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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CJ제일제당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가능경영 활
동과 성과 그리고 향후 목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의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16년 회계연도(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일부 정보의 경우 2017년 3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보고 범위는 물류사업을 제외한 CJ제일제당의 국내 전 사업장의 경
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해외 사업장까
지 범위를 넓혀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4.0의 핵심적(Core) 부합방식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에 적합한 중요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GRI 
Sustainability Topics for Sector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음료 부문의 
이슈를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
인 DNV GL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에 관한 사항과 검증의견은 
p.78-7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
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J제일제당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쌍림동)  
전화  	 |  02-6740-1114
이메일  	 |  sustainability@cj.net
홈페이지	 |  http://www.cj.co.kr
발행일 	 |  2017년 4월 11일

지속가능경영 대외평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2년 연속 편입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기관
인 미국 S&P 다우존스와 스위스 Robeco SAM이 공동으
로 개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에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Asia-Pacific 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인적자본개
발, 환경보고 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CJ제일제당은 글
로벌 식품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J
제일제당은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지속성장해 나가도록 
창조적 경제가치 창출은 물론 사회가치경영에 앞장서 나가
겠습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2016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
니다. 이는 2013년 우수 등급 획득 이후 국내 대표 식품기업
으로서 협력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입
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2014년 식품안전 관련 비영리재
단인 ‘식품안전 상생협회’를 출범하며 협력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이전, 교육제공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식품업
계 선도기업으로 건강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며 더불어 성장
하는 상생 문화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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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추구하는 사회가치경영은 창업이념인 ‘사업보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업 본연의 사업을 근간으로 CJ제일제당만의 

OnlyOne적 제품과 서비스로 창조적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으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인류와의 조화로운 성장,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CSV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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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사회 가치와 공존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 받는 CJ제일제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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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희 CJ제일제당은 지난 60여 년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소재 식품, 가
공 식품에 이어 생물 자원, 바이오, 그리고 제약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해는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 브렉시트, 미국 정권교체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
가되었고, 국내 경제도 중후 장대 산업의 구조 조정 여파와 지속되는 내수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장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만, CJ제일제당의 2016년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면, 핵심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높은 영업 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식용 아미노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고, 생물 자원은 동남아 고성장 시장
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식품과 소재 분야는 HMR(가정 간편식) 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여 미래 성장 기
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상생’, ‘나눔’의 CJ 그룹의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즐거운동행’을 확대하고, ‘Global CSV 
사업’ 등 CSV 활동을 강화, 발전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 및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 기조, 브렉시트에 따른 유로존의 정
치적 불확실성,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 다수의 위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역시 수출 부진이 지속
되는 가운데, 내수가 더욱 둔화 되면서 저경제 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정치 혼란에 따른 
경제 주체의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은 내수 전반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CJ제일제당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따듯한 성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 받는 CJ제일제당으로 거듭나는 한 해로 만들며,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사회 가치와 공존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첫째,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주력 사업에 대한 성장 발판을 공고히 구
축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흥국, 신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 사업 확장에 집중하여 괄목한 만한 실적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핵심 역량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기업간 경쟁도 더
욱 치열해 지는 환경에서, 내실 있는 역량 확보 및 세계 일류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 기업과의 격차를 더 벌리
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각 분야에서 1등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CJ제일제당만의 CSV문화 정착과 ‘CJ 정신’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보국에 늘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분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당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김 철 하

CEO Message



Overview 회사 개요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온 국내 1위의 종합식품회사입니다. 1953년 기초소재식품을 생산하는 제일제당

공업주식회사로 시작한 CJ제일제당은 2007년 CJ주식회사에서 기업 분할한 이후 소재식품 및 가공식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 OnlyOne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는 Global 식품·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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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ateri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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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 cj

cj 철학 

CJ그룹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화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
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본연의 창조적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창
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J는 인류의 삶을 보다 즐겁고 풍요롭
게 하는 GREAT CJ로 도약하고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cj Way

CJ 고유의 기업문화인 CJ WAY는 CJ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류인재와 일류인재들이 상호 챌린지를 통해 세계 1등에 도전하는 일
류문화를 기반으로 핵심가치인 ‘정직’, ‘열정’, ‘창의’를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No.1 생활문
화기업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cj제일제당 소개

CJ제일제당은 1953년 국내 최초의 설탕 제조기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 CJ주식회사에서 기업 분할한 이후 국내 1위의 종합식
품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제품 및 브랜드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의 식품기업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식품·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Vision

Mission 

원칙과 철학

핵심가치

조직문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ONLYONE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1등이 된다. 

정직 열정 창의

일류인재 CJ정신을 실현하는 인재 
일류문화 일류인재들이 상호 챌린지를 통해 세계 1등에 도전하는 문화 

cj제일제당이 지나온 길

1980.12 육가공사업 시작
1984.06 종합연구소 설립
1988.12 인도네시아 ‘PT. CSI’ 설립
1991.12 국내 식품업계 최초 매출 

1조 달성
1993.07 CJ독립경영 선언
1996.05 ‘PT. CSI’사료공장 준공

1980~1999
다각화를 통한 성장기

2002.04 중국 청도공장 다시다 생산
2007.09 CJ주식회사 기업분할
2010.08 세계 최대 천일염 생산공장 

준공
2011.07 자일로스 설탕 제품출시
2014.04 CJ헬스케어㈜ 설립
2015.03 CJ브리딩㈜ 설립
2015.12 CJ블로썸파크(통합연구소) 설립

2000~현재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1953.08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설립
1953.11 국내 최초 설탕생산
1958.04 제분사업 시작
1963.12 조미료사업 시작
1973.11 사료사업 시작
1979.09 식용류사업 시작

1953~1979
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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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현황 

주식 수 13,161,898주 (보통주식수)

주주 수 19,685명 (보통주식수)

주요 사업 식품, 소재식품, 바이오, 생물자원

대표이사 김철하

설립일 1953년 11월 5일

임직원 5,524명

매출액 145,632억 원

신용 등급 A1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식품 사업 부문은 건강한 소
비자의 식생활을 추구하며 
뛰어난 맛과 편리한 먹거리
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
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
습니다. 차별화된 품질은 물
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K-food’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식품 시장 선도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 부문은 국내최고
의 기초소재 생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설탕, 밀가
루, 식용유에서 다양한 기능
성 소재로 포트폴리오 확장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함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
해 더욱 안전한 소재를 제공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업 부문 소재 사업 부문

생물자원 사업 부문은 사료
의 원료 단계부터 축산물 판
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
질관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을 통해 뛰어난 사료제품과 
사양 기술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건강한 영양자원을 
공급하는 글로벌 축산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은 독보적
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품 
및 사료첨가제를 생산합니
다. 글로벌 생산기지를 지속
적으로 확충하고 기술역량 
향상에 노력한 결과, 아미노
산과 핵산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

(2016년 12월 31일 기준)

사업 부문 소개 

CJ제일제당은 식품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
는 글로벌 리더로서 식품, 소재, 바이오, 생물자원의 4개 사
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그간 사업다각화, 기술혁신 등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
는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 비중

 식품 사업 부문   소재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   생물자원 사업 부문

% %

%%

21 33

2224

OnlyOne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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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식품 사업 부문

핵심 성과 및 계획

Create ‘K-wave’ of FOOD, Change the world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억 원

2014

20,978

2015

23,680

2016

2016년

27,423

27,423

식품 사업 부문 개요

CJ제일제당 식품 사업 부문은 1975년 ‘다시다’ 생산 이래 건강하고 편리한 먹거리를 개발하며 ‘비비고’, ‘햇
반’, ‘더건강한’, ‘고메’ 등 수많은 브랜드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 회사로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식품 및 식문화 전파를 위한 글로벌 현지 생산기지 구축 및 
해외 법인 확대 등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앞으로 보다 풍성하고 차별화된 ONLYONE적인 제품으로 소비자
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초일류 생활문화기업 CJ제일제
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식품발효 사업

‘해찬들’은 CJ제일제당의 정통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한
식의 근간이 되는 장맛을 구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류전문 브랜드입니다. 직접 사각 메주를 띄워 만드는 
정성과 숙성을 기다리는 인내가 해찬들만의 최고의 장맛
을 탄생시켰습니다. 품질 좋은 원료와 해찬들만의 고유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 깊은 장맛을 구현하고, 시
간의 흐름 속에 정성을 담아 좋은 장류를 선보이고 있습
니다.

HMR 사업

1인 가구, 맞벌이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앞장서 HMR 
(Home Meal Replacement, 가정 간편식) 사업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관 편의
성을 고려해 상온 제품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햇반 컵반’, 
‘비비고 국탕찌개’로 맛있는 집밥처럼 제대로 된 한끼를 
즐길 수 있는 가정식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힘쓰고 있습 
니다.

조미소스 사업

기업의 모태인 제당·제분 사업에서 쌓은 발효정제 기술
을 바탕으로 1964년 조미료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복
합 조미료 ‘다시다’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국내 액상 
조미료를 출시하였고, 2017년에는 일본 시장에 액상 조
미 제품인 ‘다시다 순두부찌개’를 출시하였습니다. 더불
어 보유중인 발효소재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거듭하며 
국내 조미소재 시장 내 기업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편의식품 사업 

기존의 가공식품을 뛰어넘어 한국 음식을 소재로 다양하
고 품질 높은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편
의형 밥 경쟁 시대를 리드해온 햇반은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을 출시하며 가공식품 내 국내 최초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는 등 혁신적인 반향을 불러일으
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One-meal 타입의 ‘햇반 컵반’을 
통해 한국형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선두주자로 앞장서 나
가고 있습니다.  

핵심 성과
• 비비고, 햇반, 더건강한, 고메 등 4대 핵심

브랜드 육성
• HMR 편의식 ‘비비고 국탕찌개’ 등 

성공적 런칭
• 베트남, 러시아 등 현지 영업기반을 통한 

글로벌 K-Food 확산

향후 계획
• 대형제품/대형기술/대형브랜드 중심의 

성장 가속화
• 국가별 핵심사업 육성 통한 고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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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사업 

육가공 역량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냉동대비 차별화 된 
품질을 구현하여 소비자의 인식 전환 및 시장 성장을 주
도하고 있습니다. 
만두사업은 비비고 왕교자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정통 
한식 브랜드 ‘비비고’로, 냉동조리육 사업은 서구형 프리
미엄 브랜드 ‘고메’로 시장의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선
도하고 있습니다.

신선 사업 (수산)

‘삼호어묵’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제공
하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바다의 건강함을 안심할 수 있
는 먹거리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캔 전문 브랜드 ‘계절어보’는 수산물들을 사계절 내내 더 
맛있고,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선 사업 (면)

냉장면 사업은 신선 Infra System을 기반으로 국내 최
고의 신선한 면요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쓰오우동’을 비롯한 냉면, 스파게티, 짜장면 등을 선보
이며 믿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면요리 식문화를 창출하
고 있습니다.

디저트 사업 

디저트 전문 브랜드 ‘쁘띠첼’ 런칭 이후, 과일젤리, 푸딩 
등 새로운 디저트 카테고리를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롤케익, 에끌레어 등 냉장 베
이커리 디저트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카페 등 
B2B 경로의 적극적인 개척을 통해 디저트 대표 브랜드
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사업 

‘The더건강한’, ‘SPAM’, ‘맥스봉’ 등 브랜드 기반 아래 
다양한 맛으로 고객들의 즐거운 식생활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특히, 2016년 ‘The더건강한’ 브랜드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만 만든 ‘자연재료 시리즈’를 출시하여 한국 
육가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선 사업 (김치) 

대표한식 김치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여 한식 식문
화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급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대로 담근 한식김치, ‘비비고김
치’를 출시하여 기존 상품김치와의 질적 차별화를 선언
하였으며, 편리성을 더한 포장차별화를 선보이는 등 CJ
제일제당은 ‘김치’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선 사업 (두부)

‘콩이라서 좋다, 행복한콩’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열
어가는 CJ제일제당의 대표 SOY FOOD 브랜드로서 신선 
Infra System을 기반으로 매일 매일 신선하고 새롭게 
콩을 즐기는 食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 

CJ제일제당은 식품 소재 개발 노하우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이 접목된 4개 
카테고리의 리딩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
통식품에서 찾은 ‘BYO유산균’, 흑삼으로 홍삼 시장을 더
욱 확대한 ‘한뿌리’, 먹고 바르는 최초의 토털뷰티 브랜드 
‘이너비’, 건강 식품의 일상화를 주도하는 ‘HOPE’를 통
해 미래형 사업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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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사업 부문

소재 사업 부문 개요

CJ제일제당 소재사업 부문은 1953년 설탕 제조를 시작으로 밀가루, 식용유 등 모든 식품의 근간이 되는 다양
한 식품소재를 생산하며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축적된 생산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가토스, 알룰로스, 식물성 화장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넘어서 안전
한 생활소재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생활전반에 건강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데 매진하고자 하며,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
외 기초소재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소재 식품 회사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핵심 성과 및 계획

핵심 성과
• 베트남 발효대두박 생산공장, 미얀마 

자동화 현대식 유지(油脂) 공장 가동으로 
동남아 거점 생산기반 구축 및 공략

• 어분대체재, 화장품소재 등 신규소재 
론칭

• 알룰로스 글로벌 사업확장 검증

향후 계획
• 중국 발효대두박 생산공장 가동 
•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해외 공장 증설 

및 거점 확대
• 쿠킷, 기능성감미료, 건강유 대형제품 

육성 

Create the value of nature, enrich the world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억 원

2014

17,421

2015

17,824

2016

2016년

18,702

18,702

제분 사업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조리시간을 
단축시킨 간편 쿠킹용 프리믹스 ‘쿠킷’을 출시하여 홈메
이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부침가루, 튀김가루 및 우리밀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상생을 위한 우리 
농가보호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발효사료소재 사업 

대두가공에 대한 당사 기술력을 토대로 고단백 탈피박을 
활용한 발효사료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국장 균주
를 통해 항영양인자를 최소화하여 어린 가축의 소화를 
돕는 사료소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분대체재 출시를 
통해 양어사료가 되는 어획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지 사업 

다양한 식용유를 통해 용도와 영양성분을 고려한 소비
자 선택의 폭을 확장하였고, 품질/기술 솔루선을 반영한 
B2B 전용유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름명가의 위치를 공
고히 하고 있습니다. ‘코코넛오일’ 등으로 건강유 카테고
리를 확장하여 생활트렌드를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화장품소재 사업 

식물성 유지, 밀배아 등 친환경적 원료를 기반으로 R&D
의 축적된 효소전환, 발효, 정제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성
과 기능성을 갖춘 화장품소재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품소재 외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감미료 사업

국내에서 최초로 설탕 사업을 시작하여 지
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건강 기능
성을 추가한 올리고당, 자일로스설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더 혁신적
인 감미료인 ‘알룰로스’, ‘타가토스’의 글로
벌 런칭을 통해 차세대 기능성 감미료 시장
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분당 사업 

전분당은 식품 소재에서 산업용 소재까지 
그 용도의 다양성과 더불어 다방면으로 확
장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업입니다. 전
분당 사업의 기술력은 소재사업부문의 포
트폴리오 확장의 초석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기능성 소재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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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사업 부문

핵심 성과 및 계획

핵심 성과
• R&D 가속화에 기반한 수익성 확보 
•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 기반 ‘시스테인’ 

출시, 식용 아미노산 시장 본격 진출
• 중국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 하이더,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메타볼릭스 자산 
인수 등 글로벌 사업 영역 지속 확대

향후 계획
• 글로벌 기능성 아미노산 시장 2020년 

매출 4,000억 원, 시장점유율 35% 달성 
목표

• Human Nutrition & Health 및 
Personal Care 등 스페셜티 사업화 추진

Beyond BIO, Renew the Earth

바이오 사업 부문 개요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부문은 독보적인 발효/정제 기술력을 통해 라이신, 메치오닌, 트립토판 등 사료첨가
제와 핵산, MSG 등 식품 첨가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자연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제조기술 개
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바이오 공법을 적용한 식용 아미노산 ‘시스테인’을 출시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시장 1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핵산 사업

핵산은 천연식품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식품 
분야에서 감칠맛을 내는 감미료로 활용되며 핵산의 영양
생리학적인 효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핵산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확보된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와 생산
성 향상 활동, 천연 맛소재의 개발 등 도전적인 노력을 통
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객이 만족
하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미노산 사업

아미노산은 Animal Nutrition부터 식품소재, 화장품, 
생활용품, 비료 등 다양한 분야의 원료에서 사용되며  
향후 첨단 바이오 소재로 확대 가능한 미래형 소재로 각
광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 생산 신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세계 최초 5대 사
료용 필수 아미노산(라이신, 쓰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메치오닌)을 친환경 미생물 발효기술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R&D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아미
노산 사업을 넘어 Specialty 기반의 신규사업 진출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억 원

2014

14,782

2015

17,397

2016

2016년

18,016

18,016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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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생물자원 사업 부문

핵심 성과 및 계획

핵심 성과
• 인도네시아 신규 사료 공장 2개 완공 등 

동남아 연간 280만 톤의 생산규모 확보
•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신규사업 

승인으로 글로벌 성장가속화

향후 계획
• 고객 맞춤형 제품, 신원료 개발 등 R&D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제품 육성
• 사양기술 고도화를 통한 축산기반 강화
• 동남아 중심의 축산계열화사업 확대

Feed the world with the best nutrition

생물자원 사업 부문 개요

CJ제일제당 생물자원 사업 부문은 1973년 부산 공장에서 첫 사료 제품을 출시한 이래, 뛰어난 사료제품과 사
양 기술로 한국 축산업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필리
핀, 베트남, 중국 등 6개국에 23개의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사업 부문은 사업장에 선진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계 중 세계 최초로 품질경영 시스템 ISO 
9001 인증,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신소재 및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해 기술력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CJ제일제당은 변함없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최고의 영양
을 제공하며 글로벌 사료축산회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사료생산 사업 

사료생산 사업은 국내외 시장에 안전한 고효율의 사제품
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 발굴을 통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최고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합니
다. 다기능의 영양기반의 양돈, 축우, 양계, 양어 제품을 
개발하며 더욱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축산 사업

축산 사업부문은 축산 산업의 계열화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축산 생산성을 개선하
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농
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이
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글로벌 계열화 산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건강한 축산산업을 위
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억 원

2014

16,177

2015

18,054

2016

2016년

20,129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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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브랜드

CJ제일제당은 건강과 즐거움, 편리함을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서 전 세계인의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이어나가
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CJ제일제당만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가
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사업 부문별 주요 제품

생물자원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

메치오닌 발린 트립토판 쓰레오닌 라이신 알지닌

식품 사업 부문

소재 사업 부문

비비고 
왕교자

비비고 
김치

비비고 
육개장 더건강한 고메 햇반 햇반컵반 쁘띠첼 다시다 해찬들

설탕 밀가루 식용유 쿠킷프리믹스 부침가루 올리고당 알룰로스 자일로스 발효
대두박 타가토스전분믹스 카페용

소재

양돈사료(국내) 양돈사료(해외) 반려동물사료축우사료 양계사료양어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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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j

CJ제일제당은 해외 현지에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
하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해외 매출액은 
총 35,99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지역 중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은 전체의 약 29%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아메리카와 유럽이 각
각 7.6%와 3.6%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향후 주요 진출국가를 중
심으로 적극적인 기술 혁신과 노하우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 지역별 매출 구성 비중 2016년 사업 부문별 해외사업 매출 구성 비중 

 국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기타  식품 사업   소재 사업   바이오 사업   생물자원 사업

(59.75%)

(0.03%)

(7.62%)

(3.61%)

억 원53,422

억 원36

억 원6,809

억 원3,229

%

%10.9

%48.5

1.3

(28.99%)

억 원25,917

브라질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식품사업
•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30여 가지 가공식품 공급 

(2010년) 
• B2C뿐 아니라 B2B까지의 유통경로 확보(2011년)

바이오사업 
• 아미노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 발효 
공법을 통한 메치오닌 생산 

소재사업 
• 유지사업 진출

(2016년) 

식품사업 
• 현지 직접 생산, 판매체계를 통해 한국 식문화의 Global화 추진 
• CJFoods 유통법인 설립 : LA, 시카고, 뉴욕, 아틀란타 거점(2003년) 
•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2005~2006년) 
• 미국 동부시장 진출 (2012년) 
• 만두 신규공장, 물류거점 투자 통해 지속적인 성장 추진(2013년) 
• 미국 연구개발(R&D)센터 구축 통해 현지 전문 인력 확보, 미래성장 

동력기술 발굴 (2016년)

바이오사업 
• 세계 3대 라이신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거점 구축(2013년 완공) 및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 진출 
• 풍부한 원료 수급 및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통한 Global 가속화의 거점 

역할

미국

브라질

바이오사업
• 원료, 원가 경쟁력 및 최적의 수출기지 확보를 통한 남미 전역에 제품 

수출

억 원
총

89,413

* 연결재무제표 제외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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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글로벌 거점 현황 글로벌 임직원 현황(단위: 개소) (단위: 명)

구분 식품 소재 바이오 생물자원
중국 5 1 4 9
말레이시아 0 0 1 0
인도네시아 1 0 1 6
미국 2 0 1 0
베트남 3 2 0 4

기타 3 1 4 4

합계 14 4 11 23

구분 2014 2015 2016

아시아 8,154 9,147 12,427

아메리카 818 925 999

유럽 49 44 48

기타 30 28 3

합계 9,051 10,144 13,477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미얀마

일본

베트남

중국

식품사업 
• 식품 수입판매 개시 (2004년) 
• Ebara CJ JV 설립하며 김치사업 진출 본격화 (2011년)
• COSTCO 내 대형제품 육성하여 메인 스트림 시장 진출 (2016년)

식품사업 
• 본격적인 중국 진출 (2006년) 
• 두부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사업 

강화 (2007년) 
• 중국 내륙시장 진출, 만두 

생산거점 확보 후 시장 진출 
(2012년)

• B2C 시장 및 한식 기반 현지 생산 
제품 확대(2016년) 

소재사업 
• 프리믹스 사업 진출(2012년)
• 발효대두박 생산기지 건설 

(2017년)

바이오사업 
• 세계 최대 시장이며 

사업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바이오 Global의 
중추적 역할 담당 

생물자원사업 
• 중국 전역 9개 생산거점 연 

100만 톤 생산·판매 규모 구축 

베트남

식품사업
• 2016년 2월  CJ FOODS 

VIETNAM 법인설립
• 김치/두부/김/김스낵 제품 현지 

생산 및 MT 경로 판매 中

소재사업 

• 제분사업 진출(2013년), 
발효대두박 진출(2016년)

 
생물자원사업
• 베트남 4개 생산거점 가동을 통

해 전국적 판매망 구축

Global CJ

필리핀

인도네시아

생물자원사업 
• 현지법인 설립(1996년) 
• 공장 준공 후 양돈, 양계, 양어 사료 전국 판매 개시 (1997년) 

바이오사업
• CJ제일제당의 첫 번째 생산거점

으로 Global 첨병 역할 수행 
• 사료용 아미노산(라이신, 

쓰레오닌) 및 핵산 생산

생물자원사업 
• 시장점유율 : 3위, 연 110만 톤 

달성(2015년)
• 스마랑, 깔리만탄 공장 완공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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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heiljedang csV

cj csV 선언
 
CJ제일제당의 CSV는 CJ의 창업이념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시대적 요구
에 따라 새롭게 정립한 CJ만의 사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하
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CJ그룹의 CSV 선언에 따라 CJ제일제당은 기존의 사회가치경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CJ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 창출

csV 전담조직 및 운영

CJ제일제당은 그룹 차원의 CSV 조직의 구성에 따라 CSV경영팀을 운영하여 사업영역에서의 CSV 사업 및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기구 및 자문위원회 아래에서 그룹의 중장기 CSV 전략과 연계한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CSV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평가 피드백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J CSV 실천다짐

csV경영 체계 

CJ제일제당은 전사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는데 CSV를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윤리경영, 안전경
영 등 Compliance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 건강과 웰빙 등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에 기여하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Compliance

• 준법경영 
• 윤리경영 
• 안전경영 

Vision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핵심 공유가치

사회와의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

건강과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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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유가치

CJ제일제당은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차별화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와의 상생’, ‘지
속가능한 환경’ 및 ‘건강 및 웰빙’ 등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공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핵심 공유가치 도출 프로세스

CJ제일제당의 CSV를 도출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비즈니스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선정하고, 공유가치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CheilJedang CSV

공유가치 창출 방안 

CJ제일제당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업을 전개하여 글로
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CSV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비즈니스 핵심역량을 바탕
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경영 평가 요소
• 사회 환경적 이슈 

• 핵심 R&D 역량 
• 사업 부문별 중장기 사업

전략 검토
• 보유 역량 및 실행가능 

여부 검토 
•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력 

크기 고려 

사회·환경적 가치 사업적 연계성 Readiness 사회적 영향력

CSV 공유가치 도출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환경

• 공급망 내 파트너 역량향상 지원
• 협력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제공, 사업포트

폴리오를 강화하는 즐거운동행 활동 
• 차별화된 종자개발과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통한 농민과의 동반성장

•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 친환경 프로세스 및 신규 에너지원 개발
• 에너지 효율화 및 수자원 관리,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 저단백밥, 기능성 감미료 등 고객 건강을 
고려한 신제품 개발

• 식품안전 및 고객 신뢰도 확보 

국내외 공급망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전 생산 활동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기여합니다.

ONLYONE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가치창출 방안 중점 추진 과제

사회와의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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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heilJedang CSV

csV Value chain 

CJ제일제당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종자와 원료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토대로 농가의 발전과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 소
비자의 건강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며 CJ제일제당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가 및 지역사회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종자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산물 연구개발을 통
해 기업이 원하는 농산물을 파악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한편,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식품 원재
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래 식품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CJ제일제당이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회사로서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협력중소기업에 전수하며 건강한 식품산업 생
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혁신 및 해외진출 판로지원 등 협력중소기업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가
• 차별화된 종자 보급 
• 재배기술 지도 
•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 공급처 제공

연구소
• 고객 건강을 고려한 제품개발 
• 친환경 제품개발 및 생산방식 개선

협력중소기업
• 협력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R&D, 마케팅, 디자인, 자금, 
유통판로지원)

• 식품안전 집중지도 활동(식품안전방문 
컨설팅, 식품안전교육 분석비용지원)

소비자
•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제품 

출시 및 품질 개선
• 균형잡힌 영양과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제공

오렌지배추 재배현장 CJ파트너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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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compass

sDGs 이행 노력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이자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후속 목표
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대 공동목표입니다. SDGs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 기후변
화 대응을 비롯해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서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회가치경영을 통해 SDGs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내에서 비즈니스 핵심 전략과  SDGs를 연계한 CSV 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사회적 
이슈의 해결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CJ제일제당은 지속적인 이행 노력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과제의 달성을 추구하겠습니다. 

sDGs 우수개발협력모델 인증

CJ제일제당은 국내 기업 최초로 UN의 SDGs 우수개발협력모델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이신 등 사료용 아미노산의 혁신과 기
술 개발을 통해 SDGs 2번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증진’과 17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에 대해 SMART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SDGs에 부합하는 지속성과 포용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국
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UN SDGs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CJ CheilJedang CSV
SDGs Compass

CJ CSV-SDGs Linkages

• 베트남 농촌개발 CSV
• 푸드뱅크 
• CJ브리딩

•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
• 저탄소 고효율 사료 개발
• CJ브리딩

• 즐거운동행
• 식품안전상생협회
• 베트남 농촌개발 CSV

https://sustain-
abledevelopment.
un.org/partner-
ship/?p=11284

UN SDGs 우수개발 
협력 모델 인증 보고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라이신(L-Lysine HCI) 1톤은 33톤 규모의 대두박(기름을 짜고 나온 콩의 부산물)을 
절약할 수 있어 전세계 라이신 사용량(2015년 기준 220만 톤)으로 보면 연간 7,300만 톤의 대두박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 경작지를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의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 인류 기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사료용 아미노산의 활용을 통해서 가축의 질소 
배설물을 줄일 수 있게 도와 향후 약 20~30%의 질소 배설물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환경 
오염 예방 측면에서도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선진 축산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선도 바이
오 기업으로서 ‘지구 경작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아해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아시아 지
역의 바이오 개발협력’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시아 지역의 각국 정부와 사업적·기술적 협력 체계
를 구축해 선진 축산문화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기술 개발과 
R&D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및 식량 생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증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oal 2.

Goa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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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CJ제일제당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협력중소기업, 주주, 지역사회 및 임직원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여 그룹별 특성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가치분배 (단위: 억 원)

구분 2016
주주 354
임직원(임금 및 복지*) 7,556
정부(세금**) 1,953
채권자(이자비용) 1,278
지역사회(기부금) 456
협력중소기업(구매비용***) 47,124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계
** 법인세비용 및 세금과공과 합계  *** 원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합계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CJ제일제당은 이해관계자별 양방향 참여 채널을 구축하고 활발한 소통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의견을 수
렴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개선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고객사

CJ제일제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고객상담센터, CJ the FANel 등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열린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고객상담센터 연결 
• CJ the FANel 

• 제품 표시사항 
점검단 

협력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필요와 고충을 적극 청취하고 적절한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

• CJ파트너스클럽
• 동반성장 워크샵 
• 사이버신문고

• 상생 VOC 접수  
• 협력사 간담회
• 동반성장 포탈

주주 기업가치의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IR 활동, 
공시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대내외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주주총회 
• 분기별·연간 IR활동 • 공시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발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채널과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도너스캠프 
• 푸드뱅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 복지시설

임직원 당사는 임직원 개인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근로환경과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하고 수평적인 소통 활동을 전개하며 
조직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 열린협의회 
• 채널CJ제일제당

• 그룹 사보 
• 인트라넷 토론방 

CJ제일제당의 대응이해관계자 주요 소통 채널

채널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사내방송인 채널CJ제일제당은 빠르고 활발한 전사 커뮤니케이션의 창구 역할과 함께 즐거운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사내방송을 통한 비즈니스 에티켓 캠페인을 
실시하여 흡연 에티켓, 건전한 회식문화 만들기, 엘리베이터 예절 등 상황에 따라 CJ인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
를 흥미롭게 제작하여 소통하였으며, 우수조직문화 구축 및 혁신활동을 행한 부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특
별기획 방송으로 제작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J
제일제당의 사내방송에서는 사내 뉴스, 이벤트, 신제품 소개, 응원메시지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임직원 모두
가 사내 전반의 소식에 가까워지기 위해 지속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흡연 에티켓 캠페인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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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ity test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CJ제일제당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요성 평가를 통해 CJ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기준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국제표준 분석, 미디어, 벤치마킹 및 산업이슈 분석 등을 통해 총 
101개의 지속가능경영 이슈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비즈니스 영향도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는 중요성 평가를 진행하여 
총 10개의 핵심 이슈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핵심 이슈 분석 및 보고서 구성 

CJ제일제당의 중요성 평가 결과,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개발 강화와 고객의 건강 및 식품안전,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등이 핵심 이슈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과 연계한 체계적인 공유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반   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정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각 이슈와 관
련된 보고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추진체계, 활동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이슈풀 구성 중요성 평가 진행 핵심 보고 이슈 결정

•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 지표
(GRI G4, ISO26000, SDGs)

• 산업이슈 분석
• 외부 환경 분석 (미디어 조사, 벤치마킹)
• 내부 지속가능경영 이슈 검토  

• 비즈니스 영향도
 -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전문가 평가 결과 활용

• 사회적 관심도
 -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산업 벤치마킹, 미디어 조사 활용

• 핵심 이슈 선정
• 핵심 측면별 보고 이슈 결정
• GRI 보고원칙에 따른 세부 목차 기획

STEP 01 STEP 02 STEP 03

번호 핵심 이슈 핵심측면 페이지

신사업 분야 진출
1. 창조적 성장 동력 

확보 p.26-31지속가능한 자원 조달

연구개발 강화(식품 및 신약)

고객 건강 및 식품안전
2. 식품안전과 영양 관리 p.32-37

투명한 제품정보 제공

협력중소기업 지속가능성 관리 3.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p.38-45

협력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4. 환경 영향 최소화 p.46-52

지역사회 봉사 및 기부 확대 5.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p.53-57

전략적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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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며 인류의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주요하게 추진

한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며 보다 바람직하고 건강한 성장을 약속 드립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CJ제일제당의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중소기업, 농가 등 식품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글로벌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류의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서  
전 세계 곳곳에 풍요로운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성장 동력 확보

식품안전과 영양 관리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환경 영향 최소화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01

02

03

04

05

Focus

Focus

Focus

Focus

Focus



CJ Cheiljedang Sustainability Report 201626

창조적 
성장 동력 확보01Focus

tRenDs in Global business aRea 
글로벌 시장경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 및 소재산업에 대한 
성장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와 소재에 대한 관심과 니즈는 계속되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산업 선도기업
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능성 및 친환경성 제품의 출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ocus Review

the Reason foR choice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협 요소 등의 이유로 식품 및 소재산업의 수익성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기존 식품 및 소재산업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글로벌 사업확장 및 비교적 환
경적 영향을 적게 받는 바이오 산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역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에 많은 이해관계자부터의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Key Performance

해외사업 매출 성장률

2014

3.4

2015

8.6

2016

10.4

(단위: %)

*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p.27~28에서 확인 
가능

Credit to ©2016 Tim Griff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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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전략 방향성

CJ제일제당은 World Best CJ 비전 실행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식품 및 소재, 바
이오, 생물사업 분야별로 글로벌 성장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정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
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
이며 사업 부분별로 공격적인 투자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K-푸드 식문화 선도

글로벌 현지화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K-푸드 식문화를 선도하는 식품시장을 창출해 나가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만두·김·소스류 등 글로벌 전략 상품의 해외 매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만두의 경우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현지 유통망 확대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식 대표브랜드 ‘비비고’ 육성
CJ제일제당은 지난 60여 년간 국내 식품업계를 이끌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한국의 맛을 알리며 성
공적으로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글로벌 50여개 국에서 진출하여 7가지 카테고리의 
100여개의 제품을 판매하며 대표적 한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비비고’ 제품들은 우리 고유의 건
강한 한식에 서로 다른 문화권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 문화권에 특화하여 개발함으로써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
잡았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한식 문화의 전파를 통해 김치, 만두, 국/탕/찌개 등의 한국 전통 음식을 전 
세계의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CJ Zone 설치
2016년 말에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국영 유통기업인 ‘사이공 트레이딩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현지 유통망에 별도의 전문 판매공간인 ‘CJ존(Zone)’을 설치하였습니다. CJ존에서는 기존 신선식품 
이외에 가공식품 분야의 입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
산된 CJ제일제당 제품의 판매 확대에도 상호 협력하고 각 점포의 냉장 및 냉동 유통시설 확충에도 주력할 방
침입니다. 

글로벌 소재 시장 개척

국내 소재 생산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식품위생과 안전이라는 당사의 사
업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베트남 등지의 고성장 시장에 식용유, 밀가루 등의 기초식품으로 진출
하여 CJ라는 브랜드 가치를 ‘안전’으로 자리매김하고, 발효대두박, 어분대체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
해서 축산, 양어 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건전한 사업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룰로스, 타가토스
와 같은 기능성 제품은 유럽 , 미국 등지에서 건강의 가치를 통해 당사의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랜연구와 축적된 기술력은 CJ의 가치와 만나 글로벌 일류 상품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차세대 감미료 진출 가속화
‘건강한 단맛’을 추구하는 글로벌 당류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알룰로스’로 해외 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체 감미료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원가경쟁력 확
보 및 높은 초기투자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과감
한 투자 및 지속적인 효소기술 개발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알룰로스 대량 상업화에 성공하
여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알룰로스 미국 수출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다양한 소
비자용 및 기업용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성장사업 투자

비비고 제품

알룰로스 제품

창조적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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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분에 대한 식물성 대체재 개발 
어분(fish meal)은 가축 및 양어사료 내 사용되는 주요한 단백질 원료로, 어획한 물고기를 갈아서 제조됩니
다. 어분에 대한 사용이 증대되며 어획자원 고갈 방지 및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선
진국을 중심으로 양식 어류 1마리를 키우는데에 사용되는 사료용 물고기의 마리 수인 ‘FIFO(Fish In, Fish 
out)’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식물성 대체재인 발효대두박을 양어사료 내 사용되고 있는 어분으
로 대체하여 FIFO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소재 생산 
당사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2017년부터 친환경 발효·효소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 
원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재로 RSPO 인증을 획득한 팜(Palm) 유래 원료를 사용함과 동시
에 기존의 화학적 합성으로 제작되었던 Ester ‘EP(Ethyl Palmitate)’를 친환경 효소공정을 통해 개발, 생산
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사회가치경영을 실천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산업 분야의 Global no.1

CJ제일제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및 소재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CJ그룹 내 바이오 사
업확장전략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며 빠른 속도로 ‘바이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
규모 설비투자와 함께 신규 아미노산 소재에 대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 R&D인력을 확충해 신
규 소재 개발 및 생산수율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 확고한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공법의 ‘시스테인’ 독자개발 성공
당사는 친환경 발효공법으로 ‘시스틴’ 개발에 성공하여, 이미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라이신, 핵산, 트립토판 
외 기능성 아미노산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미노산이 첨단 바이오 소재로까지 확대 
가능한 미래형 소재로 알려지게 되며 여러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미생물 발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테인’의 핵심 원료인 아미노산 소재 ‘시스틴’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원
당과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이슈를 해결하고 자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핵심기술 및 설비, 전문
인력 확보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여 기능성 아미노산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영양자원의 글로벌 확장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생물자원부문은 CJ제일제당이 내수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군 입니
다. 2016년에는 주력 시장인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새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역대 최대치
인 74%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료와 축산 사업 수직계열화
당사는 사료 생산시설과 축산시설의 확대를 통한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종축의 보급과 사료 생산, 사육 관리 및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계열화 추진을 바탕으로 협력중소기업
과의 동반성장 기회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동남아시아 시장
에서 특히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1곳, 베트남 2곳, 필리핀 1곳 등 4곳의 사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였
으며, 미얀마와 라오스 등 사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신흥국가 진출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는 현재 37개인 현지 축산 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58개로 확대해 닭과 돼지 생산 개체 수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지에 적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
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시스테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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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및 
연구성과 확대

R&D 방향성

CJ제일제당은 2020년 Great CJ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를 성장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 바이오, 생물자원 및 소재 사업 분야별로 전문화된 연구개발 전담조직
과 전사 차원의 유용미생물센터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
다. 더불어 시장 트렌드를 포착하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여 중장기 R&D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신성장 사업과 미래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분야(연구소별)별 중점 기술개발

당사는 주요 사업분야에 대해 중점 기술개발 방향과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핵
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2020년 매출액 대비 1.6%를 목표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연
구개발 핵심인재 육성 지원과 더불어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통합연구소 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개발 중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R&D 투자비용

(단위: 억 원)

2014

640

2015

738

2016

1,064

연구소 핵심 기술기술개발 방향

식품연구소는 국내 1위 식품기업 연구소로서 더 건강
하고 편리한 먹거리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
고 있습니다. 혁신적 가공기술로 대형 신제품 육성 및 
한식 세계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품 연구소 

• 식품가공기술
• 기능성 균주 선별 및 배양
• 건강기능 평가
• 우수품종 육종재배

유용미생물센터는 사람, 동물, 식물의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유용미생물을 발굴하여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융합 
관점의 접근을 통해 인류 건강에 유익한 솔루션을 제공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센터

• 기능성 유용미생물(probiotics) 
선발, 배양

• 기능성 평가
• 미생물 소재화
• 제품화 기술

소재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소, 고체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혁
신적 기술로 건강 및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新감미
료, 식물성 고단백소재 및 차세대 친환경 생활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재 연구소
• 효소개량 및 대량 발현 기술,
• 고체발효 통한 원물 고부가가치화
• 항산화제어 및 원맥 열처리 기술 

생물자원연구소는 중국, 인니,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
아 국가의 R&D센터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 하
고 있습니다. 사료/양축기술의 융합 및 고도화로 고객 
니즈 중심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기술 서비스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연구소

• 배합설계 기술
• 기능성 신소재 (천연물/

복합미생물/대체원료/육량육질/
친환경)개발 기술 

BIO기술연구소는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식품첨가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첨단 발효 및 분리정제 기술을 이용
한 “Cell Factory” 개발을 통해 다양한 유용물질 생산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IO기술
연구소

• 균주 개량, 단백질 발현 조절기술
• 미생물 발효, 대형 Scale-up기술 
• 고도 분리, 정제 기술
• Omics 기반 대사공학기술
• 분석기술 
• 화학 및 유도체합성 기술
• 비식용 바이오매스 당화기술

창조적 성장 동력 확보



CJ Cheiljedang Sustainability Report 201630

R&D 조직 구축 및 인력 양성 

혁신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CJ제일제당의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지원과 
규모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및 소재, 바이오, 생물자원의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650여 명의 연
구개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R&D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고 있습
니다. 한편, R&D기획담당, 유용미생물센터 등 특화 조직을 구성하여 전사적 통합 연구개발 전략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CJ Blossom Park 구축
CJ Blossom Park는 지난 2015년 9월 설립된 CJ제일제당의 통합 연구소로서 위치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식
품연구소, 소재연구소, BIO기술연구소, 생물자원 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인 복합 연구단지입니다. 업계 최대의 
R&D센터인 CJ Blossom Park에서는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전문 연구진의 연구개발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연구소에서는 부문별 기초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
함과 동시에  부문간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신규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R&D 센터 구축
CJ제일제당은 2016년 9월, 미국 최대의 바이오의약 클러스터가 위치한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에 미국 
R&D센터인 ‘CJ Research Center America’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R&D센터는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글로
벌 신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유망 신사업을 발굴함으로써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우수한 연구기관, 대학, 기술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망 기술의 
도입, 현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열린 혁신을 통한 R&D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Open Innovation 전략은 당
사의 핵심 R&D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R&D 추진으로 미보유 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연구개발 
기간의 단축 등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진행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국내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과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1등 기술력 기반의 제품을 개발함
으로써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해 약 138건의 외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제품개발에 있
어 연구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국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당사 기술의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외부 협력 통한 신기술 발굴
현재 사업에서의 1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 학계 및 학
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 장학생 지원사업, 산학강좌 개설을 
통해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교류회를 운영하여 최근의 기술 트렌드를 캐치하며,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혁신적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R&D Center를 거점으로 글로벌 유수 대학과의 교류도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트렌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식품연구소 165 173 182
소재연구소 77 79 93
BIO기술연구소 232 251 261
생물자원연구소 44 62 66
R&D 기획담당
(유용미생물센터) - 44

(14)
55

(16)
합계 518 610 657

* 유용미생물센터는R&D기획담당당의 하위 조직임

2016년 외부 협업 현황 

1. 공동연구 과제 (118건) 
• 알룰로스 기능성 연구
• 장유래 고성장 복합 미생물 소재 개발 등
• 아미노산/유도체 활용 연구
• 디저트 제품 개발 등 

2. 국책과제 (20건) 
• 기능성 천연감미료소재 글로벌 사용화 

기술 개발
• 악취저감 복합 미생물 제재 개발
• 수송용 연료화를 위한 절수형 초본계 

발효당 생산기술 
• 이슬람시장에 수출 가능한 장류 개발 

연구 및 현지화 제품 개발 
• 인체공생세균 유래물질 기반 면역대사

질환 제어기술 개발 등

3. 외부 협력 프로그램
• 코리네박테리움 연구교류회

(2010년 창설)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와의 공동

연구 진행 (2016년, 2017년 각 3건) 및 
산학장학생을 선발

• 고려대 화공생명공학부 
산학강좌개설(2016년 1학기) 

• 서강대 화공생명공학부 
산학강좌개설(2017년 1학기)



31지속가능경영 체계Overview Appendix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친환경 연구개발 성과 

CJ제일제당은 대한민국 대표 식품,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친환경 제품 생산과 개발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의 활용, 석유자
원 유래의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통해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식품, 바
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생활소재 개발
Natural, Green, Nontoxic은 지속 가능한 기술 트렌드입니다. 기존의 동식물에서 단순 추출하거나 화학적 
기술을 이용한 소재가 아닌, 미생물 발효기술과 효소기술을 접목하여 CJ만의 차별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
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효소기술을 이용한 ‘Bio-Based 계면활성제’ 등 친
환경 생활 소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사료 개발 
돈사 악취(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저감 복합미생물 소재 개발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사료
는 축산 농가의 근심거리인 분변악취를 해소하여 민원을 줄이고, 농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
료입니다. 기존 대비 악취를 약 3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로 친환경 사료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아미노산 사료첨가제 개발 
CJ제일제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료용 5대 아미노산 제품(라이신,메치오닌, 쓰레오닌, 트립토판, 발린)에 
대해 원당/포도당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 발효 공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원료로 개발된 
DL-메치오닌 시장에서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발효 공법을 이용한 L-메치오닌의 생산에 성공하기도 하
였습니다. 사료용 아미노산은 가축에게 급여하였을 때 배출되는 질소의 양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
여, 사료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전세계 대기/토양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식용 바이오매스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목재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산하고, 식용자원 유래의 
원당과 포도당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목재 고유의 유용 물질인 리그닌을 이용하
여 페놀수지 원료를 대체하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좀방에 비식용 
바이오매스 파일럿 완공 및 운영을 통해 세계 최초의 목재를 이용한 발효당 생산 및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친환경 미생물 자원 발굴  
우수한 미생물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용미생물 균주의 식품산업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역
량을 통해 향후 사료, 화장품 등에서의 친환경 소재 및 환경 개선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및 고기능 제품군을 출시함으로써 건강 및 영양 식품 
개발, 미생물 발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기술개발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친환경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CJ제일제당은 식품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상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창조적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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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영양 관리

tRenDs in Global business aRea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이제 제품의 안전한 생산의 차원을 넘어서 고객이 접하게 될 제품의 영양과 안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원료를 확대하고 화학 첨가물을 줄이는 노력 등을 통
해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고객의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높아
지고 있는 국가별 식품안전규격에 대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식품안전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식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Focus Review

the Reason foR choice 

식품 및 바이오 산업은 그 특성상 직접적으로 사람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더욱 까다로운 요구조건과 규제 등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CJ제일제당은 소극적인 규제 및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활동 수준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Focus 보고를 통해 한걸음 더 고객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
고자 합니다. 

건강캠페인을 진행한 
제품** 매출 성장률
(단위: %)

Key Performance

2014

19.5

2015

24.7

2016

21.6

* CJ제일제당의 건강캠페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p.34~35에서 확인 
가능

** 더건강한, 바이오 유산균, 백설 스위
트리 브랜드

02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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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보장

CJ제일제당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전문인력 육성과 첨단 분석 장비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품
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 식품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간 50회 이상 감사를 실
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 도입과정에서부터 생산, 소비,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최우
선으로 하는 안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우려를 극복하고 불안 요인 발생을 방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고객의 안전과 건강한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품질안전센터 운영 
품질안전센터는 199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식품안전관리 전문 부서로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년간 축
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글로벌 식품안전 이슈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법규 준수 이상의 엄격한 자체 관리 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의
견개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시스템 관리체계 도입 
CJ 식품안전시스템 관리체계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도입 운영하여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료 산지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력을 추적관리하고, 고객
에게 제공되는 최종 제품의 검증까지 수행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원료 관리
해외 농산물 원재료 구매시 정부의 안전성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당사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는 높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당사의 품질요구수준에 충족하는 원재
료를 공급받기 위해 중국식품안전센터에서 고위험군 원재료는 반드시 매 선적시마다 사전 분석검증 후 합격
된 제품만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식품안전센터는 2015년 북경으로 이전 후 높은 검증역량을 갖
춘 인력을 채용하고, 분석장비를 추가하여 분석검증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국내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원료 또는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식품에 포함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식품의 원재료 출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표시되는 모든 원료는 원산지 증명서나 수입신고
필증 등 법적 증빙자료를 통해 검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로부터의 이력 변경
이나 기타 변화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통 모니터링
제품 출시 후 실제 고객이 구매하는 매장의 제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통 모니터링
을 진행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사항에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법적 규격에 적합한지를 계절별, 성수기별로 위해도가 높은 식품위주로 분석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고객이 
언제나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영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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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안전활동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수입식품 관리 제도 및 중국과 베트남 등 신흥국을 중
심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은 글로벌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
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세계 50개 국가에서 약1,200여 개의 제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국내는 물론 수출현지의 
식품안전 규제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 및 대응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Global 식품안전 체계 운영 
제품이 수출되는 지역별 법규 및 식품안전관리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및 대응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들의 당사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식품의 빠른 운송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성 검증 
당사의 브랜드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출시 단계에서부터 원료 구매 및 생산공정을 비롯한 
완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미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스트 마케팅 제품, 기획상품과 증정용 제품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에 공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생산

완제품 출고검사 
(법적규격) 

05

신규 원료 및 
생산업체 선정

원료 및 제품 업체 
선정 GMP 검사 

01

출시 
의사결정

소비자 평가 
통과 시 출시 

02

기술이전서 작성

• 원료 및 제품의 
기준규격 

• 공정 및 유통까지 
기준 정립  

03

시생산

• 완제품 안전성 
검증 (화학, 
미생물, 품질요소 
검증) 

• 완제품 공정점검 
(기술이전서 
기준 현장검증)  

04

안전성 검증 프로세스 

CJ제일제당은 고객의 영양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개
발 인력과 투자로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에 더 나은 영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비롯
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성분 및 건강 연구

고객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식품과 음료를 섭취하는데 있어 맛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연구하고 
민감한 영양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연구소에서는 2020년까지 영양 능력과 임상 전략을 개발
하고 통합하여 영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고객의 영양과 
건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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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건강함을 증진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 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레시피’를 제공하여 맛은 유지하며 올바른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설 기름명가 캠페인, 기능성 감미료 레시피 등을 통해 기능과 용도에 따른 적절한 사용법을 알리고,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활용하여 균형있는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무첨가 햄제품 브랜드 확대: the더건강한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햄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2010년 
햄 제조 시 5가지 합성첨가물(합성아질산나트륨, 합성착향료, 전분, 합성보존료(소브산칼륨), 에리토브
산나트륨)을 빼고 돈육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인 ‘The더건강한’ 햄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자연에서 얻은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프리미엄 냉장햄 제품 ‘The더건강한 자연재료’를 출시
하였습니다. 양파, 마늘, 후추, 천일염 등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맛을 더하고 유산균발효액, 발효식초를 사
용하여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였으며,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건강에 대한 니즈
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멀티유산균 제품 출시: byo유산균

CJ제일제당의 우수한 식품 발효 기술력으로 7년의 연구 끝에 김치에서 발견한 ‘BYO유산균’은 우리 몸에 
건강한 균형을 되찾아주는 프리미엄 기능성 유산균 브랜드입니다. 특히 BYO피부유산균 CJLP133은 국
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피부 면역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규 식품원료(NDI, 
New Dietary Ingredient)로 등재돼 제품의 안전성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CJLP133을 시작으로, BYO
유산균이 지속적으로 발굴한 다양한 기능성 균주들은 20여개국의 글로벌 특허를 획득하는 등 그 기술력
과 제품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 9월에는 ‘BYO멀티유산균’을 출시하여 장 건강은 물론 면역 밸런
스를 통한 피부상태 개선능력까지 지니며, 기능성 유산균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맛 프로젝트: 백설 스위트리

CJ제일제당은 건강을 담은 라이프스위트너 브랜드 ‘백설 스위트리’를 런칭하였습니다. 백설 스위트리는 
설탕의 달콤함을 넘어 건강함까지 더한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단맛 성분을 활용하
여 설탕의 단맛은 그대로 혈당지수(GI)와 칼로리를 낮춘 건강한 단맛 제품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설 스위트리는 고객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효소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2011년, 체내 설탕흡수를 줄
여주는 신개념 설탕 ‘자일로스 설탕’, 혈당조절 기능성 감미료 ‘타가토스’, 2016년 초저칼로리 감미료 ‘알
룰로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알룰로스는 무화과, 포도 등 자연에 존재하는 제로칼로리 단맛 성분으로 CJ
제일제당만의 효소기술로 최초 상용화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끊임없는 당류 제품의 다양화와 차별
화를 통해 우리 가족의 건강한 단맛습관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영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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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로에서 유입되는 고객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기 위하여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확대·구축 해 나가
고 있습니다. 고객제안책임제와 상담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이 신상품 개발과 제품 개선에 적
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며 ‘소비자가
치’를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확대

사업부분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상담원이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
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의 상담원들은 제조공정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조리실습을 통해 소비자 사용 중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의 귀높
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임직원 VOC체험 활동
최고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상담할 수 있는 ‘임직원 VOC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에 고객 VOC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홍
보, 판매 후 폐기에 이르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고객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201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7년 상반기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CM인증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소비자를 위해 개선의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를 정부에서 평가하고 인
증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의 안정적인 VOC운영과 소비자불만해결을 위한 사전/사후관리시스템
의 개선과 정비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 중심 소통 방식 다양화

고객 스스로가 참여하여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제품 개발
의 새로운 장(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소통채널을 전통적인 전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외에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계 최초 문자상담 채널을 구축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화상담서비스도 오픈하여 고객의 접
근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정보 제공 채널 강화 
모바일 정보검색이 일상화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원하는 소비자 증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알고 싶어 자
주 문의하는 정보 389개(2016년 누적 기준)를 컨텐츠화 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기
본정보를 비롯한 소비자가 오인하는 내용이나 소비자 안심을 위한 당사의 기술적 노력 등을 소개하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VOC를 반영한 제품 출시 
국내·외 고객VOC를 바탕으로 소비자지향적인 제품 개선 활동과 신제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마카롱믹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에 이어 201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생나또 제품
도 연구개발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미국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김제품에 사용하는 기름을 바꾸고, 일본 소비
자의 기호에 따라 배추의 파란 잎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CJ제일제당 
자체 평가* 83.8 89.8 89.6

기타업체 평가** 89 92.9 92.3

* 고객 접점 상담처리(전화 및 방문)에 따른 CJ제일제
당 고객 응대 서비스 만족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만족도 조사

고객의 목소리 
청취

신제품 출시 예

[리얼톡톡] “정말 맛있는 소시지”에 
검붉은 덩어리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http://www.cj.co.kr/cj-kr/
cj/cscenter/faq/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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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제안 책임제 운영 
고객이 제안한 제품 및 서비스 개선사항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시한 고객에게는 개선된 제품
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객에게 CJ제일제당의 전문 패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로열티를 제고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객참여 관찰활동
제품과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을 경험한 고객이나 자사가 운영중인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사용자 관찰을 진
행하고 제조관점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Home Visit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이를 통해 믹스류 조리법과 면 삶기 레시피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 

2020년 Global No.1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CJ 식품안전 10대 원칙에 기반한 식품안전전략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료 및 
산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올바른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제품 개발간 고객의 목소리가 우선 반
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건강과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객참여 대표 채널

CJ the FANel 

‘CJ의 제품과 서비스에 열광하는 팬’ 이라는 뜻으로 당사와 함께 새로운 가치
를 만들어 나가는 CJ제일제당의 소비자 패널입니다. 패널들은 신제품 개발 
단계에 참여하여 제품 컨셉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
며, 출시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및 디자인 등
을 점검함으로써 출시 후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
할을 수행합니다. 

톡톡(Talk Talk) 주부 평가단 

톡톡 주부 평가단은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CJ제일제당의 대표 고객참여 프
로그램입니다.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당사의 주요 고객인 주부 고객들의 의
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활동으로 ‘CJ알래스카 연어’, ‘다시다 요리수’ 등에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였습니다.

백설 요리원 

2011년 오픈한 백설요리원은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쿠킹클래
스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CJ제일제당의 제품을 사용한 요리법을 배우고, 
직접 맛봄으로써 요리의 즐거움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영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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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tRenDs in Global business aRea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국 식품산업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호 및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원재료의 현지조달 확대 및 시설투자 등의 형태로 정부 정책에 대응
해 나가고 있으며 공급망 현지 협력중소기업이나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윤리적, 기술적 
진단과 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Focus Review

the Reason foR choice 

CJ제일제당은 공정한 거래관계를 수립하고 ‘즐거운동행’으로 대표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공급
망 동반성장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
로서 당사는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리드해 나가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글로벌 선진기업들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창의적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식품산업
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이번 이슈를 중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현장지도
(단위: 일)

Key Performance

2014

740

2015

1,021

2016

1,200

* CJ제일제당의 즐거운동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p.41~44에서 확인 
가능

03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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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급망내 협력중소기업과의 성공적인 동반성장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사 임직원을 비롯하여 협력중소기업 입직원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반부패 공정거래 교육을 통한 사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구매 철학

CJ그룹의 구매철학을 기반으로 윤리적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과
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먼저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
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상호간의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구매 정책
 
당사의 협력중소기업 관련 제반 정보 및 KPI를 CJ동반성장포탈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
는 이외에 ‘CJ제일제당과 협력사가 함께하는 즐거운동행’ 책자를 연 1회 협력중소기업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공급망 내 협력중소기업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CJ제일제당과 관련한 구매 정책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14 2015 2016
식품사업 774 888 851
소재사업 97 108 239
BIO사업 556 541 510
생물자원사업 913 976 1,399

CJ제일제당 구매 철학 

구매비전 구매미션

Global 소싱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아시아 최고의 구매

전문가 그룹 

최적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구매효율을 극대화하여 회사의 

수익성 향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CJ제일제당 구매 윤리 정책

구매윤리헌장은 총 5장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직접적으로 강제성을 
갖지 않으나 구매행동규범 차원에서 인적, 물적 책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윤리헌장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구매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관련 내부 인력 및 협력중소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사내 정보 유출 및 선물 제공 
그리고 기타 금전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매행동규범

구매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매윤리헌장 및 구매행동규범의 준수를 의
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열린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
정한 절차에 의한 평가 및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매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구매윤리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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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식품안전 및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기농 농산원료 및 친환경 원료의 
구매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대외 구매 시 국내외의 엄격한 법규와 규정을 준
수하는 한편 원료의 신규 유기농 산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원료 구매 확대 

외부의 전문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수입 및 국내산 농산물 원재료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품질안전센터와 식품품질 연구소에서는 원산지의 토양상태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과 농산물 구매 기
준 개선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팜유 도입

CJ제일제당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으며,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지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및 숲 보호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팜
유의 지속가능 생산을 위한 노동자의 성차별과 인권 유린,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팜유 생산지의 불법 경작지 근절을 통한 산림 파괴를 막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산된 팜유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관련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1월 RSPO(Roundtable for Sustainable 
Palm Oil) 협회에 정식 회원사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RSPO 인증된 팜유 소싱 확대를 통해 지속가
능경영을 위한 구매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력중소기업의 경제 및 환경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협력중소기업 및 신규 협력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정기 리스크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측면에서 당사의 주요 리스
크 관리 요소를 사전 공유하고 계약 이전에 검토 및 반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전략 협의체 운영

월 단위로 협력중소기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구매전략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업계시황, 
환율 및 유가 등 대외적 변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급과 생산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이슈, 법규 제/개
정사항 등의 공유/교육 및 담당자간 교류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sG요소 평가를 통한 공급사 선정

윤리경영, 담합 및 부정부패 등 ESG 요소를 기준으로 공급망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전체 계약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목표로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및 실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당사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 팜유 수입 물량
(단위: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계획

식용 2,342 2,916 3,385 4,300
산업용 - - 32,000 28,000
총계 2,342 2,916 35,385 32,300

공정한 원료  
구매 관리

공급망 지속 
가능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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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속한 식품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리더로서 핵심이해관계자인 협력중소기업과 농민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중소기업과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에 대해 대외인정으로 식품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지수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과 관련한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동반성장  

파트너십

도입
(11년말)

정체
(13년)

기반구축
(14년)

성과창출
(15년)

성과확대
(16년)

즐거운동행 브랜드·매출 확대 부진

• 영세한 업체규모로 인한 품질 개선활동 제한
• 국민제품가격 인하 및 판촉자제로 인한 

성과 부진
• 서민식품(콩나물, 단무지, 국수 등)

동반성장 성과창출

• 즐거운동행 : 협력중소기업 CSV형 사업 
지속 및 확대(2015년 즐거운동행 브랜드 
전체 매출 495억 원 달성)

• 농업지원 : CJ브리딩 설립 및 종자사업 추진 

제일제당 CSV체계화 및 성장기반 구축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관련 활동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동반성장커미티 
정례화 (월 1회 개최)

• 종자 개발로 농업 CSV모델 설립기반 
마련

CJ제일제당 상생의 발자취

동반성장 성과확대

• 즐거운동행 : 신제품 개발지원 (츄어블
비타) 2016년 매출 29억 원 달성

• 농업지원 : 계약재배 면적 391HA, 
상품화 가능 작물 3건

상생, 동반성장 등 사회적 이슈를 	
CSV 사업의 기회로 활용, 	

즐거운동행 브랜드 제품출시

• 우수 향토제품 (두부, 장류, 김치) 

구분 지원 내용 2015 2016

협력
중소기업 
지원

교육훈련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협력중소기업 교육지원 
- 원가, 품질, 식품안전, 환경, 경영일반, 법령교육 등 기초이론교육 236사 330사

자금지원 협력중소기업에 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위한 482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 협력중소기업별 금리기준 대비 약 1~1.5% 수준의 금리인하 452억 원 482억 원

기술지원

협력중소기업과 신제품출시 및 제품리뉴얼을 위해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 
- 단순 기술이전뿐 아니라 실생산이 가능하도록 협력중소기업에 맞춘 

생산기술지원 포함

112건 225건

품질위생지원 협력중소기업 정기방문 및 현장진단을 통한 역량향상지원
- 품질 및 위생관리, HACCP도입 및 갱신, 현장관리 8,168 시간 9,600 시간

농업지원 

종자개발 종자개발을 통해 미래 우수제품 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 
- 3종 개발로 누계 9종 확보 3종 3종

현장지도 계약재배 농가 정기적 방문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당사 역량 지원 
- 제주도, 진천, 의성 등 현장방문 360시간 960시간

계약재배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동시에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 CJ행복한1호 콩, 중모1017 등 계약재배 진행 

214헥타르
(HA)

390헥타르
(HA)

동반성장 대표지원 프로그램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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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브랜드, 즐거운동행 

즐거운동행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품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CJ제일제당의 대표 CSV 활동으로 경
쟁력 있는 협력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협력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 역량, 판로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
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즐거운동행 제품 활동을 CEO의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함으로써 
즐거운동행의 성장과 더불어 협력중소기업의 사업포트폴리오 확장과 시장 도전의 기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
는 상생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생펀드 조성
협력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총 482억 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이중 97%인 467억 원을 대출지원 하였습니다.  

기술 지원
신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생산기술이 필요한 우수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이전 활동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대출실적

구분 2014 2015 2016
지원협력중소기업
수(개) 56 59 68

대출금액(억 원) 331 369 467

즐거운동행 플랫폼

• 자금지원(상생펀드)
• R&D(기술이전)
• 환경안전(전문가육성)
• 품질지도(현장 진단)
• 경영지원
• 교육훈련
• 마케팅

협력중소기업 지원 활동 사례

츄어블비타 출시
2015년 선보인 ‘H.O.P.E 츄어블비타’는 건강 식품 구매 연령층이 낮아지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즐거운동행 브랜드의 대표 상품 중 하나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보관
이나 섭취가 불편해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는 젊은 층의 니즈를 반영해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제품
으로 당사와 식품안전상생협회 그리고 국제제과가 함께 이루어낸 대표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매출확대 지원 실적 (거래금액)

(단위: 억 원)

2014

3,436

2015

3,956

2016

4,744

• 지원협약 및 위탁계약체결
• R&D지원 (기술이전, 패키지개발)

- 츄잉캔디 비타민 성분 접목기술
- 츄잉캔디 제조기술

• 현장 진단 지원
• 품질 및 위생안전 지원
•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 CJ제일제당 단독 출자 
- 사업비 100% 출연

• 협력중소기업 현장 
진단 지원

• 식품분석교육지원

• 사업비(연구비, 설비투자) 지원 
- 40백만 원 자금지원

국제제과

츄어블비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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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도우미 지원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방문일수(일) - 686 590
지원시간(시간) - 5,488 4,720

HACCP 인증 및 갱신 지원
당사와 직접거래중인 협력중소기업의 제품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직접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라인을 포
함하여 HACCP 신규취득과 갱신에 필요한 제반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도우미 지원
당사의 중견 관리자 및 전문엔지니어 등 연간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50개의 협력중소기업에 방문하여 생산성 및 품질 확대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힘쓰는 CJ브리딩㈜

CJ브리딩㈜은 저성장, 고령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기업, 농업계가 협력해 경쟁력
을 키울 수 있도록 설립된 종자전문 법인입니다. 차별화된 종자 개발 및 재배를 통한 제품화로 상생구조를 강
화하고 우리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CJ브리딩㈜을 통해 글로벌 농식품 
개발, 농가 소득을 증대하여 우리가 속해있는 산업군과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종자개발
CJ브리딩㈜은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적 기능을 갖는 종자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속적인 종자개발을 통해 2016년 신규로 3개 확보하여 총 9개 품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종자는 당사 주요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종자의 상품화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확대 
농민에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차원의 원료 계약재배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CJ브리딩㈜은 2016년 4개 작물에 대해 계약재배 실시하였고, ‘CJ행복한1호’ 콩의 경우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농가와 계약재배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와의 상생 및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취약
한 역량을 보완하고 안정적 생산물 확보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농업상생지도

강원도 • 강릉 : 감자, 배추, 
양배추, 무

• 삼척 : 딸기
• 영월 : 배추, 콩
• 태백 : 배추
• 평창 : 배추

경북 • 문경 : 배추
• 봉화 : 고춧가루, 배추
• 영양 : 배추
• 의성 : 쌀

경남 • 거창 : 양파
• 산청 : 딸기

제주도 • 배추, 양배추, 무, 콩

충남 • 공주 : 마늘
• 논산 : 쌀
• 서천 : 쌀
• 아산 : 쌀

충북 • 괴산 : 콩, 배추
• 단양 : 콩
• 진천 : 쌀

전북 • 여산 : 양파
• 익산 : 쌀

전남 • 장성 : 감자
• 진도 : 대파, 배추
• 해남 : 대파, 배추

• 안성 : 배추
• 진천 : 쌀
• 괴산 : 콩, 배추

• 의성 : 쌀
• 봉화 : 배추

해남 : 배추

제주 : 콩

우수종자 상품화 성과

CJ행복한1호콩
⇢ 행복한콩 콩나물

오렌지 배추 더한1호 
⇢ 비비고 묵은지

큰눈영양쌀
⇢ 큰눈영양쌀 햇반

토종김 해풍1호 
⇢ 햇바삭 토종김

구분 2014 2015 2016
신규인증(건) - 13 22
갱신지원(건) - 14 47

협력중소기업 HACCP 인증 및 갱신 실적

* HACCP 인증지원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음

* 상생도우미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품질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되어 지원
일수가 다소 감소함

 - 15년 : 품질위생, 생산기술, 환경안전
 - 16년 : 품질위생, 생산기술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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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

CJ제일제당은 공정한 거래문화와 동반성장 문화가 공급망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한 품질, 위생, 안전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차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
장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상 및 수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 지원활동의 확
대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상생협회 운영 지원
지난 2014년 국내 최초의 식품안전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식품안전 상생협회’는 새로운 형
태의 상생활동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상생협회는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중소기업 뿐 아
니라 일반 중소식품기업 대상으로 식품안전 법령 및 교육을 비롯해,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HACCP 인증 및 
갱신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제
품 관련 기술,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의 품질안전 수준을 끌어 올리고 사업기회를 확대
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CJ파트너스클럽
CJ제일제당 협력중소기업 대표 협의체인 CJ파트너스클럽은 공급망 내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및 공동 기술개
발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총 59개의 우수 협력중소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총 6회의 정기 모임을 진행하여 식품원료, 포장, 설비 등의 실무적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
다. 한편, CJ파트너스클럽에서는 건전한 상생 발전의 문화 구축과 상호이익 증진의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
터 송년회를 통해 잔여 회비를 CJ도너스캠프를 통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협의회 운영

CJ제일제당은 협력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동반성장의 실질적 취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회사의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커미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커미티에서는 협력중
소기업과의 즐거운동행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다루는 한편, 주요 협력중소기업 모임인 CJ파트너스클럽 모임
에 참석하여 협력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성과관리지표 신설
당사는 협력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책임이 있는 구매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책임감있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강화 항목을 성과관리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커미티 조직도

대표이사

운영/실행총괄/기획 지원

• CSV경영팀
• 생산총괄
• 재무팀
• 전략구매담당

• 법무담당
• 인사담당
• 커뮤니케이션담당

동반성장커미티

위원장 경영지원실장

운영위원 • 법무담당
• 생산총괄
• 인사담당
• 재무팀장
• 전략구매담당
• 커뮤니케이션담당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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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 검증 및 진단

안전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협력중소기업별 정기적 방문하여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가공, 포
장, 보관,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검증, 지원 및 진단활동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중소기업과 상생을 추구하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 안전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협력중소기업 검증

원료 안전성 검증
제품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료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항목을 협력중소기업 품질 리스크 영역
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증 규정은 당사를 비롯한 공급망내 모든 협력중소기업에 공통
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제분, 제당 및 사료 등 원료별 협회에 등록되어 
안전성이 공인된 원료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외 농산물은 정부의 안전성 검정을 통과한 기업에 한하
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원료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료의 
품질과 안전기준을 명문화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원료 생산 및 유통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제품 안전성 검증
협력중소기업 제품의 안전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중 검사 후 출고하는 체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1차적으로 협력중소기업에서 분석이 진행되며, 2차로 자사 사업장의 분석검증을 
통해 최종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되기 전 식품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사가 진행되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 실적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및 신제품 개발 등의 과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통해 사전에 반영한 공동 업무 성과 분배에 대한 원칙에 따라 목표 대비 달성
도를 평가하여 연간 및 분야별 성과 우수업체를 선정 및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과 환경안전 점검
당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CJ제일제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안전 CSV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전담 부서에서 연 1회 협력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환경, 산업안전, 전기안전 분야
에 대한 법적 및 잠재 리스크 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안전 관련 운영가이드라인과 기술자
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여부 점검을 통해 협력중소기업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 

2016년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2014, 2015년 2년 연속 ‘우수’에 이어, 평가에서 ‘최
우수’ 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일반 전자전기, 자동차, 통신 등 기간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산업
계에서는 낯선 식품 업계의 최초 시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국내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중
소기업과 함께하는 열린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식품산업 동반성장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
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그리고 농가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상생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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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최소화

tRenDs in Global business aRea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 등 으로 인해 지구촌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개발도상
국 및 관련 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피해 후 복구작업이 순조롭게 이
루어 지지 않으며 물자원에 대한 부족과 전염병 발생 피해 등이 연속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전문
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기능 및 기술
을 갖춘 기업들의 지원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ocus Review

the Reason foR choice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 및 농업 인프라의 훼손은 관련 산업의 차원
을 넘어서 인류의 의식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협력인프라 피해 및 물자원 고갈 등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적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이번 Focus 지면을 통해 소개함으로
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단위: KgCO2/톤)

Key Performance

2014

91.7

2015

90.6

2016

95.5

* CJ제일제당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
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p.48~49에서 
확인 가능

04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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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으로 인한 기후변화 요인 생성과 물 자원 활용 및 자원의 소모와 폐기
물 발생 등 발생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사적 환경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저탄소 기술 확보 및 제품 생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저탄소 인증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 자원 활용 정책으로 버려지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고객과 함
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 발생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원재료가 산
지에서부터 제품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지역에 이르기까지 유해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추진

본사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과 협력중소기업 그리고 해외 사업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안전보
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급망 협력중소기업 
차원으로의 전파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지원 부서를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적 
책임 이해

녹색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제도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1996년 인천, 부산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
니다. 이후 환경경영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한 인증 재지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에는 부산공장이 국내 식음료 분야에서 최초로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이외 사업장에서도 지속
적으로 인증을 획득(인천1, 인천2)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
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경영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녹색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

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 및 개별 사업장, 지점·지사, 본부 등을 의미함

Global 환경경영인증 수상
당사 환경경영의 객관성을 인증 받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경영 인
증 제도인 CDP, CDP Water 등을 통해 환경경영 추진 실적을 검증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과제 참여 유럽 통합 환경발자국 대응 인증 체계 구축
유럽의 식품부문 환경발자국 통합 지침의 마련과 2020년 시행에 대비하여 LCI DB 전문 기관인 스마트 에코
㈜와 2016년 11월부터 3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럽 식
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사 환경경영 조직도 

대표이사

생산총괄

환경안전팀 (8명)

식품사업 부문
(8개 사업장, 29명)

소재사업 부문
(7개 사업장, 25명)

생물자원사업 부문
(1개 사업장, 2명)

관계사
(2개사, 4개 사업장, 

12명)

연구소 (3명)

신기지TF (1명)

국내 21개 사업장(관계사 포함), 1개 연구소, 환경안전 담당자 총 80명

바이오사업 부문
(33개 사업장)

국외

환경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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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 대응 활동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검토된 환경경영 기술과 노하우를 협력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및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직 고도화

전사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생산총괄실 아래 엔지니어링 팀을 기후변화 전담 대응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기
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슈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당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후변
화 이슈 항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 발생 가능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성장 동력
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당 리스크 관리 성과를 담당자 평가항목(KPI)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승진 및 인센티브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과 규제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부문, 풍수해 관리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들
을 초빙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법제화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가 정부 규제항목으로서 법제화 됨에 따라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 감축량을 산
정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당사 사업장에서 배출권 거래제 이전인 2014년 이전 감축 활동을 검
증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19천 톤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았습니다.

풍수해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과 갑작스러운 한랭 현상 등의 확대로 농작물의 풍수해 피해 빈도와 규모가 확
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기후변화 전문 
컨설팅업체인 웨코스㈜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원(CRAS)이 개발한 정부 프로그램에 협력중소기업 4곳과 함
께 참여하여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2016년 기상기후 산업박람회에 전시하기
도 하였습니다.   

협력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사전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에 따라 30여 개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검증 및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높은 2개사와 감축 기술 공유 및 감축 투
자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배출권 등록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집약도

구분 2014 2015 2016
제품생산량(무게) 3,132,640 3,376,195 3,523,522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집약도 44 42.2 43.5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집약도 47.7 48.4 52.0

(단위: 톤, KG CO2/제품톤)

* 집약도 =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제품생산량

기후변화  
대응 관리

* 총 배출량 산정 시 사업장 단위 절사 배출량을 업체 
단위로 합하여 실제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시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수치가 변경됨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

2014

137,982

149,317

2015

163,438

2016

153,355

183,379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14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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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신재생에너지 도입·이용실적

구분 2014 2015 2016
신재생에너지 
도입한 사업장 누계
(개 소)

3 3 3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TJ) 881 951 1,165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13.3 13.5 14.7

2015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원단위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직접배출의 
30%를 감축하고자 하며 2017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감
축량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 전담관리 조직 구축

CJ제일제당은 본사 및 국내 모든 사업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
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부서간 유기적 협력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사업장별 에너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여부를 상시 점
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사 에너지 혁신위원회 운영
국내 사업장의 유기적인 에너지 효율화 관리를 위해 구성된 전사 에너지 혁신위원회에서는 본사차원의 에너
지 사용절감 추진방향과 목표를 사업장별 에너지 혁신위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에너지 혁신위
원은 사업장 곳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일정별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다시 전사 혁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장의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전사차원에서 공유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실무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관리 로드맵 수립

선진적 에너지 효율화 관리를 추진하고자 효율화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화에 성공한 
글로벌 선진기업의 최적화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당사 에너지 관리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최적화 과정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내부 프로세스화 및 KPI화 하여 평시 업무의 영역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 효율 분석
에너지원별 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에너지 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활동 추진
에너지 관련 시설과 장비의 신규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 절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
벌 사업진출과 연계하여 해외 신규 사업장 건설 간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등 투
자와 개선활동을 병행하여 혁신적 에너지 절감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CJ제일제당은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해외 사업장의 현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16년에는 베트남 발효대두박 공장을 준공하며 정미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국내 사업장에 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검증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본사 사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 받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는 정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는 2015년 첫 보고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활동 과제를 보고하
고 이를 100%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 영향 최소화



CJ Cheiljedang Sustainability Report 201650

CJ제일제당은 세계적인 식품 회사중 하나로 사업활동간 충분한 양의 물자원 사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
다. 특히 담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나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 및 협력중소기업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며, 안정적인 물자원의 관리와 공급은 제품 생산량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에 있
어서도 특별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물자원 운영 관리 정책

물자원을 포함한 환경 경영 전담 조직은 CEO, 환경 안전 이사회 및 환경 안전 전담 부서인 환경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 부문의 공장 관리자, 지역 대표인 환경 안전 이사회가 참여하는 에너지 혁
신위원회가 물자원 관리에 대한 이슈 대응 및 관리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자원 관리에 대한 보고는 
생산공정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조사되며 정기 경영회의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법규 및 관리규정 준수
물자원 사용간 원천수에 대한 관리 규정 이외에 폐수발생간 준수해야 할 다양한 법규와 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질 오염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화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 KPI 수립 운영
2011년 녹색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물자원 관리 문제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물자원 운영 및 생산 비용
과 관련한 KPI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물자원 관리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
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보수적 기준을 바탕으로 KPI운영 기준을 고도화 하였으며 특히 환경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후 용수에 대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물자원 활용

주로 물을 사용하여 세척 및 멸균 등의 공정을 운영하는 식음료 제조업체로서 재사용 및 재이용 용수 사용 확
대율을 높여 물자원 사용량의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 부족 국가인 한국의 지하수 오염과 피로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량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자원 재이용 및 재사용 시스템 투자
당사는 생산공정을 확대하려는 지역의 상류에 수자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공정 증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비용상승과 물류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수원의 오염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비용의 상승과 정부정책으로서의 급수 제한 등에 대비하고자 폐수 재이용 
및 재사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딩 생활문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환
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더 나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공급망 물자원 관리 활동 확대
당사를 포함한 공급망내 수질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험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수질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개발한 데이터 수집 양식과 평가 템플릿을 기반으로 물자원 사용, 배출 및 회수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수질 위험 영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지역에서는 ‘환경발자
국 통합 인증 제도’의 도입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럽 수출 제품군을 중심으로 2016년 11월 부터 정
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협력중소기업 원부자재 부품에 대한 LCI DB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

CDP Water A Grade 획득

CJ Cheiljedang 2016 water score

Score levels

A-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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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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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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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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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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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자연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패키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
장재 사용의 기본 원칙으로 포장재 사용량 감축(Reduce),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Recycle), 친환경 원
료 사용(Recover)의 3R 정책을 수립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상생의 친환경 경제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패키징센터에서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지속가능한 포
장재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20명 이상의 석박사 연구원들이 외부 학계 및 전문기관, 포장재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사용량 감축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패
키징 형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포장재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와 
소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소재사용

포장재 사용 후 폐기시 원활한 재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구성품의 포장재를 동일한 계열의 재질을 사용하거
나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포장재는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용기 내부에 잔여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해 남아 있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포장재 재생시 사용되는 자원의 소요량을 줄이고 있
습니다. 포장재가 사용된 후 다른 용도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를 이용하거나 재생이 가능한 원
료를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자연기반 친환경 원료 사용

포장재 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수수로부터 기인한 PLA나 사탕수수로
부터 기인한 바이오 PE등 식물 유래 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원료 제조과정 중 발생되는 바
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 사용 원칙에 따라 소재, 제조방법,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한 친환경성이 인증
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제조하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인증을 독려하고 있
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

친환경 완충재

온라인 마트 배송용 바이오매스  
완충재 개발 적용

당사의 주력제품인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 껍질을 포장재 원료의 일부로 
사용한 포장재를 개발해 선물세트 트레이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용 용기와 온라인 배송
용 제품의 완충포장재로 사용하는 등 그 사
용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CASE  03CASE  02

친환경 선물세트 부직포 장바구니

CASE  01

프리믹스류 지함 부피 최적화

친환경 선물세트 부직포 장바구니 개발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선물세트용 
부직포 장바구니에 지퍼를 부착해서 접어서 
보관하거나 휴대가 가능한 에코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제
품의 로고가 인쇄하지 않고 친환경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고객이 소지
하기에 유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프리믹스 지함 부피 최적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포장재의 적정 공간비율을 준수하고
자 간식용 프리믹스 4종 제품(브라우니믹스, 
호떡믹스, 쿠키믹스 등)의 지함, 박스의 규격
을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여유 공간을 줄여 
부피를 각각 30%, 25% 줄였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줄였습니다.  

환경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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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화 시도

일상 생활속에서 소비자를 대하게 되는 식품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다량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
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및 포장용기 최소화 등의 방식을 통해 포장재 폐기
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물류 및 유통채널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의 재자원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미노산 제
품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효 부산물은 유기비료로 전량 전환하여 재활용 하고 있으며, 전환된 유기비료
는 무상으로 전용탱크 및 액체비료 이송 시스템을 통해 지역 대형 농장이나 소규모 경작지로 공급되어 농작
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률 향상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감량활동과 재활용률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년까지 제품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15년 대비 30% 감량하는 폐기물 배출원단위 저감 목표를 달성
하고자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
각·매립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처리업체 발굴과 철저한 분리수거 활동을 통해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과 악취 발생 관리

환경친화적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이나 악취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본사 및 사업장 단위의 개선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내 오염물질과 악취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 프로세스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유관기
관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J ESH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업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
를 긴밀히 대응하고 점검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환경 관리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NOx, SOx, 먼지 배출량 (단위: 톤)

구분 2014 2015 2016
NOx(질소산화물) 111 110 94
SOx(황산화물) 4.002 4.001 3.152
먼지 53 53 55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 

CJ제일제당은 기후변화와 물부족 기타 다양한 환경적 이슈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활동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 영향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안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
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능동적인 환경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계획 
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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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tRenDs in Global business aRea 
기업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요
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업의 특성을 살린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ocus Review

the Reason foR choice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및 기부 등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합니다. CJ제일제당의 업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소비를 통해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임직원의 참여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Key Performance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율

05Focus

(단위: %)

2014

56.0

2015

43.0

2016

82.0

* CJ제일제당의 임직원 봉사활동과 관
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p.55~56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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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나눔 참여

CJ제일제당은 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식품나눔 사업에 주요한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푸드뱅크 사업은 19년째 이어
져 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누적 지원금은 약 1,350억 원에 달하고 있습
니다. 2012년부터는 고추장, 된장, 설탕, 밀가루, 식용유로 구성된 희망
나눔 선물세트를 만들어 임직원이 직접 조립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4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희망나눔선물세트 조립 행사를 통
해 약 10만 세트의 전달품이 조립되어 지역사회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1등 식품기업으로서 나눔문화를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1998년 최초로 푸드뱅크사업에 참여하였고, 1999년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속
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
라 국내외 각지의 근무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고객과 임직원이 참여
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업 연계 사회공헌 강화

굿바이 아토피 안심 캠프 후원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 주최로 경기도 양주시 인근 캠핑장에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아토피 환아 가족캠프’를 후원하였습니다. 40여 가정이 참여하는 이번 후원 행사에서 당
사는 ‘피부 가려움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는 기업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출시한 ‘BYO 
피부유산균’ CJLP133 제품을 제공해 피부가려움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다시금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제품을 통해 아토피환아와 가족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
고 장기적인 후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뿌리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CJ제일제당 한뿌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초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소방관들, MD1 사우
분들,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들 등에게 한뿌리 제품을 기부하였습니다. 한뿌리는 한국(韓)의 뿌리(本)를 상
징하는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뜻한 나눔의 쿠킹클래스
CJ제일제당은 ‘따뜻한 나눔의 쿠킹 클래스’에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 청소년들을 초청해 다양한 음식을 직
접 만드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음식을 인근 노인 분들께 대접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쿠킹 
클래스에는 직원들이 도우미로 참여해 안전한 체험을 도왔으며, 따뜻한 한끼 식사의 소중함과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따뜻한 나눔의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여 재능기부의 영역을 넓
히고자 합니다.

전략적  
사회공헌 구축

청소년 초청 따뜻한 나눔의 쿠킹 클래스

한뿌리 MD1 사우 응원 캠페인

숫자로 보는 푸드뱅크

Since1998
1998년 시범사업으로 참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80
연간 평균 기부 금액(2000~2016년)
* 푸드뱅크 소비자가 환산 기준

억

2012 
기부를 위한 계획생산 개념 도입, 
희망나눔선물세트 개발

국내 최초

100,000 
5년간 천명의 임직원의 조립봉사를 통해 
제작된 희망나눔선물세트

세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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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식품나눔 활동에 고객의 참여를 더하여 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와 연계한 기부 활동 확대를 비롯해 SNS 플랫폼을 활용한 전사 차원
의 공익마케팅을 시행함으로써 나눔 활동의 색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심프로젝트
2016년 CJ제일제당은 식품나눔의 발전을 위해 고객참여형 식품기부 활
동인 ‘진심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심프로젝트는 SNS에 ‘진심을 
전합니다’ 손글씨를 업로드한 횟수만큼 1:1로 매칭하여 ‘희망나눔 선물세
트’를 기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1,000개의 손글씨가 모였고, 
일반인, 임직원, 연예인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
웃에게 희망나눔 선물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진심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성과 이외에도 CJ나눔재단 및 CJ E&M 등과
의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
2012년 3월 시작된 ‘CJ제일제당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은 소비자가 미네워터 해양심층수 1병을 구매하
면 당사에서 50원을 기부하고, 이후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100원 기부에 참여할 경우 50원을 추가 기부하
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제품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발전해 나
가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지난 3년간 소비자와 함께 모은 1억 7천여만 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
하였고, 이는 식수 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아동의 식수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CJ제일
제당은 일상 생활 속 착한 소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식수와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주체를 임직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
램, 봉사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봉사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봉사활동 
참여율 82%, 1인당 봉사활동 참여시간 9시간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
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 동호회 활성화

임직원 본인의 재능개발을 위한 활동과 봉사활동을 접목한 봉사동호회를 모집, 결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벽화그리기 봉사동호회가 연 6회, 103명의 동호회원들과 함께 618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낙후된 
도심의 경관을 개선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임직원의 관심과 재능에 연계된 봉사동호회의 모
집을 장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심프로젝트

미네워터 해양심층수 제품

고객참여형  
나눔 확대

임직원 참여
나눔문화 확산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자원봉사 참여 시간(시간) 20,081 16,538 35,435
자원봉사 참여인원*(명) 2,515 2,048 3,919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시간/명) 8.0 8.1 9.0   
참여율(%) 56 43 82

* 중복인원 제외
벽화그리기 봉사 동호회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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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주간 캠페인 실시

CJ제일제당은 근로시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시 봉
사활동 참여가 어려운 임직원에게 봉사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봉사 주간’을 연 2회에 개최하
여 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봉사주간 기간 동안 약 3,0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10,000시간의 봉사활동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자회 지원활동

임직원 정기기부 참여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된다’는 최고경영자의 나눔철학에 따라 설립된 CJ나눔재단의 
CJ도너스캠프는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꿈키움을 지원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 입니다. CJ제일제당의 
2016년 말 기준 임직원 97%가 CJ도너스캠프 정기기부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나눔 활동 지원
CJ제일제당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2012년 대학생 멘토 사업과 2013년 꿈키움창의학교 등 대표적인 진로·
인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
다. 향후 그룹 문화산업 영역 중심의 꿈키움 멘토단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
고 꿈을 키우는 나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꿈키움 사업의 가치와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부금 현황

(단위: 억 원)

재단
(나눔, 문화)

98.3

기타

49.7

합계

148

• 문화산업 분야의 전공대학생, 전문가,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

• 20주간 문화창작 멘토링 및 CJ 인프라 활용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 국내 최고 수준의 청소년 문화축제(창작 
발표회)를 통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 제고

• 문화영역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교육기관 및 개인이 
교육제안서를 작성

• 모금 후 프로그램 진행의 교육적·사회적 성과를 
플랫폼에 공유하여 성공모델 확산 추진 꿈키움 제안서

꿈키움 창의학교

“문화 분야 교육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듭니다.”

“CJ의 문화산업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듭니다.”

임직원 참여 대표 봉사활동 

대표 봉사활동 

학술 교육 업 연계

사회복지

• 구호동물 보호
• 어린이 공부방
• 목욕, 급식, 배달봉사
• 어르신 돌보미
• 도시락, 커피방향제 만들기

• 연구기지 인근 지역 학교 연계 
재능기부형 봉사

• 1일 교사, 현장학습 활동보조 등

• 원료 생산지에서의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 진행

• 공장에서 생산한 원료 토대로 
제품화 및 기부

환경 보전

• 하천, 강, 바다, 산, 마을 등 
사업장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보존을 위한 특성에 맞는 
환경정화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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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과 기술을 
보급하는 등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업 특성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농가 육성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 CJ제일제
당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인 사회공헌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더 나은 삶을 위
해 노력할 것입니다. 

베트남 농촌개발 csV 추진

글로벌 사회 
공헌 추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 

CJ제일제당은 2017년에도 식품나눔을 비롯하여, 원료, 제품 등 사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공헌 목표설정 및 지속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시스템
을 안착시켜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여, 글로벌 
사회가치경영 기업으로 사랑 받는 CJ제일제당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해외진출 국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빈곤 
퇴치, 인재 육성, 직업 교육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CJ제일제당의 사업역량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차별화된 동
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사는 식품제조와 유통역량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K-WATER, 영남대와 함께 베
트남 극빈지역 중 하나인 닌투언성 지역 내 마을 주민의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
고자 민관협력공동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농가에 한국산 고추 종자를 공급하고 이
를 효과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베트남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마을 환경 개선 및 
소액금융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농촌의 자생력 강화 또한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농가는 선진 농업
기술을 익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고, CJ제일제당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베트남 농민과 상생하는 차별화된 글로벌 CSV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농촌개발 CSV

글로벌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미국

•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유대감 형성

 - Honor Flight 행사지원 
(Guardian 참여, Speech 등) 

 - Dragon Boat 행사 참여
 - 기타 United Way Donation 

행사, 경찰서/소방서 등 복지시설 
개 선 활 동 ,  공 원 청 소  등  지 역 
봉사활동 참여

인도네시아

• 사업 특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CSV 모델 추진

 - 지역 코코넛 설탕 분야 유망 브랜드 
발굴 및 디자인, 홍보, 마케팅, 판매 
등 지원(KOTRA 협력 사업)

 - 동 부  자 바 지 역  타 피 오 카  전 분 
구매 및 품질 가이드, 기술력 제공 
(주정부 및 정부 공기업 협력 사업)

•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보존 및 육성 
지원

• 보건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 교육 및 채용지원(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중국

• 2016년 BIO 심양 및 요성 공장 
1사 1하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 260명 참여

• 요성공장은 2015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공장 직원은 물론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봉사 
활동 진행

• 자선사업 선진기업 명예칭호 
획득하며 글로벌 친환경 기업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Structure of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체계



CJ제일제당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신뢰

받는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의  

도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안정된 경영을 달성합니다.

리스크 관리

구성원이 행복한
‘인재제일’의 CJ제일제당을 만듭니다.

인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하여 
건강한 CJ제일제당을 추구합니다.

지배구조

CJ그룹 고유의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정도경영을 지향합니다.

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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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주 현황

CJ제일제당은 정기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경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주주가 제시한 의견은 경영진 및 이
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CJ제일제당
의 최대주주는 CJ주식회사로 36.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액
주주의 의견을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45.7%인 
6,009,817주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CJ제일제당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재임기간은 
3년이며, 임기 만료 시 재임기간 중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3개의 소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회사 회계와 업무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로,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에 따라 사외 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에 대한 적절한 성과
평가 및 보상제도를 결정하여 장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 평가 등을 안건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단위: %, 주)

 CJ주식회사   외국인투자자
 국민연금    자기주식    기타

% %

%

%

25 37

23

13%3

이사회 구성 현황 (2017년 3월말 기준)

구분 성명 주요 경력 최근 선임
소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손경식 現 CJ㈜ 대표이사 2016.3.18. ●
김철하 現 CJ제일제당㈜ 대표이사 2017.03.24. ○
신현재 現 CJ주식회사 경영총괄 2017.03.24. ○

사외이사

이기수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16.3.18. ○ ○ ●

최정표 現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6.3.18. ○ ○ ○
김갑순 現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 2016.3.18. ○ ● ○
방영주 現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7.03.24. ○ ○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정색 원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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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 따른 이사회 운영과 책임 강화

사외이사 선임 시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1명, 의학전문가 1명 등 관
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충실한 조언도 제공하는 객관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경영 현안을 정기적
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이사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8번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논의
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사외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6.9%로 매우 활발한 운영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의 주요 의결사항 및 참석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 체계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전에 상정될 안건과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하여 활발하게 의
견을 개진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에게 동등한 의견 발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
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회사 경영에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상 한도 내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및 임
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수준을 결정합니다. 경영진 및 임원에 대한 평가는 매출, 영업이익 등
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핵심역량 구축 정도, CSV 활동,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정기 이사회 개최 건 4 5 5
임시 이사회 개최 건 5 3 3
총 이사회 개최 건 9 8 8
논의된 안건 건 23 18 18
사내이사 참석률 % 66.7 66.7 70.8
사외이사 참석률 % 97.1 96.9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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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정직을 기반으로 한 경영

CJ제일제당은 그룹 경영철학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정직’을 강조하며 그룹 차원의 정도경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
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내부 감사는 물론 이슈 발생 시 추가 감사를 진행하여 사전 점
검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준
법 기준과 윤리행동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윤리행동규정

CJ제일제당의 윤리행동규정은 정도경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내·외 임직원의 윤리 행동 실천 서약을 통
해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교육

그룹 차원에서 윤리, 정보보안, 공정거래 등 정도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글로벌 사업장을 포함한 전사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리점법 교육

구분 교육 현황
이수 인원(명)

2014 2015 2016

정직 교육
• ‘임직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정직” 과정’ 등 국내 전 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필수 교육 진행
• 2014년 CJ헬스케어 법인 분리에 따라 2015년부터 대상자 및 이수 인원 감소

5,460 4,490 4,818

청탁금지법 교육 (2016년 신설)
• 사업부문 및 구매, 생산총괄 등 관련 부서 대상 총 8회 진행, 350여명 교육 

이수
• 파수루안, 좀방 등 인도네시아 사업장 및 지역본부 포함

- - 347

공정
거래

동반성장협약 교육
• 공정거래협약평가 및 하도급거래 접점부서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강조
• 인천, 진천, 논산 등 각 지방사업장 방문 교육 실시
• 그룹 구매 담당자 대상 ‘협력중소기업 관리 및 공정거래의 이해’ 교육 진행
• 내부거래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계열사와의 거래시 위법성 사전 검토

220 200 280
하도급법 교육
부당지원행위 교육
대리점법 교육
그룹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

저작권 교육 • 디자인센터, 마케팅, 상품개발 부서 관련자
• 제품 디자인에 상용되는 캐릭터, 사례, 사진 등 사용관련 법적 이유 교육 20 30 50

정도경영 실행 체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채널

임직원 
행동지침 항목정도경영

외부신고 : 사이버 감사실
내부신고 : Whistle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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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커뮤니케이션

CJ제일제당은 정도경영의 달성을 위해 임직원은 물론, 고객 및 협력중소기업 등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당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부당한 요구 행위,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윤리레터를 활용하여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정도경영이 체계적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정도경영 

공정거래 프로그램 운영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거래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부서에 관련 교육을 시행해 법규 준수를 돕고, 하도급 및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사, 
제조위탁 표준계약 개정 및 관련 하도급법 이슈 점검 등 내부 준법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트라넷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경쟁
과 거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대

CJ제일제당은 협력중소기업 선정 단계부터 기업의 도덕성과 기업문화 등 사회적 책임을 관리 지표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력중소기업과 계약 시 협력중소기업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특히 구매윤리경영
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농가 및 협력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협력중소기업과 당사 임직원 간 구매윤리서약서를 체결하
고 있습니다. 향후 협력중소기업 내 윤리경영의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고객 및 협력중소기업 등 외부고객 
대상 홈페이지 내 사이버감사실 운영

• 제보자에 대한 엄격한 신분보장

사이버감사실

• 월 1~2회 부정사례 및 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 발송

• 현재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송
(향후 미국, 유럽 등 당사 진출한 모든 
국가로 확대 예정)

윤리레터

• 당사 사업법인 국가 전체로 그룹 감사팀 
제보시스템의 운영 범위 확대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 가능, 접수 
내용은 비공개 처리

Global Whistle System

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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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CJ제일제당은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외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직원이 리스크를 식별하
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속가
능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리스크 발생시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신속한 공유 및 분석을 통해 리스크 발생부서, 리스크 주관부서 등 유관 부
서에서 상황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리스크 대응 주관부서는 해당 리스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평가 및 이력 관리를 실시하여 잠재적 리스크 방지는 물론, 리스크 대응 과정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리스크 정의 및 관리

CJ제일제당은 환경, 안전, 보건, 품질, 시장상황 등 대내외 영향 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를 도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핵심 리스
크로 정의/관리하고 이를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구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무 리스크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곡물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하여 관련된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상황종료

리스크 발생 및 최초 인지

리스크 공유 및 신속 보고

리스크 파악 및 정보 분석

중대 리스크 판단

대응팀 구성 및 방안 수립

조치 및 대응 현황 확인

대표이사

생산총괄
• 생산총괄
• 생산운영팀장
• 품질경영팀장
• 환경안전팀장

식품사업부문

• 부문장
• 사업관리담당
• 사업관리팀장

소재사업부문

• 부문장
• 운영본부장
• 사업관리담당

생물자원부문

• 부문장
• 사업관리담당
• 사업관리팀장

BIO사업부문

• 부문장
• 사업관리담당
• 사업관리팀장

전사스텝

• 경영지원실장
• 경영관리담당
• 경영관리팀장

• 전략지원팀
• 법무담당
• 커뮤니케이션담당
• CSV경영팀

• 공장장
• 지원팀장

국내사업장
• 공장장
• 지원(경영)팀장

해외사업장
• 인사지원실장
• 조직문화담당

인사지원실
• 품질안전센터장
• 고객행복센터장

품질안전담당

SCM혁신담당

재무담당
정보전략담당

전략구매담당
• 본부장
• 영업전략팀장

식품영업본부
• 법인장
• 전략팀장

MD1



65지속가능경영 체계Overview Appendix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시장리스크 관리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장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실 산하 ‘트렌드전
략팀’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구 변화 현황 및 연령별/계층별 트렌드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 환경 
및 소비자 니즈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리스크를 감지하여 대응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곡물수급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곡물 생산량 및 시세 등 수급환경의 변화가 상당한 시장의 특성상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 및 매출 감소, 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수급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전세계 곡물시황
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대체재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 및 환경적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특히 기후변화, 물자원 등 환경 리스크 및 생산 공정 내의 리스크를 중심으로 비재무적 요인을 인지하고 담당 부서
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의 운영과 안정적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국가 목표로 정한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리 로드맵에 따라 관리체계 고도화와 개선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
습니다. 

물자원 리스크 관리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은 물 스트레스 국가에 위치한 사업장이 직면할 수 있는 수자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
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용수사용량의 절감과 수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 리스크 관리
생산공정은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심 단계이기에 본사 및 각 사업장에서는 공
정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구체
적인 안전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여 임직원의 보건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

CJ제일제당은 국내 본사 및 해외 사업지역 현지의 엄격한 조세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및  글로벌 
사업지역 국가 조세기관과 윤리적이고 투명한 조세업무 협조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조세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감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등 성실한 납세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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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인권 및 다양성 존중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으로서 임직원은 물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세
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국적, 인종,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
이나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각자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고용, 승진, 보상, 퇴직 등의 인사제도 가운데 불이익 없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CJ제일제당은 CJ정신을 실현하는 ‘일류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평하
고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범위를 확대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인권교육 이수인원 (단위: 시간, %)

구분 2014 2015 2016
총 인권
교육 시간 8,270 4,666 5,003

인권교육 
이수율 100 99.6 99.7

인재 육성 

CJ제일제당은 ‘인재제일’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투자에 집중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인 성과평가와 보상을 통해 임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교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임직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및 보상 

2000년부터 국내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하
여 차별적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직원별 관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편, 지속적인 팀 리더와 직원 간 소통을 기반으로 조직 및 개인이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성과평가는 당해년도의 조직 및 개인별 성과 달성률를 기준으로 보상, 인센티브, 승진 및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
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법정 최저임금 대비 191.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직률

 퇴직 인원(명)   퇴직률(%)

2014

462

9.5

2015

398

7.9

2016

413

7.6

CJ 인재상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어학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인재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 자신의 분야에서 남과 다른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 자신이 속한 비즈니스의 트렌드에 
민감하며, 끊임없이 학습하는 인재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반듯한 인재
• 최선을 다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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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강화 

CJ제일제당은 CJ만의 일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원부터 리더까지 전문성과 미래 핵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직무별,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설계하여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행력
을 갖추고,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에 걸맞은 전문가를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 특
성에 적합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내 임직원 기준으로 1
인당 평균 56.4시간을 교육하였으며, 교육비용은 총 67.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통합 연구소 연구원 육성 프로그램
CJ제일제당은 통합 R&D 연구소 오픈 이후, 대형 제품/신기술 개발을 통한 가시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육
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속 연구원들의 육성 기회에 대한 양적 확대를 추구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연구원
들을 대상으로 총 15개 과정, 17,608 시간을 교육하였으며, 소통과 협업 및 공통직무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직무별 주요 교육 체계도

경영지원 R&D 생산/제조 영업/마케팅 구매/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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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교육 현장 임직원 교육 현황

 총 교육시간(시간)   인당 교육시간(시간/명)  총 교육비용(억 원)   인당 교육비용(백만 원/명)

59.2 55.4 56.4

2014

290,229

2015

290,058

2016

294,023

1.12 1.07
1.3

55.1 56.2
67.8

* 임직원 기준은 해당 연도 국내 임직원 수

2014 2015 2016

* 임직원 기준은 해당 연도 국내 임직원 수

인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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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체계 개선

CJ제일제당은 일류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조직에 대한 임직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임직원 만족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가고 있
습니다.

임직원 소통채널 활성화

각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노사협의회인 ‘열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안건 발
생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간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의를 통해 구성원 복리증
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내 이벤트 진행, 현장방문 프로그램, 임직원 제일제당 신제품 할인 사내판매 진행 건
을 협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열린협의회 안건통과율은 1분기 90%, 2분기 85%, 3분기와 4분기는 100%를 
달성하며 견고한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다양한 형태의 고충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충을 가진 구성원이 고충을 접수하면, 담당자는 
신속히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사업장 기숙사 시설 및 식당 시설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편리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임직원의 행복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제도 등은 물론 사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드림하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에게 
전자파 차단담요, 바디오일 등 임산부 케어 제품을 나눠주는 맘제일 프로그램, 임산부 및 육아휴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시차출퇴근제, 월 2회 정시 퇴근하는 패밀리데이 등을 운영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있
습니다. 

근로자 상담

업무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가족상담, 진로상담 등 전문가가 다양한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적합한 해결방
법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리프레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재경영

임직원 신제품 할인 이벤트

임직원 만족도 조사

(단위: 점)

* 2014년 만족도 조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
해 미실시

2014

-

2015

80

201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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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안전보건 관리 체계

CJ제일제당은 중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이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사업장 간 정기협의체 및 전문가 역량향상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분야별 잠재위험을 적극 개선하여 리스크 제거활동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항목 설명
건강검진 • 1년 1회 건강검진(종합/일반)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
의료비 • 임직원의 질병/상해 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빠른 업무복귀를 지원
휘트니스센터 • 본사 내 위치하여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트레이너를 지원

심리상담센터 • 전국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적 또는 업무外적 고민을 상담하며, 
고충 해소 및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

뇌심혈관계질환 관리 • 뇌심발병 위험군 선정기준에 따라 중등도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교육, 상담 시행
• 혈압관리, 식단조절, 운동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 등 운영 

직무스트레스 관리 • 전 구성원 대상으로 주기적 직무스트레스 평가(1회/2년) 시행
• 중등도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면담강화, 우울증검사 등 추가 진행

안전보건 경영활동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 국내 전 사업장 구축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목표 

• 안전보건관리 역량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진행 

• 안전보건교육 : 신입사원 채용 시 1일 8시간 안전보건교육, 월 1회 
이상 전 사원 안전보건교육,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의무 시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 현안과제의 
협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회의체, 전 사업장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주기적인 운영 

• 안전보건 전문가 협의체 : 전사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안전경영 추진을 위한 
정기적 교류체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 

• 위험성평가 : 연 1회 사업장의 모든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진행 

• 그룹 안전의 날 활동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CEO 이하 각 부문장의 

사업장 방문점검,  의사결정사항 검토 및 승인 활동
 - 각 사업장에서는 매주 화요일 공장장 이하 간부 주관 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위험요소 개선 
• 계절이슈 점검활동 
 -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등 계절이슈에 따른 점검 및 개선 활동 
• 정기 점검 시행 
 - 연 2회 본사 주관 안전점검 후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중대 리스크 예방활동 

• SDR (Safety Design Review) 활동 : 모
든 설비, 시설투자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
을 검토·적용하여 시공하며, 이후 시공적
합성평가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미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 

• BCMS (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 : 2016년 현재 6개 사업장 (진천, 
영등포, 안산, 부산, 논산, 공주) 인증이 완료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전 
사업장 인증획득 추진 중 

• 리스크 투자 활동 : 중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대외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투자/개선 활동 

 - 2014년 : 약 81억 원 / 2015년 : 약 160억 원 / 2016년 : 약 140억 원 
• 리스크 신속보고체계 구축 :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등급별 비
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

임직원 건강증진

• 정기적 건강검진 시행
• 심·뇌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및 건강

위험군 집중관리
• 지역별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건강 프로그

램 운영
• 사내 부속의원 운영
•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 2016년 현재 

당사의 4개 사업장 (인천2, 부산, 영등포, 
양산)

* KOSHA18001: 기업경영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과 기준을 규정화 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자체 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

**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 모든 위기 상황 또는 사고에  대
비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계획, 집행, 점검, 평가 같은 관리적 체계 

안전하고 건강한 
CJ제일제당

그룹안전의 날

정기보건협의체

인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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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재무정보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과목 단위 2014 2015 2016
매출액 천 원 11,701,797,228 12,924,472,295 14,563,257,246
매출원가 천 원 9,258,425,633 10,038,444,150 11,275,152,096
매출총이익 천 원 2,443,371,595 2,886,028,145 3,288,105,150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1,863,441,344 2,134,614,325 2,444,466,966
영업이익(손실) 천 원 579,930,251 751,413,820 843,638,184
금융수익 천 원 179,865,886 210,782,026 212,719,961
금융비용 천 원 409,613,817 474,173,654 424,861,509
기타수익 천 원 90,984,270 96,798,258 153,546,230
기타비용 천 원 199,062,797 241,336,710 257,617,821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손익 천 원 887,415 21,326,093 957,35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천 원 242,991,208 364,809,833 528,382,402
법인세비용 천 원 105,139,888 111,143,071 174,833,653
당기순이익(손실) 천 원 137,851,320 253,666,762 353,548,750
당기기타포괄손익 천 원 12,507,861 -11,671,804 30,217,195
총포괄손익 천 원 150,359,181 241,994,958 383,765,945

연결재무상태표

과목 단위 2014 2015 2016
유동자산 천 원 3,973,270,952 4,018,510,915 4,874,197,57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자산 천 원 105,071,413 6,622,507 6,495,431
비유동자산 천 원 9,409,260,061 9,732,754,143 10,885,545,533
자산총계 천 원 13,382,531,013 13,751,265,058 15,766,238,539
유동부채 천 원 4,122,438,480 4,335,743,182 4,699,232,648
비유동부채 천 원 4,310,212,102 4,030,288,591 5,006,529,025
부채총계 천 원 8,432,650,582 8,366,031,773 9,705,761,673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천 원 2,984,911,212 3,143,102,119 3,409,365,139
 자본금 천 원 72,328,655 72,428,155 72,446,655
 주식발행초과금 천 원 910,167,698 918,335,186 919,853,765
 기타의 자본항목 천 원 -184,767,165 -181,899,318 -149,455,249
 이익잉여금 천 원 2,187,182,024 2,334,238,096 2,566,519,968
비지배지분 천 원 1,964,969,219 2,242,131,166 2,651,111,727
자본총계 천 원 4,949,880,431 5,385,233,285 6,060,476,866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식품사업 억 원 20,978 23,680 27,423 CJ대한통운 제외
소재사업 억 원 17,421 17,824 18,702 CJ대한통운 제외
바이오사업 억 원 14,782 17,397 18,016 CJ대한통운 제외
생물자원사업 억 원 16,177 18,054 20,129 CJ대한통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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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경제

퇴직연금제도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확정급여형(DB) 원 157,081,018,863 178,791,574,125 217,435,741,274
가입인원 명 4,988 5,274 5,568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법정최저임금 (시급) 원 5,210 5,580 6,030  법정최저임금(시급기준)
신입사원임금(남) (시급) 원 7,696 7,696 7,854 T1 초임 시급 (초임/13분할/240hr)
신입사원임금(여) (시급) 원 7,696 7,696 7,854 T1 초임 시급 (초임/13분할/240hr)
비율(남) % 148 138 130
비율(여) % 148 138 130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해외 근무자 수
주재원 수 명 234 236 231
현지 채용자 수 명 8,594 9,908 13,168
합계 명 8,828 10,144 13,399

주요 현지 관리자(과장 급 이상) 수 명 421 461 472
주요 현지 출신 관리자(과장 급 이상) 수 명 305 346 390
현지 채용 비율 % 97 98 98
현지 출신 관리자 비율 % 72 75 83

지적재산권(특허 및 신규출원)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신규출원
(해당 연도의 특허청 접수 건수) 건 483(86) 493(95) 536(95)

 • 제일제당 관리 자회사 포함 전체 
출원 특허(헬스케어 제외) 

• 괄호안은 한국 특허만 별도 표기

특허보유
(해당 연도의 [기존 유효 특허 건수 + 신규등록 완료 건수]) 건 1,573(550) 1,785(628) 2,103(638)

• 제일제당 관리 자회사 포함 전체 
출원 특허(헬스케어 제외) 

• 괄호안은 한국 특허만 별도 표기

현지 공급업체 구매 비율 회사의 구매 및 조달 원칙내에서 이루어진 구매 비율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전채 구매 금액(합계) 억 원  37,944  40,791  41,831 
적합한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 금액(합계) 억 원  37,944  40,791  41,831 
적합한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비율(식품사업) % 100 100 100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현지 공급업체 구매 금액 억 원  27,766  30,358  31,106 
전체 구매 금액 억 원 37,944 40,791 41,831
현지 공급업체 구매 비율 % 73.2 74.4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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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원재료 사용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식품사업 톤 2,512,992 2,844,016 3,298,025
소재사업 톤  2,058,887  2,122,300  2,546,695 
바이오사업 톤 3,230,873 3,671,905 4,032,312
생물자원사업 톤  2,557,471  2,981,113  3,258,548 
합계 톤 10,360,224 11,619,334 13,135,580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지정폐기물

재활용 톤 97 109 95
소각 톤 63 90 48
매립 톤 120 60 13
기타 톤 0 0 4
합계 톤 280 259 160

일반폐기물

재활용 톤 41,389 48,100 48,709
소각 톤 3,738 3,927 4,353
매립 톤 176 197 233
기타 톤 0 0 0
합계 톤 45,304 52,224 53,296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집약도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에너지 소비량 합계 TJ 6,648 7,047 7,941
제품 생산량 톤 3,132,640 3,376,195 3,523,522
집약도* GJ/제품톤 2.12 2.09 2.25

* 집약도 = 에너지 소비량 합계/제품생산량

수원별 총 취수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상수도(공업+생활용수) 톤 3,515,120 3,838,231 4,308,345
지하수* 톤 87,800 78,808 85,750
합계 톤 3,602,920 3,917,039 4,394,095

* 지하수의 경우 공주공장에 한함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폐수 배출량 톤 2,361,762 2,737,125 3,047,383

폐수 배출량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용수 사용량 톤 3,602,920 3,917,039 4,394,095
재생 및 재활용 용수의 총량* 톤 228,363 273,640 274,501
재활용률 % 6.3 7.0 6.2

* 재생 및 재활용 용수의 총량의 경우 인천 1, 2공장에 한함 

에너지 소비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연료 사용량 TJ  2,792 2,868 3,082
전기 사용량 TJ 3,012 3,275 3,623
스팀 사용량 TJ  857 1,057 1,253
합계 TJ 6,661 7,200 7,958

Performa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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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사회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정규직

남성 명 3,807 4,024 4,273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여성 명 981 1,092 1,163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합계 명 4,788 5,116 5,436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기간제/
임시직

남성 명 60 76 43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여성 명 56 48 45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합계 명 116 124 88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총 합계

남성 명 3,867 4,100 4,316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여성 명 1,037 1,140 1,208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합계 명 4,904 5,240 5,524 GHR데이터 및 
연말 HR Index 자료 기준

육아휴직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164 197 174 당해 출산휴가 신청인원 기준

(2014, 2015, 2016년)여성 명 83 92 66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2 2 10 당해 육아휴직 발령기준

(2014, 2015, 2016년)여성 명 75 77 61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한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2 0 2 전년 육아휴직 종료자 기준, 
복귀인원 합여성 명 48 52 67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간 근속한 임직원 총 수

남성 명 1 0 1 전년 육아휴직 종료자 기준, 복직 후 365
일 이내 퇴사자 제외한 인원 합여성 명 39 47 62

육아휴직 복귀율
남성 % 50 0 100 전해 육아휴직 사용 인원 및 

당해 복귀인원 비율여성 % 77 69 87

복귀 후 유지율
남성 % 50 - 50 당해 육아휴직 복귀 인원과 

12개월 이상 근속 임직원 비율여성 % 81 90 93

안전보건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부상 발생률 %(건) 0.24 (4) 0.06 (1) 0.32 (6) 국내사업장 기준 산업재해 발생 건수
업무상 질병 발생률 % 0 0 0 국내사업장 기준 업무에 기인한 직업병 발생 건수
휴직일수 비율 % 0.05 0.07 0.11 국내사업장 기준 산업재해 발생에 의해 생긴 근로손실일수
업무 관련 사망자 수 명 0 0 0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대상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심사대상 직원 명 4,472 4,721 4,687
심사대상 직원비율 % 100 100 100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국내
남성 명 331 461 547
여성 명 141 209 170
합계 명 472 670 717

해외 합계 명 805 1,201 1,880

신규 채용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장애인 명 45 45 78
보훈 명 22 22 21
시간제 명 120 124 203
파견제 명 29 24 38

사회적 약자 고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의 수 0 1 0

*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시 : 시지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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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4 index

일반표준공개(General standard Disclosures)

지표 설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페이지/비고

전략 및 분석

G4-1 CEO 메시지 4-5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4-5

조직 프로필

G4-3 조직 명칭 2

G4-4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9-15

G4-5 본사의 위치 2

G4-6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16-17

G4-7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9, 60

G4-8 시장 영역(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16-17

G4-9 보고 조직의 규모 9-17

G4-10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Goal 8 74

G4-11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

G4-12 조직의 공급망 Goal 16, 17 38-45

G4-13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G4-14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64-65

G4-15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21

G4-16 협회 및 국가·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2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 16-17

G4-18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23

G4-19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에서 확인된 중요성 측면 23

G4-20 내부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22-23

G4-21 외부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22-23

G4-22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2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2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22

G4-2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22

G4-2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22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22

보고서 프로필

G4-28 보고 대상 기간 2

G4-29 최근 발간 보고서 년도 2

G4-30 보고 주기 2

G4-31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2

G4-3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2

G4-33 제 3자의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78-79

거버넌스

G4-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60-61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Goal 16 18-19

G4-57 윤리적이며 법을 지키는 행동과 조직의 투명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할수 있는 내외부 메커니즘 보고 Goal 16 62-63

G4-58 조직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동을 내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 제시 Goal 16 62

Performance Data
GRI G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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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4 Index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지표 설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페이지/비고
경제 
Economics

경제성과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26
G4-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Goal 8, Goal 9 22, 71
G4-EC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의 재무적 영향 및 기회 또는 위험 Goal 13 48
G4-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72
G4-EC4 정부 재정지원 Goal 2, Goal 3 -
시장현황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72
G4-EC6 주요 사업장의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72
간접경제효과 
G4-EC7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Goal 9 54-57
G4-EC8 간접 경제 영향 Goal 1, 10, 11 39-45, 54-57
구매절차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38
G4-EC9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Goal 8 72
G4-FP1 회사의 구매 및 조달 원칙내에서 이루어진 구매 비율 72
G4-FP2 국제 표준에 의해 생산되고 인증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구매 및 조달 비율 40

환경 
Environments

원료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46
G4-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Goal 7 73

G4-EN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CJ제일제당은 식품 
관련 기업으로서 
원재료를 재생 및 

재활용하는 경우는 없음
에너지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46
G4-EN3 조직 내부의 에너지 소비 73
G4-EN4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 소비 73
G4-EN5 에너지 집약도 73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Goal 7 49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량 Goal 7 49
수자원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Goal 6 73
G4-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수원 Goal 6 -
G4-EN10 재생 및 재사용된 용수 비율과 총량 Goal 6 73
배출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46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Goal 13 48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Goal 13 48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Goal 13 -
G4-EN1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Goal 13 48
G4-EN19 온실가스 감축 Goal 13 48
G4-EN20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Goal 13 배출사례 없음
G4-EN21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Goal 13 52
폐수 및 폐기물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46
G4-EN22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Goal 6 73
G4-EN23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Goal 6, Goal 14, Goal 15 73
G4-EN24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 및 유출량 Goal 6, Goal 14, Goal 15 유출사례 없음
G4-EN25 바젤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처리량 및 해외반출된 폐기물 비율 Goal 6, Goal 14, Goal 15 운송사례 없음
G4-EN26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Goal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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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페이지/비고
환경 
Environments

공급망 환경 평가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38
G4-EN32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40, 45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45

노동 
Labor

고용 
G4-LA1 신규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Goal 8 74
G4-LA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Goal 8 66-69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비율 Goal 5 74
작업장 안전보건 
G4-LA5 안전보건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 인력 비율 Goal 8 69
G4-LA6 지역별 및 성별 부상/질병/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 수 Goal 8 74
G4-LA7 보직상 높은 사고 및 질병 발생위험을 가진 근로자 수 Goal 8 74
G4-LA8 노동조합과의 정식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Goal 8 69
훈련 및 교육 
G4-LA9 근로자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Goal 8 67
G4-LA10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Goal 8 67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의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Goal 8 74
노동관행 고충처리 메커니즘 
G4-LA16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68

인권 
Human 
Rights

투자 
G4-HR1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 투자계약 비율 63

G4-HR2 인권정책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인권지표 고려 절차에 대한 사원 총 교육시간
(교육받은 직원 비율 포함) 66

아동노동 
G4-HR5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6
강제노동 
G4-HR6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6
지역주민 권리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건수 및 관련조치 침해사례 없음

사회 
Society

지역사회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53
G4-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Goal 3, 4, 16, 17 54-57
G4-SO2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부정적 사례 없음

제품책임	
Product	
Responsibility

고객 안전보건 DMA(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32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34

G4-FP5 국제 식품안전 관리 표준에 따라 제3자 검증을 받은 생산 사업장의 제품 생산량 비율 89.8%
(HACCP 인증 기준)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Goal 12 36
고객정보보호 
G4-PR8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Goal 12 위반사례 없음

GRI G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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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GL”)는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CJ제
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6”(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
됩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6년도 데이터에 한정되며,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GRI G4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보고 내용 결정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감사인증위원회(IAASB)가 발행한 ISAE3000을 포함하여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1에 따라 제한적 보증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증은 2017년 2월에서 4월까지 실시되었으며, CJ제
일제당의 본사 및 사업장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흐름과 통제의 견고성 평가
• 주요 부서 담당자들과의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요성 평가 결과 검토
• 인천 1 공장을 방문하여 환경 및 사회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테스트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CJ제일제당의 중요한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성과는 본 검증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CJ제일제당의 재무제표 및 전자공시시
스템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CJ제일제당의 홈페이지(www.cj.co.kr)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CJ제일제당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되
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는 계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결론

검증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중요성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GRI G4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 가공 프로세스 분야의 핵심적 부합 방법을 적용한 보고서 
작성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GRI G4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 결정 원칙에 대한 의견은 다
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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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포괄성 (Stakeholder Inclusiveness) 
CJ제일제당은 고객 및 고객사, 협력중소기업, 주주, 지역사회 그리고 임직원을 내외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채
널을 활용해 전사 차원 혹은 개별 부서 단위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
해 취합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기대사항 및 관심사항을 보고서에 제시된 대응 내용과 연계하여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속가능성 맥락 (Sustainability Context) 
CJ제일제당은 사회/환경적 가치와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핵심 공유가치를 정의하고, 핵심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
경영 관련 다양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
후 핵심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성과 지표를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성
과 지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중요성 (Materiality) 
CJ제일제당은 2016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
제에 대한 분석, 동종사 벤치마킹, 미디어 분석을 통해 중요 이슈 풀을 도출한 후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각 이슈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함으로써 중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요 이슈들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중요 이슈들을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묶고, 각각의 측면별 경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성 (Completeness) 
CJ제일제당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기간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중요 이슈에 대해 회사의 활동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의 경우, 국내외 사업장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 및 환경 성과의 경우, 국내 사업장 위주로 보고되
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주요 국가에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활
동을 통해 파악된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포함시켜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증팀은 샘플링을 통해 보고서의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성 및 신뢰성 (Accuracy & Reliability)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competency & independence) 

DNV GL Business Assurance는 DNV GL 그룹의 일원으로서 인증, 검증, 평가, 교육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제 기관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사회/환경 검증 전문가들은 
전 세계 약 100 여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본 CJ제일제당 보고서의 검증도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춘 검증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
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팀은 DNV GL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0일 
대한민국, 서울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안 인 균  대표이사 

지속가능경영 체계Overview Appendix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제3자 검증의견서



본 보고서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쌍림동) 

02-6740-1114

http://www.c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