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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eport

보고서 개요

세방㈜는 2020년 첫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적 노력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당사의 핵심 

이슈는 중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보다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요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정성적 성과의 경우 2020년 

활동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보고 범위는 국내 본사 및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였고, 일부 데이터의 경우 해외 

법인(베트남 하노이)의 성과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 

‘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 정보의 보고 기준 및 정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따르

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AA1000의 3대 원칙(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에 입각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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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세방그룹 회장  이 상 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세방은 1965년 창업 이래 ‘세계를 무대로 인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초석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도경영, 인재육성, 

선택과 집중, 사회적 책임을 4대 경영 방침으로 삼아 지속가능경영을 기업 문화에 내재화시키고 실천했기 

때문이며,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방은 물류 프로세스 혁신, 첨단 IT 기술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실적 관리 등 녹색물류 활동을 통해 동종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 물류사업을 

넘어 비즈니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온라인셀러 물류대행, 콜드체인 사업, 태양광 사업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사랑의 연탄배달, 

긴급 의료지원 등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인 ‘희망스위치ON’ 등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세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소규모 해운 대리점으로 시작해 현재의 대한민국 대표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근간이 되었던 지속가능경영 철학과 성과, 향후 계획과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방은 당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UN 지속가능 발전목표 (UN SDGs)의 우선순위가 연결되도록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공유가치 창조, 책임 있는 비즈니스 실행,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세방이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신뢰와 관심 덕분입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과 정도경영 정신으로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로 함께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세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원하며,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과 정도경영 정신으로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로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CHAIRMAN Message

CHAIRMAN Message

2020 SEBANG SUSTAINABILITY REPOR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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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화물 물류시장은 항만에서 내륙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내륙물류사업 확장을 

위해 “인천 신항 배후부지”와 “포항 영일 신항 배후부지” 물류센터를 ’21년 운영 개시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운 경영성과와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도록 할 것이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수도권 제3물류센터의 증축을 검토하여 향후 3PL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스템 경영을 더욱 견고히 확립하겠습니다.

회사는 세방그룹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정도경영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회사의 정도경영은 윤리경영의 의미를 넘어 경쟁에서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꾸준하게 실력을 길러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중심이 되어 고객사, 협력사 등과 

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사는 작년 직급체계 개편을 통해 인사제도 혁신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의 연장선으로 

인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감사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통해 투명한 업무프로세스와 회계처리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환경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세방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하여 환경분야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창고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환수송(Modal Shift) 추진, 협력기업의 에코드라이빙 유도, 

노후화된 차량 및 장비 대폐차 진행 등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환경,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회사는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가기간 산업인 물류산업에서 도전과 혁신의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2020년에도 세방은 주주에게 사랑받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 더 나아가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EO Message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20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간 무역분쟁, 경제성장률 둔화, 투자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산업생산성 저하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2020년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세계 및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고자, 2020년에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며, 

안정적 사업구조 확립,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스템 경영구축이라는 세가지 전략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사업구조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외 사업조직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내 

사업장 중 적자구조에 있었던 창원, 인천, 울산지점이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광양지사의 경우 내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경영실적 극대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지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인 베트남 법인의 운영진 개편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물류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대표이사  최 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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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방은 근로자의 기본권리인 산업안전의 기틀을 다

지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

과 전체 12개의 지사·지점 중 11곳이 지난 2019년까

지 KOSHA-MS 이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인 

KOSHA 18001을 취득했고, 2020년 5월 동해지점

이 마지막으로 KOSHA-MS 인증을 취득함으로서 모

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됐습니다.

환경 세방은 2017년 활발한 친환경 물류활동을 벌인 공로

로 ‘제25회 물류의 날’ 행사에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

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친

환경물류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이 우수한 기업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세방은 전환수송(Modal Shift), 

모바일 운송가맹시스템 도입, LED 교체 사업, 녹색물

류 TFT 운영 등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

하고 활발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물류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인증 취득

물류인프라 안성 수도권 복합물류센터 준공

2019년 기존 보유한 안성 수도권 1, 2물류센터와 함께 

3물류센터를 새로이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 21,050㎡

에 건축연면적 23,670㎡ 규모이며, 향후 약 7,600㎡규

모의 증축을 합할 경우 31,270㎡의 대형 복합물류센터

로 거듭나게 됩니다. 현재 지하층은 11,021㎡를 냉동냉

장 물류센터로 사용중이며, 지상 1층은 10,227㎡를 일

반 상온물류센터로 사용중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콜드체인과 이커머스 사업의 물류거점으로 구

심점 역할을 하며 향후 물류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방비나 흥옌 물류센터 준공

2017년 세방비나 베트남 법인은 북부 최대항이자 베

트남에서 두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하이퐁항

과 하노이의 중심에 위치한 흥옌에 9,920㎡ 규모의 물

류센터를 준공하여 영업중이며, 2021년을 목표로 추가 

약 10,000㎡ 규모의 물류센터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9년에

는 베트남 국영기업인 SNP와 물류파트너로서 상호 협

력 MOU를 체결하여 현지화된 콜드체인 사업 진출을 모

색하는 등 베트남내에서의 사업 영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5,150㎡ 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 사업장 인증 취득

고객서비스 동종업계 최초 AEO 인증 AA등급

세방은 2013년 12월 보세운송, 보세구역운영인 및 하

역업자의 3개 분야의 AEO인증을 동시 취득하였으며, 

계열사인 세방익스프레스의 화물주선업 분야까지 포함

할 경우 총 4개 분야의 AEO 인증을 취득하여 보세 관

련 법규 준수와 향상, 안전관리 인식 고취로 대고객 서

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동종업계 최초로 AEO 3개분야 동시 

AA등급을 취득였고, 특히 하역업자 부문은 업계 유일

한 AA등급입니다. 이는 보다높은 수준의 관세법 등 관

련 법규 준수와 수출입 안전관리 활동이 타 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 고객의 신

뢰성 보장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사에게는 최상의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세방의 약속입니다.

AEO인증 취득
보세운송, 보세구역운영인 및 하역업자 분야

AA등급 취득
동종업계 최초 AEO 인증 3개분야

SEBANG Sustainability Highlights
2017~2019

명칭 면적

수도권 제3물류센터 23,670㎡

우암CY CFS 
텐트하우스

3,566㎡ 

광양 하포일반부두 
일반창고

7,518㎡

세방비나 하노이 
흥옌 물류센터

10,396㎡ 

합계 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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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Our Company

설립일자 1965년 9월 13일 본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세방빌딩)

대표이사 최종일 주요사업장 부산시 남구 우암로 127(감만동)

자본금 115억 원 매출액 7,233억 원

임직원수 729명 계열사 세방전지㈜ 등 총 23개 기업

● 일반현황

정도경영 인재육성 선택과 집중 사회적 책임

고객과 더불어 

삶의 질과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

인재 양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경영

미래와 세계를 

지향하는 

진취적 경영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성실히 노력하는 자가 

인정받는 경영

Customer Employees Enterprising Sincerity

경영 방침

경영이념

● 경영방침 ● 1인당 매출액                                                  ● 주주현황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명, 억 원) (2019년 말 기준, 단위: %)

사업 부문 목적 사업 주제품 비율

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의 국내운송 57.8%

철도소 운송업

화물 부정기항로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항만하역 항만하역사업

수출입 화물의 선적·양하 30.6%

부두운영사업

보관 화물보관업 컨테이너 및 내장화물의 조작 및 보관 7.8%

기타용역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임대·복합운송주선 중량특수작업·

유류판매 전력생산·판매
3.8%

자동차 및 중기 정비사업

건설기계 대여업

주유소 및 충전소 운영업

항만 및 일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항만·선박·해운에 관련된 사업

태양력 발전업

합계 100.0%

●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율

항만하역 사업의 선두주자 세방은 1960년대부터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수출입 

물류사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 12개 항만에서 벌크〮중량화물 전용부두와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며 부두운영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지닌 국내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세방그룹의 모기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축전지 제조업체인 세방전지를 비롯한 

세방산업 등 제조업 자회사, 세방익스프레스, 세방부산신항물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세방광양국제물류 등 23개 계열회사 및 동석물류, 

군장신항만 등 합작회사를 보유하여 방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Business Overview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임직원
(계약직/사외이사/고문제외)

715 661 675

매출액 5,708 5,630 5,708

인당 매출액 8.0 8.5 8.5

구분 보유 지분

이앤에스글로벌 외 10인 44.6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3.3

국민연금공단 7.2

신한은행 3.4

신영자산운용 2.7

기타 28.8

합계 100.0

● 2019년 주요 경제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723,284 16,143 5,494

(단위:백만 원)

(2019년 말 기준)

(2019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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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Our Company

● 연혁 ● 조직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방의 종합물류서비스가 지구를 작아지게 합니다.

세방의 조직체계는 현재 3본부 4지사 8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기업 

경영환경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연한 조직운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65   회사설립(세방기업주식회사)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등록

1966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부산항 

항만하역운송사업 면허

1968  여수지점 설치

1969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면허

1973  울산지점 설치

1974  포항지점 설치

1976  인천지점 설치

1977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

1978  서울지점 설치

1979  마산지점 설치

1981  중기 대여업 면허 - 지게차 및 기중기

1984  삼천포지점 설치, 경인지점 설치

1985  동해지점 설치

1986  광양지점 설치

1989  전주지점 설치, 감만동 CFS 설치   

 (부산 우암 CY)

1991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1993  서울사옥 완공 및 이전

1994  복합운송 주선업 면허,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면허, 종합건설사업 면허

1996  군산지점 설치, 목포지점 설치

1999  당진지점 설치

2000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터미널 1개선석  

 전용사용권 및 부대장비 인수

2002  군산항 제5부두 57~58번 선석 운영권 취득

  광양항 및 부산항 LME사업 운영

2004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운영㈜ 출자

2005  상호의 변경(세방기업주식회사 →   

 세방주식회사)

2006  종합물류기업 인증획득

2007  평택 당진항 서부두(3, 4번 선석)운영권 확보

   세방부산신항물류㈜, 세방광양국제물류㈜ 

계열회사 추가

2008   수도권 물류센터 개장, 목포대불부두운영㈜ 

계열회사 추가

2009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개장

2010  세방부산신항 컨테이너데포㈜ 계열회사 추가,  

 군산7부두 운영회사 선정

2011  안성 수도권 물류센터 증축, 군장항 잡화부두  

 (79, 79-1번 선석) 개장

2013   광양항 세방 일반부두 개장, 울산 신항부두/

물류센터 개장

  AEO인증획득

2015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Sebang Vina)

2016   SBCD 탱크컨테이너 세척사업 개시, 

석유판매사업  운영개시(광주 세방㈜ 

매일주유소)

  SEBANG VINA 물류센터 준공

201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획득

2018   목포항대불부두 65번 선석 운영사 선정, 

부산신항 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소 준공

2019  AEO 인증 등급 상향 갱신(AA)

  안성 수도권 3물류센터(콜드체인) 개장

  성진실업㈜ 인수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영업본부 군산

경인

인천

목포

울산

부산광양

창원

동해 포항

당진 삼천포

대표이사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
영업본부

본사, 사업총괄 임대·운수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부산지사 하역·운송·보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27(감만동)

경인지사 하역·운송·보관 경기도 의왕시 창말로 39

인천지점 하역·운송·보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27 (항동7가)

광양지사 하역·운송·보관 전남 광양시 태인4길 45 (태인동)

군산지사 하역·운송·보관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오식도동)

(자동차 R&D)센터 4층)

포항지점 하역·운송·보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508

창원지점 하역·운송·보관·중량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3, 2층 (양덕동)

울산지점 하역·운송·보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116

목포지점 하역·운송·보관 전남 영암군 대불로 629 2층 세방㈜

동해지점 하역·운송·보관 강원 동해시 대동로 210 (송정동)

삼천포지점 하역·운송·보관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 (삼천포화력본부 內)

당진지점 하역·운송·보관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당진화력발전소 內)

본사 및 본부명칭 소재지주요사업내용지점명칭

Business Overview



2020 세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SEBANG SUSTAINABILITY REPORT16 17

육로, 철도, 해상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부터 산업의 기초 원료, 중간재, 완제품 등의 벌크 화물까

지 고객에 니즈에 맞춰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운송

세방은 240여대의 트랙터와 800여대의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 광양, 경인, 군

산, 인천, 울산, 포항 등 전국적인 수출입 컨테이너 운영점소를 중심으로 월 평균 59,000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컨테이너 크기 단위)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여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인정받고 있습

니다. 주요 터미널에서 원하는 고객까지 신속, 정확,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육송은 물론 철도운송을 연계하여 최

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산업의 기초원료나 중간재 및 완제품을 운송하는 벌크 운송분야는 국내 산업 발전 및 물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방은 벌크 화물 운송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물류 산업의 노하우를 축적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벌크 화물을 세방이 보유한 전국 항만 및 내륙거점을 통해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빠

르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생산한 완제품을 유통업체 및 최종 구매자에

게 정확하게 배송하는 Lastmile 운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방은 벌크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사료부원료, 철강

재, 펄프, 식품, 첨단소재, 기타산화물 등 다양한 벌크 및 내수화물운송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벌크운송 및 

내수운송

항만 하역사업의 선두주자인 세방은 1960년대부터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수출 컨테이너부터 일

반 화물 및 초대형 화물의 하역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장비와 IT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항만하역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항만하역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인 부산항, 광양항을 비롯하여 전

국의 9개의 주요 항만을 거점으로 언제 어디서든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항만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하역기술 개발과 장비 현대화를 통해 각종 산화물, 규격화물 및 초중량 화물 등 연간 3,000만톤 

이상의 벌크 화물을 안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벌크 하역

항구명 부두 야적장(m²) 주요화물

부산항 BNMT 90,000 철재, 기자재 등

광양항 세방전용하포일반부두, 제품부두 420,000 COIL, 철판, 와이어로드, 잡화 등

포항항 7부두 28,754 COIL, 철판, 광석, 비철금속 등

울산항
6,7,8부두 15,442 수지, 광석, 비료, 기자재, 잡화 등

신항 부두 98,064 석유화학제품, 잡화 등

마산항 4부두 133,600 기자재, 중량물 등

군산항 GCT 3, 5, 7부두, 군장신항만 294,433 사료부원료, 목재류, 펄프, 활석, 롤페이퍼 등

동해항 석회석 부두 300,000 석회석

평택항 PDCT 311,300 사료부원료, 목재류, 잡화 등

목포항 대불(64, 65)부두, 신항 81,030 잡화, 철재류 등

사업 소개
Our Business

세방은 1965년 항만하역사업을 시작으로 54여 년간의 물류 노하우와 현재의 13개의 

항만거점 및 6개의 내륙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 하역, 보관 등의 전통물류 뿐아니라 콜드체인, 온라인 유통물류, 

베트남물류사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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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은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선박, 대형구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초중량물을 운송/설치하는 전문 기

업입니다. 중량물의 육상운송부터 해상운송 및 설치까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인력 그

리고 최적의 보유 장비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중량물

세방은 초중량화물 전문 운송장비인 모듈트랜스포터(총 192축)와 국내 최대 규모인 17,000톤급 바지(Barge)

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활대품 및 초중량물의 육상운송에서 국내외 해상운송까지의 일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육상 및 해상운송

세방은 영국의 KRAMO 사가 개발한 초중량물 설치전문 장비인 크라이밍 잭 시스템(Climbing Jack System)을 

이용하여 최대 7,200톤의 초중량물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사업 소개
Our Business

Business Overview

자체 시스템과의 연동과 관리가 용이한 자체 개발 IT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물류 정보 업데이트와 고객정보유출 

차단 등 편의와 보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Smart & Secure 물류를 실천합니다.

통합 물류 서비스

다양한 물류 경험과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 물류합리화를 바탕으로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방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물류프로세스 혁신, 시스템 개선, 물류비 절감 등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방의 3자물류는 고객의 핵심역량 집중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

력을 강화하고 무한경쟁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수출입 및 국내 운송, 보관 및 재고관리, 출하관

리, 포장 및 유통가공, 물류정보시스템, 물류 컨설팅 등 모든 물류 서비스를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

5 3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생산공장

제품창고

국내판매 수출판매

육상운송배송/회송 통관포장/가공 하역물류센터 해운/항운수송

집하

국내조달 수입조달

운송 육상운송 통관 하역 해운/항운

자재창고

명칭 소재지 CY(m²) CFS(m²) 처리실적(TEU)

부산 우암 CY/CFS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9,849m² 9,813m² 42,212

세방부산신항물류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49,680m² 20,800m² 55,451

감천 CY/CFS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1,208m² 11,898m² 18,697

용당 CY/CFS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6,755m² 7,823m² 22,736

부산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33,058m² - 61

부산 철도 CY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7,181m² - 53,705

중부 ICD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4,360m² - 13,219

의왕 ICD 경기도 의왕시 이동 46,066m² 11,998m² 136,615

광주 철도 DEPOT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7,443m² - 41,546

전주 철도 DEPOT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794m² - 26,073

군산항 CY 전북 군산시 소룡동 14,830m² - 10,000

울산 DEPOT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7,144m² - 3,235

인천 세방 보세창고(CFS)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16,529m² 2,340

항만하역, 운송과 더불어 종합물류 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방의 보관사업은 대규모 CY/

CFS, 물류센터, 풀필먼트센터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환적, 집화, 수배송의 역할을 하는 등 고객에게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3개의 수도권센터를 중심으로 48,354㎡의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상온/저온 화물의 보관에서 

입출고까지 고객의 화물에 대한 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방은 2019년 초부터 

운영 중인 수도권3센터를 구축하여 12,879㎡의 저온창고 시설을 기반으로 콜드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연간 728,000 TEU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방은 전국 16개 주요 항만 및 내륙거점을 중심으로 

CY(Container Yard)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CY는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로 최적의 

상태로 컨테이너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최상의 컨테이너를 제공하여 고객의 화물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송하고 있습니다.

CY 

(Container Yard)

동양 최대 규모의 광양 LME지정창고를 비롯하여 부산지역 용당, 감천 그리고 부산신항에 위치한 지정창고를 통

해 연간 20만톤 규모의 LME를 보관 및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인 트레이더와 전

략적 제휴를 통해 LME지정창고를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부산과 광양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확

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ME 

(London Metal Exchange)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및 기타 벌크 화물까지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책임지는 CFS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최

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최상의 운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운송과 연계한 경인ICD내 의왕CFS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고객의 수출입 보세화물의 통관 및 수배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우암 

및 용당CFS 또한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환적, 집화 및 수출입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안성수도권 1센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50

연면적 : 20,015㎡

안성수도권 3센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2

연면적 : 23,670㎡

● CY/CFS 현황



2020 세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SEBANG SUSTAINABILITY REPORT20 21

Business Overview

사업 소개
Our Business

국제복합물류서비스

물류센터 운영 • 보관(일반/보세화물) • 입·출고 및 상·하차 • 재고관리 유통/포장

운송 • 베트남 내 수·배송 • 수출입 운송 - CNTR, LCL • 보세화물 운송

IT지원 • 실시간 물류정보 조회(WMS/OMS) • 세관신고시스템(E-CUS) • 회계관리시스템(FMS)

포워딩 • 국제물류 (해상/항공) • 통관 및 검역 • 수·출입 위탁 - 서류작성 및 관리

4PL 컨설팅 • 전문 물류 컨설팅 - 물류 컨설팅 • 토탈 아웃소싱 수행

세방비나의 해외복합물류 솔루션

KOTRA • 사업 통한 기업 모집 • 세방비나와 수출기업 주선

한국 수출기업 • 하노이 진출 희망 기업 • 물류파트너 필요 기업

세방비나 • 물류대행 및 컨설팅 •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2019년 10월, KOTRA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하노이 공식 물류업체로 선정

하노이 지역 대한민국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물류업무대행 및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국제물류, 통합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한 최적의 물류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내 수요가 높은 보세창고(3,167㎡)와 항온 보관시설(298㎡)을 포함한 물류센터 운영부터 운송-IT지원-

포워딩-4PL 컨설팅까지 고객을 위한 빈틈없는 국제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방비나는 세방의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5년 1월에 설립한 투자 법인입니다. 신흥 동남아 대표 국가로 

급부상한 베트남 북부지역 흥옌성 포노이 B공단 지역에 2016년 11월 전천후 물류거점을 구축하였습니다.

8 SEBANG 
 VINA

• 하노이 본사 중심으로 호치민 지사와 하이퐁 사무소에서 포워딩 서비스 제공

• 흥옌지사의 KOTRA 공식 지정 자가물류센터 기반으로 제 3자 물류 수행

• 컨테이너 해상화물, LCL, 항공화물, Bulk, Project Cargo 등 취급

• 10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00여 품목의 수입허가 및 통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통관 서비스 제공

베트남 하노이 
물류센터

세방은 2019년 초 신축된 최신의 냉장/냉동 전용 물류센터와 신선식품에 특화된 콜드체인운송 전용장

비 그리고 다양한 콜드체인 전담 수배송차량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콜드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669㎡ 면적의 냉장/냉동 전용 물류센터에서는 고객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세방의 콜

드체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신선식품의 집하부터 입출고까지 최신의 관리시스템과 최적의 물

류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6 콜드체인

콜드체인(Cold Chain)이란 온도 제어공급망과 관리기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온도에 민감하고 부패하기 쉬운 소

비재의 제조와 가공, 보관, 운송 및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산업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방은 냉동냉장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당사의 일반적인 온도제어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냉동냉장 물류센터는 일반 상온창고보다 각종 정밀한 기계설비가 수반되며, 농수산물과 식료품 외에도 의약품

과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보관하며 이에 맞는 설계와 시설,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정온 수송을 위한 리퍼(reefer) 차량을 다수 보유, 운영 중이며, 무선중계기를 통해 온도를 관리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유 인프라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bout Cold Chain

◎ 온도제어 유형

2017년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를 시작하여 연간 200만건 이상의 물량을 관리/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 수도권 1, 3센터를 시작으로, 인천남동센터, 부산SBNL센터 등 주요 항만과 내륙 기지를 거점으

로 풀필먼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고, 피킹/패킹, 택배 발송 등 전반적인 유통물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전용 풀필먼트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사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기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운송 및 CY/CFS 작업을 연계수행하여 일원화된 물류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7 온라인 
 유통물류

0

17~22℃

-35℃ 이하

냉동육,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등

냉동육, 
냉동어 등

-18℃

유제품, 청과류, 
곡물류, 약품류 등

-2~5℃

냉방
(Air Conditioning)

급속냉동
(Deep Frozen)

일반냉동
(Frozen)

일반냉장
(Chilled)

•사업 통한 기업 모집

•세방비나와 수출기업 주선

•하노이 진출 희망 기업

•물류파트너 필요 기업

•물류대행 및 컨설팅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한국 수출기업 세방비나

KOTRA

세방비나의

해외복합물류

솔루션

기존 일반계약 100% 물류비 화주부담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통한 계약 50% 화주부담

(KOTRA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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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트워크 해외 네트워크

Business Overview

세방은 전국 항만 거점 12개 점소 및 주요 지역에 내륙거점 및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종합물류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 세방비나는 세방그룹의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5년 베트남에 

설립된 투자법인으로 북부 흥옌지역에 물류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합작 투자를 

바탕으로 팍트라 세방비나 운송법인을 운영 중입니다.Logistic Network Logistic Network

구분 업무

하노이 Head office 법인관리, 포워딩

흥옌 Branch office 창고운영, 통관, 운송, 물류컨설팅

호치민 Branch office 포워딩, 보관, 통관, 운송, 물류컨설팅

하이퐁 사무소 통관, 운송

법인 소재지

세방비나 하노이

팍트라 세방비나 호치민

● 물류센터 업무● 베트남 현황

항만 부두 항만 부두

부산 BNMT 목포 대불(64, 65)부두, 신항

울산 신항부두, 6, 7, 8부두 마산 4부두

인천 INTC(북항) 군산 GCT 3, 5, 7부두, 군장신항만

평택 PDCT, PTOC 동해 석회석 부두

광양 세방전용하포일반부두, 제품부두 삼천포 유연탄 부두

여수 중흥부두, 중흥CY 당진 유연탄 부두

포항 7부두 하역면허보유 항만 : 13개

● 세방㈜ 전국 네트워크 현황

● 물류센터 / 철도거점

물류센터 안성물류센터, 황금물류센터

의왕물류창고, 포항문덕창고

동해물류창고, 광주물류센터

울산물류창고, 마산물류창고

군산물류창고, 부산신항물류

내륙거점 광양 철송장, 의왕ICD

양산ICD, 구미Depot

전주CY, 중부ICD, 부산진CY

우암CY, 전주 철도Depot

용당CY, 광주 철도Depot

물류시설 

연면적 1,135,403㎡

GANGWON

본사

의왕
물류센터

의왕ICD

평택PDCT,
PTOC

당진 한전부두

안성 수도권물류센터

중부ICD

군산 
3,5,7부두

전주철도 DEPOT

구미 DEPOT

양산ICD

마산 4부두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삼천포 
한전부두

광양
물류센터

광주
물류센터

목포 대불부두

광주철도 
DEPOT

광양항

여수항

동해 석회석부두

포항 7부두

울산 6,7부두, 
신항부두

인천 INTC

항만거점

물류센터

내륙거점

세방비나

팍트라 세방비나

HANOIHANOI

HAIPHONGHAIPHONG

DANANG

VINH

NHATRANGNHATRANG

DALAT

QUINHONQUINHON

CANTHOCANTHO
VUNGTAUVUNGTAU

HOCHIMINHHOCHIMINH

CAMBODIA

THAILAND

LAOS

하이퐁 사무소

본사

사무소

흥옌 물류센터

하노이 본사

북부

남부

● 베트남 법인

본사

의왕
물류센터

평택PDCT,
PTOC

당진 한전부두

안성 수도권물류센터

중부ICD

군산 
3,5,7부두

전주철도 DEPOT

구미 DEPOT

양산ICD

마산 4부두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삼천포 
한전부두

광양
물류센터

광주
물류센터

목포 대불부두

광주철도 
DEPOT

광양항

여수항

동해 석회석부두

포항 7부두

울산 6,7부두, 
신항부두

인천 INTC

하이퐁 사무소

본사

사무소

흥옌 물류센터

하노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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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체인에 온도 관리가 중요한 이유

20%

콜드체인 과정에서 상품이 

손상되는 비율

평균 4~15days

제조시설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물류시간

평균

콜드체인 물류과정에서 온도 관리 능력은 

특히 아이스크림, 냉동/냉장육, 유제품과 의약품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New Growth Engine

세방은 보관, 하역, 운영의 전통물류 사업을 넘어 온라인 유통시장을 연계로 한 물

류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약 35개 셀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월 10만 건 이상의 B2C 

포장 및 합포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셀러 전용 풀필먼트센터 신

축 및 이커머스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아이템

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셀러 
물류대행
E-Commerce Business

● 전통적인 물류창고와 풀필먼트 센터와의 차이점

구분 Warehouse Fulfillment Center

목표 흐름 최대화 서비스만족 최대화

입고단위 Pallet Box

출고단위 Box 낱개(PCS)

서비스 대상 유통, 대리점 일반고객

운영특성 상당부분 계획적 불확실

주요설비 컨베이어 벨트, 분류기 자동화 설비(WCS)

주요서비스 활동

· 온라인 유통(B2C, 홈쇼핑)에 필요한 모든 물류관리 서비스 제공

· 입고상하차, 제품보관, 재고관리, 부자재(포장재)관리, 송장관리, 피킹/패킹, 택배출고, 교환/반품 등의 온라인 유통 물류 전반 서비스 제공

· 자체 개발 물류관리시스템(WMS) 무상 제공

· 물류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물류컨설팅서비스 제공

*세방은 콜드체인 전 과정에서 IoT 연계 온도관리를 통해 물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물류시간을 단축시킵니다. 

● 세방의 E-Commerce 전략

•직매입 따른 상시 재고보유

•고객오더 시 신속배송 가능

•50년 이상 종합물류서비스 

   기업

•상장사의 브랜드 파워

•신뢰 기반의 고객가치 창출

•시중대비 저렴한 판매가 

   제공가능

•E-commerce 3PL 대행 

   역량보유

Logistics
Infrastructure

Brand 
Credibility

Competitive
Price

Quick Delivery 
Service

풀필먼트란?
풀필먼트(Fulfillment)서비스는 주문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IT, 물류기술과 

노하우의 총집합체이며 E-commerce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는 대고객 서비스 만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풀필먼트 

센터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표준화, 플랫폼 지원 등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운송
Cold Chain

세방은 2018년 1월부터 평택에 위치한 냉동·냉장물류센터 시범운영 이후, 안성에 

상온 및 냉동·냉장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센터를 착공하면서 콜드체인 시장에 본격

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적정온도관리가 중요한 식음료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 니즈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센터

2019년 1월 준공된 수도권 3센터는 총면적 23,802㎡의 상온과 저온 설비를 갖춘 복합

콜드체인 물류센터입니다. 23,802㎡ 규모의 상온과 저온 창고를 활용하여 조달, 수배송, 

컨테이너운송 등 세방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운송부문과 연계한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구

성하였습니다.

냉동/냉장 창고용 모니터링 시스템

입출고 현황

냉동/냉장 창고용 모니터링 시스템

냉동/냉장 창고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12개 냉동/냉장 셀의 온도, 입출고 현황 

및 재고 적치율을 시각화 대시보드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화주에게 제공함

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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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rowth Engine

신재생에너지 
사업
Renewable Energy
Business

세방은 친환경 녹색물류기업을 추구하며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 설비 확

충 및 운영을 통해 저탄소 항만 인프라 구축(GREEN PORT)과 범국가적 차원의 이

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방은 건설사업부를 운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 광양항 태양광 사업 3MWh급 태양광 발전 첫 사업

(임대)을 개시하고, 2018년부터 부산신항물류센터 태양광사업 1MWh급 및 ESS, 

광양항 태양광발전소(4개소) 4.5MWh급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발전 용량

태양광 ESS

SBNL 태양광발전소 1.0[MWp] 3.0[MW]

SOLVIC 2호(광양 배후부지) 0.7[MWp] 1.9[MW]

SOLVIC 1호(광양 롯데) 2.0[MWp] 5.8[MW]

SOLVIC 3호(부산 동방) 1.5[MWp] 4.6[MW]

SOLVIC 4호(울산 신항) 0.7[MWp] -

SOLVIC 5호(광양LME) 0.4[MWp] -　

기온 재원 차별화 가스배출 목표 책임 분담 점검 방식 기후변화 피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온도 
상승. 
1.5도 이하 
위해 노력

선진국.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지원. 지원액 
2025년 갱신

선진국, 
지속적으로 
앞장서야. 개도국 
점진적 노력

가능한 빠르게 
배출 감축. 
2050년부터 급속 
감축

선진국 재원 
제공 의무. 그 외 
자유의사 따라 
원조 제공

이행여부 5년마다 
점검. 가입국에 
협약 갱신과 강화 
통지

기후변화 
취약국은 손실을 
방지·최소화·
거론 할 필요성 
인정

2015 파리 기후변화협약 현장

태양광발전소

2020년에는 기존 광양, 울산등 자사창고는 물론 부산등 타사창고에도 추가 운영 계획

이 확정되어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주력할 예

정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 자발적 동참

2015년 12월 12일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세계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탄소배출 

저감 등 195개국의 지지와 국내 탈원전 정책, 클린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의 주 목표는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방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인 녹색물류와 더불어 전국의 물류센터에 Roof Top Type의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준공된 광양항 태양광발전소(SOLVIC 2호)

● 태양광 발전 현황

연간 발전량

2018년

469
MWh

2020년(예상)

4,100
MWh

2019년

1,340
MWh

발전량에 따른 나무심기 효과

1
4
,9

2
7

5
7
,5

7
6

1
8
8
,0

6
8

2018 20202019

* 비고 연도별 누적그루, 31.82그루/MW로 

산정함.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국내 발전량의 20%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7.0%

10.5%

20%

13.3GW

27.5GW

63.8GW

2016 20302022 2016 20302022

● 파리 기후협약 핵심사항
※195개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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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체계

세방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당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UN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를 위한 사

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SDGs는 UN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

야 할 사회 과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공공, 사회, 개인(기업)의 세 부문에 걸쳐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방은 기업 전략과 국제적 우선순위가 연결되도록 공유

가치 창조, 책임있는 비즈니스 실행,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립하여 기업과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대성 평가를 통한 핵심이슈를 선별해서 관리하며, 공정거래 준수 등의 윤리경영을 

통해 책임있는 비즈니스 실행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및 법규준수, 신규사업 진출, 온실

가스 저감활동 등이 해당합니다.

책임있는 비즈니스 실행

공유가치 창조

Focus SDGs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해 업무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수혜자 욕구조사를 통한 사업을 진행

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Focus SDGs

공유가치 창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태양광 사업, 식품 손실(food loss)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드체인 사업 등의 활동이 해당합니다.

Focus SDGs

● 지속가능경영 전략

기업이념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인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공유가치 창조
책임있는

비즈니스 실행

지속적인
사회공헌

공유가치 창조

비즈니스와 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책임있는 비즈니스 실행

중대이슈와 윤리경영을 토대로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실행한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목표 7.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목표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9. 

혁신과 인프라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

Sustainable Structure

지속가능경영 조직

세방의 지속가능경영 조직은 본사 경영관리본부 중심으로 각 사업부 및 사업장이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진과 소통하고 있습니

다. 또한 세방이의순재단과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도모하여 지속가능경영, 사회적책

임경영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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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소통채널 온라인 •홈페이지

•SNS(블로그)

•언론사

•그룹웨어

•신문고

•이메일레터

•홈페이지

•SNS(블로그)

•홈페이지

•SNS(블로그)

•홈페이지

•SNS(블로그)

오프라인 •주주총회

•IR기업설명회

   (타운홀미팅)

•기업탐방대응

•경영설명회/경영실무

   위원회/경영워크샵

•노사협의체회의

•안전협의체회의

•상생협력 간담회

   /경진대회

•고객만족도 조사 •지역협회활동

•사회공헌활동

이해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인터뷰

세방은 신속·정확·안전한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적합한 물류 솔루션 제공을 위해 IT 시스템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문화에 내재화시켜 전 직원들이 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

습니다. 연말 벼룩시장 모금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부, 안전한 일터 조성과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 등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본업을 디지털전환을 통해 고객들의 삶에 큰 기쁨과 이익을 주

는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환경적 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

없이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고객

한국남동발전㈜ 

박채영 디지털혁신부장

세방은 협력사 특성에 맞는 화주별 운송을 배정하고 관련 전산 운용시스템이 잘 연동되어 

있어 업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 업무와 관련된 업체와 더 많은 전산 연동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좀 더 많은 소통과 협력

사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방기업이나 협력사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

움 속에서 서로가 상생하여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사

허브로지스틱스 

구진성 운송부 대리

세방은 물류업체 최초 AEO AA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전 사업장 KOSHA 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과 더불어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한 전략적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발효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및 실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방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IT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더욱 성장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

책에 기여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도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나아가 우수 협력사 

발굴 및 지원, 협력사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

축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세방㈜ 

김근영 본사 총무팀장

세방은 물류기업으로서 운송과정에서 다량의 경유를 사용하는 환경적인 임팩트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관리에 보다 역점을 두어 환경영향을 줄이고 

생산비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항만 하역, 운송, 중량물 설치 과정에서의 안전 

리스크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방의 CSR전략과 

시스템이 종속회사 및 관계사에 선의의 영향을 미치도록 전체 공급망에 있어서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속가능경영 조직화를 위해 별도의 위원

회 설치를 권고해 드립니다. 

현재 윤리경영, 녹색물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수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주원 CSR 경영센터장

세방은 2013년에 광양항 최초로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하포일반부두의 운영사로 선정된 

이래, 광양항의 일반 화물 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작업 공정을 구축하

며, 지역 인재 채용에 힘쓰는 등 지역의 대표적 인프라인 광양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믿고 찾아오는 광양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내 크고 작은 협력업체들과 이익을 적절히 

분배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ervice network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

수광양항만공사에서 상생구매센터와 지역내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내 중소기업과 협력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광양 항을 Clean Port로 만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활동과 투

자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역 사회에서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길인환 前 운영본부장

Sustainab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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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리스크 관리세방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이슈를 선별하기 위해 당사 비즈니스 영향과 이해관계

자의 관심도에 따른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

(Pool) 구성, 사내정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동종업계 분석 등을 통해 진

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32개의 이슈 중에서 우선순위 결과를 토대로 핵심 이슈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비즈니스 내·외부를 둘러싼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여 안정적인 경영활

동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비상 위기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특정에 

따른 위기 대응TF를 구성하여 사전시나리오 수립, 사후 대응 점검을 통해 리스크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 관리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영진은 재무담당자들과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2020년 3월 16일~24일 사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이슈 별 중요도 

선정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2개 이슈에 대해 중대성 매트릭스 도식화 하였고, 보고서 해당 파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10개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경제적 성과,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등이 핵심 이슈로 분류되었습니다.

순위 핵심 이슈 해당 페이지

1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41~43, 63

2 경제적 성과 12, 13, 78, 79

3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73~75

4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34, 35

5 신규사업 진출 26~29

6 물류 서비스 품질 강화 47, 48

7 사회공헌활동 57~61

8 에너지 사용 관리 67~68

9 온실가스 저감 69~71

10 윤리경영(반부패, 반뇌물) 41~43, 63

● 리스크 관리 요소

● 재무 리스크 유형

● 핵심 이슈 순위

구분 주요 요인

재무적 환율, 원가, 금리, 공시(주가/IR)

비재무적 안전사고, 공정거래, IT시스템 장애, 재난·재해

구분 주요 요인

시장리스크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얘기하며 외환위험과 이자율 위험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외환위험 관리를 위해 외화채권에 대하여 환노출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으며, 이자율 노출에 대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 갱신, 대환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중입니다.

신용리스크

신용위험은 채무자의 지급불이행 위험을 의미하며, 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부실징후 조기인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신용위험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전 거래처에 대한 

주기적 신용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계획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예금과 당좌예금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본리스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주요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재무안정성지표 관리 및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대응지침 및 시나리오 수립

•사전, 모의 훈련 및 교육

•대응 우선 순위 점검

•위기 대응 실행

•�기회손실비용, 인명피해 등 

위기요인 식별

•�대응 점검 후 전략 수립 및 

수정

예방활동 대응활동리스크 인식 사후관리

재무적 리스크 관리

Sustainab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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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3단계

이슈 풀 구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사내외 이슈 등을 

토대로 당사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진행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동종업계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이슈 도출

당사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결과에 따른 핵심이슈 

10개를 도출하였습니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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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사고

세방은 매년 각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안전사고에 대비토록 사고 유형별, 사고조

사, 복구지원 및 사고예방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별 ‘불시 비상대응훈

련’을 실시하여 환경, 안전 및 소방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모든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계약에 있어

서 표준계약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나

아가 사내감사를 위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수 및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T시스템 장애 및 복구

전산 재해 복구 전략

시스템 장애, 사이버테러 및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주정보시스템, 통신 설비 등

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중단으로 인한 다양한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세방은 전산 재해 발생시 복구 프로세스에 따라 상황파악, IT업체 협업, 네트워

크 재구성 및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 재가동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

이고 단계적인 데이터 백업관리로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센터(DRC: Disaster Recovery Center) 구축

전산 관련 비상상황 발생시 데이터 긴급 복구를 위해 세방 R&D센터 내 별도의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항만하역, 물류운송 등을 수행하는 세방은 급작스런 재난, 재해 상황에도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본사의 비상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사,점별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 대응 플랜을 매년 불시 훈련하고 상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

습니다.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 데이터 백업 정책 및 운영

◎ Backup Process

1차 
백업

*백업시간 : 매일(24:00)

*백업주기 : 일주일 단위서버

2차 
백업

*백업시간 : 매일(02:00)

*보관주기 : 2주 분량*VTL서버

*보관시간 : 매일(16:00)

*보관주기 : 2주 분량

*보관장소 : 신한은행Tape 백업

*VTL(Virtual Tape Library) : 가상테이프 저장 장치

*DLP(Data Loss Prevention) : 데이터 유출방지

*신한은행 기업용 대여금고에 Tape 보관

Sustainable Structure

● IT시스템 장애 요인

RISK

•홍수, 지진, 번개 등 자연재해

•기반시설 재해

•시스템 장애/재해•사이버 테러

•운영관리 위험

•테러, 전쟁  •쟁의/분쟁  

•파업   •규제 변화

•글로벌 시장경제

•협력사 및 공급사 상황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업이미지 손실

업무 중단 시 기업 

이미지에 중대한,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향후 

영업기회 및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침 

업무 중단 시 계약, 

규제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벌금 또는 손해배상을 

초래함

업무 중단 시 연계업무 

등 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킴

업무 중단 시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해져 고객 

내부 업무 처리 및 

영업활동에 지장 발생

차량, 부품 등의 

B2B 세일즈 기회가 

손실되어, 업무 중단 

시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이 발생함

고객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고객 서비스 불가 

또는 서비스 수준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함

손해배상 발생
내부업무 

수행 지장 초래

글로벌업무

수행 지장 초래
영업기회 손실 고객서비스 불가

● 전산 재해 복구 절차

비상복구

대책 수립

세방R&D센터

시스템설치 

준비작업

한국IBM 등

유지보수업체

지원요청

IBM Power 750

대체장비 수배/설치

(장비업체선정)

Network

재구성

4일차

종료

1, 2일차 3일차

시작

시스템 가동

최근 Backup

Tape Pickup

시스템

Setup & Test

Backup Tape 이용

복구작업 실시

사용자 환경 구축

가동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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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인사팀

기업지배구조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이사회 구성

세방의 이사회는 2020년 3월 말 현재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회 내에는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세방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내 제일의 종합물류 기

업이 되고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 또는 재적이사 3분

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2019년에는 총 5번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6

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사내·외 이사의 출석률은 100% 입니다.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세무, 회계전문가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회의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정보 접근 및 업

무집행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총 5회

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와 보상

이사의 보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사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

으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직책, 업무의 성격, 업무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지급현황

(단위: 백만 원, 2019년 12월 기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인원수

5 3

보수총액

2,062 89

1인당 평균보수액

412 30

Sustainable Structure

윤리강령

1. 고객 존중의 경영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권익 보호

2.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공동번영

•금품, 접대 등의 수수금지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3. 주주 존중의 경영

•주주 이익의 보호

•경영정보의 공개

4. 임직원의 기본윤리

•명예와 품위 유지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정보보호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임직원의 책임

5. 준법과 사회적 책임

•법규의 준수

•건전한 기업활동

•사회적 책임

•정치활동 금지

6. 윤리강령 준수 의무

•법규의 준수

•건전한 기업활동

•사회적 책임

•정치활동 금지

윤리경영 조직

세방은 감사위원회 산하 윤리경영팀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윤리경영을 적극

적으로 운영합니다. 윤리경영팀은 금전·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직권 오·

남용 및 청탁행위,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윤리실천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보 받아 해

결하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진행 시 윤리경영팀 내 변호사의 법

적 검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채용, 인권/양성평등과 관련한 부문은 인사팀에

서 동반성장과 환경, 안전 부문은 총무팀에서 운영합니다.

공정채용

감사위원회

Main Control

동반 성장인권, 양성 평등 환경, 안전

윤리경영팀

부패방지

● 윤리경영 운영조직

성명 구분 담당업무 주요경력

이상웅 사내이사 경영총괄(회장) •세방전지㈜ 부사장(1990년)

•세방전지㈜ 대표이사 사장(1999년)

•세방㈜ 대표이사 사장(2000년)

•현 세방그룹 회장

최종일 사내이사 경영총괄(상무) •세방㈜ 인천지사장(2014년)

•세방㈜ 수도권지역본부장(2017년)

•세방㈜ 영업본부장(2018년)

•현 세방㈜ 대표이사

이지훈 사내이사 경영관리본부장 •세방㈜ 재무회계팀장(2013년)

•현 세방㈜ 경영관리본부장

김정호 사내이사 전략기획본부장 •세방㈜ 전략기획본부 인사팀장(2014년)

•회장비서실 인재경영팀장(2016년)

•현 세방㈜ 전략기획본부장

김용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국세청 운영지원 과장(2009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09년)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감사위원(2016년)

•현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감사위원

•현 민우세무법인 대표이사,회장

류지성 사외이사 감사위원 •중구청 보육위원회 위원(2007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2013년)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정대 사외이사 감사위원 •기획예산처 경영평가위원

•전 (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

•현 (재)다일복지재단 감사

•현 한울회계법인 대표

● 이사회 구성 현황
(2020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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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표준계약 추진 로드맵

비 표준화된 계약 관리 체계

~ 2019년 상반기

•계약 유형 및 주체별 계약 방식 혼재

   - 견적서 형태, 전자 계약 시스템 상이

•계약 담당자 노하우에 의한 계약 관리 방식

   - 담당자를 제외한 계약 상세 내용 정보 단절

•전사 계약 현황 정보 단절 가능성

표준 계약 관리 체계 도입

2019년 하반기

•구매 유형 별 표준 계약 프로세스 구축

•계약 관리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시간 전자 서명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계약 서명 프로세스 구축

•사내 각종 관련 규정 정비 또는 개정

전사 표준 계약 관리 체계 확립

2020년 이후

•전사 모든 용역, 화주와의 계약 적용

•계약서 작성 및 변경 이력 관리 분석

•�계약 기반 발주 및 대금 청구 적정성 

모니터링

•�표준 계약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도 제고

구매 계약 관리 체계 성숙도 High

High

Low

계
약 
관
리 
영
역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와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 제3자의 행동규범 위반신고를 접수하

고 있습니다. 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용역 입찰 관련)에 대한 5건의 

법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세방은 공정한 거래를 시행하고 경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종업계,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공정거래 실시 및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를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리경영 실천

윤리경영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서 윤리강령을 제정, 공지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한 공정거래준수교육, 부정부패방지 교육 등 다양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교육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고 정기적으로 전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를 받는 한

편, 전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준수교육, 부정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 전 조직 구성원의 윤리경

영 가치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내부거래위원회를 발족하여, 내

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윤리경영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를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기업 SAP

社의 Ariba를 도입(2019.11)하여 내부적인 리스크 제거는 물론 협력사의 잠재적인 불이

익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 절차 확립

계약 현황 분석 체계 강화

공급업체 상생협력 강화

차별화된 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 경영

● 윤리경영 체계

계약 내용 변동에 따른 효율 최대화

•업무 담당자 변경

•계약 표준 절차 변경

•표준 계약서 변경

•필수 레퍼런스 정보 변경

규칙 준수 통제 및 위반 모니터링 강화

•계약서 내용 승인 관리

•계약서 내용 변경 모니터링

•계약 유형별 특이사항 모니터링

•필수 참고 레퍼런스 검토 여부 통제

리스크 Down

효율 Up

계약 유형별 

업무 표준화

시스템에 의한

계약 규칙 통제

계약 주기

관리 전자화

지속가능 경영 전략 실행을 위한

전자적 기반 시스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상생협력 모범 기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투명한 계약관리 체계 확립

업체관리
•지사(점) 포함 전사 계약 정보의 가시성 최대화

•효율적 우수 협력업체 분석/선별 관리 가능

상생협력

•투명하고 본사 정책이 철저히 준수되는 계약 관리

•상생 및 협력에 위배되는 계약 내용 모니터링

•물류 업계 내 상생협력 모범 기업으로 이미지 구축

이익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사례와 같은 필수 참고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법적 하자 및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 하는 간접 손해 최소화

Sustainab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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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고객만족을 위한 세방의 접근법

세방은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 여러 화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석

유화학제품, 전자소재, 자동차, 기자재 등 다양한 아이템에 대해 통합 물류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EO 인증 취득 및 IT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01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고객의 소리

세방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매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 납기, 가격 항목 별 세분화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가 낮

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다

양한 고객 의견 청취를 위해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

은 신속하게 파악 후 해당 부서를 거쳐 고객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인증 'AA'등급 취득 _ 업계 최초 3개 부문 동시 취득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세방은 동종업계 최초로 2013년 12월 보세구역운영인, 보세 운송업자, 하역업자 등 총 3

개의 분야에서 AEO를 취득한 이래 2020년 3월 현재 기준 전국 32개 AEO 인증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방은 2019년 12월 'A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

송업자, 하역업자 세부문에서 등급이 ‘AA’로 상향되면서 세방은 하역업자 부문에서 AA등

급을 보유한 최초의 기업이자 유일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AA' 등급 기업은 AEO 공인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 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

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법규 준수도, 수출입 안전관리, 내부통제관리 시스템 수준 상향을 위한 꾸

준한 관리 및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고객만족 강화 활동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고객 만족도 94.5% 93.6% 93.0%

설문 응답수 228건 186건 204건

●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 AEO 인증서

Our Society

하역업자 부문 보세운송업자 부문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 주요 성과

AEO 인증

동종업계 최초 ‘AA’등급 동시 취득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부문)

고도화된 화물 관리 시스템

Senter 4.0, IC-Pro AEO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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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화물 관리 시스템

사내 화물관리 시스템 개발 (Senter 4.0)

세방은 기존의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세화물 반출입 오류, 보세운송신고 오류들을 담

당자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조회할 수 있어 주요 발생원인, 오류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게시판’을 통해 법규준수도 

평가요소 중 하나인 중요사항 위반(과태료,주의, 경고등) 또는 화물이상사고(차량사고, 

화물의 분실/손상)등의 이상상황 발생 시 전결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대응, 예방활동에 

대하여 철저히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보고내역은 전 직원에게 그룹웨어 로그인 시 팝업

창으로 노출되어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상황에 대한 발생, 발생 원

인과 재발 방지 대책의 사내 공유는 자연스레 전사적인 신고 오류 감소에 따른 법규준수

도 상승과 차량사고 및 화물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통제평가프로그램(IC-Pro AEO)

IC-Pro AEO는 업무절차서 및 매뉴얼 상에 명시된 통제활동, 통제위험을 기반으로 화물

보관, 운송, 하역, 안전관리 등 평가 분야를 구분하고 30여 개 사업장 별로 1,000여 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시행됩니다. IC-Pro AEO의 특징은 단순히 AEO 공인기준 충족여부

를 평가하는 수단에서 업무 특성 및 절차에 따른 통제활동과 관세법 기타 고시의 준수여

부를 평가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평가는 사

업장 AEO 사후관리 시스템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셀러 물류대행 서비스 향상

세방은 다양한 물류 분야에서의 운영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별 전담 물류팀

을 배치하여 오배송, 오포장률 제로화를 통한 최상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창고관리시스템(WMS)을 통하여 고객 제품의 입고, 출고, 배송 

일련의 물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 재고관리에 편리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세방은 영업본부, 각 지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5명이 서비스 품질 관련 E-러닝, 직무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향후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현장 고객 접점 중심의 서비

스 품질 강화를 이뤄갈 예정입니다.

대외 인증

전 사업장에 ISO 9001 품질인증을 확보하고,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물류 행위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Our Society

정보 보안 체계

세방은 정보보안규정을 통해 정보의 오남용 방지,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안규정 위반자의 

관리에 대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

였습니다. 출입통제, 패스워드관리, 업무용 PC의 관리 등을 통해 화물의 반입·반출·보세

운송 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전산 장비와 통신회선을 이중화하여 시스템 및 화물 반출입 및 운송에 관한 정

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IT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서버 속

도 향상, 서버 구축비용 절감, 보안성 강화 등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정보 보안 점검 및 진단

세방은 고객 정보 관리 및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기 별 정보보호 활동 평가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사 부서별 담당자 지정, 정보보안 교육이수, 데이터 유출방지 시스

템 등 관리적, 시스템적 요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송 등 업무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위탁 받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수준을 점검하여, 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기에 한 번씩 전사 정보보호활동평가를 실시하여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보안 인식 제고 및 정보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전산시스템의 주기적인 백업, 암호의 관리, 사용자 별 계정관리 및 주기적인 정보기

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련 사고 사례, 개인 정보보안 수칙 안내

와 더불어 보안 관련 뉴스 등을 인트라넷에 게시함으로써 보안의식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AEO공인기준(4.7.1.1),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7조), 정보보안규정(제25조)

・ 평가방법 (정보보호활동평가서)

・ 평가기준

● 전사 정보보호업무 활동 평가

지사(점)별

자체평가 실시

정보보호활동평가서 

제출(점소별)

정보전략팀

개선사항 도출

미흡 점소

방문교육 실시

  정보보안 조직 구성/운영(점소별)

 IT자산 보안관리(PC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화물관리시스템, Senter 4.0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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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존중

+ 임직원을 위한 세방의 접근법

세방은 임직원의 발전이 곧 기업의 발전이라는 인식 아래,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 기

업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물류 전문가 육성, 각종 외국어 교육 등

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고 있습니다.

02

인재확보 및 지역 고용창출

세방은 인재상을 통해 세방그룹의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을 통

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 인재 채용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도전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 비즈니스 기본 소양 교육을 근간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해 2019년 총 71명이 물류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

직원에 대한 직무순환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지역별 신규 및 경력 채용현황

*계약직 포함.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광양 군산 창원 기타 합계

인원 13 23 3 11 7 1 13 71

● 인재육성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내용

계층별 역량 교육 · 신입사원 역량개발 및 승진자 과정
세방인으로서의 기본 역량 및 리더 수행 능력 배양

· 회사 및 직무소개 필수교육 · 리더십 교육

직무 역량 교육 · 물류관리사 및 물류 컨설턴트 양성과정

물류 비즈니스 업무 수행 능력, 직무 별 전문 지식 함양· 보세사 양성 과정 · GLMP 최고경영자 과정

· 온라인 직무교육 · 사내 강사 양성과정

조직문화 교육 · 비즈니스 매너교육
건전한 조직문화 및 비즈니스 기초 소양 배양

· 공정거래 역량강화 과정

글로벌 인재 교육 · 해외주재원 양성과정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어학 능력 개발

· 온·오프라인 외국어 과정

● 세방의 인재상

자기계발에 힘써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원

성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사원

도전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원

소통과 협력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원

신뢰

GOAL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Our Society

◎ 주요 성과

직무관련 주요 자격증 보유자

1,033명(중복취득자 포함)

고용노동부(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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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및 다양성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 진출 국가

의 법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 남녀 간의 차별, 국적 및 장애 여부에 의한 차이가 없으며, 다양성 확대와 

존중을 위한 인사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사회적 요구에 역행

하는 사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바로잡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성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 

결과인 업적 평가, 기업 가치 실현 및 태도에 대한 역량평가, 구성원 간의 다면 평가 결

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설

정, 중간점검,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다면평가제도 도입하여 기존의 Top-down식 평가에서 보다 공정

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Bottom-up식 다면평가를 통해 리더십의 역량을 파악

하고 직책자의 육성과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유연한 평가제

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또한 2020년부터는 지사장 등 직책자 선정뿐만 아니라 팀장급 직책자 선정에도 사

내공모제를 도입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직

책자 선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Our Society

임직원과의 소통

임직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월례조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임원과 구성원 

간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방 블로그 운영을 통해 세방 소식, 현장 소식 등

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평적인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내기자 제도

를 운영하여 업계소식, 부서간 이해도 증진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사내기자 운영

세방의 내부 조직 및 조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단은 사내 기자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매월 기사를 통해 

세방 현장의 모습과 물류 현안 및 트렌드를 취재하여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특

히, 지사점별 물류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를 소개함으로써 부서 

간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외 교육을 

● BLOG를 통한 소통(blog.naver.com/globalsebang21)

사내기자 운영

사내 경영설명회, 경영실무위원회

통해 기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기 회의를 통해 기사 주제를 선정하는 등 정확하고 유

용한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경영설명회, 경영실무위원회

세방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매년 경영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경영설명회 자리를 마련하

고 임직원 전체가 하나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 소속감, 연대감 강화와 더불어 공통

의 목표 달성을 위한 내재적 가치 공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매출구조, 원가구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각 부서별 의견을 

공유, 수렴하고 정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모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위기 경영 시나리오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멘토링 제도 운영

세방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신입사원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도하여 조기에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적으로는 우수 인재 

이탈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관 부서, 지점, 현장 방문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입사원의 입사 초기(1년 미

만) 퇴사자 수(2014년 21% → 2017년 5%)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9년 멘토링 종료 

설문조사, 신입사원의 92%가 회사와 조직문화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답했으며, 애사심

과 소속감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은 8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직장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은 91%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입사원 대상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

발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내동호회 운영

당사는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동호회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

습니다. 축구, 마라톤, 등산, 낚시 등 전국에 총 20여 개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80여 명의 임직원들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동호회 활

동을 위하여 매월 동호회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 운영

● 직무관련 주요 자격증 보유현황

구분 물류행정 253 재무
회계

31 건설 및 
건설기계

234 IT 外 합계

자격증명 물류관리사 보세사 기타 AICPA 外 건설 건설기계

보유자수 71 46 136 31 105 129 514 1,033

*중복취득자수 포함.

(2019년 말 기준)

사내동호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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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ciety

사내강사 프로그램

사내강사 프로그램

세방은 조직의 특성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직무별 실무내용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사

내강사를 육성하고 사내강의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전 임직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육성

된 사내강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물류특강을 실시하는 등 재능기부

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조직 자체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강연 

등을 진행하여 전사 정보공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구축

일반적으로 수직적 위계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문화는 ‘실수예방의 조직관리’를 요구합니

다. 반면, 수평적 위계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문화는 ‘실수관리의 조직문화’를 요구합니다. 

이 둘은 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실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조직 문화는 근본적으

로 ‘통찰하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을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4차산업혁명과 플

랫폼 시대를 앞둔 기업들에게도 큰 위기가 됩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삭막하고 답답했던 높은 파티션

을 제거하고 공기정화 식물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라운지 공간을 조성하여 소통

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노사문화

건전한 노사관계 

세방은 노사 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관련 노동법

과 ILO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방 노동조합은 1986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의결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사협의회에

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이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기업입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의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의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사례

발표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선정된 기업은 명실공히 노사화합에 앞장서고 있

는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사 커뮤니케이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노사협의 및 합의하

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며 작업환

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프로그램

세방은 각종 노사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열린 경영과 근로

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식

본사사옥 부산지사

● 세방의 노사관계 변천사

1965년 

세방㈜ 창립

물류기업 태동기

1986년

노동조합설립(기업별 노조)

협력적 노사관계형성기

2000년

산별 전환(민주노총)

노사협력 강화기

노사상생문화 구축

무분규, 협력적 상생 

노사관계 구축기

전사 체육대회

노사 한마음 행사

노사 워크숍

기업문화 진단

노사협력

Program

◎ 열린 경영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신성장 IDEA
공모제 시행

고충처리제도 
운영

전사 경영설명회 
실시

My Machine 
제도 운영

경영 현황 
정보 공개

열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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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동행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세방의 접근법

세방은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의 사회환원' 이라는 그룹사 세방이의순재단

의 이념에 따라, 단순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인 필요한 곳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야 말로 진정한 기업시민의 자세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3

사회공헌 추진체계

세방은 그룹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해 국내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 긴급구조 활동 등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이 직접 참여하고 기부하는 연말 벼룩시장,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사업, 임직원 봉사활동, 

긴급의료지원, 장학사업,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지원 등 사회공헌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

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세방이의순재단

세방이의순재단(이하 재단)은 세방그룹의 창업주 이의순 명예회장이 사회 공헌을 위해 설

립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2007년 설립 이후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사랑의 연탄

배달, 긴급의료지원, 장학사업,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업 및 개발도상국 저소득국민 지원, 긴급구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꼭 필요

한 복지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전략

사랑, 나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든다.

저소득 지원사업

복지시설 지원

긴급구호 활동

개발도상국 저소득국민 지원

● 세방이의순재단 캐릭터 [희망이]● 사회공헌 미션과 비전

Vision 1.

•    재단과 후원 기업의 강점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시너지

•    물류와 전지 등 후원자와 후원 기업의 강점을 

살린 활동을 통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사회공헌

•    기업 사회공헌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Vision 2.

•    수혜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통한 최대의 효과 도모

•    수혜자의 욕구 조사 및 사업 진행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가능한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 제공

Mission - 사랑, 나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든다.

Our Society

◎ 주요 성과

세방이의순재단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지원사업

희망 스위치 온 : 총 117 개소 지원(2008년부터 누적합계)

긴급구호 활동 :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코로나19 극복 지원

저소득 지원사업 복지시설 지원 개발도상국 저소득국민지원 긴급구호활동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사업

・신입직원 봉사활동

・보육원 스포츠 지원활동

・연탄봉사활동 

   - ’사랑의 온기배달’

・급식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외부연계 지원사업

・긴급지원 SOS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기타 저소득 지원

・희망 스위치 온

・복지시설 벼룩시장

・복지시설 배터리지원

・차량 지원사업

・복지시설 3D프린터지원

・긴급지원 SOS

・기타 복지시설 지원

・베트남 등 

   저소득국민지원사업

・ 국내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국가위기시 긴급 구호활동

● 세방이의순재단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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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희망 스위치 온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Our Society

제주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세방은 2019년 총 38백만원 상당을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으로 한림읍 서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물품지원,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물품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지원하는 등 총 12백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금액을 제주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 사용하여 지원활동 지역을 국내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직원 벼룩시장 모금활동

세방은 그룹사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약 15년간 매년 연말 벼룩시장을 열어 모금한 성

금을 기부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약 21억 원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했습

니다. 2019년에는 약 1억 2천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으며, 소방공제회, 지역아동센터, 노

인복지센터 등에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긴급구호 활동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재단은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산불피해 이재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필

수품 구호 물품을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지원 물품에는 다가오는 

여름에 맞춰 반팔 티셔츠, 손선풍기, 수건 등 다양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해 이재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세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단을 통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기부 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기부금은 대구 공동모금회와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동산병원에서 마스크, 방호

복 구매에 사용됩니다. 이번 기부 외에도 대구지역 전체 보육원을 비롯해 서울, 수반, 경기 

보육원 등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본사 및 각 

사업장에 정기적인 코로나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민 지원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까지는 NGO단체와 함께 지원을 진

행하며, 많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재단이 직접 저

소득 국민 지원을 위해 세방그룹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지역 초등학교에 임직원과 함께 봉

사활동 및 자전거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도에는 그룹 계열사인 세방전지와 FC바르셀로나 파트너십을 활용하

여 개발도상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저소득 아동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FC바르

셀로나 선수단 만남, 경기관람, 관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삶에 매우 큰 동기부여와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세방그룹이 진출해 있는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소득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희망 스위치온 사업 – 세방의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국가 

설립시설이 아닌 개인 시설에 국가의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센터는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

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기업 지원의 경우 책 지원, 일부 공간에 대한 지원

만 진행되며, 센터 전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세방그룹과 세방이의순재단은 2008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체 내부 인테

리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9월 강원도 동해시 꽃망

울 지역아동센터 '희망 스위치 온' 현판식에 이르기까지 총 117개소, 총 누적 사업비는 15

억 8천만 원으로 약 3,5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 희망 스위치온(Switch On) 사업은?

흙으로 덮여있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던 공간, 시공이 필요했던 노후화된 공간을

무대공연과 재능발표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 한결 밝아진 공간,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BEFORE AFTER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117개 

아동센터 지원 사업장 수

15억 8천만 원

지원 사업금액

3,500명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된 어린이

(기간 : 2008~2019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등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세방만의 지속적인 사회 복지사업입니다.

우선 공간이 많이 환하고, 밝아졌어요.

저희 아이들은 집보다 여기를 더 좋고 

편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꿈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대신해 

세방이의순재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꽃망울지역아동센터장 박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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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OR ONE, 

ONE FOR ALL

럭비정신으로 세계로, 미래로!

세방은 2015년부터 한국 럭비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방그룹 이상웅 회장은 (사)대한럭비협회회장으로서 세방그룹을 경영하면서 쌓은 경험

을 살려 협회 사무국을 재정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방의 정도경영 정신을 되새기며 

협회의 재정확충과 더불어 투명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가장 우선한 결과 감독과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정적 지원

에만 머무르지 않고 풍부한 해외기업인들과의 교류 경험과 국제적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당초 홍콩에서 개최되기로 되었던 아시아 예선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며 올림픽 본선 진

출이라는 극적이고도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 연기와 취소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럭비국가대표팀 창단 이후 96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은 그동안 유독 국내에

서 비인기 종목으로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스포츠인 럭비라는 종목을 대중들로 하여금 

주목받게 하면서 엘리트 스포츠로 대변되는 국내 올림픽 종목에 대해 생활체육 수준으로 

저변을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조명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굳건하게 땀 흘린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전체 럭비 협회 일원

들과 한 마음으로 정진하였습니다. 

세방은 더 나아가 한국 럭비의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럭비 선수들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강원도럭비협회와 

대학교 럭비팀 창단작업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럭비입문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태그 럭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방은 대한민국 럭비를 후원

하지만, 동시에 ‘ALL FOR ONE, ONE FOR ALL’로 대변되는 럭비 정신에서 가치를 찾

고, 코로나19과 같은 위기에도 차분히 하나로 뭉쳐 대응하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더 없이 

적합한 스포츠인 럭비의 부흥을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여러방면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도

록 노력할 것입니다.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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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사 선정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쳐 협력사를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송관리, 품질관

리, 환경·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한 분기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

사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취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협력사에 대해

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표준계약 프로세스를 구축하

여 보다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협력사 윤리서약

협력사 윤리서약을 통해 반부패 및 뇌물방지, 윤리경영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는 모든 거래사와 업무 계약 시 필수 사항이며, 이에 대한 준수는 상생문화의 기반을 이루

고 있습니다. 만일 거래 회사가 당사 임직원으로부터 위법·부당행위를 요구 받은 경우에

는 감사부서(세방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 또는 연락처 02-3469-0337)로 즉시 연락하

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협력사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여 품질, 안전, 동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의 고

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상생협력 경진대회

세방은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는 믿음을 가지고 매년 상생협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생협력을 통한 녹

색물류 활동, 물류비 절감, 프로세스 개선, 기타 운송, 보관, 하역 제반 관리 등의 모든 사례

를 대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기업에 대해

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 녹색물류경영을 포함한 당사의 서비스 품

질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전사적 상생 분위기 조

성 및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물류 상생협력 컨소시엄

세방은 기존 운송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구체적 협업 

방안을 구성, 실천하여 친환경물류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당사는 친

환경 녹색물류 구현을 위해 무시동 히터 장착, 에어스포일러 장착 사업 지원을 통해 에너

지 감축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위

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온실가스·에너지관리 지원

세방은 공급망 내 온실가스·에너지 저감 실현을 위해 협력사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산정 툴(Tool) 개발, 정보공유 및 교육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협력사 내

부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협력사 제품·서비스 구매액

(단위: 백만 원)

2017년 378,524

2018년 363,570

2019년 511,485

2019 상생협력 경진대회

「친환경물류 상생협력 컨소시엄」 협약

Our Society

협력사 상생

+ 협력사 상생을 위한 세방의 접근법

세방은 공정한 협력사 평가와 AEO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협력사에 대한 화주 수

출입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별 협력사 간담회 시행, 협력사 실무자 교육, 수출입 업무 및 사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매해 협력사 대상 간담회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

시하여, 차량 및 화물사고를 감소시키고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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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2019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교통안전공단 주최(2018년)

친환경물류 상생협력 컨소시엄 협약 체결

● 온실가스·에너지 지원 체계

운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저감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에너지 저감 기술 선별 및 적용 지원

•    상생협력 체계 정립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협력기업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역량 강화

• 에너지 검토 지침서 개발 지원

•    온실가스 산정 Tool 개발 및 산정 지원

•    에너지 검토 지원 등

협력기업 내부 전문가 양성

• 녹색물류

• 에너지경영 및 관리

•    온실가스

•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Supply chain) 경쟁력 강화

협력기업의 지속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기반 마련

협력기업

내부 역량 강화



ENVIRONMENT
66  ●  녹색물류

72  ●  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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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 비전 및 전략

세방은 경영 활동 전 과정(Life Cycle)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

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전과 세부 추진 전략을 전사에 적

용하고 있습니다. 세방은 녹색물류 비전 및 전략을 통해 당사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사슬(Supply Chain) 내 협력기업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

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협력기업과의 상생 협력

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 감축 활동 전개,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적합성 확보 및 전문가 육

성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녹색물류 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지위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녹색물류 조직

세방은 녹색물류 활동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CEO 산하 경영관리본부 내 녹색물류 

경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물류 경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녹색물류 

전담팀,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 조직과 협업하여 녹색물류 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녹색물류 비전 및 전략

P(Plan)-D(Do)-C(Check)-A(Act) 

기반 강화 활동 전개

성과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질적 성장 기반 확보 

감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및 성과 

관리를 위해 협력기업과의 협업 강화
지속가능경영 전략

책임 있는 

비즈니스 실행

녹색물류 세부 전략 1. 관리 기반 구축 강화

• 체계적인 녹색물류 추진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강화

• 온실가스 Risk 경감을 위한 기반 구축_에너지 관리 IT화

• 공급사슬(Supply Chain)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활동 전개

녹색물류 세부 전략 3. 전문가 양성

• 실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    협력기업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 활성화

녹색물류 세부 전략 2. 감축 활동 추진

• 주기적인 에너지 감축 활동 전개

•    효율적인 에너지 감축 달성을 위한 협력 기업과의 

상생 활동 강화

•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활성화

세방 임직원은 세계를 무대로 인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Vision : Global Moving Network

Environment & Safety

녹색물류

+ 녹색물류에 대한 세방의 접근법

세방은 물류사업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전사 및 공급망 내 협력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물류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효과를 인정받았으며, 환경경영시

스템(ISO 14001)을 환경경영 추진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 녹색물류 조직

위원장

전담부서

인천지점

목포지점

울산지점

창원지점

동해지점

당진지점

포항지점

삼천포지점

광양지사

경인지사

군산지사

부산지사

지원부서

녹색물류 

경영위원회

CEO

CFO

총무팀 시스템 지원

(E&S GLOBAL)

◎ 주요 성과

국토교통부(2017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획득

2019년 전환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3,617 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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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 Safety

● 녹색물류 중장기 계획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녹색물류 활동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Risk 경감 및 선도적인 녹색물류 기업으로의 도약
Goal

확산기

(2019년~2023년)

•    주요 협력사 대상 온실가스 기반 

확립 지원 및 에너지 저감 활동 진행

•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고도화

• 내부 전문가 양성 지원

기반 구축기

(2014년~2018년)

•    녹색물류 추진 기반 확립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기반 구축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고도화 검토(기간계 

시스템 분석, 시스템 요건 정의 등)

• 에너지 저감 기술 검토 및 추진

• 내부 전문가 양성

정착 및 고도화기

(2024년~)

•    전체 협력사 대상 녹색물류 활동 

확산 및 지원

•    협력사와의 녹색물류 상생활동 방안 

수립지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송부문에 맞춰 2030년 배출전망

치(BAU) 대비 9.3% 감축 목표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매월 화

물자동차 연료, 전기 사용량 등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

량을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내 등록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총 배

출량은 25,936tCO
2
eq로 직접배출(Scope1)의 경우 고정연소 341tCO

2
eq, 이동연

소 20,177tCO
2
eq,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5tCO

2
eq이며, 간접배출(Scope 2)의 경우 

5,413tCO
2
eq입니다. 고정시설 배출의 경우 13개 지사점  총 39개 점소의 도시가스

(LNG) 및 등유 사용량 등에 따른 것이며, 이동시설 배출의 경우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

터 2019년 배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 배출량(tCO
2
eq) 직접 배출량(tCO

2
eq) 간접 배출량(tCO

2
eq)

2017년 26,098 22,335 3,763

2018년 25,857 21,955 3,902

2019년 25,935 20,523 5,412

● 배출량

*본 배출량은 직접배출(Scope 1) 및 간접배출(Scope 2)만 포함하였으며, 소수점 차이로 인해 정부에 보고된 배출량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2019년 계획 2019년 성과 2020년 목표

에너지 사용량(TJ) 413 404 408

온실가스 배출량(tCO
2
eq) 26,520 25,935 25,503

*2020년 목표는 내부 목표로 정부 협상 후 변경될 수 있음.

*본 배출량은 직접배출(Scope 1) 및 간접배출(Scope 2)만 포함하였으며, 소수점 차이로 인해 정부에 보고된 배출량과 상이할 수 있음.

환경영향 최소화

세방은 사업 활동 중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소음의 경우 90dB 이하 관리, 비산먼지 영향 및 안전을 위해 평균 풍속 8m/s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위해 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및 부두 

청소 시 낙탄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환경정화의 날을 선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역분진 비산방지장치

●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의 최소화

년도 지점별 내용 사유 효과 투자비(백만 원)

2017년 경인지점 냉동소음기 18대 설치 발전기 소음감소 1.5db 저감

2018년
포항지점

호퍼(HOPPER)집진기
(비산방지장치)설치

수입원료(FE-CR)하역시 
비산먼지 억제

비산먼지 저감

이동식 비산방지망 6기 제작 비산먼지 저감 20

하역분진 비산방지장치

대기 환경보전법 준수

세방은 항만하역 장비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장비현대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신규도입

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행 최고등급의 Tier4 

Final 등급의 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를 선정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장비 전체가 교체 대상입니다. 이는 친환경물류를 지향하는 당사의 의지가 반영되어 선제

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는 대기 환경 공해없는 친환경 운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녹색물류 주요성과

친환경 전환 수송(Modal Shift)

물류부문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존 육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코레일과의 협약을 통

해 철도로 변경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수송 주요 추진 

구간은 북칠송-석포, 북철송-오송, 동산-부산진, 남철송-오봉, 북전주-적량, 신광양-오

봉, 부강화-북철송 구간이며, 연간 전환수송 건수는 평균 약 230건입니다. 온실가스 감

축량은 운송 중량 및 운송거리에 비례하며 최근 3개년간 전환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

세방은 전사 및 당사 공급사슬(Supply Chain) 내 협력기업들의 녹색물류 활동 확산과 정

착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녹색물류 기반 구축기를 거쳐 

확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당사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

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력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기반 구축, 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 더불어 에너지 감축 활동 강화 등 녹색물류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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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환 건수(건) 250 210 230

온실가스 감축량(tCO
2
-eq) 3,932 3,303 3,617

● 전환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참고.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식

  - 철도 운송 배출량 = (운송 중량 *운송 거리) *운송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도로 운송 배출량 = 철도 운송에 따른 ton.Km *운송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온실가스 감축량 = 도로 운송 배출량 - 철도 운송 배출량

● 3개년 LED 교체실적

지점 창고명 면적(㎡)
조명 월평균 

사용시간(h)
LED조명 교체 수(개) 투입비용(천 원)

본사 2층 로비 340 240 47 2,800

군산 7개 창고 11,752 240 454 138,100

군산항 창고 1,672 240 48 18,600

동해 북부두 물류창고 1,680 120 22 5,600

광양 하포일반부두 3번 선석 6,055 140 102 176,500

광양항 조명타워 3,138 180 4 19,000

하포일반부두 조명타워 1,602 105 8 29,300

광양 LME 창고 6,012 120 205 48,390

합계 32,251 1,385 890 438,290

Environment & Safety

● LED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체 조명 개수 59 205 626

투자비(백만 원) 51 48 339

온실가스 감축량(tCO
2
-eq) 16 22 99

태양광 발전

세방은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지붕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타사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컨설팅 후 지붕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여 총 844 tCO
2
-eq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녹색물류 전파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녹색

물류경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교통안전공단 주관 친환경물류상생협력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물류경영 관리범위를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2019년 동종 업계 최초로 협력사가 참여한 ‘상생협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와 녹색물류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관리기법을 전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2019년 국토교통부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관리 IT시스템 플랫폼을 개발

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IT시스템의 특징은 데이터 소스를 이원화하여 운송정보를 인터

페이스하는 기반 시스템의 정보와 운행기록계 정보를 비교하여 정합성 높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제 데이터 값에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며, 모든 협력사를 포함한 녹색물류 관리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태양광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구분 2018년 2019년

총 발전량(MWh) 469 1,340

투자비(백만 원) 30 19

온실가스 감축량(kgCO
2
-eq) 219 625

*참고.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식

  - 연간 총 발전량 = 발전용량 *4.6h(일일평균 발전시간) *365일

  -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 석유(782gCO
2
/kWh) - 태양광(54gCO

2
/kWh)

  - 온실가스 감축량 = 연간 총 발전량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 LED 조명 교체 전후(광양하포일반부두 3번 선석) _ 야간작업시 안전 취약지역 보완효과

기존 메탈할라이드등 LED등 교체

에너지 사용 효율화

물류창고 및 사무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지난 3개동안 LED 조명 교

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억 7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637개의 조명을 교체하였으며, 이

를 통해 1,803 kgCO
2
-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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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 안전에 대한 세방의 접근법

세방은 지난 10년 간 근로자의 기본권리인 산업안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전

력을 다해 왔습니다. 과거 발생한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임직원의 안전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

템화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기

적인 전사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 활동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2

안전관리 정책

세방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EO 안전

관리 5대 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 위험성 평가 및 개선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연초 각 지점 및 지사별 안전사고 사례 및 선진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 공문 및 작업별 지침서 배포, 안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주요 활동

세방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전사 취득하였으며, 연간 안

전관리 실행 체계를 토대로 전사 안전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관련 활동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발생시 신속한 전사 공유(그룹웨어 POP-UP)

현장에서 운송차량의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도 이를 그룹웨어 내 팝업창으로 게시하

여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사고에 대하여 공유함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장에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 관리 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 평가

12개의 점소의 관리 책임자에게는, 관리 점소에서 과거 3년 간 발생한 사고의 70%를 기

준으로 매년 초 목표 사고건수를 부여하여 연말 이에 대한 달성수준을 측정하여 관리 책임

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EO 안전관리 5대 활동사항

1    운송수단(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럭, 

철도차량) 안전관리 활동 준수

2    컨테이너 봉인(SEAL), 트럭 자물쇠 

안전관리 활동 준수

3    운전기사 대상 밀수, 내부공모, 

법규위반 예방 교육 실시

4    운송차량 이동추적 감시활동(GPS, 

운행일보) 수행

5    운송차량의 출발, 도착 및 

예상소요시간 관리
1 연간 안전사고 관리 계획 수립 6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실시

2 안전사고 저평가 지점 교육 실시 7 전 지점 안전 순회 점검(총무팀)

3 전사 하역도구 정기 점검 실시 8 창고 및 시설물 안전 점검(보험사)

4 전사 위험성 평가 실시 9 안전사고 평가 실시

5 사고 처리 규정 개정

● 연간 안전경영 실행체계

Environment & Safety

◎ 주요 성과

전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안전관리 활동

AEO 안전관리 5대 활동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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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 Safety

3.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한 안전인식 체화 프로그램

근로자에게는 반복적인 지적확인으로 안전에 대한 망각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방 자체

적으로 표준화시킨 TBM(Tool Box Meeting) 수행방법으로 작업 전, 중, 후 수시 위험예

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비상 대응훈련 실시

세방은 점소 별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

원에게 그 매뉴얼을 체화(體化)시키기 위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점소 별 사고상황을 야간 

불시에 부여하여 이에 대한 일련의 대응과정을 본사 경영진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안전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활동 실시

안전취약계층 근로자(협력사 직원)의 보호 활동을 위하여, 본사 소속 “안전보안관”이 수시

로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내 위험요인 및 부적합 작업

방법을 적발 시 즉시 개선조치함 외에도, 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화 하여 정례적

인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분기 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원인의 약 10% 미만에 해당하는 장비, 도구 및 시설물

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전사적으로 매 분기 별 시설물과 장비 및 하역도구

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점소 별 결과를 전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제거하여 만일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의 하나로 정착

시키고 있습니다.

7.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합동 정기 안전점검 실시

세방 자체적인 점검으로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매년 세방이 가

입한 재물보험사 소속의 Risk Consultant가 입회하여 제 3자의 전문성이 반영 된 객관적

인 안전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전사(12개 점소) KOSHA 인증 취득

세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인증을 12개 점소에서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관련 인증을 취득한 

세방 동해지점의 경우, 공단에서 새로이 개정한 인증 기준인 KOSHA_MS 인증을 국내 항

만하역 영위 사업장 중 최초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의 결과 사업장

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9. 위험물 운송 관련자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와 운송을 위해 관련 업무 지침 및 절차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 및 반출, 재고 이동 등 위험물 저

장소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및 관리 대

장 작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키며, 위험물운송차량 운전자의 경우 안전교

육 확인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점 분석 & 익일

대표이사 보고

수행 TBM 일지

당일 오후 취합

TBM 일지

표준화 및 배포

하역도구 정기정검

양호

■ 1분기

■ 2분기

■ 3분기

폐기

■ 적색

하역도구 점검

하역도구 정기점검의 경우 비파괴검사와 더불어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역도구에 대해 

전사적으로 매년, 매분기마다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하역도구에 대해서는 적색 표기하여 

즉시 폐기하고, 매년 분기별 컬러코드를 달리하여 검사 통과된 하역도구에 대해서만 사용

케 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 교육 ② 지적 확인 ③ 안전 체조

1센터, 32명 2센터, 6명 3센터,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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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2017년 12월 말 2018년 12월 말 2019년 12월 말

유동자산 229,918 185,244 229,242

비유동자산 723,906 803,686 878,393

자산총계 953,824 988,930 1,107,635

유동부채 116,398 110,274 174,421

비유동부채 60,797 62,864 114,712

부채총계 177,195 173,138 289,133

자본금 11,499 11,499 11,499

자본잉여금 27,653 27,653 27,6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443 25,388 27,361

이익잉여금 582,641 623,741 624,501

기타자본구성요소 125,347 125,347 125,346

비지배지분 2,046 2,164 2,142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자본 774,583 813,628 816,360

자본총계 776,629 815,792 818,502

(단위: 백만 원)
● 연결자본변동표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지분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7년 1월 1일
(기초자본)

11,499 27,653 27,752 553,289 128,341 748,534 1,947 750,481

당기순이익 31,314 31,314 99 31,413

기타포괄손익 (309) 2,081 1,772 1,772

현금배당 4,043 4,043 4,043

자기주식거래로 
인한 증감

(2,995) (2,995) (2,995)

2017년 12월 31일
(기말자본)

11,499 27,653 27,443 582,641 125,346 774,583 2,046 776,629

2018년 1월 1일
(기초자본)

11,499 27,653 27,443 582,641 125,346 774,583 2,046 776,629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감

(2,893) 2,893

당기순이익 43,427 43,427 118 43,545

기타포괄손익 839 (1,211) (373) (372,755)

현금배당 4,009 4,009 4,009

2018년 12월 31일
(기말자본)

              
11,499 

              
27,653 

              
25,388 

            
623,741 

            
125,346 

                      
813,628 

               
2,164 

         
815,792 

2019년 1월 1일
(기초자본)

              
11,499 

              
27,653 

              
25,388 

            
623,741 

            
125,346 

                      
813,628 

               
2,164 

         
815,792 

2019년 자본변동 　 　 　 　 　 　 　             

당기순이익 　- - -
               

5,517 
                    

- 
                          

5,517 
-               

22 
            

5,495 

기타포괄손익 　- 　-
               

1,973 
-          

747 
                    

- 
                          

1,225 
                    

-
            

1,225 

현금배당 　- 　- 　-
-     

4,010 
                    

- 
-                      

4,010 
                    

- 
-           

4,010 

2019년 12월 31일
(기말자본)

             
11,499

             
27,653

             
27,361

           
624,501

           
125,346

                      
816,360

              
2,142 

         
818,502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666,130 651,682 723,284 

매출원가 608,110 591,889 652,561 

매출총이익 58,020 59,793 70,723 

판매비와 관리비 46,535 48,373 54,580 

영업이익 11,485 11,420 16,143 

금융손익 541 3,456 1,678 

기타손익 (3,394) 232 (41,140)

관계기업 지분에 대한 손익 28,743 37,306 30,329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37,375 52,414 7,010 

법인세비용 5,962 8,869 1,516 

당기순이익 31,413 43,545 5,494 

기타포괄손익 1,772 (372) 1,226 

총 포괄이익 33,185 43,173 6,720 

(단위: 백만 원)

●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308 25,113 51,33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18) (26,414) (22,02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468) (5,851) (14,81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2,722 (7,152) 14,4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18) 154 (8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2,567 45,071 38,07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5,071 38,073 52,479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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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임직원 현황 지역별 국내 명 764 725 726

해외 명 2 3 3

고용형태별 정규직 명 715 661 675

비정규직 명 51 67 54

성별 남성 명 712 661 660

여성 명 54 67 69

연령별 30세 미만 명 59 100 94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451 451 446

50세 이상 명 202 177 189

합계 명 766 728 729

관리직(책임급 이상) 남성 　 명 277 265 278

여성 　 명 3 3 4

● 채용 및 이직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채용 신규채용인원 　 명 43 79 58

이직현황 이직인원(자발적) 　 명 27 23 24

이직률 　 % 3.5% 3.2% 3.3%

● 교육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시간     25,053     25,812     32,483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33          36          45 

교육비 총 교육비 백만 원         204         251         261 

1인당 교육비 천 원/명         267         344         358 

성희롱예방교육 총 교육시간 시간         766         728         729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1            1            1 

● 노동조합 가입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인원 (계약직 포함) 772 734 736

조합원수 (명) 389 394 393

가입률 (%) 50.4% 53.7% 53.4%

● 경제적 가치창출과 분배

구분 내용 2019년

주주 배당금 4,009

임직원 급여,복리후생비 101,724

협력사 재화 및 서비스 구매비용 511,485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비, 기부금 2,273

정부 법인세, 기타 제세공과금 3,786

기타 기타비용(감가상각비 등) 31,245

사내유보금 사내유보증감 759

총수익 매출액,기타수익 etc. 733,447

(단위: 백만 원)

● 비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 (2019년 말 기준)

상호 주요사업 지배관계 근거

한국해운㈜ 국제해운 대리점업

 지분 50% 초과 소유

㈜성진실업 철강전문 수출입업

세방익스프레스㈜ 수출입업 및 국내 판매업과 해운중개업

세방부산신항물류㈜ 내륙운송, 해상운송 등 운송업

세방광양국제물류㈜ 내륙운송, 해상운송 등 운송업

목표대불부두운영㈜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SEBANG VINA 창고 및 운송주선업

대일특수운수㈜ 운수업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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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데이터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환경보호, 설비투자 및 지출액 백만 원 333 48 207 LED 교체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2-eq 26,098 25,857 25,935

Scope 1 배출량 tCO2-eq 22,335 21,955 20,523

Scope 2 배출량 tCO2-eq 3,764 3,902 5,413

원단위 배출량 tCO2-eq/억 원 39 40 36

온실가스 저감 실적 tCO2-eq 3,948 3,325 3,716

에너지 사용 에너지 총 사용량 TJ 395 393 403

전기 사용량 TJ 77 80 111

연료 사용량 TJ 318 313 292

원단위 사용량 TJ/억 원 0.6 0.6 0.56

에너지 저감 실적 TJ 56 47 54

용수 사용 용수 사용량 ton 45,775 44,332 48,456

폐기물 배출 폐기물 총 발생량 ton 628 671 675

일반 폐기물 280 295 285

지정 폐기물 348 376 390

폐기물 재활용량 338 396 401

● 안전 데이터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 1.9% 2.4% 1.0%

상시 근로자 명 1,373 1,222 1,051

재해자수 26 29 11

안전교육시간 임직원 시간 8,581 8,831 8,867 

안전교육이수인원 명 549 539 501

수상실적 및 협회가입현황

● 수상실적 (2000년 이후)

구분 수상

2000년 e-Biz부문 정보통신부 장관상

2002년 한국물류혁신대회 대통령상(건설교통부)

2003년 해운 물류 e-Biz 대상(한국해운물류학회)

2004년 대한민국 e비지니스 대상 우수상(산업자원부)

2005년
대통령표창(행정자치부)

대한민국 e비지니스 대상 우수상(산업자원부)

2006년 대통령표창(행정자치부)

2008년 금탑산업 훈장 수상(대통령)

2009년 한국로지스틱스 대상(한국로지스틱스 학회)

2011년 세방그룹 이의순 회장 금탑산업 훈장 수상(대통령)

2015년 세방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선정(국토교통부)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관세청)

2019년 물류의날 녹색물류경영 국토교통부장관상

● 협회가입현황

주요가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항만물류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철도물류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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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내 지속가능전략 부분에 해당 FOCUS SDGs를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조직프로필

102-1 조직명 12

102-2 활동,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12, 13

102-3 본사의 위치 12

102-4 사업장 위치 15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3

102-6 시장영역 13

102-7 조직의 규모 12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0

102-9 조직의 공급망 62, 63, 81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37~39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84

102-13 협회 멤버쉽 83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7

윤리 및 청렴도
102-16 행동의 가치, 원칙, 표준 및 규범 41~43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43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40

102-22 최고 지배조직과 이사회 구성 40

102-23 최고 지배기구 의장 40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34

102-41 단체협약 81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34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4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과 
관심사

34~36

보고서 작성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81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

102-47 중요 토픽 리스트 36

102-48 정보의 재기술 - 최초 발간

102-49 보고의 변화 - 최초 발간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 최초 발간

● UN-SDGs 17개 목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 및 웰빙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 평등 달성 식수와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 고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호 육상생태계 보호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2020 세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SEBANG SUSTAINABILITY REPORT86 87

Appendix

GRI Standards Index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보고서 작성 관행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102-55 GRI Content Index 85~87

102-56 외부 검증 88~89

경영접근법

103-1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46, 50, 56

62, 66, 72
103-2 경영 접근방식과 그 요소

103-3 경영 접근방식의 평가

경제성과 201-1 직접적 경제가치의 창출과 분배 81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43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41~43

반경쟁 행위 206-1
반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43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8, 69, 82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69~71, 82

302-5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에너지 요구량 절감 69~71, 82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82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82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69~71, 82

폐수와 폐기물
306-2 유형 및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82

306-3 중대한 유출 - 해당사례 없음

환경규제 준수 307-1 환경법 및 규제 위반과 비금전적 제재조치 - 위반건수 없음

고용 401-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80

보건 및 안전

403-1 산업보건안전 운영 시스템 73

403-2 작업 위험 인식,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73

403-4
작업 보건 및 안전에 있어 근로자 참여, 
협의, 커뮤니케이션

73~75

403-5 작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73~75

403-7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직접 연계된 작업 
보건 및 안전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완화

73~75

403-9 업무 관련 상해 82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한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80

404-2 임직원 역량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1, 53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다양성 및 기회 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 다양성 80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 해당사례 없음

아동노동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 해당사업장 없음

강제노동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 해당사업장 없음

인권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42

공급망 사회적 평가 414-1
사회적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63

고객 보건 및 안전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안전 영향 평가 73~75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안전에 대한 
위반사건

- 위반건수 없음

마케팅과 라벨링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대한 
위반사건

- 위반건수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위반사건 - 위반건수 없음

고객 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불만건수 없음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규 및 규제 위반 - 위반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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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3자 검증의견서

2020 세방(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독자 귀중

■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20 세방(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세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 검증 범위 및 기준

  세방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

영위원회의 SRV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보고 원칙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반부패(Anti-Corruption): 205-1, 205-2

  - 반경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 에너지(Energy): 302-1, 302-4, 302-5 

  - 배출(Emissions): 305-1, 305-2, 305-3, 305-5

  - 폐수와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306-2, 306-3

  - 환경 규제준수(Environmental Compliance): 307-1

  - 고용(Employment): 401-1

  - 보건 및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2, 403-4, 403-5, 403-7, 403-9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 다양성 및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406-1

  - 아동노동(Child Labor): 408-1

  -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2

  - 지역사회(Community): 413-2

  - 공급망 사회적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1

  - 고객 보건 및 안전(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1, 416-2

  - 마케팅과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1, 417-2, 417-3

  -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Socioeconomic Compliance): 419-1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세방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중대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세방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세방의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

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세방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

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세방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

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세방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세방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세방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조직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업 특

성을 반영한 스페셜 페이지를 구성하여 조직의 주요성과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산 재해 복구, 윤리경영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보고한 점이 돋보입니다. 향후,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확장시켜 지속가능경영

이 조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세방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

고 있습니다.

2020. 6. 26

대표이사



보고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보고서 파트 부서 담당자

총괄기획

총무팀

김근영

총괄진행 윤일진

환경, 안전, 상생, 녹색물류, 사회공헌 정세진, 김정원, 장정희

고객
KAM 2팀 한국

TPL 2팀 박예림

경제 재무회계팀 함서준

IT 정보전략팀 정현철

인사, 노무, 복지 인사팀 김의정

기업개요, 신사업, 혁신 기획팀 신창용

2020 세방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편집・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본 보고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