 우유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낙농선진국 수준의

100% 국산 1A등급(세균수) 우유에 대해 콜드체인시스템과 제조일자표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신선도 측면에서  국내 No.1을 자부하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0세계적 수준의 % 국산 등급 우유1A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러뷰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짜요짜요 스페셜티 카페라떼 아침에 주스

Why is it Happiness?
서울우유는 건강하고 신선한

‘행복한 우유’를 만듭니다.



신선한 우유 한잔을 통해 고객들은 건강을 지키게 되고, 고객들이 마시는 서울우유는 낙농인에게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서울우유의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우유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도록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사회공헌활동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 기부

웰작 치즈 유기농 치즈 어린이치즈 앙팡 슈레드피자치즈 버터

Why is it Happiness?
서울우유는 건강을 생각하는  

‘행복한 고객’과 함께 합니다.



Sustainability Overview10 11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77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장 발전하여 국내에 대표적인 식품기업이 된 것은 

이해관계자 여러분인 고객, 협력업체, 고객센터, 임직원, 조합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낙농 선진국과의 FTA에 따른 저가의 유제품 수

입 급증, 축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우유 소비 감소 등 국내 낙농업에 

대한 대내외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다면 이러한 난관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난관이 사람을 더욱 성숙시키듯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난관을 초월하여 100년 200년 글로벌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행복이 곧 서울우유의 지속적 성장 발전의 큰 원동

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이사로서 해외 시장 확대, 신규사업 진출, 우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성과 달성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협력상생 문화조성, 안전

한 먹거리 개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활동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한 윤리경영, 2009년 

녹색경영선언을 통해 대내외 선포한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또한 충실히 이행 

하고 사회공헌활동이 협력업체, 고객센터, 조합원으로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기획, 생산, 판매, 고객의 음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펼쳐오고 있는  

“우유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젖소, 행복한 우유, 행복한 고객”의 행복 

경영을 통해 행복 가치를 여러분들과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격려를 바랍니다.

“서울우유에 한결 같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행복가치를 

나누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우유는 국내 유업계 최초로 도입한 신선한 냉장 유통의 ‘콜드체인 

시스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고객에게 항상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조일자와 유통

기한 병행 표기제’, 국내 유일의 젖소 주치의인 ‘밀크마스터’제도 등 지난 

77년 동안 한국 낙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3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국내외 경영여건 하에서도 

침체된 우유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산원유만을 사용하는 ‘국산원유  

캠페인’ 및 ‘행복마케팅’ 시행과 공세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였고,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제품으로  

출시한 ‘쉐이킹’, ‘상큼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3종’, ‘밀크캔디’ 등이 시

장의 좋은 반응속에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3년 매출액 

으로 1조 6,775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업은 고유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웃사

랑의 실천으로 해비타트, 한국심장재단 등의 NGO 단체를 통해 소외 

계층 돕기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장려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지역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의 성과로 유업계 최초로 전체 사업장이 녹색기업 

으로 지정되었으며, 친환경 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녹색경영 

시스템의 인증, 깨끗한 목장 가꾸기, 친환경 제품 개발, 녹색생산, 녹색물류 

추진 등 친환경 경영 순환체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해는 ‘갑의 횡포’라는 유업체 막말과 밀어내기 파문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서 유업계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크게 상실된 해였 

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영목표를 '변화와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윤리와 책임 있는 경영, 신뢰경영, 가치 

추구 경영, 고객관점에서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이루는 경영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77년을 넘어서  

100년 기업,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합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장 메시지 상임이사 메시지

2014.11.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2014.11.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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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Highlights

서울우유는 정성을 다해 만든 유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

3

‘사랑의 연탄’ 전달

임직원들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대의 소외

이웃 50가구에 각 200장씩 총 1만장의 연탄

을 전달하였습니다.

1

영업결의대회 개최

전국 고객센터 사장들을 초대해 1년간의 노

고를 위로하고 협력상생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영업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 개최

공정경쟁 및 투명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0

고객만족도 조사 우유부문 1위 달성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하는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조사(KCSI) 우유부문에서 6년 연

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2

안산공장 무재해 1000일 달성

안산공장의 전 임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

해 무재해 1000일(2010.9.9~2013.6.5)을 

달성하였습니다.

2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생산부문에서는 조직문화 변화, 생산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TPM활동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지난 1년간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양

주공장의 2개 동아리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

미얀마 정부와 MOU 체결

국내 최고의 낙농 및 유가공 기술력을 인정

받아 미얀마 연방정부와 ‘낙농 및 유가공 프

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1

열려라 참깨 오픈

국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내

산 소고기만을 판매하는 전문 정육식당인 

‘열려라 참깨’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오픈  

하였습니다.

9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공익

을 실천하고자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4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오

염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활동 및 사회적 환

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체계인 녹

색경영시스템을 DNV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

았습니다.

5

중앙연구소 신축공사 기공식 개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유제품 연구의 기

반이 될 중앙연구소 신축공사 기공식을 안산

공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제16회 어린이 창작대잔치 개최

어린이들의 창의력 및 협동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제16회 어린이창작대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6

1

2

5 6

4

7

10

9

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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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주식회사는 투자자(주주) 소유 기업인 반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출자한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사업의 목적

도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 증진으로 주식회사의 이윤 추구 동기를 

대신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사람중심의 의결권이기 때문에 출자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전 조합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

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처분의 경우 주식회사는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많아지지만 협동조

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출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 지역, 품목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공익 조합원 실익증진

운영방식 1주1표 1좌1표 1인1표 1인1표

사업 예 대기업 중소기업
학교,병원
자선단체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농축산물
생산,판매

서울우유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이 법에 의해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형
국내에는 8개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과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이해 서울우유 소개

(단위: 조합수, 2014.7.31 기준)

지역농협

954

지역축협

117

품목농협

45

품목축협

24

인삼협

11

구   분 단위 2011 2012 2013 

목장수

국 내 호   6,068  6,007  5,830 

서울우유 호   2,003  1,898  1,830 

비 율 % 33  32 31

사육두수 

국 내 천두 404 420 424

서울우유 천두 125 133 133

비 율 %  31 32 31

연간 집유량

국 내 천톤 1,889 2,111 2,093

서울우유 천톤 583 693 685

비 율 % 31 33 33

자료 : 2013 낙농통계연감, 결산보고서

구역 현황
서울우유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음성군 일원으로 지역적 제한

을 두고 있습니다. 

목장수, 사육두수/ 집유량

사업장 현황
유가공 공장 4개(양주, 용인, 안산, 거창), 중앙연구소와 생명공학연

구소, 영업지점 20개점, 신용지점 12개점, 낙농지원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가공 공장
● 중앙연구소 및 생명공학연구소
  본조합

용인

양주

양평

안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ㅣ설립요건 및 방식,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등의 차이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함

사업장

거창

 20개 12개  9개

영업지점 신용지점 낙농지원센터

자료 : 2012 협동조합자료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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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가공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우유를 원료로 해서 공장

에서 가공처리한 후 판매하는 사업으로 우

유, 발효유, 유음료, 과ㆍ채음료, 치즈, 버터, 

분유, 연유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농지원사업

낙농지원을 위해 9개의 낙농지원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며, 각 낙농지원센터는 조합원이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목장경영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농 헬

퍼 제도를 운영하여 조합원들이 필요한 시

기에 낙농 헬퍼를 투입함으로써 생활의 편

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매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필

요한 물자를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

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

는 운반, 보관, 가공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

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신용사업

축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축자금 지원은 

물론 자립예금, 정기적금 등의 예금 업무를 

통해 조합원의 저축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

며 송금, 추심, 제세공과금 수납 등의 부대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사업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젖소의 개량에 관한 

연구와 수정란 도입 및 이식사업을 통해 낙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형

질전환연구 등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1930년 1980년

경성우유동업조합
창립

1937년 
국내 최초 
냉장유통시스템 
도입

1984년

2000년 2010년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2011년
환경경영/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2013년
매출 1조원  
돌파

2005년 
서울올림픽
후원

1988년
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1962년 
서울우유동업조합  
개칭

1945년
초등학교 
우유급식 시작

1963년
상호금융업무
개설

1987년
윤리경영 선포
2003년

녹색경영 선포
2009년

거창공장  
환경친화기업  
지정

2008년
양주공장, 용인공장
안산공장 녹색기업 지정

2011년
양주 신공장 건설
총회 의결 

2014년
전공장 
HACCP 인증

1999년

창립 및 기반 구축 발전하는 서울우유 변화와 도약서울우유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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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이행
서울우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을 고려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수립 

서울우유는 경영 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비전인 ‘Good Food & Life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행복  

실현’ 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친환경 경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이해관

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확보’ 라는 4대 전략방향 하에 각각의 추진과제를 이행

하고 있으며, 성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비전 및 핵심가치
서울우유는 고객만족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Food & Life Creator’를 비전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핵심가치인 고객가치 중시, 지속적인 혁신, 핵심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ood & Life Creator
더 좋은 식품, 더 나은 생활을 창조하는 식품 & 생활문화 크리에이터

인간존중과 최고추구로 고객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며 

낙농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지속가능경영 이행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기획실 소속의 경영전략팀에서 관련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공헌 윤리경영 인권환경 동반성장 식품안전 경영전략

광고홍보실
경영기획팀

/법무팀
노무후생팀
 /인사팀

녹색환경팀
/녹색물류본부

구매팀 식품안전본부 경영전략팀

상임이사

조합장

핵심가치

경영이념

VISION

고객에게 가치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다.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새롭고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한다.

전문지식, 창의성, 도전정신을 

갖춘 사내기업을 지향한다.

고객가치 중시

핵심역량 강화

지속적인 혁신

기업가 정신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전략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친환경 경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확보

전략방향

ㆍ최고의 원유 품질 수준 유지

ㆍ식품 안전성 및 영양 강화

ㆍ고객 중심의 식품 연구 개발

ㆍ전략적 기후변화 대응

ㆍ친환경 목장 가꾸기

ㆍ녹색 생산 및 녹색물류  

   고도화

ㆍ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ㆍ조합 투명성 강화

ㆍ지역기반의 사회공헌 추진

ㆍ고객과의 소통 확대

ㆍ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ㆍ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조직역량 배양

ㆍ시장 지배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ㆍ지속적인 경영혁신

ㆍ낙농발전을 통한    

   조합원 실익증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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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이해관계자 정의 

서울우유는 경영활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그룹을 이해관계자로 식별 및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는 법적, 재무적, 운영

적 책임을 갖는 조합원, 고객, 미디어, NGO, 지역사회 등이 포함되며, 이해관계자의 역할, 공헌도, 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외부 이슈 
도출

핵심이슈
도출

이슈 
풀 도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Step 2 Step 3Step 1
내부 이슈 

파악

Step 4Step 5Step 6
리뷰 및 

목표 설정

Step 3에서 도출된 36개의 이슈 풀을 기반으로 Relevance 

(지속가능경영과의 연관성)와 Impact(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1개의 주요 이슈 도출

*중대성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2페이지 참조

파악된 핵심이슈 중심으로 보고범위 및 경계

를 정하고 경제, 환경, 사회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가 합리적이고 균형적으

로 보고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도출된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가능경영활동과 

성과 그리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체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리뷰 실시

•이사회 및 임직원 내부 리뷰

•외부 이해관계자 보고서 피드백 수렴

•향후 목표 및 방향성 설정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목표 및

   방향성 설정

서울우유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외부 이슈를 국제 표준 분석,  

미디어 리서치, 경쟁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파악

•국제 표준 분석

   - GRI G4, ISO 26000의 지표 분석

•미디어 리서치 

   - 기간:  2013년 1월 31일 ~ 12월 31일 

   - 대상: 국내 주요 일간지

•벤치마킹 

   - 주요 경쟁사 및 해외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대상 이슈 분석

파악된 내·외부 이슈에 대해 조직에 미치는  

경제·환경·사회적 영향도 및 이해관계자 영향도 관점에서 

이슈별 그룹핑을 실시하여 총 36개의 이슈 도출

•경제: 기존시장, 신규시장 개척 등 총 8개 이슈 도출

•환경: 기후변화, 친환경 제품 포장 등 총 8개 이슈 도출

•사회: 고객만족, 사회공헌 등 총 10개 이슈 도출

•임직원: 인재육성,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총 10개 이슈 도출

서울우유의 내부 환경분석과 비전 및 

전략 등을 분석하여 주요한 내부 이슈 파악

내부 문서 조사

•서울우유 비전, 전략, 정책 문서

•사업운영 계획 및 성과 보고서 등

부서 인터뷰 시행

•지속가능경영 관련 부서 서면 인터뷰 시행

•부서별 주요 이슈, 중점 추진 사업 등

지역사회

•임직원 봉사활동

•1사1촌 자매결연

•1사1하천 가꾸기
조합원

•목장경영

  정보시스템

•한마음대회

•낙농지원센터

   간담회 

협력업체

•SCM(공급망관리)

•협력업체간담회

•품질향상 

   대책회의임직원

•노사협의회

•상임이사 간담회

•사내인트라넷

고객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고객상담시스템

고객센터

•PRM (Partner  

  Relation System) 

•영업결의대회

•지점 세미나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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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터뷰

“유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단체 및 NGO 등과 연계하여 지

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서울우유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우유후원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우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의 특성을 살린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직원 봉

사 동아리 개설을 시작으로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서울우

유가 이런 협동조합들과 상호협력을 한다면 기업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적극적인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서울우유는 지금까지 고객에게 있어 높은 인지도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니즈를 분석하고 가장 중

요한 안전성을 기본으로 고품질, 신선도, 편의성을 위해 노력한다

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값 인상과 우유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소비자의  불신

을 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서울우유의 사업 자체가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소통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값 인상이란 이슈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우유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

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러한 활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리스크를 완화할 뿐만 아

니라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지역사회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최원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정윤경

중대성 평가
서울우유 지속가능경영의 연관성(Relevance)과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도(Impact) 측면에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실시하

여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보고서에 주요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구성 주요 이슈 GRI Aspect 보고 페이지 

경제적 가치 신규시장 개척 및 경제가치 창출 전략 및 분석,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28, 29, 32, 33

식품안전과 영양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제품 판매 고객 안전보건 34~36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 37

고객만족 고객만족 프로세스 강화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36

임직원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시장지위 
고용 
다양성과 기회 균등 
남녀 동등 보수 

44, 47

핵심인재 육성 훈련 및 교육 45 

동반성장 공정거래체계 강화 경쟁저해행위 25 

사회 공헌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52~55 

친환경 경영 

친환경 제품 포장을 통한 환경보호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58, 62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배출 
운송 

57~59

친환경 사업장 조성 
용수 
폐수 및 폐기물 
컴플라이언스 

60, 61

주요 이슈 보고서 반영

Materiality Issue Map

R
elevance

Impact

주요이슈

Low High

High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제품 판매

사회공헌 활동

신규시장 및 경제가치 창출

공정거래체계 강화

친환경 사업장 조성

친환경 제품 포장을 통한 환경보호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핵심인재 육성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고객만족 프로세스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진정성이 담긴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서울우유의 안정적인 성장은 협력업체와의 성장과도 직결됩니

다. 저희 회사 역시 서울우유 협력업체에 걸맞도록 생산시설에 대

한 위생과 안전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실제로 많은 개선

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서울우유와 협력업체의 상생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개발부서, 생산부서와 식품안전실 그리고 협력업

체가 함께 모여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이는 곧 서울우유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발주관리, 각종 서류 양식을 규격화 및 일원화하여 관리한

다면 서울우유는 지난 77년의 성장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

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폴리테크 최창수 퇴계원고객센터 이완훈

“토론식 문화 계승을 통한 소통문화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 성실조합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에 위치한 고객센

터들이 가입하여 고객센터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서울우유 직원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서울우유가 발전할 수 있

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대표로서 지

난 12년간 근무하며 조합원과 함께 서울우유의 상생의 길에 대해

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서울우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단 하나 꼽자면 바로 ‘소통’입니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 신뢰와 신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토론식 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합니다. 고객의 접점에 있는 고객센터의 쓴 소리까지 귀 

기울인다면 서울우유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리고 견고하고 안정성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센터협력업체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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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고도화

서울우유는 윤리경영을 선택사항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조합원 및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협동조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윤리성 지향 및 행동유도를 위해 2003년부터 임직원 윤리헌장, 임직원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한 근무풍토와 공정한 업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도 도입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뇌물이나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 및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한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써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

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제투명성 기구가 계약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3년 제창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

윤리경영 내재화 
서울우유는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하도록 매년 정도경영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준수 서약서 작성을 통해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별 테마 및 실천 캠페인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부제보 제도 운영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검사담당부서에 제보하는 ‘내부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내부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및 신원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별 캠페인 테마 및 실천사항

서울우유 임직원 윤리헌장 서울우유 임직원 윤리강령 서울우유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규범 체계

윤리운영위원회 운영

윤리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 의식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 교육 강화, 자체 감사를 통해 직무 

윤리 체계를 확립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감사지원팀

월별 테마 및 실천 캠페인 사전예방활동

윤리운영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2013년 12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공정경쟁 및 투명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법 준수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

상임이사

법무팀장

상무

부문직속팀장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총괄실무간사

자율준수 책임자

자율준수 실무간사

공정거래법 및 
제도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Check List

우리 조합 업무별 
유의사항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1절

제
5절

제4절

제
3절

제
2절

CP 개요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 이해관계직무 회피, 특혜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이권 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알선청탁금지, 청렴계약제도  등

•공정한 근무풍토 조성 : 외부강의 회의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등

•위반행위 처리 : 위반행위 신고,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 금지된 금품의 처리 등

(2013년 9월 캠페인)

제17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 제공 금지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확대 적용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취 금지

금품, 선물 등 수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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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구성
경영을 위해 이사회와 총회,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 별도의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되며, 

조합장, 감사 및 이사(상임이사, 사외이사 제외)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생산/ 영업/ 신용부문의 사업을 총괄하

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9명),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조합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운영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합니다. 2013년 이사회는 원유수급,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임직원 

윤리규범 시행, 사회공헌활동 운영, 축협 계통간 상생자금 출연 등 총 7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 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성과와 보수 지급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임원보수 규약에 따라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보수를 책정하는 한편,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연간 성과 달성시 성과연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보수 지급 기준은 2012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초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회와 대의원회
전 조합원의 출석으로 개의되는 총회와 지역별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116명의 대의원과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 임원의 해임, 조합장의 총회선출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대신하

여 의결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일반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특별 안건은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구분 성명 성별 역할 

조합장 송용헌 남 조합장

이사 이동영  남 상임이사

이사 배인호 남 

비상임이사
이사 이상헌 남 

이사 권민환 남 

이사 서호원 남 

구분 성명 성별 역할 

이사 정건화 남 

비상임이사

이사 지홍근 남 

이사 최선용 남 

이사 이건섭 남 

이사 이종찬 남 

이사 이재용 남 사외이사

(2014년 10월 기준)

구분 성명 성별 역할 

감사 문진섭 남 비상임 

감사 박민길 남 비상임 

감사
조합의 내부 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감사 

2명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을 두어 매년 2회 이상 재산 및 업무집행상

황 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총회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년별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Key Issue 
for Sustainability 

Seoul Dairy Cooperative sustainability report

경제적 가치

식품안전과 영양

고객만족

임직원

동반성장

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28

34

40

44

48

52

56



경제적 가치 식품안전과 영양 고객만족 임직원 동반성장 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Key Issue for Sustainability28 29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서울우유는 기존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중국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적 가치 증대

•지속적인 혁신활동 강화

미얀마 정부와 MOU 체결

2013년 11월, 미얀마 연방정부의 축수산 지역개발부와 ‘낙농 및 유가공 프로젝트(Nutrition Enhancement 

Project)’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국민 영양 개선  

사업’의 일환이며 초등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목장 및 유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지원 받아서 진행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에서 우수한 낙농 및 유가공 기술

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우유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서울우유가 제품이 아닌 기술력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장 확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그 동안 국내 유제품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열세를 이유로 해외 거주 교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향수

를 자극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정되어 판매되어왔습니다. 서울우유는 이러한 소극적인 관점을 탈피, 

현지 로컬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품과 지역적 특성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유통 채널 

구축을 통해 국산 유제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지역적 광대성과 냉장물류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살균유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우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속 통관과 냉장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

게 한국의 신선한 우유를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우유의 살균유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수출 활성화

2013년도는 지난 몇 년간 노력의 결실로 중국 수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해로 국내 No.1 브랜드의  

신뢰와 질 좋은 유제품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특히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의 경우, 일 평균 2만 5,000개(200㎖ 기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26여억원을 수출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는 신선한 냉장 상태로 중국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중국 연안지

역의 백화점, 대형 유통체인에 공급되어 현지인의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가 중

국내 매장에 진열되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된 것이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안전한 프리

미엄 유제품을 찾는 중국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연안지역에서 충칭, 청두 등 중국 내륙지역으

로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캐나다 등 총 8개국에 장시간 실온 보관

이 가능한 멸균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MOU체결

중국어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유제품 수입 증가, 출산율 저하에 의한 소비인구 

감소, 다양한 먹거리 등으로 인해 우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제품의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다

양한 유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 포토폴리오 다변화는 서울우유가 지속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요소 입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경제적 수익 창출을 통해 조합원은 안정적인 낙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

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유제품 시장 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유제품 생산기반 유지, 건강

한 유제품을 통한 고객만족의 순환적 경영체계의 유지·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정육식당 ‘열려라 참깨’ 오픈

서울우유는 2013년 10월, 국내산 소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 소고기만을 판매

하는 유통점인 ‘열려라 참깨’ 정육 식당을 오픈 하였습니다. 

‘열려라 참깨’는 595㎡ 규모의 국내산 소고기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국산 육우를 

비롯해 한우를 직거래 형태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하는 모든 국내산  

소고기에 등급별 가격 시스템을 도입해 등급 판정에서부터 유통 과정에 따른 소고

기의 모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의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최고급 국산 소고기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산 소고기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Case
Study

경제 가치 분배 총액

1조4천억원약

매출액

1조7천억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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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혁신 추구 리스크 관리중앙연구소 신축

2014년 6월, 식품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4,949.81m2 규모의 중앙 

연구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중앙연구소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간으로, 고객의 심

층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관능검사실과 각종 유제품의 공장 생산에 앞서 최적의 생산 조건을 연구

할 수 있는 파일롯 실험실, 유제품 종류별 실험실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앙연구소를 현장과 고객 중심의 식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식품

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TPM을 통한 생산 활동 혁신

생산부문에서는 각종 강화되는 식품 법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환경의 변화, 원가 상

승 등 경쟁력 악화 요인 극복을 위해 2004년부터 TPM을 통한 경영혁신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종합생산보전)활동은 공장의 조직 문화 변화, 생산기술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불합리 요소 발견 및 개선을 통한 설비투자 억제, 원가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 있습니다. 상호 경쟁과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연말 공장별 경진대회와 전

사 경진대회를 통해 각 동아리 별로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동아리는 익년도 전국 경진

대회에 참가하여 타기업과의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이노스킬 컨

퍼런스 & 경진대회’ Soft Power부문에서 용인공장 시냇물 동아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39

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양주공장 희나리 동아리가 대통령상 은상을, 그린동아리가 대통령

상 동상을 수상해 경영혁신 활동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위기 관리 조직  

서울우유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비

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 상무, 경영기획실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필요시 관련 부서 본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시스템은 독립된 감사부서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조직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부서의 독립성

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책임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비상임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감사

정기, 수시 감사체계

아이디어

실시제안

연계실시

2011 2012 2013

1,
51

9

1,
11

4

1,
05

5

단위 : 건 ‘상상플러스’제안건수

3,454
2,361

4,717

5,291 5,814 6,433

리스크 관리 활동 

서울우유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을 예측·통제 하는 등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

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완화시키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ERM 시스템의 지원을 위하여 통제 리스크 자체 평가(CRSA:Control Risk Self-Assessment)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 및 팀원에게 워크숍 또는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상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내부 자점감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업에 의한 내부통제체제를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계획

•업무복구계획

•위험평가

리스크 측정 및 평가리스크 평가와 감시

리스크 발생 원인분석 및 
제거수단 모색

리스크 대안의 실행

위기관리 
5단계

01

05

04

03

02

리스크 인식

양주공장 개별개선 경진대회

임직원 제안시스템, 상상플러스 

업무능률의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직원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임직원 제안시스템인 ‘상상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안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활동을 업적평가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로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2012년 대비 31% 증가한 12,205건이 

제안되었고 약 64억원의 절감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제안에 대한 포상은 제안건수와 지속적인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제안별로 주어지는  

제안 마일리지를 평가하여 월간 포상과 연간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0스텝

2스텝
3스텝

스텝리뷰
3MY활동

1스텝

확산스텝
4스텝

5스텝
6-1스텝

S-TPM

도입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 2011년

2012 ~ 2013년

2014년 ~

확산기 정착기 체질화실전기 

TPM 연차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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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 지표 재무 현황

국내 경기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산원유만을 사용하는 ‘국산원유 캠페인’과 ‘행복마케팅’ 그리고 공

세적인 영업활동과 해외시장 개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매출액은 2.4% 성장하였고, 당기순이

익 32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구 분 2011 2012 2013 

자 산 13,658 13,958 14,409

부 채 10,955 11,262 11,553

자 본 2,703 2,696 2,856

재무상태표 (단위: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매출액 14,612 16,380 16,775

매출원가  11,915 13,624 13,803

판매비와관리비   1,859   2,032   2,152

영업이익     838     725     820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11     268      365

법인세비용      33     70       40

당기순이익    278     198     326

손익계산서 (단위:억원)

경제적 가치 분배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정부, 지역사회, 협력업체, 임직원, 조합원 등에 분배함으

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내용: 협력업체에 지급된 비용 

항목: 외주비, 구매비 등

경제적 가치 분배 총액 

지역사회 

내용: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공헌 및 자금 투자 

항목: 기부금

조합원 

내용: 조합원에 지급한 지원금 및 비용 

항목: 원유대, 교육지원순비, 배당금

정부 

내용: 총 납세액 

항목: 법인세, 세금과공과

임직원 

내용: 직원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 

항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 교육훈련비

(단위: 억원)

구 분 단 위 2011 2012 2013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신용사업제외)

%
19.79
(54.9)

19.32
(54.4)

19.82
(54.0)

유동비율 % 161.10  162.65 149.32

비유동비율 % 91.62  90.26 90.98 

부채비율
(신용사업제외)

%
405.24
(82.2)

417.69
(83.8)

404.53
(85.2)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 3.05 2.19 3.23

유형자산증가율 % －7.25 3.68 －6.15

매출액증가율 %   －1.87 12.10 2.41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 % 2.04 1.41 2.26 

자기자본순이익율 % 10.30 7.36 11.41 

매출액순이익율 % 1.91 1.21 1.94 

매출액영업이익율 % 5.74 4.42 4.8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회 1.07 1.17 1.16 

유형자산회전율 회 6.82 7.86 7.55 

재고자산회전율 회 20.75 21.03 20.57 

주요 경영성과지표

2011 4,149

3,490

5,492

2012

2013

2011 11,293

12,168

13,878

2012

2013

2011 14

11

12

2012

2013

2011 1,223

1,310

1,356

2012

2013

2011 61

99

71

2012

2013

2011 5,846

7,257

6,947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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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영양
Food Safety and Nutrition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서울우유는 HACCP기준을 넘어서 식품안전경

영시스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식품의 안전

과 영양성을 고려한 제품개발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

•높은 원유 품질 수준 유지

조직 운영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품질보증본부’와 ‘고객지원부’를 통합하여 2012년부

터 ‘식품안전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본부에서는 법규개정 사항 및 안전과 관련

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원부자재 및 제품 품질관리, 제품 포장개발 및 개선, 고객 불만사항 개선 등 

식품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전 임직원의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품질 및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하여 식품안전방침을 

제정하고 식품안전경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식품안전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식품안전 

경영시스템(ISO22000)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내부심사와 외부전문기관(DNV인증원)의  

사후심사를 통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HACCP 시스템 

서울우유는 HACCP 시스템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CCP(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점)로 설정된 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축산물HACCP기준원이 주최하는 ‘축산물HACCP운용 우수 작업장 선발사업’  

에서 2012년도 유가공업 분야의 거창공장 선정에 이어 2013년에도 집유업 분야에서 남부낙농지원센

터가 ‘축산물HACCP운용 우수 작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식품안전경영

식품안전경영 방침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 공급

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우유의 주요 상품인 유제품의 경우, 

타 제품보다 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라도 심각한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서울우유의 브랜드 및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우유는 유제품에 대한 오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식품의 안전과 영양은 고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강을 지양하는 유제품은 다른 식품보다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이 높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은 고객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는  

서울우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합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세균수 1A등급 비율

97.2%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유지

100 %

품질관리 강화 주기적인 생산공정 점검

식품안전본부 주관으로 각 공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별로 선발된 

인원이 타 공장을 교차 점검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문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눈높이에서의 위생 모니터링(설비/작업장/작업자)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개선대책

을 수립해 안전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미국 유가공 전문가를 기술

자문으로 초청하여 유가공 기술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평

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최고의 원유 품질 유지

서울우유는 낙농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원유 품질 또한 낙농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청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개소의 낙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합원의 목장경영과 사양

관리(飼養管理)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구매사업을 통해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
세균수 1A등급(%) 체세포수 1등급(%)

서울우유 전국평균 서울우유 전국평균

2011 95.5 88.7 50.5 49.0

2012 96.4 89.3 47.4 45.1

2013 97.2 89.5 45.0 41.8

자료:전국평균, 2013낙농통계연감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CODEX의 HACCP 원칙과 ISO경영시스템을 통합한 인증 규격으로써 

식품안전 위해요소 관리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중에 인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분석(Hazard 

Analysis)하고 원료로부터 생산, 유통 및 소비자까지의 전

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

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

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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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성과 제품 안전성 강화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제품과 관련된 원유의 잔류농약, 동물의약품, 멜라민, 중금속, 식중독균 검

출 등의 분석 방법을 매년 정립하고 있습니다.

특허

중앙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적 재산 현황입니다.

논문 투고 

유제품에 대한 기초 및 응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형질전환우 생산을 위해 서울대 수의대와 공동으로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

(IPET)의 생명산업기술 개발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세계최초로 재조합 단백질을 활

용한 ‘형질전환 형광소’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터루킨과 같은 유

용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형질전환 소의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질전환 소에서 분

비되는 우유를 활용해 다양한 바이오 신약 생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앙연구소에서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펄스 전기장 기술의 Pilot Test를 통한 

공정 및 품질 검증연구, 농촌진흥청의 자동 착유시스템 설치 목장형 유가공농장 우유 및 품질 연구 등 

유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LOHAS 인증 획득 

‘대한민국 LOHAS 인증’이란 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만들

기 위해 LOHAS 정신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하여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심사항목은 리더쉽과 경영철학, LOHAS  R&D 및 성과, 친환경 성과, 지속 가능

성 및 사회공헌, LOHAS 상품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심사되며, 서울우유는 2007년 흰우유, 2008년 

치즈류에 대해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한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서 검증

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중앙연구소는 2008년 1월 화학분야 11항목, 미생물 5항목에 대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

하였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은 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인정기구에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시험 능

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국제 

시험소 인정기구(ILAC)에 가입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하여 43개국 52개 인정기구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구 분 내 용 

2007년 GC/MSD를 이용한 원유의 잔류농약 38종 분석법 정립 

2008년 
미생물 유전자 동정장치 설치
분자미생물학적 동정 방법 정립 

2009년 아플라톡신 분석법 정립 

2010년 콩 유래 GMO 분석법 정립, 멜라민 유사체 4종 분석법 정립, 동물의약품 3종 분석법 정립 

2011년 
RT-PCR를 이용한 포도상구균 검사 방법 확립
포름알데하이드 분석 방법 정립
원유의 estrogens 이성체 2종 분석 방법 정립 

2012년 
중금속(Pb, Cr, Cd, Cu, Al) 함량 분석 방법 정립
식중독균(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 Yesinia enterocolitica) 검출법 정립 

2013년 
식중독균(Salmonella typhimurium , Vibrio parahaemolyticus) 검출법 정립
LC-MS/MS를 사용한 수용성 비타민의 동시분석법 정립 

구분 특허번호 특허내용 

등록 

1000044330000 반경질치즈제조의 개량방법 

1000884650000 지방으로 미세캡슐화된 우유첨가용 유당분해효소액의 제조방법 

1000888464000 지방으로 미세캡슐화된 유당분해효소가 함유된 우유제조방법 

1001455040000 한약재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제품첨가물의 제조방법 

1001108270000 정치형(SETTYPE)케피어의 제조방법 

1003228720000 불쾌취가 제거된 유산균 미세캡슐이 함유된 요구르트의 제조방법 

1005487020000 액상치즈 및 그의 제조방법 

1007151880000 소 수정란의 체외배양용 배지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체외배양 방법 

1012838360000 수중유적형 버터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 
1020120088543 유제품이 첨가된 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 

1020120088544 유제품이 첨가된 된장 및 그 제조방법 

년 도 내 용 

2013년 

•The dual effects of Maillard reaction and enzymatic hydrolysis o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milk    
   proteins (Journal of Dairy Science) 

•Effect of Different Commercial Oligosaccharides on the Fermentation Properties in Kefir during  
   Fermentation (한국축산식품학회) 

•내냉성미생물인 Acinetobacter genomospecies 10 과 Serratia liquefaciens가 원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축산식품학회) 

구 분 시 험 항 목 

화학분야 
수분, 단백질, 회분, 유지방,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C, 지방산, 당류,
무기물(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나트륨)

미생물분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수, 유산균수, 진균수

KOLAS 인정 시험항목

대한민국 LOHAS 인증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세계최초 재조합 단백질을 활용한 형질전환 형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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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고객
행복한 젖소에서 얻은 행복한 우유로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고객들이 드시는 우유는 농촌과 낙농가에게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서울우유의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39

행복한 젖소
서울우유는 젖소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 수의사들로 구성된 밀크마

스터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우유 전용목장에 연간 500 억원 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크마스터

우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원유를 생산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서울우유만의 차별화

된 젖소 전문 주치의 제도인 밀크마스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50여명

의 전문 지정 수의사로 구성된 밀크마스터는 젖소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관리하여 1년 내내 최상의 원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홀스타인 경진대회

2005년부터 “아름다운 젖소, 깨끗한 우유”라는 슬로건 하에 국내에서 

키워지는 홀스타인 젖소 가운데 유량과 건강 상태가 가장 뛰어난 젖소

를 뽑는 대회인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젖소가 얼룩소는 아니다.

얼룩소로 알려진 홀스타인종은 젖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젖소

종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지방이 원산지이고 국내에서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옅은 갈색으로 체구가 약간 작은 저지종, 담황갈색의 흰 반

점을 가진 건지종, 브라운스위스종 등 다양한 젖소들이 있습니다. 생명

공학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저지종을 낳아 2014년 현재 총 13두

를 키우고 있습니다.생명공학연구소에서 태어난 저지종

행복한 우유
행복한 젖소에서 얻은 우유는 낙농선진국 수준의 1A등급(세균수) 우유로서 청정한 친환

경 공장에서 가공되어 신선함을 유지시켜주는 콜드체인시스템을 통해 전국 각지로 출

하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신선함을 알려주는 제조일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콜드체인시스템

콜드체인스시스템은 저온 유통체계로 냉동 냉장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입니

다. 온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각 고객센터의 냉장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하여 제품이 

고객의 손에 가기까지 신선함을 지키고 있으며 착유에서 집유, 살균, 검사, 생산, 배달까

지 5℃의 신선한 우유로 유통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우유의 신선함은 물론 영양

소의 파괴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 표기

갓 구운 피자가 쫀득쫀뜩 하듯이 갓 지은 밥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듯이 우유도 마찬가

지로 우유 포장 겉면에 고객들이 제품의 신선도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제도로 2009년 국내 유업계 최초로 우유 제품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여 안전성과 신선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서울우유는 제조일자 표기 이후 우유 판매량 증가

•일 판매량 4일 연속 1,000만개 돌파로 국내 유업계 최고 판매량 기록(200㎖ 환산기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키는 제도
제조일자, 유통기한 동시 표기

서울우유
행복한 젖소, 행복한 우유, 행복한 고객

이른 아침, 식탁에 놓인 서울우유 한잔을 통해, 

우유 한잔에 담긴 신선함 이상의 가치인 “행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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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곧 

서울우유의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이에 고객

만족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고객상담 건수 중 불만에 대한 감소 활동 

고객만족 프로세스 강화  

고객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객과의 최초 접점인 콜센터 상담사 교육에서부터 일선 고객센터장, 영업

팀장, 물류반장, 생산현장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친절응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

레임 현장체험을 통하여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고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화 응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

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응대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는 동시에 미흡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업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

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서울우유는 개인정보 내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임직원의 개인 정보 보

호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접근제어 시스템 및 암호화 기술을 도입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접

근을 제한하는 등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활동 고객만족 시스템 운영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고객만족헌장

고객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일

방적인 고객만족 활동은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하여 기업 이미지

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고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만족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서울우유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서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우유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건강한 유제품과 최상

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이 서울우유를 사랑하는 고객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

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객만족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전년대비 고객불만 
증감율

-9%

고객만족도 조사

1위

개인정보유출건수

0건

연도 문의 전체 일반상담 유통. 제품상담

2011 70,692 67,928 2,764

2012 58,892 56,499 2,393 

2013 60,344 58,173 2,171 

(단위:건)

한편, VOC(Voice of Customers)을 통해 등록된 사항은 관련 임직원에 즉시 통보되어 신속히 처리되

고 있으며,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고객문의사항과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고객상담시스템(CR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각, 마음, 이야기를 듣고자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객만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객만족 운동

중점추진사항

조직구성원 
고객마인드 제고

CS 교육활성화 CCM 인증 추진 VOC 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

감사지원팀

낙농지원팀, 고객지원부 주관 외 민원사항

고객만족 
시스템

낙농지원팀

조합원 의견사항

고객지원부

소비자 불만사항,  

제품 관련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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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소통 소통채널 운영

최근 인터넷 기반의 고객만족 활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우유는 고객소통의 핵심채널인 소셜미디어

를 통해 고객들의 생각, 의견, 제안 등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우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KCSI) 조사 우유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

고 있으며, 종합 만족도에 대해서도 매년 증가하여 83.7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반적 만족도와 

재구입 의향 모두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우유는 오래 전부터 고객센터 단체인 성실조합과 

                                     협력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성실조합  

1977년 세금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조직한 세무협력단체로 출발하여 현재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 고객센터들이 가입한 협의회로 성장 발전

하였습니다. 지구별(영업지점별로 3~4개)로 지구대표와 총무를 두고 있으며 임원으로 회

장, 간사장, 사무국장, 감사, 이사(지점별 대표)를 두어 매월 이사회를 운영하고 서울우유 

본조합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별 협의회(지역회)는 일선 영업지점과 매월 간담회를 통해 판매 제반 여건에 대한 업

무협의 및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우유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실온밀크 시스템(SSMILK)  
성실온밀크 시스템은 고객센터(대리점)에서 모바일, PDA, PC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 수금, 재고관리를 지원하는 영업지원시스템으로 서울우유 우유고

객센터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전산시스템입니다. 초기에는 일부 고객센터에서만 이용하던 

시스템이였으나 성실조합에서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체 고객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때 서울우유에서는 협력상생 차원에서 투자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성실온밀크 시스템은 성실조합 이사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우유는 해당 시

스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2014년에는 유통점뿐만 아니라 가정배달, 별도로 

운영중인 주문시스템과 통합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원의 나눔, 1원의 행복 

일부 고객센터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을 2013년부

터 ‘1원의 나눔, 1원의 행복’ 캠페인으로 보다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적립을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연말에 이웃사랑을 실

천해 보자는 자발적인 제안을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모금 방식은 매월 특정일 전체 고객센터에서 우유 200㎖ 한 개당 1원씩을 성실조합 후

원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적립된 후원금은 지역 복

지센터, 노인정에 제품을 후원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갑의 횡포’라는 ‘막말’과 ‘밀어내기’ 등이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서울우유는 오래 전 부터 고객센터(대리점)와 협력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업계평균

단위: 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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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온밀크 시스템

성실조합 사회공헌 캠페인

서울우유 페이스북 

서울우유 뉴스 및  제품소식, CSR활동, 
이벤트 등을 소개하며, 고객의 의견을 듣
고 신속한 응대를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eoulMilk

   http://www.seoulmilkblog.co.kr/

서울우유 블로그 “해피밀크” 

신제품 출시, 홍보영상, 행사 등 다양한 
서울우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의 달콤한 수다

육아 및 서울우유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채널로 이
벤트, 샘플링, 오프라인 정모 등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seoulmilk1937

  http://achimjuice.tistory.com/

서울우유 여우연구소

서울우유 유음료, 커피 관련소식을 전해
주는 ‘서울우유 여우연구소’

서울우유 홍보대사

서울우유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홍
보대사들의 채널로써 온라인 상에서 서울
우유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서울우유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http://www.seoulmilk.co.kr/loyal/vip/index.sm

  http://blog.naver.com/seoul_cheese

서울우유 스마일연구소

‘서울우유 스마일연구소’는 서울우유 치
즈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서울우유 트위터 

서울우유 뉴스 및  제품 관련 상식, 우리 
이웃의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
다.

  https://twitter.com/seoulmilk

  http://www.pinterest.com/seoulmilk

서울우유 유튜브와 핀터레스트

서울우유와 관련된 영상, 제품 이미지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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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Our Employee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투자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를 혁신하

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및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    

•지속적인 자기계발 지원

인재개발 및 육성

인재 교육의 비전은 ‘전문성과 창의성 개발’이며, 교육은 핵심가치 전파, 리더 육성, 현장역량  

증진, 현업자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아카데미, 통신교육(cyber), 사내교육, 

집체교육, 위탁교육, OJT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재 교육 제도로 일반·기술

직 직원들에게는 ‘직급별 학점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으로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황

서울우유는 현업성과에 직결되는 직무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 수준

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해 특화된 직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일반직은 일 인당 54.9시간, 기능직은 25.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임직원 현황 역량 강화고용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서울우유의 전체 직원은 1,980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1,825명입니다. 

여성 인력의 비율은 14.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여성 인력의 

채용 및 승진, 급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남여 차별 없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직원 대비 2.65%의 장애인 고용비율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에는 대졸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고졸 인력에 대한 채용도 동시에 진

행하여 학력에 차별 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단위 2011 2012 2013

전체 임직원 명 1,908 1,975 1,980 

여성 임직원 명 253 272 281

신규 채용 인원 명 72 53 75

육아휴직 신청자수 명 9 11 16 

육아휴직 복직율 % 81.8 87.5 100 

연령대별 인력 현황

서울우유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5.5년 입니다. 연령대별 구조는 항아리형 구조

로 30대와 40대가 63%를 차지하고 직급별 인원도 중간 계층이 많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11 4 237 624 621 422 1,908 

2012 9 288 607 620 451 1,975 

2013 4 278 608 637 453 1,980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부족 및 경직된 조직문화는 우수인력확보 및 근

로의욕저하 등 각종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역량 개발과 사람중심의  조직문화는 임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가치 향

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고객 요구의 다양화, 글로벌화, 인재들의 직업 가치관 변화 등 내외부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우

수한 인재 확보 및 육성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원은 임직원에서부터 비롯된

다고 생각합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산업재해 발생율

0.05 %

성희롱 예방교육

직급별 교육학점 목표(2013)

10
학

점

일반직
(3급~7급)

6학
점

   

1포
인

트

기능직
(1급~7급)

40
H

25
H

2011 2012 2013

기능직 (단위:시간)일반직

58.9 60.3 54.926.1 22.8 25.7

교육성과

인당 교육시간
(일반직)

54.9시간

(단위: 명)

노사분규 발생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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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일터 복리후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후 생활 보

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2014년부터 4개 금융 및 증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신입직

원의 임금은 2013년 법정최저임금 대비 247% 수준입니다.

직장내 보건 및 안전

서울우유는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안전한 사업

장을 만들기 위해 무사고, 무재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을 금연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공장별로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간호사)를 두고 있으며 양주공장, 용인공장, 안산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운영과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산공장 무재해운동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

행복 네비게이션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사내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

여 생산기술력 유지 및 향상, 개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주인의식 

함양과 의사소통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해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신규

로 시행하였고, 2014년부터는 낙농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 교육
정년까지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이후 삶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소속감 고취 및 현실적인 퇴직 

준비의 기회 마련을 위한 ‘Life Change Up’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정년퇴직까지 

1년 남은 예정자를 대상으로 1:1 재무컨설팅, 창업, 재취업, 인생설계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사 의사소통
서울우유의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서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가입이 불가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분기 1회 개최하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합동 Win-Win 세미나를 통해 노사간의 활발

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전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대축제’와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해외 연수를 노사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부터 노사분규

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책임경영체제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조합의 목

표를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및 보상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대상으로 팀별 KPI

와 전사 공통 KPI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KPI 유형은 사업계획형, 목표달성형, 기타형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지표별로 매월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반기별 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팀을 구분하여 업적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팀별 평가결

과는 개인평가에 반영되어 교육훈련, 전환배치, 기본연봉결정 등 인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행복 네비게이션

노사합동 Win-Win 세미나

연도
노동조합원수(명)

가입율(%)
남 여 계 

2011 1,384 185 1,569 82

2012 1,354 235 1,589 81

2013 1,346 241 1,587 80

노동조합 가입 현황

2

5

2011 2012

1

2013

산업재해 발생 건수 단위: 명

자녀학자금 지원

중·고·대학교  

학자금 지원

춘·추계 워크숍 지원 

춘·추계 워크숍을 통한 

부서 직원들간의 친목 도모 

서클활동 지원 

직원 여가활동으로 등산, 

낚시, 볼링 등 서클 

활동시 활동비 지원

주택자금 지원 

저리로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휴양시설 운영  

전국 콘도와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휴가 여건 지원 

경조금 지급

결혼, 사망

다양한 복지제도  

휴가비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체력 단련실 운영, 자기계발 지원, 건강검진(배우자포함), 

다양한 휴가제도(정기, 안식, 출산, 육아휴가 등) 

1,954명

직원 건강검진 인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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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Shared Growth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서울우유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통해 협력업체

를 선정하고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

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지원제도 도입

•협력업체 간담회 활성화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제품, 서비스

의 품질 향상 도모 및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본부에서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한 평가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반성장 인프라 동반성장 활동동반성장 전략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립적 경쟁우위 보다는 경쟁력에 바탕한 협력우위가 기업의 생

존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였으며, 

수직적, 일방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 의 이념에 기초한 수평적, 쌍방향의 거래 관계를 통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동반성장 조직 

서울우유는 담당업무별로 해당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을 위해 원부재료와 설비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구매팀, 제품 임가공 업체에 대해서는 SCM팀, 제품 운

송과 관련된 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녹색물류본부, 전체 고객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전략팀에서 주관하

여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를 소홀히 해 해당 업체에 인권노동, 윤리, 환경 등의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 서울우유의 경영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면 동

종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최근 기업 경쟁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을 둘러싼 수많

은 협력사들로 연결된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동반성장’, ‘상생’ 이라는 이슈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선하고 건강한 유

제품이 만들어져서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서울우유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의 숨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협력업체 지원제도 도입

100%

영업결의대회

영업결의대회 개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자는 취지로 영업결의대회를 격년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개최된 

영업결의대회에서 고객센터, 임직원, 조합원을 의미하는 세잎 클로버를 대회 이미지로 공개하였

으며,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납품업체

123 개

운수회사

10개

임가공업체

17개

협력업체와의 상생-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SLOGAN

구매팀 녹색물류본부 영업전략팀SCM팀

원부재료/설비 납품 제품 운송 고객센터임가공제품

경영위원회

협력업체 세미나

3 회

협력업체 현황 (2013년 말 기준)

고객센터

1,217개

MILK



경제적 가치 식품안전과 영양 고객만족 임직원 동반성장 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Key Issue for Sustainability50 51

협력업체 지원 활동

공급 위험도가 크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납품 품목의 경우에는 신규투자의 동기부여가 가능

하도록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가격경쟁이 아닌 원가분석에 의해 계약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력업체의 원활한 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적인 현금결제 기간보다 단축하여 

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협력업체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체’ 인증 동판 수여 및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전개

서울우유는 협력업체와 상생문화를 공유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별

로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2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협력상생의 교육 및 다짐을 위한‘행복한 파트너십’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평소

에도 공급망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G-Cop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정보공

유 및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 

서울우유의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임가공업체, 운수회사, 고객센터 등 공

급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우유는 공급망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 통합적이고 포

괄적인 관점에서 상생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행복한 파트너십' 워크숍

공급망 관리 G-COP

우수협력업체 인증식

목 장 집 유 유가공 공장 유 통 고 객

조합원

임가공업체

납품업체

고객센터

운수회사

공급망 

(Supply 

Chain)

고객 고객센터 (대리점)

MILK

착유목장 집유

냉장보관제품검사충진ㆍ포장

균질ㆍ살균

수유검사청정냉각저유탱크

우유 공장

Case Study. 우유 제조 및 유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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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Milk in Love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서울우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유대관계 형성, 임직

원의 자기계발, 내부 결속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존경받는 서울우유, 구성원들이 자랑스

러워 하는 서울우유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사회공헌활동 투자 비용 지속적 확대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장려

사회공헌 수행 조직

사회공헌활동의 계획 및 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일과시간에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교육학점 이수제에서 필수학점으로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조직으로 광고홍보실에 전담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은 본조합에서는 

CSR 담당직원이, 공장에서는 공장지원팀, 다른 부문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성과

서울우유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돌

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기 순이익 대비 3.6%를 사회공헌 금액으로 후원하였으며, 

1,568명의 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수행조직

전략적 사회공헌 사회공헌 방향 

서울우유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

다. “Milk in Love”의 슬로건 아래 건강과 성장의 가치를 담고 있는 우유의 의미처럼 함께 성장하는 건

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동복지, 사회복지,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돕기

• '아동보육시설 고치기'사업지원

• 장학금 지원

• 소외계층아동 제품 지원

국제백신연구소 후원

아동복지 Milk Kids 사회복지 Milk Love 환경ㆍ문화사업 Green Smile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를 전합니다.

Milk in Love

지역사회 공헌

•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

• 연말 불우이웃 돕기

• 불우이웃 연탄 지원

• 전방부대 위문금 전달

자원봉사

• 노인요양원 자원봉사

• 밥퍼 나눔운동본부 자원봉사

• 공장별 지역사회봉사

녹색경영 정착

목장 HACCP 추진

고객센터 환경개선

어린이 창작 대잔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업의 일회성 혹은 보여주기식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사회

공헌활동 수행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하여 애사심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최근 착한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이익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

객을 접점에서 만나는 서울우유에게 있어 사회공헌활동은 긍정적인 브

랜드 이미지 및 고객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이는 곧 구매에 대한 동기

부여로 연결됩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고,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서울우유가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를 위해!

사랑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지구를 위해!
각 공장

총괄

 영업, 낙농, 신용, 경영지원

공장지원팀

광고홍보실

주무부서

경영위원회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인원

1,568명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비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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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공헌 활동

공익 캠페인 동참

2013년 6월 4일 거창경찰서와 서울우유 거창공

장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

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4개 공장에

서 생산되는 40만 개의 1000㎖ 서울우유 팩에 

학교폭력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제품을 통한 건강전달과 함께 공익을 존중하고자 

하는 서울우유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환경정화활동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주변은 우리가 책임진다

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역 소하천과 

외곽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 사랑의 집고치기 헌정식 한국심장재단 후원금 전달식

사랑의 연탄배달

일산 백마고객센터 후원

5군단 사령부 장병 위문 양주공장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양주공장 농촌일손돕기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홍보 패키지

제16회 어린이 창작대잔치 수상자

중랑구지역 사회공헌

2013년 1월  임직원 60여명이 중랑구 신내동 일

대 소외이웃 50가구에 각 200장씩 총 1만장의 

연탄을 전달했으며, 중랑구청에 서울우유 낙농축

산계 회원 2천명의 회비로 마련한 12만 500여개

(1천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중랑구청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야 할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중랑장학기금에 1억원

을 기부하였습니다.

공장별 지역 봉사 활동

서울우유 공장이 위치한 양주시, 용인시, 안산시, 

거창군과 인근한 농촌지역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바쁜 농번기에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시·군청을 통한 기부활

동 및 지역봉사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시설 임직원 자원봉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정

신을 실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임직원들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지

역내 위치한 복지시설(중랑 노인요양원, 신내 노

인요양원, 면목사회 복지관), 휘경동 소재의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후원 활동

조합원들은 지역별 낙농축산계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시ㆍ군에 물품 또는 성금 후원을 하고 있습

니다. 2013년에는 연천군, 철원군, 동두천시, 이

천시 낙농축산계 등에서 후원활동에 동참을 하였

습니다. 

국군장병 위문금 전달

2013년 12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육군 5군단사

령부와  25사단사령부를 방문해 3천만원과 1천

만원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우유 낙농가들이 자연재해 등의 위기에 처했

을때 지역의 군장병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였

습니다.

고객센터 후원 활동

일산 백마고객센터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

고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일산 서구청과 

‘복지나눔 1촌 맺기’ 행사로 관내 4개 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1천600

만원 상당의 우유를 기부하였습니다.

한국심장재단 후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심장병 환자와 기타 질병 환자들

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

국심장재단에 2억원을 후원하여 고객과 함께 행

복하고자 하는 서울우유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연구개발기금 전달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개발도상국가 어린이들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백신의 발굴에서 임

상개발, 현장적용을 위한 백신 평가에 이르기까

지 백신 연구의 모든 영역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

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한국후원

회와 2010년부터 후원활동에 대한 협약을 맺고, 

백신연구 개발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씩 기부하

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후원

어린이의 건강과 꿈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 해비

타트와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아동복지시

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 2013년에도 3억원

을 후원했습니다. 기 후원금은 수도권과 경남 거

창지역의 46개 아동센터 및 아동보육시설의 주

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환경/문화

아동복지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밥퍼나눔운동본부 봉사활동

동두천축산계 후원

제16회 어린이 창작대잔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창의

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유제품 포장 용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어린이 

창작대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6회 

대회에서는 '서울우유를 지키는 해치' 외 77점에 

대해 수상이 이루어졌으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을 

비롯하여 단체에는 학교발전기금을, 개인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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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Environment Management

Our Approach
이슈에 대한 접근

체계적인 녹색경영관리를 위해 녹색경영시스템

을 구축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

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시스템(GMS)을 통한 환경관련 

   지표관리

•친환경 인증 활동 강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요 환경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친환경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첫 단계로 2012년에는 사업장별 온실가스 인벤토리(Scope1,2)를 구축

하였고, 2013년 기 구축된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물류(원유수송, 제품운송/Scope3)분야로 확대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서, 2012년 환

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순발열량과 총발열량을 2011년 이전과 2012년 이후에 달

리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원단위는 제품생산량(ton)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준에 따라 2012년 6월에는 안산공장이, 2014년 6월에는 서울

우유 전체 사업장이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업체 지정에 따라 2013년 3월 안산공장의 

2009년~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제 3자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물류부문에 대해서도 2009년~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

한 제 3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색경영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녹색경영전략

서울우유는 '고객, 자연과 함께하는 서울우유'라는 녹색경영 비전 아래 친환경 목장 가꾸기, 에너

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을 통한 녹색생산과 녹색물류 고도화, 친환경인증과 친환

경소비의 그린마케팅활동 강화, 친환경제품 개발 등의 자원순환형 Value Chain구축을 통한 경쟁

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서울우유는 2013년 4월 DNV 인증원으로부터 녹색경영시스템(KSI 7001,7002)과 환경경영시스

템(ISO 14001)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녹색경영시스템은 환경경영시스템에 온실가스 검증,  

에너지 경영시스템, 사회책임경영시스템의 일부 규격을 포괄하는 통합경영시스템으로, 인증의 의

미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환경 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

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인증을 

통해 서울우유는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 체계를 구축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제도

녹색경영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

해 2013년 3월부터 녹색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수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활

동을 소홀히 할  경우 강화되는 환경관련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의 리스크 발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Key Risks and Opportunities
위험과 기회

건강한 우유는 깨끗한 자연에서 키워진 건강한 젖소로부터 시작되므로 

건강한 자연환경의 보전 없이는 지속적인 낙농업의 기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우유는 자연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y This is a special issue?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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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건수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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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방침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감축율

-3.1%

녹색구매제도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의 적극적 구매 제도

녹색구매그린마케팅

녹색생산녹색물류

녹색경영

01

05

04

03

02

친환경목장

친환경제품 개발 

구  분
2011 2012 2013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배출량 16,718 46,810 63,528 20,806 49,295 70,101 19,462 48,085 67,547

원단위 0.026 0.074 0.100 0.030 0.072 0.102 0.028 0.071 0.099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 원단위는 온실가스배출량(tCO2e) / 제품 생산량 ton으로 산정

(단위 : tCO2e)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성명서

(gCO2e/tonㆍ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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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2013년 말 기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와 기존 시스템(TMS, CVO, SCM, ERP)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장과 물류부문을 통합한 전사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

획 수립 및 목표 관리, 전사 온실가스 에너지 현황 파악, 제품운송차량의 통합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데

이터 수집, 에너지 감축사업 관리, 원단위 분석, 정부 제출 보고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제품 인증 

서울우유는 2012년 4개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인증을, 2014년 우유제품 최초로 3개 제품에 대해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

소 제품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은 목장에서의 우유 생산부터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유통,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인증하는 제도입

니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동일 유형 제품군의 평균 탄소배출량보다 작은 경우 인증을 받습니다.

자원재활용

서울우유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에코디자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 분리배출방법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 1000㎖’는 PET병 재질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포장으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13년에는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발효유 

500㎖’의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추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 분 탄소배출량 제조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시유200㎖ 153g CO2 120 29 - 4 

고칼슘200㎖ 144g CO2 116 24 - 4 

앙팡200㎖ 151g CO2 120 27 - 4 

저탄소 제품 인증

 * 인증기간 : 2014. 5. 30 ~ 2017. 5. 29

저탄소제품 인증서

녹색물류 서울우유는 목장에서 원유를 집유해서 공장으로 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과 제품을 각 고객센터

로 배송하는 제품 운송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함께 유류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제' 참여를 위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화주기업(제조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신선한 유제품을 배송하는 차원을 넘어 녹색물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

해 금번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활동

목장에서 원유를 공장으로 이송하는 집유 차량의 대형화를 통해 차량댓수, 운행횟수 및 운행거

리를 감소시켜 유류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차량의 교체(폐차)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차량 연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대의 감차로 5년간 

경유 약 644Kℓ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제품을 각 고객센터로 배송하는 제품 운송분야에서는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통해 유류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활동을 추진 하였습니다.

에어스포일러 장착

에어스포일러는 운행시 공기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차량의 연비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장치입

니다. 2013년 기준 차량 586대 중 에어스포일러 장착 차량은 376대로, 64%에 달하며 전 차량 에어

스포일러 장착을 위해 매년 에어스포일러 장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PCM 축열식 냉장차 도입

일반적인 냉장 탑차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연료의 소비량이 많으나 PCM 

(Phase Change Material) 축열식 냉장차는 연료의 소비 없이도 축냉해 둔 에너지를 이용해 냉장 상태

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PCM 차량에 대한 시범 운

영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설치 차량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단말기 장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뿐만 아니라 연료 사용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를 제품운송 전 차량

에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단말기와의 사물인터넷을 통해 전사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시스

템과 연계하여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파악해서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에코 드라이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식

통합단말기 장착

유류사용량, 차량속도, 운행거리 등
운행 관련 정보 저장

관제 서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



경제적 가치 식품안전과 영양 고객만족 임직원 동반성장 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Key Issue for Sustainability60 61

녹색생산 서울우유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생산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 녹색기업 지정

서울우유의 4개 공장은 2008년 12월 거창공장을 시작으로 2011년 양주공장, 용인공장과 안산

공장이 인증을 받아 유업계 최초로 전체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

제의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012년 거창공장, 

2014년 양주공장은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여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환경부하물질 관리

매년 환경부하물질 저감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연료를 경유/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1998년 

부터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유 분무시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을 통해서 배출농도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안산공장은 폐수처리장, 요구르트 생산시설, 폐종이팩 압착장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서

행복우유 4대 실천과제 'M.I.L.K'

구 분 단위 2011 2012 2013 

용  수 

사용량 천m3 2,242 2,488 2,331

원단위 m3/제품ton 3.534 3.630 3.421

재활용수 천m3 188 176 200

폐기물 
발생량 ton/제품ton 0.020 0.022 0.021

재활용율 % 25.8 20.6 20.8

대기관리 Dust kg/제품ton 0.110 0.117 0.278

수질관리 

BOD

kg/제품ton

0.008 0.008 0.007

COD 0.017 0.018 0.021

SS 0.013 0.016 0.010

주요 환경부하물질 배출량

양주공장 폐수처리조에서 살고 있는 비단잉어와 붕어

훈련도 실전처럼

2013년 4월 유해화학물질 방재 합동훈련을 양주공장에서 양주소방서와 함께 실시

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을 습득하였습니다. 

위험 사고 발생시 공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에

도 자체적으로 암모니아 누출, 화재발생상황 등을 상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

으나,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Case
Study

민관 합동 유해화학물질 방재훈련

제조 경쟁력 향상

•신뢰할 수 있는 4M

   (자재, 설비, 직원, 시스템)경영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직활성화)

혁신적 에너지 경영

•에너지 혁신기반 구축

   (원단위 설정, 다소비 설비 분석, 로스 개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활동

   (TPM활동 연계)

행복우유 
4대 실천과제 

핵심인재 육성

•경영마인드 함양 교육 확대

   (관리자 → 경영자)

•초급경영자 실무교육 체계 수립 및 확대 실시

•자동화 설비 전문가 체계적 육성

선도적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휴먼 에러 대응시스템

•법적 규제 대응시스템

•제품 안전 시스템

냉매가스 종류 2011 2012 2013

R-22 880 680 560

R-502 21 -  - 

냉매 교체 실적  단위 : Kg M

L

I

K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

혁신적인 에너지 경영을 위해 각 공장별로 공장혁신팀을 주축으로 CFT(Cross Functional Team)

팀을 구성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설비 투자 단계에서

부터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설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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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은 소중한 자원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포장재를 말하며, 종이팩

배출량은 우유팩 80%, 기타(주스팩, 두유팩, 

음료팩) 20% 정도로 구분됩니다. 

종이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라 재활

용 대상품목이지만 금속캔, 유리병, PET병에 

비해 재활용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학교, 군부대 등 대량 배출원에서는 분리수거

가 잘 되고 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일반폐지

와 혼합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지와 혼입 배출되면 제지회사에 제조공정상 

해리시간 차이로 인해 재활용 되지 못하고 공

정폐기물로 폐기 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

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재활용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 사업자를 통해

서 법적 의무량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정상 해리시간 (폐지 10~20분, 종이팩 30~60분)

* 2013년 서울우유 종이팩 사용량 및 재활용 의무량 대비
  회수율: 18,156 ton(46%)

종이팩-화장지 교환캠페인 홍보 전단지(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과정

1  선별  이물질 제거와 수집 원료로 
쓰기 곤란한 원료 골라내기

3  약품처리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우유팩 인쇄잉크 및 불순물을 제거

4  정선  미해리 원료를 세밀하게 해리
시킴과 동시에 미세하게 절단하고 해
리되지 않는 섬유는 제거

5  초지  펄프화된 화장지 원료를 물에서 
건져내 원지판에 묻여 초지 완성(화장지
의 원단)

6  화장지 완성  화장지 가공업체에서 무늬나 
엠보싱 처리후 판매용 화장지로 포장

종이팩
4 4 4

은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종이팩은 연간 6.5만톤

☞ 종이팩 재활용만 잘해도 연 650억원의 외화 대체효과!

☞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

종이팩이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포장재를 말하며, 우유팩 · 쥬스팩 · 두유팩 · 기타 음료팩 등이 해당됩니다.

우유 쥬스

두유음료
분리배출

2  고해  펄프와 비닐을 부드럽게 
해리시켜 분리

종이팩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폐지와 함께 버리면 폐기물이 되지만  

분리해서 버리면 외화 절약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종이팩은 분리해서 
버려 주세요.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제 3자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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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 및 주요 수상 현황

64

66

6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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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재무 현황

자산 억원 13,658 13,958 14,409

부채 억원 10,955 11,262 11,553

자본 억원   2,703   2,696 2,856

수익 현황

매출액 억원 14,612 16,380 16,775

영업이익 억원     839     725     820

법인세비용 억원      33     70       40

당기순이익 억원    278     198     326

경제적 가치 분배 총액 억원 11,293 12,168 13,878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자원 사용량
종이팩 사용량 ton  16,938  17,677 18,156

재활용 의무량 대비 회수율 % 47 48 46

사업장 에너지 
사용 현황

에너지 사용량 TJ 1,199 1,384 1,332

에너지 원단위 GJ/제품ton 1.89 2.02 1.95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현황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 63,528 70,101 67,547 

Scope 1 (직접배출) tCO2e 16,718 20,806 19,462 

Scope 2 (간접배출) tCO2e 46,810 49,295 48,085 

온실가스 원단위 tCO2e/제품ton 0.100 0.102 0.099

물류 에너지
사용 현황

에너지 사용량 TJ 400 414 444

에너지 원단위 GJ/ton 0.230 0.211 0.214

물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tCO2e  28,157  29,259  31,365 

온실가스 원단위 gCO2e/tonㆍkm 203.94 196.17 193.81

용수사용 현황

총 용수 사용량 천m3  2,243  2,488  2,331 

용수 원단위 m3 /제품ton 3.534 3.630 3.421 

재활 용수 현황 천m3 188 176 200 

수질관리 현황

BOD kg /제품ton 0.008 0.008 0.007 

COD kg /제품ton 0.017 0.018 0.021 

SS kg /제품ton 0.013 0.016 0.010 

대기관리 현황 먼지 kg /제품ton 0.110 0.117 0.278 

폐기물 관리 현황
폐기물 원단위 ton/제품ton 0.020 0.022 0.021

폐기물 재활용율 % 25.8 20.6 20.8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임직원 현황

총 임직원 수 명 1,908 1,975 1,980 

여성 임직원 수 명 253 272 281 

여성 임직원 비율 % 13.3 13.8 14.2

신규 채용 인원 명 72 53 75 

평균 근속 연수 년 15.7 15.4 15.5 

육아휴직 현황
육아휴직 신청자 수 명 9 11 16 

육아휴직 복직율 % 81.8 87.5 100

인재개발 현황

총 교육 비용 억원 9 10 11

일반직 시간 58.9 60.3 54.9

기능직 시간 26.1 22.8 25.7

노동조합 가입 현황 노동조합 가입율 % 82 81 80

산업 재해 현황 재해 발생 건 건 5 2 1 

사회공헌 현황
기부금 억원 14 11 12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 명 832 804 1,568

경제적 성과

서울우유는 기존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

다. 특히 중국 및 신시장 개척,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수행한 결과 2013년 16,775억 원에 이르는 매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환경적 성과

서울우유는 전략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

너지, 폐기물, 용수 등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한편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

서울우유는 사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임직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

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

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분배 총액 

13,878 억 원

육아 휴직후 복직율 

100%

여성 임직원 비율

14.2%

매출액 증가율 (단위:억원)

2011

2.4%

2012 2013

14,106 

16,381 
16,775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율

51%
(2012년 대비)

재활용 의무량 대비 회수율

46%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단위: TJ)

2011

52TJ

2012 2013

1,199

1,38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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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생산성본부(이하‘검증인’) 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서울우유’)으로부터 2013 서울우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아 다

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과 독립성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와 의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우유에 있습니다.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견에 대해 책임지며,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본 

보고서의 작성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

본 검증은 AA1000AS(2008) 검증표준을 기준으로 Type 1 검증유형과 검증의 중간수준(Moderate Level)에 맞추어 수행하였습니다. AA1000APS(2008) 검증원칙

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원칙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이 GRI G4 Guideline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제한 사항

본 검증은 상기의 검증기준에 따라 2013년도 성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재무 데

이터는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온실가스 데이터, 홈페이지 연동 등 일부 데이터는 기존의 검증결과를 참고하였

습니다. 또한 현장검증은 서울 본조합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수행될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검증 방법

본 검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1. GRI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re)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GRI G4 Guidelines을 기준으로 보고 내용 및 품질에 대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3. 미디어리서치 및 벤치마킹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요 이슈의 선정 및 기술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습니다. 

4.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상의 오류를 다른 출처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였습니다.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서울우유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보고서 내 경영진 메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6. 서울 본조합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주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서울우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을 통해 서울우유의 보고서가 

GRI G4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re)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표준공개(General Standard Disclosures)의 경우 핵심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re)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

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고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대성 이슈(Material Issues)에 대한 DMA(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지표(Indicators)를 검토하였습니다.

포괄성(Inclusivity) : 이해관계자의 참여 

포괄성 원칙이란,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식을 개발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검 

증을 통해 서울우유는 포괄성 원칙을 준수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2013년에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우유는 지역사회, 고객, 협력

업체, 고객센터, 임직원, 조합원 등 6개 그룹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기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성실온밀크 시스템(SSMilk)을 기반으로, 고객센터 협의체인 성실조합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협력상생을 도모하는 점은 매우 우수한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중요성(Materiality) : 주요 이슈의 선정 및 보고

중대성 원칙이란 조직과 조직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이슈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검증인은 서울우유가 합리적인  

중대성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과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하며 중대한 이슈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우유는 이해관계자 참여  

국제 표준인 AA1000SES(2008)의 ‘Five-part Materiality’ 모델을 바탕으로 중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평가 결과 9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습 

니다.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한 활동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 각 페이지에 균형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대응성 원칙이란,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검증인은 서울우유가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했으며, 그 내용들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서울우유의 고도화된 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강화,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경영의 좋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권고 사항

본 검증인은 서울우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언

하는 바입니다. 

1. 지속가능경영 목표 관리 :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와 함께, 각 영역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 드립니다. 

2. 데이터 관리의 고도화 : 데이터 및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각 지표별 산정 및 보고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집, 검토하여  

   데이터 및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길 권고 드립니다.

2014년 11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진  홍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검증 글로벌 국제 표준 AA1000 제정 기관인 Accountability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검증기관으로서 단독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위원단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자문 및 검증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A1000AS(2008)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Accountability사가 제정한 글로벌 검증 표준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조직 운영, 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AA1000APS(2008)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2008)로 Accountability사가 제정한 글로벌 검증 원칙으로 AA1000 표준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음

이기환 팀장김동수 센터장

Sub Category Material Issues DMA & Indicators

경제적 가치 - 신규시장 개척 및 경제가치 창출 DMA,G4-14, EC1

식품안전과 영양 -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제품 판매

-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DMA, PR1,PR2,PR3,PR4

고객만족 - 고객만족 프로세스 강화 DMA, PR5

임직원
-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 핵심인재 육성 
DMA, G4-10, G4-11, LA9,LA10,LA11,LA12,LA13

동반성장 - 공정거래 체계 강화 DMA, G4-12, G4-13, G4-56, G4-57, G4-58, EC9

사회공헌 - 사회공헌 활동 DMA, SO1,SO2

친환경 경영

- 친환경 제품 포장을 통한 환경보호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친환경 사업장 조성 

DMA, EC2, EN1,EN2,EN3, EN4, EN5, EN6, EN7, EN8, 

EN9, EN10, EN15, EN16, EN17, EN18, EN19, EN20, 

EN21, EN22, EN23, EN 24, EN25, EN26, EN27, EN28, 

E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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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ENERAL STANDARD DISCLOUSURES

General Standard Disclosure Reported Page Omission

Strategy and Analysis

G4-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예: CEO, 의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

● 10, 11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 10, 11

Organizational Profile

G4-3 조직 명칭 ● 15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5, 6, 9

G4-5 본사 위치 ● 15

G4-6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조직의 지속가능성 토픽과 특별히 관련된 국가들의 수와 이름 ● 15

G4-7 조직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 14, 15

G4-8 시장 영역(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 15~17

G4-9

보고 조직의 규모
•총 근로자 수
•총 사업장 수
•순매출액(민간부문 조직) 또는 순수익(공공부문 조직)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세분한 총 자본(민간부문 조직)
•제공하는 제품 수량 또는 서비스 규모 

● 15, 32, 44

G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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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법률상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근로자나 피감독근로자가 아닌자에 의해 수행 
    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F. 고용 근로자 수의 중요한 변화(예: 관광업 또는 농업에서의 고용인력의 계절적 변화)

● 44

G4-11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 ● 47

G4-12 조직의 공급사슬에 대한 설명 ● 49, 51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사슬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설비 개통, 폐쇄, 확장 등을 포함한 사업장 위치 변경 또는 사업장 변화
•주식자본 구조 및 기타 자본형성의 변화, 유지보수, 사업장 개조(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공급업체 위치 변경, 공급망 구조 변경, 공급업체와의 관계 변화(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 포함)

● 49, 51

Organizational Profile: Commitments to External Initiative

G4-14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 또는 원칙의 명시 내용 ● 31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 68 ~ 70

G4-16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중 유지중인 멤버십 현황 ● 71

Identified Material Aspects and Boundaries

G4-17
A.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혹은 동등한 문서에 포함되는 모든 주체
B.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혹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 중 보고되지 않은 주체

● 20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보고원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 

● 20 ~ 22

G4-19 보고서 내용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 ● 22

GENERAL STANDARD DISCLOUSURES

General Standard Disclosure Reported Page Omission

Identified Material Aspects and Boundaries

G4-20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내부의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해당 측면이 조직 내부에서 중요한지 보고
•해당 측면이 G4-17에 기술된 조직 내 모든 주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두 접근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
   a. 해당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b. 해당 측면이 중요한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조직 내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

● 22

G4-21121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지 보고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 경우, 해당 측면이 중요한 주체, 주체의 그룹 또는 그 요인을 파악, 또한 파악된 주체에게 

해당 측면이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설명함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

●
29, 35, 41, 45,

49, 53 ,57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 ● -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 -

Stakeholder Engagement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 20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 20

G4-26 유형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20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

● 20, 23

Report Profile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 연도 또는 역년). ● About this Report

G4-29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존재하는 경우) ● About this Report

G4-30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 About this Report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 연락처 ● 73

Report Profile: GRI Cont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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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는 외부 검증을 활용을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부합' 요구사항은 아님

● 68 ~ 70

Report Profile: Assurance

G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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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67

Governance

G4-34 최고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위원회 ● 19

Ethics and Integrity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의 행동규범 ● 24, 25

●: 보고    ○: 미보고 ●: 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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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 및 주요 수상 현황

협회 가입 현황

수상명 주관 분야 

중소기업 히트상품 중소기업청 목장요구르트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우유부문 1위) 생산성본부 서울우유 

대한민국브랜드스타(우유부문 1위) 브랜드스탁 서울우유 

2013 THE PROUD 선정 100대 상품 한국능률협회 목장요구르트 

2013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브랜드스탁 서울우유 

2013 프리미엄브랜드지수(우유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서울우유 

16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 대상(유가공부문) 여성신문 서울우유 

2013 아시아소비자 대상 아시아경제신문 서울우유 

2013 매일경제 광고 대상(경제TV부문) 매일경제신문 목장요구르트 

고객행복 경영대상(식품부문) 동아일보 서울우유 

제15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유가공부문) 여성신문 웰작치즈 

서울 SUCCESS AWARD (우유부문) 서울신문 서울우유 

2013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우유부문) 중앙일보 서울우유 

한국산업 고객만족도조사 (KCSI) (우유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 서울우유 

축산물 위생관리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우유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사업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원 집유업 

주요 수상 현황

녹색기업협의회 

한국식품산업협회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SPECIFIC STANDARD DISCLOUSURES

Material Aspect DMA and Indicators Reported Page Omission

Category: Economic

시장지위

G4-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 32, 33  

G4-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 57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 46

G4-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 - 해당 사항 없음

G4-EC9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 33

Category: Environmental

원료
G4-EN1 사용된 원료 ● 15, 62

G4-EN2 재활용된 원료 비율 ● 62

에너지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 65

G4-EN4 조직 외 에너지소비 ● 65

G4-EN5 에너지 집약도 ● 65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 59,60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 58

용수

G4-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 61

G4-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 해당 사항 없음

G4-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61

배출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 57, 65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 57, 65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 57, 65

G4-EN1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57, 65

G4-EN19 온실가스 감축량 ● 58, 59

G4-EN20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량 ● 60

G4-EN21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배출물 ● 61

폐수 및 폐기물

G4-EN22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61

G4-EN23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61

G4-EN24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 유출건수 없음

G4-EN25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and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 유출건수 없음

G4-EN26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 - 해당 사항 없음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에 대한 충격 완화의 정도 ● 56 ~ 62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 재생 비율 보고 ● 58, 62

컴플라이언스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 - 법규 위반 건수 없음

Category: Social

Sub-Category: Labor Practice and Decent Work

고용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 44

G4-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 46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 44

훈련 및 교육

G4-LA9 직원 일인당 평균 교육시간(성별, 직원 카테고리별) ● 45

G4-LA10 지속적인 고용 지원과 퇴직후 관리를 돕기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 45

G4-LA11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전체 직원의 비율(성별 및 임직원 카테고리에 의한) ● 45

다양성과 기회 균등 G4-LA12 이사회의 구성 및 성별, 연령별, 소수자 그룹, 기타 다양성 지표에 따른 임직원 분류 ● 26, 44

남녀 동등보수 G4-LA13 남성대비 여성임직원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임직원 카테고리별, 중요 사업장별) ● 44

Sub-Category: Society

지역사회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 52 ~ 55

G4-SO2 지역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없음

Sub-Category: Product Responsibility

고객 안전보건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 34 ~ 36 

G4-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 - 법률 위반 사항 없음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고객만족)

G4-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
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 5, 6, 9

G4-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 - 법률 위반 사항 없음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 42

●: 보고    ○: 미보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 100g에는 비타민 A가 120IU가 함유 되어 신체점막을 

보호하고 저항력이 증가되어 체내의 신진대사 조절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흡수가 잘 되고 장을 조절할 뿐만 아니

라 변비를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피부 재생에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함유된 필수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 

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불안, 흥분, 스트레스 등 심신

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는 여러가지 

균형 있는 영양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미용효과에 

좋은가?

Q1

수분보급은 운동으로 상승된 체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8~10℃로 냉각된 음료가 효과적이고, 땀의 배출로 인한 

영양보충으로 나트륨과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시원한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시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 비타민 소모가 많으므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작용의 정상화가 빨라져 

피로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유는 이러한 비타민을 충분하게 함유 하고 있습니다.

Q2

운동 후 우유가 

좋은 이유?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뛰어난 이유는 우유의 단백질이나  

유당이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카제인에

서 생성된 카제인포스포펩티드(CPP)가 칼슘을 이온화하여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유당은 장에서 젖산으로 전환되어 pH를 낮추어 칼슘 

흡수를 촉진 시키며, 칼슘과 인의 비율은 1:1~1:2일 때에 

흡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우유는 이 비율이 약 1:1로  

이상적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Q3

우유의

칼슘 소화흡수율이

높은 이유는?

본 보고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경영전략팀

전화  02-490-8132

팩스  02-490-8119

이메일  solstu@seoulmil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상봉동)

디자인  (주)루커  02-542-6725 

           www.lucrebeyo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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