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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설계·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시간은 더 짧게 비용은 더 아끼고 완성도는 더 높게

모든 건설은 프리콘으로부터 시작된다. 건설은 설계·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글로벌 프리콘 전문가 – 한미글로벌



홈페이지     www.hanmiglobal.com

문        의  hgcsri@hanmiglobal.com

추가 정보

한미글로벌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과 사회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두 번째 통합보고서 발간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성과와 활동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한미글로벌이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합니다

About this Report

보고 범위 한미글로벌이 운영하는 본사, 국내외 전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 주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주요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정성적인 성과는 2022년 상반기 활동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증감현황 및 추세 파악을 위해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주기 2021년을 원년으로 하여 격년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직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8년 발행되었으며, 기간 차로 인해 본 보고서를 

원년으로 삼아 향후 주요 변화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원칙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부합(In accordance with)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데이터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 

㈜에코나인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는 본 

보고서 p.120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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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to Stakeholders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미글로벌 회장 김 종 훈

지난 한해 저희 한미글로벌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한미글로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사업 환경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전사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재무적인 성과뿐 아니라 ESG 경영 평가에서도 한미글로벌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창사 이래 이해관계자를 지향하는 미션과 핵심가치의 기반 위에 고객, 구성원, 주주, 인류 사회에 대한 공헌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ESG 경영이 경영의 화두로 대두되기 시작한 최근보다 훨씬 이전인 창립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해왔습니다.  

GWP 운동과 행복경영 활동을 통해 직장인의 천국을 추구해 왔고,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으로 이어져 보다 차원 높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친환경 컨설팅사인 

에코시안 인수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솔루션들을 PM 서비스와 통합하고 있으며, 상장 전부터 모든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구성원이 주인 되는 회사를 추구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투명한 지배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부단히 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글로벌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장에 안착시킨 PM 사업 자체가 건설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혁신하는 도구로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에 커다란 긍지를 느낍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미글로벌은 전문적인 PM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친환경 PM 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사업, 시니어 개발사업 등 ESG와 결합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특별한 서비스인 ‘HG 프리콘’을 통해 시공 이전 단계에서 관리 요소들을 사전 예측하여 사업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단축시킴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탄소배출저감을 통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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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한미글로벌의 경영철학에는 구성원 모두의 원대한 포부와 신념, 그리고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션과 핵심가치로 구성된 경영철학은 

경영진에게는 모든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구성원에게는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한미글로벌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라는 미션을 설정하여 

기업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천명함과 동시에 고객, 구성원, 주주 그리고 인류사회에 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정직, 안전, 

고객, 탁월, 공헌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의 핵심가치를 선정, 미션 달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들이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Excellent Company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미션

고객 구성원 주주 인류사회

고객에게는 최상의 품질과 신뢰를 통하여 고객 가치를 창출한다

구성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 즐겁고 보람 있는 일터를 제공한다

주주에게는 투명경영과 기업가치 향상을 통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

인류사회에는 ESG 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핵심가치

정직 안전 탁월고객 공헌

정직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서로에게 솔직하게 행동한다

안전

우리는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객

우리는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탁월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탁월성을 창조한다

2027 Vision

우리는 2027년까지

Excellent People로 Excellent Company를 만들고

탁월한 인재가 넘치는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가 된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헌

비즈니스 피보팅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글로벌 경영

인재우선 경영
행복경영

전략적 우선순위

토탈솔루션

모델

차별화와

탁월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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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매출액 

2701 억원

2021 ENR RANKING 

10 위
2021 영업이익 

196 억원

Company Overview
한미글로벌은 1996년 설립 이래 선진 건설관리기법인 PM을 국내에 도입 · 확산 하였으며 선진건설 문화 창달에 앞장서 왔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건설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lobal Footprint

회사명
한미글로벌주식회사 

HanmiGlobal Co., Ltd.

설립일 1996년 6월 18일

본사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36 도심공항타워 9F

임직원 1013명

사업영역
건설사업관리, 부동산개발사업, 도시설계, 

토목엔지니어링, 건축공사업, 건축설계 및 감리업

한국 Turner & Townsend Korea

Joint Venture Company

아시아

중국법인(상해),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베트남 법인, 일본 법인, 인도 법인, 

인도네시아 사무소, 필리핀 지사  

아프리카 리비아 지사

유럽 영국 법인, 헝가리 법인, 폴란드 법인

미주 미국 법인, 페루 지사

Entitles·Branches

미국

OTAK Inc.

Otak CPM

Tarr Whitman Group

영국
K2 Consultancy Group

Walker Sime

한국

㈜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에코시안

㈜한미글로벌 D&I

㈜한미글로벌 E&C

㈜한미글로벌 PMC

㈜한미글로벌 투자운용

Group Company

해외진출국 60 총 프로젝트 수 2676

미국

페루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헝가리

폴란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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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새로운가치창출을위해국내최고의

건설기술력을기반으로끊임없이혁신합니다” 

국내사업부는 국내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건설사업관리(이하 PM) 프로젝트인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주거, 상업, 업무, 판매, 물류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PM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성공에 

기여하였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 PM사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PM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주자를 대신하여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주어진 예산과 기한 내에서 최고 품질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서비스 입니다.  

복잡한 각종 법률 행위에 변호사가 필요하듯 고객의 건설 프로젝트 대리인 혹은 조정자로서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사업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

건설사업관리(PM)

국내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선도하는 한미글로벌의 검증된 기술역량과  자회사의 금융, 

개발, 시공, 마케팅 역량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Risk를 

단계별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 기획단계에서 시장환경 분석, 상품 기획, 재무모델 검토 등을 수행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프리콘 서비스와 연계하여 최적의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관리합니다.

사업일정 및 예산 최적화  

고객의 사업추진 여건을 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사업구도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공정 계획 수립, 적정 지출 항목 분석 등을 

수행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의 사업 주도권 확보 지원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수반되는 수많은 계약, 특히 지출 항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단계부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적 근거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이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ValueUp ·   업무 탁월성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를 통한 Repeat order 지속 창출

·   한미글로벌의 기술력과 다양한 그룹사와의 협업에 기반한 가치창출 모델 발굴

Innovative ·   국내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PM 서비스 체계 구축

·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력을 활용한 PM 서비스 기반 구축

·   선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PM 역량 강화

·   정직한 기업문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   친환경 전문 자회사(Ecosian)와의 상시 협업체계 구축

·   관련 법규 준수 및 Pre-con 단계 친환경 요소 적극 도입

·   Safety First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시스템 개선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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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시설건설품질관리는

첨단제품의품질을결정하는첫번째관문입니다”

하이테크 부문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해당 산업 제조장비 등  

첨단산업 제조사를 주 고객사로 하여 세계 최고 수준 건설관리기법 도입 및  

400여명 이상의 하이테크 전문 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각 분야에 전문화된 프로젝트 건설관리기법을 통해 건설품질 확보 및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건설관리기법 및 신기술을 도입하여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의 토대 위에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하이테크

첨단산업시설 건설 전문인력 풀 기반 전단계에 서비스 제공  

400명 이상의 하이테크 전담 기술 인력이 고객을 위한 전문 건설사업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 등 건설 전사업단계에 걸쳐, 

폭넓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시설의 건설 기획단계부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최적관리를 위한 Digital Tool 활용

국내 최초로 하이테크 프로젝트 사급자재 PM관리 플랫폼인 APMS를 개발 후 활용하여 

자재의 발주, 입고, 물량 및 재고관리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종(용접, 방수, 케이블 단말처리 등) 기술 인력의  

숙련도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후 특허 받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설 품질관리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며  

국내 최고의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행실적 데이터 기반의 원가관리 전문서비스 제공 

하이테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의 원가관리 수행실적 및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 설계 최적화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 고객 에너지 효율 관리방안 제안

· 건설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 기여

· 시공 단계 VE를 통한 에너지 절감 제안

Professional · Fast Track 적용 및 리스크 요소 발굴 

· 설계 적정성 검토, 대안 발굴 및 제시

· 고객 요구사항 설계반영 및 시공관리

· 최대규모 산업시설 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ZeroDefect · 시공 인터페이스 관리 

· ITP, SOP 에 따른 품질, 환경관리

· 기능인력 숙련도 검증 관리

Optimization · 최적의 발주·공법· 공기 방법 제안

· 지급자재관리  APMS 운영

· 기능공 인증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투명한 소통을 통한 클레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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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인프라와에너지사업을미래의

핵심동력으로삼고탄소중립을지향하는

프로젝트에기여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 주기 내내 

정부기관, 개발자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과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친환경 중심 에너지 사업을 10여년 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판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당사만의 전문 사업관리영역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에너지

국내외 국가기반시설 건설 PM  

한미글로벌은 공항 및 여객터미널, 수처리,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신행정수도건설, 

조선소, 컨테이너 부두 등 국내외 주요 국가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프리콘에서 시공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PM뿐만 아니라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LTA(대주단기술자문), 

Owner’s Engineer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페루 정부에서 발주한 친체로 국제공항건설의 PMO(G2G계약, 페루-대한민국)로서 

국내 최초로 해외사업 설계 검토, 조달 발주, 계약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선진화된 PM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제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Neom 프로젝트의 ePMO 용역을 수주, 친환경 탈탄소 분야 확장을 

해외사업의 주요 이니셔티브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프로젝트 전문 솔루션 제공

한미글로벌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의 

전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합니다. 

한미글로벌은 제주 한림읍 해상에 100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한림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사업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컨설팅 기업 Ponder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주 기술지원용역을 

수행하며, 한미글로벌이 쌓아온 육상풍력의 노하우와 유럽 선진해상풍력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주에게 에너지 프로젝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사업 참여  

· 국내외 관련된 정책 목표와의 연계 강화 노력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와 협업 추진

Economic ·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전문가 활용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

· 투자 정보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

· 적정하고 유연한 서비스 가격 책정

Environmental · 환경 및 사회 이슈들에 대한 신속 대응 노력 

· 환경 친화적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 

· 인프라 건설 참여 시 환경친화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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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이 인수한 에코시안은 친환경·에너지 컨설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기업입니다. 탄소자산관리, 지속가능전략, 제품환경관리 및 국제협력사업 등 기업과 공공 

기관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건물 에너지 사전 평가 및 실내 환경과 에너지 성능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제거하고, 

ICT와 연계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에너지 낭비를 제거합니다. 기업의 용수 

공급, 사용, 폐수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여 물 사용을 최적화 하는 Water-Energy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물, 화학물질 등 기업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설계, 시공, 조달, O&M 및 금융 

조달에 이르는 전 분야의 최고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합니다.

Total Solution Provider

한미글로벌은 PM 기업을 넘어 건설프로젝트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그룹사 협업체계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 영역, 즉 컨설팅, 사업기획, 금융조달, 설계, 

구매, 시공 및 유지관리를 포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미글로벌의 PM과 프리콘(Pre-Construction Service), HG D&I의 사업개발, HG AMC의 투자운용, OTAK의 설계·엔지니어링, 에코시안의 

친환경컨설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의 원가관리, 아이아크의 건축설계 역량을 특화시키는 한편, 그룹사들의 협업을  통해 건설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 영역의 전문화된 특화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전단계에서 탁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Lifecycle 및 Value Chain 을 통합하는 토탈 솔루션 제공 

[컨설팅] 에코시안 최고의 컨설팅 역량과 에너지 진단, 설계, 시공, 사후관리와 ICT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1. PM Lifecycle 통합 2. ECD Value Chain 통합 3. 개발 Lifecycle 통합

통합자산관리, BPO, PMO 개발-관리-시공-운영 통합

건설의 종합상사 모델

부동산 금융과 운영

개발 기획·컨설팅·O&M 개발 컨설팅

Planning
Delivery

Operation
Design Construction

E

Consulting

설계·ENG

PM

C

CM at Risk

GC·EPC

D

금융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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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ifecycle

■ ECD(Engineering · Construction · Development) : 엔지니어링, 건설, 개발

■ EPC(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 설계, 조달,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HG AMCHG 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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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아이아크

[시공] 한미글로벌 E&C

아이아크가 설계하고 한미글로벌이 IPD를 접목하여 프리콘을 포함한 PM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으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예비로 취득하였고 녹색건축 인증 그린 

2등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목구조(Mass Timber)를 적극 활용하여 350㎥에 달하는 

목재량이 구조재로 사용되었 습니다. 이는 315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양인데 200여대의 

차량이 1년간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량을 

저감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미글로벌E&C는 한미글로벌의 책임형 CM(CM at Risk) 전문 자회사입니다. 한미글로벌 

E&C의 책임형 CM은 발주자의 사업기획, 설계 단계에서 발주,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을 

일괄 수행하는 One-Stop Service 건설 발주의 유형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발주방식입니다. 한미글로벌 E&C는 책임형 CM의 국내 정착을 통하여 고객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개선과 건설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프로젝트 CASE] 중목구조 Mass Timber 설계 적용을 통한 저탄소 건축설계

한미글로벌은 2014년 국내 대표 건축설계사무소인 아이아크(iarc)를 인수한 이래 아이 

아크의 독보적인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협업 체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 건립사업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한미글로벌D&I는 토지주나 발주자를 대신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와 

프로젝트의 최적 개발 방향 제시부터 마케팅, 파이낸싱, 설계, 분양 그리고 시공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미글로벌의 전문가들의 체계적 운영으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발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효과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글로벌 그룹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시행자, 사용자, 운영자 등이 

모두 만족하는 가치를 지닌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한미글로벌투자운용(HG AMC)은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부동산 취득, 운용, 매각, 리모델링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종합부동산금융회사로서 고객과 투자자에게 부동산 One-Stop Service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 한미글로벌 D&I

[금융] 한미글로벌투자운용

사업성 검토, 설계, 사업비 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 기반의 개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송파 마에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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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엔지니어링] Otak 한미글로벌이 2011년 인수한 Otak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 

계획·설계, 철도·도로·교량 등 SOC 기반시설 설계, 수처리·친환경 자원 재생시설 설계 

전문회사로서 미국 서북부에서 상당한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글로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tak은 2011년부터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니셔티브 도입을 위해 Green Otak(GO) 위원

회를 결성하여 Training, Operation, Practice 3가지 부문에서 회사와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LEED Platinum 인증과 같은 저탄소 개발 인증 프로그램을 적

용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와 친환경 건축물 설계를 지향합니다. 현재까지 29개 프로젝

트를 완료하였고 17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예정되어있습니다. 2011년 AIA 2030 챌린지에 

가입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 집약도(EUI) 100% 감축 설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Otak

SOC 기반시설 

설계

수처리·친환경 
자원 재생시설 

설계

친환경 건축물 

설계 지향

저탄소 개발 

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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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ost Consultancy] Walker Sime

영국 북동부 맨체스터에 위치한 워커 사임은 1999년 설립되어 PM, 원가관리, 건축설계관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의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갖춘 전문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커 사임은 건축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도 다수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PM/CM] Otak CPM

Otak은 미국 오레곤주에 위치한 PM/CM 전문회사인 Day CPM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Day CPM의 사명을 Otak CPM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Otak CPM은 PM과 IPD를 바탕으로 하는 Owner’s Representative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PM 전문회사입니다. 

[PM] Tarr Whitman Group

Otak이 인수한 Tarr Whitman Group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PM 전문회사로 워싱턴주 교통부, 시애틀 교통공사, 시애틀 

항만청 등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M·Cost Consultancy] K2

영국 런던과 게트윅에 위치한 k2그룹은 CM, PM, 개발사업 관리(Development Management), 사업비 관리(Cost Management)를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과 건설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광범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st Management] TTK

Turner & Townsend Korea는 영국의 Turner & Townsend와 한미글로벌이 Joint Venture로 설립한 한국 내 합작법인으로 

한국건설시장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건설사업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적인 PM 및 QS(Quantity 

Surveyor – Cost Management) 회사인 Turner & Townsend는 부동산, 인프라, 자원개발 사업영역에서 특화된 프로그램관리, 

프로젝트관리, 사업비 및 사업성관리, 자문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연면적 7710m2의 도서관 시설로서 커뮤니티, 유아 교육시설, 성인 및 청소년 교육, 녹색 건축 

디자인 등에 초점 두고 건설되었습니다. Otak은 본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 관리, 다중기관 협력 

및 관리를 포함한 전략적 PM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도서관은 LEED Gold 인증을 받고 현재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t Vancouver Commun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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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HIGHLIGHT」 와 「ESG FACT SHEET」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관심사항에 

대해 소통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SG 이슈와 보고

STEP 2

이슈 분석 및 

중요성 평가

Business Impact 

비즈니스 영향도 및 

전략적 중요도 확인

Interests of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관심도

주관팀 검토 및 

ESG 위원회 최종 확인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STEP1

이슈 식별 및 

 'ESG 이슈 

풀 구성

   국내외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글로벌 스탠다드(GRI, MSCI, SASB) 분석

   동종 선진사 중대 이슈 분석

   국내 주요 언론사 2021년 한미글로벌 관련 기사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사항 

   기업현황 및 대내외 환경분석

   비전 및 경영전략, 경영 Agenda, CEO 단상

STEP 3

중대이슈 

선정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중대 이슈를 도출하고 

환경영향도, 사회, 거버넌스 이슈에 따라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ESG 

이슈를 담아 하이라이트를 구성하였습니다. 

HIGHLIGHT 1. 프리콘을 통한 탄소배출저감 

HIGHLIGHT 2. 안전 최우선

HIGHLIGHT 3. Digital Transformation

17개의 모든 ESG 이슈 풀에 대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별 한미글로벌의 

주요 활동과 대응방안을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 

하였습니다. 각 보고 주제는 정책과 목표, 추진 체계, 실행과 성과,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이슈에 따른 세부활동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핵심이슈에  ESG HIGHLIGHT 구성 모든 ESG 이슈를 포괄하는 ESG FACT SHEET 구성 

ESG 이슈 풀 보고 주제 GRI 페이지

 건설 안전관리 최우선 HIGHLIGHT 2. 안전최우선 403-1 42-47

 친환경 솔루션 제공 확대
HIGHLIGHT 1. 프리콘을 통한 탄소배출저감

102-11
36-41

신재생에너지와 환경플랜트 58-61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고객가치 창출
HIGHLIGHT 1. 프리콘을 통한 탄소배출저감 102-11 36-41

품질과 고객 중심 Non-GRI 68-71

 프로세스 및 기술 혁신 
HIGHLIGHT 3. Digital Transformation

Non-GRI
48-51

건설 프로세스 혁신  72-75

 탁월한 인재 양성 탁월한 인재 양성 404-1, 2, 3 76-81

 선진 지배구조 확립
선진 지배구조 확립 102-18 94-97

리스크 관리 강화 102-11 102-103

 친환경 신사업 발굴 스마트 그린 솔루션 Non-GRI 62-65

 인권과 다양성 존중 인권과 다양성 존중 405-1, 2 82-85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대응 302, 305 54-57

 윤리경영 강화 준법·윤리경영 고도화 102-16, 17 100-101

 구성원 안전·보건 HIGHLIGHT 2. 안전최우선 403-3, 6 42-47

 모범적 Succession Plan 수립 탁월한 인재 양성 404-1, 2 78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이해관계자 참여 102-42, 43, 44 32-33, 107

 사회공헌 지역사회와 따뜻한동행 413-1 86-91

 사업파트너 상생경영 준법·윤리경영 고도화 102-16, 17 100-101

 환경경영 체계 기후변화대응 302, 305 54-57

 일과 삶의 균형 인권과 다양성 존중 401-2, 3 84

중요성 평가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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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mpact

 환경경영 체계

 친환경 솔루션 제공 확대

 친환경 신사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건설 안전관리 최우선

 구성원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기술 혁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고객 가치 창출

 탁월한 인재 양성

 인권과 다양성 존중

 일과 삶의 균형

 사회공헌

 사업 파트너 상생경영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모범적 Succession Plan 수립

 윤리경영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중요성 평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 이슈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당사를 둘러싼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식별하여 ‘ESG 이슈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ESG 이슈 풀’ 17 개 이슈에 대해 

비즈니스 영향도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중대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슈별 범위 및 경계, 기간 등을 포함한 보고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사 경영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목표, 진행 현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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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체계

한미글로벌은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립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SG 중요성 평가를 통해 중대 이슈를 설정함으로써 건설분야 ESG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미글로벌은 ESG 수준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전사 및 그룹사가 참여하는 ESG 실무협의체를 통해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ESG 경영 추진 조직

미션

비전

7대 

 중대 이슈

이사회 내 위원회 ESG 주관 조직

   주요 ESG 관리·감독 및 

경영의사결정

 전사 ESG 추진 방향성 설정 

   주요 ESG 이슈 관리

 ESG 위원회 지원

   ESG 추진전략 수립, 유관부서 

상호조정 

 ESG 실무협의체 지원

 ESG 데이터 취합 및 정보 공시

ESG 주요 목표 

E S G

 2022 프리콘 매출 비중 목표 25% 

 친환경솔루션 확대 

   2025 신재생에너지사업 

누적 참여 5GW

   2025 스마트그린 솔루션 

1000 고객사 

   중대재해 Zero

 구성원 산업재해율 0% 

 2027 DT Index1) 80

 2027 TSP Index2) 80

 2027 HGPF Index3) 80

   이사회 중심 경영 고도화  

 주주환원정책 지속(배당성향 30%) 

 발주처, 시공사 연계 윤리경영 실천

   ESG 추진전략·목표 이행 

 주요 이슈사항 논의 및 과제 발굴 

   ESG 데이터 관리

사업부 국내사업부, 하이테크사업부,  

글로벌사업부, 엔지니어링실 

그룹사 에코시안, 따뜻한동행, 

iarc, HG D&I 

지원 경영지원실, 사업지원실, 

비즈니스개발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친환경 건설 선도 안전, 혁신, 상생의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① 친환경 솔루션 제공 확대 

② 친환경 신사업 발굴 

③ 건설 안전관리 최우선 

④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고객가치 창출

⑤ 프로세스 및 기술혁신 

⑥ 탁월한 인재 양성 

⑦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우리는 2027년까지 

Excellent People로 Excellent Company를 만들고

탁월한 인재가 넘치는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가 된다

2021 ESG 경영 활동

E

환경체계 프리콘 친환경 솔루션

 ISO 14001 인증

 건설현장 환경관리 강화

 환경지표 개선

 프리콘 탄소배출저감 

 설계관리지침 수립 

 프리콘 매출비중 22.5%

 신재생에너지사업  

누적참여 846MW 

 에코시안 ES 시스템 보급 

95건

S

안전 인재 양성 사회공헌

 구성원 산업재해율 0%

 ISO 45001 인증

 안전관리 현장 점검 강화

 경력개발체계 운영 및 교육  

 차세대 리더 양성  

 GPMU 출범

 자원봉사 984시간 

 공간복지 지원 39개 시설

 북한 이탈주민지원 62명 

G

이사회 위원회 윤리 준법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로 변경

 ESG 위원회 설치  

 ESG 실무협의체 활동 

 윤리규정 개정

 윤리경영실천협약 26건

1)  DT 대상영역(사업, 시스템과 프로세스, 기술, 구성원 마인드)과 수준으로 구성한 디지털 성숙도 지수

2)  프리콘역량, 사업 피보팅 비중, 디지털 솔루션, 제휴 및 아웃소싱 매출규모 등으로 구성

3)  HGTI 63항목 중 구성원 중심 관련 31항목(교육, 급여, 복리후생, 권한 등)의 평균

건설전략연구소 ESG 실무협의체ESG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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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콘을 통한 탄소배출저감

프리콘

프리콘 프로젝트      

가치 창출 목표

프리콘(Pre-Construction)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공전 단계(Pre- 

Construction phase)'인 설계전단계(Pre-Design), 설계단계(Design), 조달단계 

(Procurement)에서 원가, 일정 및 품질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초기에 설정한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공 이전의 활동을 지칭합니다.

HG 프리콘은 건설프로젝트 초기 기획, 설계 단계에서 원가와 공기, 품질,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고 관리합니다. 시공 과정의 오류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건설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ESG HIGHLIGHT 1. 

출처 : DLS Singapore

비용에 대한 영향력

각 단계별 투입비용

10%

85%

65%

5% 10%

25%

Phase 1 : Pre-design 

(1단계 : 설계이전)

Phase 2 : design 

(2단계 : 설계)
Phase 3 : Procurement, 

Construction 

(3단계 : 조달·시공)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비용효과 비용 영향 곡선

출처 : Rocque

기획단계

설계단계

100%

0%

낮음

높음

비용절감기회 변경비용

시작 완료프로젝트 시간

      ‘HG 프리콘’은 시공전 단계(Pre-Construction Phase)의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설계, 시공을 통합하여 미리 지어보기로 수행함으로써, 고객 가치(사업비 절감, 

사업 기간 단축, 품질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글로벌의 

서비스입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수행) 할 때 고객에게 필요한 역량을 ‘사전 

계획하기’와 ‘미리 지어 보기’를 통해 제공합니다. 미리 지어본다는 것은 시작부터 

완벽에 다가서는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시간은 더 짧게, 

비용은 더 적게, 완성도는 더 높게 하여 건설의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리콘 단계에서 건설비용의 90% 이상이 좌우되며, 건축물의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 과정을 수행 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와 총 건설비용이 달라집니다.

“건설은 설계, 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25%

사업비 절감 KPI: 사업예산 대비 사업비 절감

달성 방안

   통합프로젝트 수행방식(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적용

 목표 공사비 설계(TVD) 기법 적용

   지명하도급(NSC), 지급자재(NS) 계약방식 적용

10%
Target

투명성 확보 KPI: 모든 절차 및 과정 공개

달성 방안

     프로젝트 추진계획 사전 보고 및 승인

   승인 절차 수립 및 모든 문서 공유

   원가공개(Open Book) 계약방식 적용

100%
Target

사업기간 단축 KPI: 유사사례 대비 사업기간 단축

달성 방안

 통합프로젝트 수행방식(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계약 적용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공장제작방식(Off Site Construction) 적용

 풀플래닝(Pull Planning) 공정관리

Target

30%

안전사고 예방 KPI: 안전사고 발생률

달성 방안

 설계단계 - 설계의 안전성(DFS) 검토 수행

   입찰단계 - 제안요청서(RFP)에 안전관리 상세 기준 명시

   시공단계 -   고위험작업(HRA) 항목에 대한 일일 작업계획 설명회 

(Daily Activity Briefing) 시행

0%
Target

달성 방안

 적정 공법·디테일 적용 및 자재 선정

 풀플래닝(Pull Planning) 공정관리를 통한 시간 확보

 하자원인 분석 DB화 및 활용

20%
Target

품질수준 향상 KPI: 하자 발생률 저감

2022년 프리콘 

매출 비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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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콘을 통한 

친환경 건축물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 도시 인프라의 한계,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소요 열량을 낮추고, 1차 에너지 활용을 최적화하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건물 운영을 효율화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리콘 단계에서 

시공, 운영 및 폐기 단계까지를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건축자재에 의한 영향이 상당하며, 이러한 영향을 건축물을 

건설할 때 이미 내재되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여 ‘내재영향(Embodied impacts)’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재  CO2 영향은 2014년 기준 약 13%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환경영향 고려는 단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재의 사용을 통한 건축물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와 공법 선정도 중요합니다. 

한미글로벌은 프리콘 서비스를 통해 자재 생산, 운영, 폐기 단계까지 건축물의 전과정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 건축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미글로벌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기술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조직은 현장에 파견된 

전문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미글로벌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엔지니어링실은 프로젝트 기획, 

설계, 원가관리, 시공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선진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최상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계획, 공법 최적화를 통한 최단 자재 운송 및 건설 장비 

운전 기간 최소화(PC 공법, Unit Type 커튼월 등)

시공단계 

(Construction)

   탄소배출저감 기반의 정부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저탄소·에너지 절감 관련 발주자 요구사항 검토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반의 설계지침 작성

설계 전 단계 

(Pre-design)

   자원 절감형 공법 및 건축기술 적용 

- 재활용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순환자원 활성화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유효자원 재활용 자재의 확대 적용과 GR 인증을 받은 자재 적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 적용 

- 자원 절감형 공법 적용(모듈러, PC)

   환경성 선언 제품 및 저탄소 인증 자재 사용 

-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건설자재로 등록된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 CO2 저배출 콘크리트·목구조 적용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시공 

- Passive Design 적용 

-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 에너지 효율 우수 기자재 적용 

- 신재생 에너지 적용

설계단계 

(Design)

발주자 요구사항 

작성·지원
프로젝트

공사비 관리시공성 검토

발주·계약 관리시공·공정 계획

설계 프로그램

기획

설계 발주

·계약 관리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 대안

제시

가치공학(VE) 

·생애주기 

비용 검토

핵심역량

설계

원가

기획

시공

정기 프리콘 세미나 개최 다양한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프리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프리콘 활동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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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저감 목표 기준 강화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사용 

탄소배출저감 설계관리 지침 국내 건축물의 탄소배출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건축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설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관리 방향 및 요소를 설정합니다.

   탄소배출저감 정책에 따른 관련 

규정 기준의 우선적인 검토 필요

    건축자재의 전과정평가에 따른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관리 필요

OR 분석

최적시스템 설계

친환경 지침

LCC 분석

에너지 시뮬레이션

커미셔닝

기류 시뮬레이션

유지관리계획

조도 시뮬레이션

에너지튜닝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 관리 요소 및 분석 시스템 항목

1. 저탄소 녹색건축물 기준 강화에 따른 세부항목을 우선적으로 반영

2. 에너지절감을 위한 설계관리와 함께, 유지관리단계의 에너지도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

3. 지속가능한 건축자재가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관리

단열

지열

창호

연료전지

열원

BEMS·FMS

공조

온실가스 
저감 냉매

조명

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기기

환경표지 
인증 자재

태양광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환경표시·저탄소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계 관리 필요

   에너지절약계획 기준에 따른 

설계관리 필요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설계관리 필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방향을 

고려한 설계관리 필요

환경표시·저탄소 인증제품 사용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강화

에너지 
비용

에너지 절감 
(ZEB)

LCC

생애주기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탄소배출저감 설계관리 지침 

향후 방향

국내 건축물 정책은 대부분 사용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중 녹색 

건축 인증에서 자원 절약적인 재료의 사용이나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의 사용, 저탄소 자재의 

사용 등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 생산 과정이나 건축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미글로벌 프리콘은 

설계 검토, 공사비 관리, 일정 관리, 품질 관리 등의 기존 관리 요소와 함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설계 관리 및 건축물 전과정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자재의 사용 기준 및 폐기 시 발생되는 환경 영향까지 고려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 중심의 정책 및 기준의 준수를 넘어,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와 사용 및 폐기의 관점에서 건축물 전과정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건축물 전과정영향평가

패시브 및 액티브 설계 유도

  패시브 설계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거나 

고성능창호 등의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는 설계

  액티브 설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기계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절감하는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창호 및 벽체의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

건축물 전과정영향평가

 건물의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등을 저감하는데 주력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영향이나 건축물 폐기 시 
발생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

   건축물에 대한 환경 영향의 고려는 단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재 사용을 통해 건축물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전과정영향평가가 필수

   건축물 전과정평가를 허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규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법론 필요

LCI DB 적용
LCI: Lifecycle  

Inventory Database 

시공 운영 해체 결과
재료
생산

수선율, 수선 
주기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폐기물 수송 
및 장비 사용 
에너지 산정

전 과정 CO2 
배출량 산정

건축, 토목, 
전기, 조경 

공사 등

관리 
요소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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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문 7대 핵심 과제

안전 최우선

정책과 목표 

Safety Moment before every meeting 

Chairman's Message

Zero Compromise 
On Safety

Safety First First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정도가 심한 재해를 지칭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2016년 

이후 사고 사망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전체 사망사고 중 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중대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습니다.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관리 조직과 체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에 기반한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미글로벌은 CEO 직속 안전보건경영협의회를 운영하여 매년 

안전 문화 수준 향상 및 위험 공종 관련 선제 대응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 시작 전 ‘Safety Moment’를 실시하며 안전 최우선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를 핵심가치 중 하나로 삼고 

'Zero Compromise On Safety'라는 슬로건 아래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안전 경영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안전보건경영협의회 조직 및 안전관리 체계 

안전 최우선 가치와 중대재해 Zero 목표

안전 책무 인식 강화
01 발주자 안전책무 인식 강화

02 구성원 안전책무 인식 강화

사전 안전관리 강화
03 프리콘 안전관리 강화

04 동종재해 예방활동 개선

안전보건경영 

System 개선

05 구성원 안전·보건 확보

06 안전법규 실행력 강화

07 안전문화 기반 구축
■ 품질 · 환경 · 안전보건 방침

안전 업무 체계(전담자  정기·상시 점검 실시)안전관리 전담 조직

책임 단장
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PM단 

안전 담당자
안전관리 

책임자

당일 작업 위험요소 발굴

상주기술자 전원 1일 안전점검

프로젝트 운영팀

본사 현장지원팀

상주기술자(Check-List 활용)

5RP작성(5Risk Point)

5RP게시 및 열람

지도 확인

본사 

안전관리팀

협의회 

(공종별)

현장대리인(시공사)

회장

리스크관리실전략기획실

경영총괄

글로벌사업부

해외사업팀

에너지인프라팀

국내사업부

프로젝트 운영팀

국내영업팀

경영지원실

인사팀

경영지원팀

안전교육 및 캠페인 운영

정기적인 안전점검지도

ENG실

현장 안전 체계 지원

사업지원실

Safety 

안전 교육 

현장모니터링 

현장 점검

하이테크사업부

프로젝트 운영팀

현장지원팀

비즈니스개발실

안전관리체계·현장 모니터링

안전관리팀

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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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반 안전관리 체계 한미글로벌은 2009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인 안전보건경영 인증 규격 

(ISO45001) 획득 이후 매년 ISO 통합 심사를 통해 관련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 강화하고 있습니다. ISO45001:2018에 따라 리스크 및 기회 분석, 

전략 수립,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문화 수준 진단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01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02    안전점검 가이드북

03      안전보건경영인증규격 

ISO45001 인증

01 02 03

1. PRECON  단계 

Risk 분석·전략수립 단계

3. 시공 후 단계

결과 확인 피드백 단계

02 

설계 HSE 

위해 요소 검토

03  HSE 관리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01 

HSE 관리 

목표 및 방안 수립

2. 시공단계

전략 실행 모니터링 안전문화진단

01 

현장 HSE 관리 

조직체계 검토

07 

 HSE 

교육훈련

08 

건설사업관리 

HSE 교육 훈련

09 

HSE 

관리문서 관리

10 

현장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보고

11 

현장 

HSE 점검

12 

SCAR, 

SWO

0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검토

06 

HSE 

조정회의

03 

HSE 관리 

계획서 검토

04  

유해 

위험방지

05  

HSE 관리 계획서 

시험감독

선제적 관리를 통한 예방    

한미글로벌은 외국인 글로벌 안전 전문가 중심의 안전 조직을 구성하여 건설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취약 시기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 관련 실행 서류 구비 등의 사전 안전 활동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전문가를 필두로 글로벌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동절기, 해빙기 등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안전 

이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10대 작업 안전 수칙’을 수립하고 각 사업장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사 

차원의 필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리더십 향상과 안전시스템 이해 및 안전 수칙 습득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안전예방 교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현장 안전사고 점검 실적 회 217 165 80

안전교육 실시 인원 명 659 497 248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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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유형 분석 

사고 분석과 디지털 기술 결합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재해건수(총 65건) · 재해유형

2021년상반기 2021년하반기

재해건수 2021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0
0 2 4 6 8 10

10

20

30

40
넘어짐

떨어짐

절단, 베임

끼임

충돌, 맞음

기타 
(질병 등)

8건

6건

9건

4건

5건
5건

4건
10건

8건

2건
2건

2건

27건

38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시스템(HITs)에 등록을 하도록 전 구성원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고예방 활동을 위한 상벌규정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모니터링은 당사 구성원 및 협력회사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계절, 현장 특성, 작업 

방식 등에 따른 재해 발생 현황을 관리합니다.  재해통계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현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일반적인 CM 사의 경우 시공상의 법적 책임에 국한된 CM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글로벌에서는 CEO의 안전 최우선 정책을 기반으로 법을 상회하는 실질적인 

PM 차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글로벌 선행 지표 및 해외 선진 사례를 도입하여 건설 사업과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안전사고 분석 

“구성원이 건강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슬로건처럼 구성원의 건강이 회사 건강의 

바로미터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에 한미글로벌은 전 구성원과 그 배우자에게 매년 

종합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구성원 상시 건강 상담 서비스와 

신속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 건강 이력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구성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사내 시스템 내 검진 History 

메뉴를 신설하여 연도별 건강검진 기록 누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항목별 검진 

주기 가이드를 제공하여 연도별 효율적인 검진 항목을 설계하고, 건강 관리 목표 및 실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 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ealing Room 

운영을 통해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근무 시간 중 구성원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잘못된 자세 교정 등을 돕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관리 및  검진 History 관리

코로나 상황 이후 열악한 위생환경과 취약한 의료 시스템하에 가족도, 친구도 없는 타국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25개 해외 현장에 있는 68명의 구성원들에게 본사 구성원들의 ‘파이팅’ 영상 응원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구성원 가족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여 해외 

근무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외 현장 근무자 심신케어

■ 사고 보고 시스템 

우리 회사는 2009년부터 금연 캠페인을 시행하여 만병의 근원인 흡연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전사적인 금연 캠페인과 금연교실, 금연포상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활동 중 입니다.

100% 금연 회사 지향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건강검진 실시 비율 % 100 100 100

금연서약 실시 비율 % 100 100 100

한미글로벌은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안전 관리 도구를 개발하여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사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시정 조치 

요구서를 발행하고 공유·문서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SCAR(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현장에서 안전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 앱을 통해 즉시 발주처, 본사, 감독기관 등에 알리고 해당 부적합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이 온라인에서 문서화되어 과거 번거로웠던 업무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추후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프리콘(Pre-Construction) 단계에서 발주처에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관련 도구를 지속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Digital 기술 활용 안전 혁신  

■     모바일 기반 안전 시정조치 요구서(SCAR) 

어플리케이션 운영

구분  적용현장 SCAR 발행건수 개선율

Mobile SCAR 현황 27개 1370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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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정책과 목표 HG 디지털 솔루션

추진  로드맵

건설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다른 산업에 비해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졌을 뿐 기존 생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간극을 좁혀나가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 10년간 

BIM 및 IT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및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스마트 건설시장 선도를 위해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일하는 방식과 도구의 

디지털 전환, 구성원 마인드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탁월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오류, 

누락,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업무방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단계별 목표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전환, 기술 인프라 구축, 디지털 마인드셋 전환,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PM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1단계(2019 - 21년) 2단계(2022 - 24년) 3단계(2025년 이후)

단계별 목표
HG업무의 

Digitalization 실현

PM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창주 사업 추진

전략

방향

일하는 방식의 전환

현업·현장 업무의 디지털화

현장과 본사 간 업무 단순화 

및 현장 고객서비스 차별화
디지털 PM서비스 

플랫폼 안정화

기술 인프라 구축
핵심 활동(공정, 원가, 품질, 안전) 

디지털 사업관리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술 

마인드셋 전환

구성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디지털 기술 실무교육 고도화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New 비즈니스모델 

발굴

디지털 전문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익모델 발굴

수익성 중심의 사업 추진 

(HG Technology 설립)

테크 샌드박스(Tech-Sandbox) 방식을 활용한 자체 개발 솔루션과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도입 및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프로젝트 및 현장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 및 장비를 통해 건설 생애 주기 전반에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 및 활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단위  2020 2021

자체개발 
솔루션

ezCDE

건

4 9

Mobile SCAR 12 11

상용화 
솔루션

BIM 6 4

Smartsheet 7 6

스마트 디바이스 1 5

메타버스 - 2

자체 개발 솔루션

플랫폼(Platform)

ezCDE 모바일SCAR

상용화 솔루션

드론

홀로렌즈

장비(Device)소프트웨어(Software)

Smartsheet

메타버스

DProfiler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전사 디지털 전환 구성원 교육 전사의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솔루션 적용 활성화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플랫폼 구성 모듈, 프로젝트 관리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현장 방문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0 2021

온라인 교육 
회 2 28

명 4 95

오프라인 교육
회 23 12

명 108 72

일하는 방식과 

도구의 디지털 

전환

구성원 

마인드의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ESG HIGHLIGH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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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협력을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

향후 방향

한미글로벌이 보유한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IT 전문 기업, 시공사, 스타트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미글로벌 건설사업관리 

플랫폼 ‘ezCDE’

ezCDE(easy Common Data Environment, 상표출원번호 : 40-2021-0115495)는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지원하는 한미글로벌만의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실시간 협업 공통 

데이터 환경입니다. ezCDE에는 공통 플랫폼과 맞춤형 개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통 플랫폼은 

건설사업관리의 기본 절차와 규정을 디지털화한 협업 메뉴로 구성되고, 맞춤형 개발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템플릿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zCDE에는 

사업 관리, 원가 관리, 공정 관리, 안전 관리, 품질 관리, 계약 관리 메뉴가 있고 그 하위에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산업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현재 건설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접목시켜 

전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바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타산업 및 선진국 대비 활용도와 확장성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단순히 각각의 

업무에 디지털 기술 적용을 넘어 건설산업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재무적 영역뿐만 아니라 리스크 감소, 친환경 등 비재무적(ESG) 

영역까지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CDE(CommonDataEnvironment):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정보를 중복 및 

혼선이 없도록 공동으로 수집, 관리 및 배포하기 위한 환경

클라우드 기반 대시보드 Smartsheet PMIS BIM 활용 설계관리 모바일 실시간 안전관리

구분 정의 내용

ezCDE

건설 프로젝트팀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다양한 파일과 활동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시스템

설계 관리,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계약 

관리, 사업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업무 템플릿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모바일SCAR

현장의 안전 시정 조치 요구서(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를 발행하는 데 있어 담당자들이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상황 실시간 파악 및 맞춤형 지원, 3D 

모델 또는 2D 도면에 위험요소 위치 표시, 보고서 자동 출력, 

카카오톡을 이용한 내용 전달 서비스 제공

Smartsheet
클라우드 기반 협업 관리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업무 계획, 관리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와 실시간 협업 및 공유 등 프로젝트 

운영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D Profiler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3D모델과 Cost DB(유사 

실적 Data)를 기반으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여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공사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공사비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고객의 

의사결정 지원 등 차별화된 원가관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 디바이스
(드론,홀로렌즈 등)

업무 생산성 및 비대면 협업 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관리 시스템

설계 오류 및 시공성 검토, 프로젝트 참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통해 비대면 협업 및 의사소통 시스템

공간 및 시간의 제약 없이 회의, 자료 공유 등 

프로젝트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Smartsheet

Planner System

D Profiler

Risk & Opportunity Log

BIM 360BIM2schedule BIM2cost 

Project KPI 

·Health Dashboard

사업관리

계약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공정관리

ezCDE

Task Planning EVMS Mobile 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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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친환경 건설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5554

친환경 건설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 활동은 본질적으로 크고 작은 자연 훼손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 자체를 두고 보전과 개발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반적 

건설사업 단계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미글로벌은 

기업활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친환경 건설에 방점을 두고 기후변화대응 목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미글로벌은 태양광 발전사업, 육·해상 풍력 발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PM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소를 위한 건설환경관리 

활동 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PM 

및 EPC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환경플랜트 건설 확대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한미글로벌은 2012년 환경 컨설팅,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최고 실적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에코시안을 인수하고 스마트그린솔루션 서비스를 확장해 왔습니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보건안전 분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패키지를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보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과 이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문적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솔루션

■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

친환경 건설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건축 솔루션

프리콘을 통한 

건물 전생애주기 

탄소배출저감  

신재생에너지와 

환경플랜트 

건설 확대

스마트그린솔루션  

한미글로벌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공부터 운영 단계까지 건축물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건축물의 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억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및 공법 선정, 최적의 시공계획을 

통한 공사 기간 단축 등 프리콘 활동들은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량 감소는 물론 건물 운영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까지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콘을 통한 건물 전생애주기 탄소배출저감 

그린 빌딩 부문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LEED* 인증 컨설팅, 

친환경 건축 인증 컨설팅, 빌딩 에너지 최적화 설계, 빌딩 친환경·에너지 리모델링 설계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LEED 인증 컨설팅과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의 필수 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단계 에너지 컨설팅에서 최고의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특화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수립하여 설계 방향성과 

기술 검토 및 설계 가이드를 제시하며, 기획 및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시공관리를 합니다. 

친환경건축 솔루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에너지인프라팀 에코시안 엔지니어링실

ESG 위원회

ESG 경영 총괄

경영총괄 사장

ESG 실무협의체

건설전략연구소

국내사업부
하이테크 
사업부

글로벌 
사업부

HG D&I iarc

사업부 및 그룹사 협업 

ESG 환경경영 추진조직 

품질, 환경, 안전보건 통합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ISO14001 인증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SG 실무협의체를 통해 환경경영, 친환경 

건설 확대 및 솔루션 제공 확대 등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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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 관리 건설 PM 환경영향 저감활동한미글로벌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행정규칙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운영통제 범위 내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추적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구성원의 

상당수는 발주처 또는 시공단의 업무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운영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사의 에너지 및 전력 사용, 본사와 현장의 업무 차량 운행 등 추적 관리 가능한 

기업 활동에 대한 환경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건설업은 사업 특성 상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 소음, 폐기물 등 건설 환경문제로 정부의 환경법규 재·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글로벌은 PM으로서 지속적인 환경법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리콘 단계에서 적극적인 친환경 

목표 검토 및 제안 뿐 아니라, 시공단계 환경관리로 건설현장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법규 위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1)  TJ 4.0 4.3 4.2

에너지사용량  원단위2) TJ/천억 3.9 3.7 3.0

온실가스 3)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4)

tCO2eq

198.5 214.3 204.3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5) 33.5 38.6 40.1

합계 232.1 252.9 244.4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2) tCO2eq/천억 228.1 217.3 175.5

구분 주요 활동

Pre-con

 기획
· 에너지 절약 가능 항목 반영 제안

· 환경 관련 인증 제안

설계
· 친환경·에너지 절감 목표 적정성 및 법적 기준 검토 

· 에너지 절약 설계 관리

시공단계
환경관리

·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시공사에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숙지 및 이행 지시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협의내용 등 관리 확인

· 현장 환경관리 상태 확인

· 폐기물처리, 비산먼지 저감 관리, 세륜기설치 확인

인증 · 환경관련 인증 관리 

1) 에너지 사용량은 본사 도시가스·전력 및 본사·현장의 차량연료 사용량을 합산한 값 

     본사·현장의 차량연료 사용량은 법인 운영 차량의 유류대, 주행거리 등을 통해 추정 

2)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는 에너지 사용량을 (별도)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나눈 값

3)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진행방식이 아닌 한미글로벌 본사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목적으로 산정

4) 본사 도시가스 사용 및 본사·현장의 차량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5) 본사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2019년, 2020년 환경정보 공개 수치가 변동됨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역삼센터필드 NHN 판교 사옥 LG 사이언스 파크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건축 컨설팅을 

제공하여 데이터센터 중 당시 세계 최고 점수로 LEED Platinum 

인증 취득

   제로에너지 빌딩 구성의 필수 요소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단계 에너지 컨설팅 

   역삼 센터 필드를 포함하여 40여건 이상의 BEMS 실적 보유

   설계 단계에서 전력사용량 절감이 가능한 간접증발식 

냉각장치와 공조장치 적용 

    LEED Platinum 인증 취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에서 '우수' 등급

   Beacon 기술을 활용한 BEMS구축

실행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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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환경플랜트

정책과 목표 실행과 성과 

추진 체계

한미글로벌은 지난 10년간 친환경 중심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에너지산업 

판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하여 친환경 프로젝트 개발 및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한미글로벌의 핵심 

역량은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프로젝트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Waste to Energy, WtE)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PM 서비스

다각화된 
친환경 사업수행

사업 전단계 
친환경 솔루션

HG Total 
Service

풍력
RE100 

달성 지원

2050 
탄소중립

태양광

연료전지

WtE 

2030 
온실가스 

감축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신재생에너지 참여사업  MW 285 614 846

WtE 처리용량 ton/일 - 347 226

주요 프로젝트

제주한림 해상풍력 발전사업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위치하며 100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SPC 설립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0MW급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5400억원 규모 사업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주시 Carbon Free Island 2030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미글로벌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 컨설팅사인 Ponder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미글로벌의 육상풍력 노하우와 유럽 선진 해상풍력 

기술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기술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5 신재생에너지 참여사업

누적용량 목표 

5GW

2025 WtE 참여사업

누적 처리용량 목표 

1000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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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태양광 발전사업 청송 산업개발 자원순환시설 건설 PM 사업

지이케미칼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사업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임자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일원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폐염전 

부지에 100M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18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36,000여 가구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신안군 

전체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연간 약 59,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매년 약 427,000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친환경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면적 8950m2 부지에 91.2톤/일 소각장 및 폐기물 Sludge 건조 200 

톤/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한미글로벌은 PM으로서 기술 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 관리, 품질관리, 성능검사 검토, 도서 검토 및 사용승인 허가까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성능의 소각장 및 Sludge 건조장 건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검증된 최신 설비를 토대로 모든 자원순환시설의 Lessons Learned 항목을 반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성능시험 시 이틀만에 Base-Load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연면적 8007m2 부지에 일평균 135톤(PET 플레이크 80톤, PP·PE 플레이크 

15톤, PE·PP 펠렛 19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환경플랜트 EPC 사업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초기 기획 및 금융주선을 진행하였으며, 사업개발 단계에서 우선권 및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 기술 실사를 통해 사업성을 입증하였으며, 최종 EPC 사로서 책임준공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내 수면에 100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5000억원으로 2025년 9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사회 건설의 선도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는 총 

3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계획에 기여합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생태계 구축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미글로벌은 PM으로 참여하여 

사업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좌 태양광 발전사업

안좌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안군 안좌면에 87만 평 부지를 활용하여 총 3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00억원으로 2020년 3월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1단계(96MW) 발전 단지는 현재 상업운전 중이며, 2단계(204MW)를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한미글로벌은 본 사업에 PM으로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훼손된 농지에 신안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당초 4개월 지연된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5개월 조기 준공을 이끌었습니다.

향후 방향 국내외 환경 플랜트, 태양광 및 육·해상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 및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속 가능한 적정 기술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운영조직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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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스마트 그린 솔루션

정책과 목표 한미글로벌은 10년 전부터 지속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해 오며, 2012년 국내 친환경컨설팅 

1위 기업 에코시안을 인수하였습니다. 한미글로벌의 건설사업관리 능력과 에코시안의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컨설팅 능력이 융합되어 그린빌딩, 건설 IT,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에코시안은 “환경·에너지 분야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비전으로 하는 최고의 실적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내 No. 1 

환경 컨설팅, 에너지 솔루션 기업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해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에코시안의 사명입니다. 에코시안은 정부, 기업, 지자체, 협단체 고객들에게 

환경·에너지·기후변화와 관련된 컨설팅 및 ICT솔루션을 Total Solution 형태로 제공합니다.

에코시안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정책연구 파트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기후변화 관련정책 

설계에 자문을 제공하고, 해당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운영과 

확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거나, 정부 간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통합 컨설팅 파트로, 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환경·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대한 종합적 전략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세번째는 ICT 파트로, 기업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에너지·기후변화 관련 현황을 

관제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안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환경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솔루션 파트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보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과 

이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문적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25 에코시안 

스마트 그린 솔루션 보급 목표 

1000 고객사

2030 에코시안 

스마트 그린 통합 플랫폼에 연결 

5000 고객사

추진 체계

정책연구(Policy Research)

ICT(ICT Packages)

통합 컨설팅(Total Consulting)

솔루션(Business Solutions)

   환경 · 에너지 · 기후변화 정책 개발 · 지원

 정책 리서치 보고서 발간

 민 · 관 공동 정책 협력 및 홍보

 해외 정책수출 및 국제 협력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ES-xEMS)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ES-iREMS)

 기후변화 통합 대응 시스템(ES-ETS)

   환경보건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ES-EHS)

   환경 · 에너지 · 기후변화 통합 전략 컨설팅

   환경 · 에너지 · 기후변화 구제대응 컨설팅

   탄소중립(Net-Zero)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및 ESG 경영전략 수립

   ES-xEMS 기반 에너지 최적화 AI 솔루션

   ES-ETS  기반 기후변화 최적 대응 AI 솔루션

   신기술 · 신약품 기반 환경 방지설비 개선 솔루션 

   시뮬레이터 기반 환경 ·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체계 개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Big Data 분석 플랫폼

온실가스관리 시스템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배출권 거래 의사 

결정 감축 활동 관리

설비교체 

에너지 효율 최적화

온실가스 관리

설비 에너지 효율 관리

실시간 Rule Engine

Tibco CEP

 RHive

통계 Tool

R Statistical Engine

RHive

분석·모니터링 UI

Tibco CEP

Web Reporting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플랫폼

탄소 재무 분석 시스템

에너지 투자 사업 관리

BAU 관리

배출권 관리

탄소 재무 

분석 플랫폼

Big Data 분석

Big Data 통합 

및 처리

정부

고객

경영진

관리자

 규제대응

   외부 평가 
보고서

   내부 평가 
보고서

 Data

Data Warehouse
공장 에너지 원칙데이터

·검색기반 분석

OVERVIEW OUR BUSINESS ESG HIGHLIGHT APPENDIXESG 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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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 성과

실행과 성과

향후 방향스마트 그린 솔류션 2019 2020 2021

기술 개발
 정부 기술 R&D 수행 건 수 5 10 10

기술 특허 출원·등록 건 수 2 4 5

솔루션 보급 ES 시스템 보급 건 수 17 93 95

국내 항만 최초 온실가스·미세먼지 

관리 시스템(PortCAMP) 구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ES-REMS) 개발 및 인증

창원 및 여수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SEP) 구축 

국내 최초 탄소 

배출권 종합 플랫폼 오픈

      인천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공동 

연구과제를 통해 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이슈에 대응 가능한 항만 탄소-대기질 관리 

플랫폼(Port-CAMP, Port-Carbon & Air quality Management 

Platform)’을 2018년에 개발 완료하고, 2019년에 인천항에 적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 인천항만공사 동반성장부문공로상 

수상 및 녹색기술 인증 취득, 2018년 해양수산산업대상 친환경 

에너지 부문 수상, 과학 기술부 주관 ‘2019년 혁신성장 동력 

실증지원사업’에 선정

      향후 Port-CAMP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내외 항만환경 분야의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기능 확대 계획

      다양한 신재생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신재생 발전소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Renewable Energy Management System)을 

2019년에 개발 완료하고, GS 1등급 인증 획득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조회 및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유형별 발전현황, 발전수익, 

운영이슈, 운영비 및 주요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REC 자산관리 등 신재생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2020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주관의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플랫폼(SEP) 구축 사업에 컨소시엄사로 

참여하여, 창원 및 여수 산업단지 대상으로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을 보급하고, 해당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관제 

센터(TOC) 구축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자립화를 지원 

하기 위한 본 사업에서, 창원 및 여수 산업단지에 각 50여개 

기업에 에코시안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보급 하였고, 

통합관제센터(TOC) 연결을 통해 각종 에너지효율 서비스 제공

     2017년 11월에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종합 플랫폼인 ‘탄소 

배출권 시장 정보 및 장외거래 플랫폼’ 오픈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 분석 정보, 탄소배출권 

시장, 대응 전략 컨설팅 서비스, 기업 간 탄소배출권 장외 거래의 

장 제공

                   장외거래의 장을 통해 배출권을 매도하려는 기업이 물량과 가격 

등을 등록하면 이를 사려는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에코시안은 지난 20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컨설팅, 시스템, 솔루션의 기능을 고도화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에코시안의 통합 플랫폼 내에서 고객들이 환경·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친환경 Total Solution Provider로 자리 매김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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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목표 

품질과 고객 중심 

한미글로벌은 ‘우리는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한미글로벌 전 사업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과 품질 하자, 환경오염, 민원, 안전 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을 지향하며 모든 형태의 

서비스 전 과정에서 품질, 환경,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프로젝트 

고객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품질과 가치, 기대수준, 불만사항, 충성도 측면의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서비스 제공의 

초석으로 삼고자 사내 시스템을 통하여 면담 공유,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의 

불편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한미글로벌 홈페이지에 고객센터를 

운영, 고객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취합 및 관리하여 신속하게 답변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고객 가치를 카테고리화하여 5개 단계로 

레벨링 한 고객 가치 피라미드를 구축, 고객 가치창출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 

피라미드의 5개 레벨은 윤리와 같은 필수 가치, 건설 4대 가치(품질,  원가,  공기,  안전)를 

제공하는 본원적 가치, 고객의 편리함과 스마트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수행의 적극성 

등을 제시하는 부가적 가치, 인간적 신뢰와 고객사 담당자의 성장을 돕는 개인적 가치, 

고객사의 미래비전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하는 영적 가치까지 5개 단계, 31개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의 자가점검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및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 구성원 및 신규 입사자, 품질 관리자 등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품질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 수행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성공과 실패 사례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무결점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품질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기반 고객가치 창출 

고객가치 피라미드

품질, 환경, 안전보건 통합관리 경영시스템

Level 5 영적 가치

Level 4 개인적 가치

Level 3 부가적 가치

Level 2 본원적 가치

Level 1 필수 가치

�HG  고객가치5-level

고객가치 창출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프로젝트 

225개 대상 수행 경험이 있는 고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순고객추천지수(NPS : Net Promoter Score)가 62.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글로벌의 

NPS는 글로벌 TOP 브랜드들의 수준에 달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NPS 기반 고객 가치 창출 분석

2019

63.4

2020

61.1

2021

62.4

고객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미글로벌만의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업별 맞춤 가치 제공을 위한 

고객 가치 혁신 워크숍을 개최, 경영진 및 외부 자문 위원과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이 모여 

심도있고 진솔한 논의를 거쳐 고객 가치 혁신 과제를 도출, 실행합니다.

'고객'을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성공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고자 정기적 고객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객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고객 중심 

문화를 공고히 하고, 구성원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행복경영 실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객가치혁신 워크숍 진행

고객 감사활동

NPS 점수

6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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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고객가치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PDCA’(Plan-Do-Check-Act) 프레임 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개선시켜 ESG 경영 내재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을 우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고객헌장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니즈 파악 채널 체계화, 고객 

대응 매뉴얼 구축을 통한 수행 품질  표준화,  고객 중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캠페인 

및 구성원 교육  확대,  서비스 품질 조사 시점 다양화 노력을 통하여  고객중심 시스템을 보

다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방향

품질 경영 품질접점 중점관리

품질, 안전, 환경 18개 중점관리 Process 최초 설정·실행

시정공문을 활용한 품질·안전·환경 개선

Checklist 기준 정량적 구체적 설정 검수·검측·검사·점검

현장 진행단계별 지원·실행·점검 시스템 

(특허출원, 10-2015-0035683)

Cloud-EDMS

(특허, 10-1428749)

기록관리를 통한 실적 증명

입주 
1주년

진행

착수

종료

현장 진행단계별 

본사+현장의 

지원·실행·점검

시스템

Best 
Project

Best 
Project

Best 
Project

Best 
Project

Cloud-EDMS

Best 
Project

Best 
Project

현장 진행단계별 System(특허)

품질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현장 진행 단계별 지원, 실행,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발굴하여 위험성을 도출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품질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리스크 해결책을 제공, 동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지원 시스템 운영품질경영 체계 

2021년 ISO9001 평가 결과 5개년 평가 결과

중부적합 0건 2017년 A-

경부적합 0건 2018년 A-

관찰사항 9건 2019년 A0

우수사례 3건 2020년 A0

권고사항 8건 2021년 A0

품질 안전 · 보건 환경

작업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영향 평가

환경·안전 세부 목표·추진 계획 및 실적 관리

ITP·Checklist, QES  검측 및 합동점검

QES 사전·초기 시정공문(FI, DN, SCAR) 적극적 운영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파악 및 준수 평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

중점품질관리 항목 도출· 

방안 수립 및 운영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 ITP

검사및시험계획서 

(Inspection and Test Plan)

■ QES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Quality, Environment, Safety)

■ SCAR

안전시정조치요구서 

(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 notice)

■ FI

작업지시서(Field Instruction)

■ DN

결함통보서(Deficienc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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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목표 

건설 프로세스 혁신

한미글로벌은 전사적인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하여 업무 수행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경영(KM : Knowledge Management)을 20여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지식경영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모든 임직원은 지식 등록 및 

아이디어 제안, Q&A, CoP(Community of Practice, 실행공동체), PM 플랫폼 등을 통하여 

지식경영에 참여함과 동시에 활발한 지식창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실행과 성과 지식경영시스템 

지식경영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구성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학습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으로 발생한 산출물을 등록하고 다시 활용하여 경영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0만 건의 지식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지식은 평가를 통해 개인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분기별 우수 지식인을 

선발하여 지식창출 활동에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영

업무-혁신-학습이 연계된 

Knowledge Based Excellent People & Company 달성

Global 경쟁력 향상업무생산성 향상

구성원 역량 강화

GOAL

지식기반 업무수행 Global 전문가 육성 지식경영 인프라 고도화

   핵심지식 확보 

프로세스 확립

CoP를 통한 학습 및 

협업 극대화
지식사업화 인프라 구축

BSC와 연계한 

KM성과 평가확대

1인 1 Best 

Practice 확보

제안 및 지식자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 프로세스별 

핵심지식 제공

내 ·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식 Hub 확충 

및 사업화

한미글로벌 부설 건설전략연구소(CSRI, Construction Strategy Research Institute) 

에서는 글로벌 R&D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선진 건설 관련 법제도와 건설 기업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건설 관련 혁신 신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나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한미글로벌 뿐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건설 선진화 및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 혁신 선도

영상 콘텐츠 

2000 건

축적된 지식문서 

1,300,000 건

특허 

50 건
CoP는 공통된 관심과 이슈를 가진 구성원들과 지식을 교류하고 융합함으로써 개인과 회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실행 공동체 입니다. 2021년 제로에너지 빌딩, 기계설비 업무 표준화 등 

총 6팀의 실행 공동체가 활동하였으며 최고의 CoP를 선정하기 위한 성과 발표회를 통해 

전사에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Community of Practice 운영

꾸준한 지식 공유와 직무발명 제도를 시행하여 특허를 50건(국내 47건, 해외 3건) 보유하고  

있으며, '2일에 한개 층씩 올라가는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방법'(특허 제10-1324161호), '네트워크를 

이용한 작업자 인증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작업자 인증방법'(특허 제10- 2025825호)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력 기반의 특허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아이디어

Q&A 게시판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등록된 질문에 누구든지 

답변과 의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노하우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지식의 축적 – 공유 - 

활용의 선순환을 통해 구성원의 지식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A 게시판 운영

PM업무 가이드 역할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단계까지 차별화된 정보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술 리스크를 저감하고 유사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 사례를 분석 및 보완하여 현장의 품질향상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M플랫폼 운영

■ PM플랫폼 내용 구성

사업 
기획프리콘 공정 

관리

설계 
관리

비용 
관리

HSE 
관리

품질 
관리

친환경 
컨설팅

계약 
관리 BIM

PM 플랫폼

동영상 교육자료 작성양식

Best Practice 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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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은 행동

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일조하는 친환경 녹색건축을 위한 기회요소와 적용사례

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녹색도로, 녹색도시 등 녹색인프라에 대한 전략과 기술 정보를 제공해주는 

친환경 건설의 지침서이다. 녹색기술혁명을 통해 에너지, 환경, 그리고 인류의 건강을 고려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발

전적 신（新）지평을 열어주는 이 책에 주목해보자. 

 남궁은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건설 산업에 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이 책은 지

속가능한 건설의 미래 비전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입주 후 평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각 단계별 지속가능한 건설의 개념 및 사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서 제안한 내용들은 분명 미래 건설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건설 분야의 

대학교육으로부터 실무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승복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Sustainable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Paths to the Future

Sustainable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Paths to the Future

S u s t a i n a b l e  B u i l d i n g s  a n d  I n f r a s t r u c t u r e :  P a t h s  t o  t h e  F u t u r e

지속가능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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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교수
미국 버지니아공대 공학박사
yonghan77@gmail.com

애니 피어스(Annie R. Pearce)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수
미국 조지아공대 공학박사
urbangenesis@mac.com

한미글로벌

김 종 훈

한미글로벌(주) 회장
서울대 건축학과, 서강대 경영대학원

박 상 혁

한미글로벌(주) 건설전략연구소 소장
연세대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번역 및 편집

이 경 원   한미글로벌(주) 건설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지 희   한미글로벌(주) 건설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  

제1장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성 추진동인

지난 20년간 발전해온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한다.

제2장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시초가 되는 대표적인 친환경 정
책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미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에 의해 수립된 친환경 건축물의 주요계획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린빌딩 정책의 핵심요소와 세부내용을 전반적으로 기
술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고려사

항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4장 친환경 인증제도

건설과정에서 친환경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제품 선택 및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제5장 프로젝트 발주 및 설계이전단계의 지속가능성 기회와 사례

계획 및 프로젝트의 발주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즉, 주
요 시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함께 프로젝트 디자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최선의 방법을 찾
아보고자 한다.

제6장 설계단계의 지속가능성 기회와 사례

친환경 건설프로젝트에 적용된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지속가

능한 대지와 최적의 에너지 사용, 수자원 절약 및 친환경 재료와 쾌적한 
실내 공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그린빌딩을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제7장 시공단계의 지속가능성 기회와 사례

시공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계획과 적용요소에 대
해 기술하고, 지속가능한 전략과 실무 적용사례를 통해 시공단계에서 적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기법들을 소개한다.

제8장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지속가능성 기회와 사례

건축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인 유지관리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의 강
화 및 효율적 건물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들을 설명한다.

제9장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즈니스 케이스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리디포크 초등학교(Reedy Fork Elementary 
School)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된 각종 지속가

능한 전략들을 소개한다.

제10장 지속가능한 건설 산업의 미래 동향

향후 친환경 건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연구방향과 동향, 이론들

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안용한 교수, 
미국 버지니아공대 애니 피어스 교수, 한미글로벌 공동 기획!

친환경 기술서적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 : 미래를 향한 로드맵 》

 한국, 미국, 영국 동시 출간!

Design  표지 김보현  본문 김신아

값 33,000원

이 책은 지속가능한 건설에 요구되는 여러 기법 및 기술들을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건

설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을 비롯한 건설 

선진국가의 지속가능한 건설 동향 및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

는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SBN 978-89-7442-812-9

7574

향후 방향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 집중화, 집중과 탈집중의 균형, 디지털 대전환, 탄소 중립, 방역 및 

방재, 저성장 뉴노멀,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 경계 재설정 등 국내외 건설 메가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시의 적절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산업의 미래 목표 및 전략을 제안하고 

건설 산업 전체가 협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프로젝트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지식자산 가치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간 연결과 통합을 지원하는 

지식융합 플랫폼을 구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의 장에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차별화된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이윤율 개선 등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변화가 필요하며,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듈러 시공과 프리캐스트 공법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에서는 ‘OSC 기반 PC 구조 

주택 사업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 연구용역(SH공사)’, ‘건설 생산 시스템의 OSC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LH 공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 건설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행 연구 실적 

수행연도 실적

2019 글로벌 스탠다드 건설사업관리체계 구축 연구

2020 OSC 기반 PC구조 주택사업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 연구용역

2021 건설생산시스템의 OSC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건설전략연구소는 최고 수준의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석·박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관련 공공 연구기관 및 타 기업의 전문 

연구소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한국 건설 산업의 중흥에 보탬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건설 시장의 IPD 현황과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Iowa 주립대학 정형석 교수)’, ‘OSC 기반 건설 

사업에서의 PM/CM 체계 연구(워싱턴 대학교 김용우 교수)’를 발주하였고, ‘IPD-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성공 방식(한미글로벌&정형석, 2020, 보문당)’, ‘건설의 게임 체인저 OSC 

(한미글로벌&김용우, 2021, e대한경제)’를 발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연구개발 투자금액 백만원 1,889 2,154 2,03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 1.86 1.85 1.46

건설 혁신 연구 도서 발간

실행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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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목표 경력개발 체계와 성과

탁월한 인재 양성

한미글로벌은 '최고 인재(Excellent People) 지향’과 ‘자기계발(끝없이 학습하라)’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고유한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인재 육성 철학 및 원칙을 기반으로 설정한 4가지 육성 영역(Value·Leadership 

·Professional·Global)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cellent People, Excellent Company HG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구축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

가치 내재화 - Value한미글로벌 인재상 

개인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인재

   기술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조직
   일의 결과를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열정적인 기업가형 인재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을 헤쳐가는 도전의식과 프로기질을 가진 인재

고객
   언제나 고객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재

   솔선 수범하는 고객 지향적인 인재

사회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재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헌하는 인재

관계
   지식을 공유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문 인재

   구성원을 육성발전시키며, 팀워크 구축 등  리더십이 뛰어난 인재

· 프리콘 교육

·   멀티플레이어 육성 과정 

(공종별·수준별 전문 교육)

· 해외 파견자 교육

· 외국어 향상 교육

· 최고 경영진 양성과정

·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 HG Way 교육

· 행복경영 교육

· 경영전략 및 비전 교육

리더십(Leadership)가치(Value)

직무(Professional)글로벌(Global)

  GPMU    KM(지식경영 플랫폼)    멘토링·스폰서십    어학비 지원

   사내 온라인 연수원     Global OJT    독서경영    대학원·자격 취득 지원

인프라

교육체계

경영철학과 경영전략, Business Infrastructure 중 구성원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원칙과 행동기준, 시스템, 문화를 정리하여 제시한 HG Way와 회사의 조직문화인 행복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제공합니다.

7776

임원이사매니저 시니어 매니저프로

가치 
(Value)

HG Way · 행복경영 교육

건축(중급)

토목(중급)

기계(중급)

전기(중급)

건축(심화)

토목(심화)

기계(심화)

전기(심화)

프리콘 교육(기본)

프리콘 교육(심화)

단장교육예비단장교육

전문자격 취득 프로그램

직무
(Professional)

멀티플레이어 

육성 과정

특화

공통

기타 독서교육 · 윤리경영 · 온라인 소양 · 인문교육 · 다양성 및 인권교육 · 명사특강 · 기술특강 

글로벌 
(Global)

어학역량강화

신입사원 

 Global OJT

CLP 
(Cheif Leadership 

Program)

ELP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MLP 
(Manager Leadership Program)

FLP 
(Future Leadership 

Program)

신입입문 

교육

리더쉽 
(Leadership)

직무(기본)

· 他 공종의

이해

프리콘 

교육

글로벌챌린지(해외파견)

주재원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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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체계와 성과 경력개발 체계와 성과

회사 경영철학인 ‘Excellent People 육성’을 구체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인재 

위원회를 발족, 경영진과 인사팀이 주축이 되어 회사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경력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육성 프로그램별 운영 

고도화를 위해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주니어급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FLP, Future Leadership Program)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현장 PM 단장, 팀장, 사업부장까지 차세대 경영진을 육성하기 위한 계층별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리더십 강화를 위한 PMr(단장) 육성을 목적으로, PM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장 

교육, 예비 PMr 단장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직급을 대상으로 멀티플레이어로 

육성하기 위한 공종별 전문가 양성과정 통해 직종별(건축, 기계, 전기, 토목)·수준별(기본, 

중급,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구성원들이 이론적으로 여러 공종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유관 업무 배치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신입사원 입사 시 타직종 선배를 멘토로 지정하여, 6개월간의 현장학습 기간 

동안 모든 공종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더 양성 - Leadership

임직원 전문성 강화 - Professional

구성원 스스로 최고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 조성과 인프라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을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선지원하며, 인증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간의 학습 휴가 부여 및 취득 

후 포상과 자격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희망

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개발 지원

구성원들의 Insight 확장을 위해 매월 1회 외부 명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구매 포인트 지원, 사내 독서토론회 및 북클럽 운영 등 독서경영을 통해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 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Insight 확장

연간 기술사 취득 인원

3

5

7

(명)

Global OJT 제도는 공채 신입사원을 입사 직후 6개월간 해외현장에 파견,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PM 직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 입사자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미글로벌은 글로벌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외국어교육과 어학시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역량강화 - Global

구분 단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중국 헝가리 인도 네시아 필리핀 합계

2018

명

3 1 6 - 1 - 11 

2019 5 7 - 2 1 1 16

합계 8 8 6 2 2 1 27

3

2021

4

2020

6

구분 내용

2021.02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의 리더십, 외천본민

2021.03 뉴노멀 시대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

2021.04 시로 듣는 인생론, 시를 잊은 그대에게

2021.05 해외사업 디벨로퍼의 세계

2021.06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

2021.07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 시티

2021.08 인구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전략

2021.09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정책 및 개헌의 방향

2021.10 논리와 창의 사이

2021.11 매개하라! 권력의 대이동, 누가 움켜쥐는가?

2021.12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관점을 디자인하라! 

179.4

223.6

199.0

31.1

34.5

27.5

136,342

198,085
201,538

23,639

30,604
27,894

2019 2020 20212019 2020 2021

임직원 총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훈련비

임직원 1인당 교육훈련시간

임직원 1인당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사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포함

임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천원)임직원 교육훈련시간 임직원 교육훈련비(천원)

200,00040,000

150,00030,000

4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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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100,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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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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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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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M University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향후 방향

한미글로벌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GPMU(Global Project Management University)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인력 양성 및 전문 교육을 Global, Pre-Con, F-PM, 리더십, ESG, 

Smart의 6개 커리큘럼으로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GPMU는 각 구성원의 

교육 단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과 융복합 역량 강화를 

지향합니다.

2007년부터 차세대 건설 인재 양성을 위해 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현재까지 제18기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총 9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론 및 실무교육, 다양한 활동과 과제들을 바탕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건설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체계 수립 및 혁신을 통해 경영진, 탁월한 단장,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아우르는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기 위해 공종별, 

수준별 직무 전문 교육 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교육 활성화,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개선하여 교육방식에 대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수강자들에게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및 영국 

왕립건설학회(CIOB) 등 국내외 유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GPMU 플랫폼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경로로 수강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GPMU

건설전략연구소

사업기획 콘텐츠 제작 강좌운영 플랫폼 관리

·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 및 학습 

프로그램 유지  

·   학습자 동기부여 

참여강화

·   프로젝트 경험 및 

Knowledge 전파  

·   PM 역량 강화 

기술 교육

·   정기·비정기 교육

과정 운영  

·   강의·강사 평가

·   플랫폼 사용현황 

모니터링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사용자 기능개선

자문 TF

GPMU 운영 성과

구분 단위 내용

가입자 명 1,124

운영 과정 개 252

전체 강의 건 481

누적 접속 회 37,500

Global PM University : 메인 페이지

영상 콘텐츠 

목록 예시

주요 콘텐츠

단계별 교육지원

자기주도적 커리큘럼 

융복합적 역량강화

동기부여 콘텐츠 

·   건설 산업 프로젝트 기본 과정, PM 실무 과정, 차세대 건설 

산업 과정, 특수 프로젝트 사례 관련 선택 과정 등

이론 및 실무 교육

·   현장 학습, 사회공헌활동,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PM이론 습득, 

멘토링, 저명 인사 특강, 취업 특강 등

교양 및 리더십 교육

·   소연구(Research Presentation), 건설리더 인터뷰, 건설실무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획, 비전 설계, 에세이 등

과제 해결을 통한 심화 학습

·   입사 추천서, 장학금, 상금, 채용 전형 혜택 등

다채로운 혜택 부여

90% 970명 83%
수강생 평균 만족도 아카데미 총 수료생 수 수료생 취업 및 진학률 평균

46% : 건설 관련 분야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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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목표 실행과 성과

인권과 다양성 존중

한미글로벌은 인간 중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구성원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헌법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과 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를 통해, 

구성원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윤리 규정을 통해 학력, 출신,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채용시부터 승진, 배치 및 

급여, 교육, 퇴직과 같은 복리후생 제도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권과 다양성 존중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인권과 다양성 존중 방침 

한미글로벌은 199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 행복한 일터를 제공한다’는 미션을 정의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GWP(Great Work 

Place) 활동을 통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데 노력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보다 자발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행복경영’을 

적극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PCS(People, Customer, Shareholder) 모델에서는 

즐거움, 성장, 자부심을 행복경영의 3가지 구성 요소로 정의하였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활동, 자기계발, 독서경영, 감사 

나눔, 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법정 교육 

외에 명사초청 강연 등을 통해 인권, 조직문화, 다양성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회사의 미래에 대해 CEO와 함께 

토론하는 미래전략 토론회에서도 다양성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행복 중시 조직문화

인권교육과 다양성 존중 문화

한미글로벌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상회하는 장애인 고용, 정년 퇴임 이후 재고용을 통한 장년층 구성원 고용을 적극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직급에 편중된 여성  인력 구조에서 탈피하고 여성 구성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장년층 고용확대 및 여성구성원 성장 지원  

한미글로벌 윤리 규정 中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개인의 사적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 문화, 종교, 나이, 장애, 인종, 성 

정체성, 세계관 그리고 성별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함께 근무한다. 우리는 회사의 원칙과 우리가 일하는 각 국가의 고용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위와 같은 특성에 기인한 성적(性的)인 또는 개인적인 어떠한 차별, 학대,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사내 및 외부 파트너에 대한 모든 행동에 적용된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 개개인, 고객 및 사업 파트너, 공급업체에 대해 

차별 또는 강압과 같은 불합리한 고려 사항들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합리적 고려 사항들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6.17 인권 존중

행복한 구성원
People

주주가치 향상 
Shareholder

만족하는 고객
Customer

기업의 내부 고객인 구성원을 만족시키고 행복 

하게 함으로써 업무에 몰입하게 하고 업무의 질을 

높입니다.

행복한 구성원
People

이 익 이  증 가 하 여  회 사 가  성 장 하 며 ,  브 랜 드 

가치와 회사 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주주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주주가치 향상
Shareholder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고객 성공 

실현을 통하여 재발주는 물론이고 다른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만족하는 고객
Customer

한미글로벌은 업의 특성상 건설 프로젝트 계약 기반 인력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상의 분류일 뿐, 동일한 인사제도와 포상 및 복리후생 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을 통한 동반 성장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규직 전환자 명 7 8 1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성희롱 예방교육 명 744 802 982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명 - - 982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명 744 802 982

남성대비 여성의 평균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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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성원 수 및 고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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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자 수 및 복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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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남) 육아휴직(여)

일과 가정양립 지원 

2015년부터 본사 근무 인원들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녀 육아, 자기 

계발 등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확대     

임산부 구성원에게 태아 검진을 위한 공가를 부여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구성원은 1일 2시간 단축 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난임 여성 구성원이 희망시 임신을 

위한 휴직을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의 축하금과 소정의 선물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 중 희망자에 한해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한미글로벌은 모든 임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자녀수 제한없이 대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축하하고,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임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입학선물로 학용품 세트를 매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한미글로벌은 임원 매 5년, 직원 매 10년마다 2개월간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창립 10주년이 되던 2006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누적 인원 350여 명이 안식휴가를 

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에는 5년 이상 근속자가 희망할 경우 1개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Refresh 휴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안식 

및 Refresh 휴가와 연계한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도입, 항공료·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구성원 별 맞춤형 재충전의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충전 지원      

안식 휴가 및 리프레시 휴가 사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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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안식휴가 직원 안식휴가 직원 리프레시

•김경태, 유럽 배낭여행

• 박세진, 미국 대륙 횡단

•권지현, 피렌체 한달 살기 

•김유정, 스페인 한달 살기

직장인은 삶에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에서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마주하는 것이 

즐겁고, 하는 일이 보람 있고, 회사를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겨나는 일터,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성장과 발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글로벌의 ‘행복경영’은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서로 배려하는 긍정 정서를 

바탕으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회사 성과 창출, 고객 만족, 주주 가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조직문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 및 업무 몰입도를 진단합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연 1회 실시하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조직문화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성원 중심 행복경영  

행복한 구성원이 탁월한 기업을 만든다

즐거움 
FUN

성장 
GROWTH

자부심 
PRIDE

긍정적 소통 자기계발 나눔과 공헌

배려와 존중 열정과 끈기 자존감

즐거운 분위기 일의 의미 감사와 칭찬

HGTI(자발적 몰입도)

한미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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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균글로벌 평균

행복경영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2013년부터 결성하여 행복경영 

고도화를 위한 연구와 실천방안을  

수 립 하 고  있 습 니 다 .  조 직 별  

행복경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에 참여합니다. TF 를 통해 

조직별 특성에 맞는 행복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 현장 

구성원 케어, 조직성과 창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5감사 게시판 및 감사 릴레이 제도를 

운영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감사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눔 전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관

부서에서 매년 감사 고수를 선정하여 

소규모로 감사 및 긍정 에너지를 전달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G Way에 따른 도전 정신을 고취 

하기 위하여 연 1회 3개월간 각종 

도전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구성원이 

도전장을 내고 성공하면 혜택으로 도전 

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전자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전사에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구성원의 도전정신을 고취합니다.

행복경영 TF 운영 감사 나눔 활동 도전! HOT 美人

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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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목표 추진 체계 

지역사회와 따뜻한동행

한미글로벌은 미션을 통해 회사의 존재 이유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 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5대 핵심가치 중 “공헌(Contribution)”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훌륭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정의하고, 사회공헌위원회와 주요 사회공헌 파트너들과 함께 6대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월 1회)과 급여 1% 후원, 

그리고 회사에서 2배의 기금을 후원하는 더블 매칭 그랜트(Double Matching Grant) 제도를 

통해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 주요 사회공헌 파트너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 등) 들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애를 갖는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공헌 활동은 전 구성원이 함께 공유한 회사의 설립 

철학이자 조직문화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입니다. 회사의 전 구성원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회사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높은 고객 만족감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함께 기업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에는 사회공헌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총 5O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활동처의 리더로 협력 

기관과 임직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회공헌을 통한 인류사회 발전 기여 사회공헌위원회

CEO 

사회공헌위원장

사회공헌 위원회

사회공헌 담당 팀장

리더활동처 리더활동처 리더활동처 리더활동처리더활동처

따뜻한동행

2030 한미글로벌 기업자원봉사자 모델

미션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

기업자원봉사 시스템을 선도하는 사회공헌 모델비전

진정성, 자발성, 창의성, 사회변화가치

장애인 이슈 집중, 리더 중심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전략

HG 

사회공헌

1. 조직

4. 예산

2. 체계

5. 지원

3. 활동

6. 협력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 급여 1% 기부

 HG 더블 매칭 그랜트

 HG 그룹사 기부

 미션 & 비전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 

대체 휴가 제공

   우수 사회공헌 

리더 시상

 6대 주요 사회공헌

   사회복지단체 및 자원 

봉사활동처 50여 곳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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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 성과 

임직원의 급여 1%와 회사의 2배로 조성되는 더블 매칭그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주요 

사회공헌 파트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아래 6대 사회공헌 활동의 기금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6대 사회공헌 활동

한미글로벌은 기업의 핵심 역량인 PM(Project Management)을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소규모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주택을 주 대상으로 낡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IOT 기술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간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지 사업 

임직원 기부금

합계 그룹사(TTK, PMC, 에코시안 등)임직원1%기금(더블)매칭그랜트

2019

1,278

759

493

26

2020

923

426
465

31

2021

1,762

1,164

555

42

공간복지 단위 2019 2020 2021

지원 실적 시설 수 25 24 391)

지원 금액 백만원 421 383 478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학업,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뛰어넘게 합니다.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장애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해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상묵교수(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와 함께 역량있는 장애 청년들을 선발, 음성으로 

코딩할 수 있도록 맞춤형의 컴퓨터 사용환경을 지원한 것은 물론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보조기구 지원

첨단보조기구 지원 단위 2019 2020 2021

지원 인원 명 9 7 14

지원 금액 백만원 57 66 66

한미글로벌은 약 50여개의 자원봉사 활동처에서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 

봉사 활동을 매월 1 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코로나 이전

까지는 전체 직원의 87% 이상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는 각 현장 

구성원의 근무지역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인해 이용

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높은 만족감(93% 이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감염으로부터 활동처와 임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활동을 중단하고 

기금 후원과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수혜자들의 

일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위드코로나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단위 2019 2020 2021

활동 인원 명 5,373 670 246

활동 시간 시간 21,492 2,680 984

지원 금액 백만원 257 180 91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 협력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대학생,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 매해 2개씩 장애인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모델 및 직무 등을 발굴 

하여 사업 실현금 지원과 함께 전문가 코칭을 통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단위 2019 2020 2021

지원팀 -
 한끗

 봄그늘

 핸드스피크 

 매일매일즐거워

 비컴프랜즈
 오롯 영화를 읽는 사람들

지원 금액 백만원 62 6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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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보조기구 3. 장애인일자리 창출 

6. 국제 개발 협력5. 북한이탈주민 지원4. 자원봉사 협력 

1. 공간복지

(단위: 백만원)

1) 2021년 시설 29개, 주택 10개

※  연간 봉사활동 인원과 시간은 활동 별 참여 인원과 시간의 누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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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문화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미술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통일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미래동행 멘토링과 통일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동행 멘토링에 참여했던 김성렬씨는 한미글로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미국으로 

유학, 뉴욕 주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맥스웰스쿨(Maxwell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문화적,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고 

통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임직원들의 재능기부와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한미글로벌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애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2010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지금까지 따뜻한동행의 미션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애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따뜻한동행은 2013년에는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시니어 

기술자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을 출범하며, 사회복지시설들의 

공간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참전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을 별도로 설립, 지원하였으며 지금은 

에티오피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공간복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동행은 2020년 ㈜임팩트리서치랩과 함께 2018~2019년 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 대비 

약 3.4배의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후원금 10,000원 당 

34,000원의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동행은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으로 여러 기업 

및 단체들과 협업하며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동행은 재무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위 2019 2020 2021

미술심리치료지원 명 36 58 62

기타  프로그램 -
1:1멘토링지원(10명)

유관기관 및 장학금 지원

통일인재아카데미(11명)
유관기관 및 장학금 지원

기타 유관기관 지원

지원 금액 백만원 58 56 28

한미글로벌은 6.25참전용사와 참전국의 장애인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 살아가는 이들의 주거권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단위 2019 2020 2021

에티오피아 공간복지 건 5 5 5

베트남 공간복지 건 5 5 5

지원 금액1) 백만원 68 112 216

따뜻한동행 

Warm · Hearted World Free From Disabilities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장애가 존재하지만, 장애를 가진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따뜻한동행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사업과 활동의 방향입니다.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따뜻한동행 10년 이야기 바로가기 

따뜻한동행 2021년 연례보고서 바로가기 

9190

1) 그 외 북한 결핵환자 지원, 필리핀 방역지원(2020) 포함

공간복지 

191 개

일자리창출 

2 개

수입 및 지출 결산액 

75.9 억원

국제개발협력  

10 개

북한이탈주민 지원 

62 명

자원봉사 

984 시간

방역서비스(소규모 장애인 시설) 

150 개

첨단보조기구 

85 개

https://www.walktogether.or.kr/
https://walktogether.or.kr/files/walktogether/
https://www.walktogether.or.kr/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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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 정책 주주

기업지배구조 헌장

한미글로벌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를 주축으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선진 지배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10,957,550주이며,  

이 가운데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9,471,550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1주 1의결권 원칙의 단일의결권제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주식 수의 1% 미달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에 대한 현황을 

사업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구성원  우리사주 갖기 운동을 진행하여 전 구성원이 우리사주(2021년 12월 

31일 현재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한미글로벌의 우리사주제도를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한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헌장에 의거하여 주주가치 증진과 직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미글로벌 

지배구조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성명 임기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권도엽 2019.03 ~ 2023.03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

윤요현 1996.09 ~ 2024.03 대표이사 해당없음 발행회사임원

박서영 2017.03 ~ 2023.03 대표이사 해당없음 발행회사임원

김종훈 1996.06 ~ 2024.03 사내이사 해당없음 본인

한찬건 2020.03 ~ 2023.03 사내이사 해당없음 발행회사임원

김근배 2013.03 ~ 2025.03 사내이사 해당없음 발행회사임원

이상호 2021.03 ~ 2024. 03 사내이사 해당없음 발행회사임원

정택주 2011.03 ~ 2023.03 비상근이사 해당없음 발행회사임원

김한얼 2019.03 ~ 2025.03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

전광우 2022.03 ~ 2024.03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

한미글로벌은 모든 구성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여 국내외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명품기업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건전한 지배

구조와 투명한 조직문화는 글로벌 명품기업이 되는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한미글로벌은 

이사회와 경영진간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전문경영체제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지배

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한미글로벌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문  中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   전자투표 실시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주주권익 보호 및 

주주 가치극대화를 위해 

꾸준한 배당 실시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이사회 의장 사외 

이사 선임

·   ESG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상근감사 보유  

·   상근감사가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상근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보유

주주현황 

개인(소액주주) 

43.9%

주주 지분율(2021년 말 기준)

최대 주주 등 특수 관계인 

24.7%

우리사주 조합 

2.0%

외국인 

3.1%

국내 기관 

12.8%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9,471,550주

발행주식총수 

10,957,550주

의결권 없는 주식수(자기주식수) 

1,486,000주

발행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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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

한미글로벌은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지향하며,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제고가 주주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별도 당기순이익의 30%이상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2021 사업연도에는 현금배당금 총 4,262 백만원을 지급하여 (별도)현금배당성향은 

44.7%입니다.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한다는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한미글로벌 경영진이 회사의 창업이념과 경영철학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해 가도록 지원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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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5월, 8월, 11월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연도 및 

분·반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후에는 그 결과를 공시하는 한편, 정기공시 외에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수시공시를 통하여 경영정보를 공유합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편의성을 증대 하였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당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한미글로벌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출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이사회 구성

주주 환원 정책

성명 주요 직책 주요 경력 최근 선임일

권도엽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前  국토해양부 장관

2021.03

윤요현 대표이사 / 사내이사 前  쌍용건설, 삼성중공업 2021.03

박서영 대표이사 / 사내이사 前  선진엔지니어링, 쌍용건설 2020.03

김종훈 회장 / 사내이사 前  삼성물산 등 2021.03

한찬건 부회장 / 사내이사 前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2020.03

김근배 사장 / 사내이사 前  SK네트웍스 등 2022.03

이상호 사장 / 사내이사 前  GS건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2021.03

정택주 사내이사
前  외환은행, 공성통신, 삼본정밀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이사장

2020.03

김한얼 사외이사
現  가천대학교 교수
前  호주 뉴사우스웨이스대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2.03

전광우 사외이사
現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2022.03

9796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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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확립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2021년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경영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한미글로벌의 다양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점검하여 ESG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경영진의 

주요 활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등 이사회에 참석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이사 또는 종속 

기업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 수행 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외부감사 실시 단계, 외부감사 종료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

외부 감사인 관리

상근 감사 선임감사 기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으며, 경영관련 주요 정보에 접근가능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 감사 지원 조직으로 리스크관리실을 두어 계약관리, 미수금관리, 소송사건, 현장감사, 

윤리경영 실천지도, 내부고발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명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거래

고낙섭 상근감사 공인회계사 해당 없음

ESG 관련 주요이슈 파악,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 점검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이사회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직급, 보직, 성과 등을 

고려한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사외이사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집행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개인당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해

서는 보수금액과 보수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성과보상 

1인당 평균 보수 2019 2020 2021 평균 인상률

등기이사* 230 235 228 - 0.4%

사외이사 36 36 43 9.7%

감사 60 60 61 0.8%

ESG 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김한얼

사내이사 이상호 사외이사 전광우

* 사외이사 및 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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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 윤리경영 고도화

모니터링 및 상시 감사 실시 한미글로벌은 모니터링 및 상시 활동으로 임직원의 윤리준수 여부, 업무 프로세스 진단을 

포함한 내부감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국내외 전 현장과 해외 지·법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내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및 교육을 통한 사례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신고채널 운영 및 

비윤리 행위 대응

한미글로벌은 조직 내 자정기능 강화 목적으로 ‘사이버 신문고’(www.hanmiglobal.com/kr/

customer/cyber.asp),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신고 채널과 제보자 보호정책을 운영하여 

비윤리행위 신고 및 제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내부제보자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내규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 처리 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제고 한미글로벌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윤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구성원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자가진단’ 교육을 매년 2회(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도 한미글로벌 전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글로벌은 ‘부정 사건’과 ‘성희롱 

사건’의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 즉, ‘One Strike Out’이 

적용됨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주기

부패 방지

윤리경영 Topic Training

명

2,358 2,441 1,972 연간 3회

신규 입사자 교육(OJT) 32 45 69 입사 시

해외발령자 교육 49 24 30 출국 전

계열사·현장 근무자 교육 400 162 32 현장감사 등

 공정 거래 영업·발주업무 담당자 교육 49 62 24 연 2회

합계 2,888 2,734 2,127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Sensitive Function 교육 명 130 131 151

내부감사 실시 회 37 31 24

준법·윤리경영 정책 한미글로벌은 창립 시부터 건설업계의 부정부패, 불건전한 관행을 타파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가치 및 건설산업의 가치 창출에 진력하였습니다. ‘정직(Integrity)’을 

핵심가치로 삼고 윤리적 경영활동과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윤리규정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감사와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한미글로벌 임직원은 물론 계열사, 

협력사, 사업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윤리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제정 및 

전담 관리 조직   

한미글로벌은 2002년 4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1월 그룹사 포함 전 구성원 대상으로 

‘윤리규정 준수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실을 회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독립적으로 윤리·준법경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실은 법규 위반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상시 감사활동 및 

비윤리행위에 대한 제보 조사, 정기적 윤리교육 시행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투명성 

증진과 윤리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감독활동 공감대 조성

윤리규범 

체계 구축 

(윤리규정 등)

지속적인 

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 개선

감독 조직 

제도 · 시스템의 구축 

모니터링 · 감사

임직원의 

건전한 직무 

윤리 관리 · 감독

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 및 홍보 

(전파교육 등)

윤리교육홍보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문화 정착 

(One Strike Out)

추진방향

추진활동

0

5

10

15

20

25

프로젝트 단위 윤리경영 

실천협약 체결

한미글로벌은 협력사에 대해서도 한미글로벌의 

윤리경영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참여자 

(발주자, 시공사 등)에게 사업 진행 초기부터 한미 

글로벌의 윤리경영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별 ‘윤리경영 

실천협약 체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협약 체결건수

2020

6

19

2019

9

22

2021

9

17

PM-시공사 고객-PM-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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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강화

지표관리

절차관리 프로젝트 수주부터 종료 후까지 수행 단계별로 주요 절차(Key Process)를 설정하여 개별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도 내부 통제장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부터 Risk Dashboard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프로젝트의 중요 리스크를 조기 감지하고 본사 

지원이 필요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관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지표화하여 효율적으로 전사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리스크 관리지수(Key Risk Indicator)를 선정하고 그 세부 기준에 따라 리스크 

수준을 수치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점관리 리스크 및 프로젝트 현황 

등을 매월 분석, 보고하는 등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발굴·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한미글로벌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기존 

통제시스템 점검 및 재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시스템 전산화 등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내부 TF팀 의한 독립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회계처리의 오류 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한미글로벌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위기 예방 및 대응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실 주관으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경영환경 변화 

파악을 통한 리스크 인식부터 대책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개선까지의 리스크 관리 활동이 

사업 전 분야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인식 · 평가

대 · 내외 이슈 및 이해 관계자 요구 · 기대 파악 

- 과거 성과분석, 주요 경영환경 변화 파악 

- 이해 관계자 Needs 파악

리스크 정의 및 평가 

- 인식된 리스크 정의 

-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고려하여 리스크 평가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리스크 현황 및 트랜드  

- 수립된 대책 실행 현황 점검

대책 수정 및 보완 

- 대책 수립 오류 점검 및 수정 · 보완 

- 새로운 리스크 발생 시 추가 대책 수립 · 실행

중점관리 리스크 선정 

- 리스크 관리우선순위 선정

리스크 별 대책 수립 

- 대응 전략 수립: 수용, 전가, 경감, 회피 

- 관리목표설정, 일정수립, 책임부서지정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 지속적 개선 

-   대책 수립과 실제 업무 수행 간 Gap이 

없는지 점검 및 개선

-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 추가 등

중점관리 리스크 선정 및 대책수립

대책 실행 및 모니터링지속적 개선

특별 리스크 관리 중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경우 위기관리 TF(Crisis Management Task 

Force, 이하 C팀)이 운영되어 대책을 수립하고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창주사업 및 개발·투자사업의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의 관리 

강화를 위해, ‘개발·투자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과 같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 

투자·수주심의의 내실을 증진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요 사업 유형에 적합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차관리: Key Process 

(업무 진행 단계마다 내부통제 장치 작동)

지표관리:Key Risk Indicator 
(매월 '전사 리스크 수준' 모니터링)

수주단계

입주 후 단계

· 수주위험평가 

· 수주심의 

· 계약검토 

·  Hand-over

수주계약

· 수주잔고 

· 중단·타절·감액 

· 계약관리지수

수금

· 수금달성률 

· 미청구 프로젝트 관리 

· 장기미수금 금액

재무

인사

· 손실액 

· 유동비율·부채비율 

· 이직률

인력운영 

안전

준법

고객

· 유휴인력률 

· 기술인명·중대사고 건수 

· 법규위반점수 

· 대외이미지실추 건수 

· 인력교체건수(발주자요청) 

· 피소송 건수 및 금액

· 입주 1년차 점검 등

운영단계 

(착수·진행·종료)

· 실행예산 편성(착수) 

· Kick-off Meeting(착수) 

· PIP 작성(착수) 

· 월간업무보고(진행) 

·  Risk Dashboard(진행) 

· Close Out Meeting(종료) 

· 이관(종료) 

· 정산품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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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 요약 연결재무제표

·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구분 2019 2020 2021

·   자산

유동자산 133,213 134,356 137,523

비유동자산 70,382 84,327 147,731

자산총계 203,595 218,683 285,254

· 부채

유동부채 48,219 79,052 101,584

비유동부채 31,251 10,832 39,546

부채총계 79,470 89,884 141,130

·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8,094 119,322 132,734

1. 자본금 5,479 5,479 5,479

2. 자본잉여금 46,947 46,947 46,947

3. 기타자본항목 -17,391 -21,897 -21,414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3 -1,570 789

5. 이익잉여금 83,322 90,363 100,933

비지배지분 6,031 9,477 11,390

자본총계 124,125 128,799 144,124

구분 2019 2020 2021

매출액 294,658 232,573 270,092

매출원가 207,921 151,423 180,640

매출총이익 86,737 81,150 89,452

영업이익 24,407 16,501 19,638

계속사업세전이익 26,834 14,719 20,842

당기순이익 23,408 10,364 16,011

기타포괄손익 144 -1,906 1,556

총포괄손익 23,552 8,458 17,567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정의 주요 기대사항 소통채널

한미글로벌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에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안정적인 재무성과

 ESG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투명성

 정기·임시 주주총회  

 IR 공시자료 

사업을 개발·수행하는 활동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되는 

이해관계자로, 이들의 역량이 곧 

한미글로벌의 역량입니다.

 인권존중 

 정보보안

 조직문화 

 안전보건

 연구개발

 조직문화 진단(HGTI) 

 차세대 리더보드

 사내 인트라넷(HITs) 

 CEO 단상(HITs)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창구

한미글로벌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해관계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이 되는 대상입니다.

 우수한 품질 

 고객만족

 연구개발 

 고객만족도 조사(NPS)

 홈페이지 고객센터 운영

 소셜미디어(블로그 등)

한미글로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재를 공급하거나

시공을 담당하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이해관계자로, 이들의 경쟁력은 당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거래 

 인권존중

 현장 안전보건 

 윤리경영 실천협약 

 프리콘 세미나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한미글로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글로벌 시민을 의미하며, 당사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법규 준수 

 현장 환경영향

 지역사회 상생 

 전사 사회공헌위원회 

 지자체 설명회 및 간담회

 따뜻한동행

건설산업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거나,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한미글로벌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경영 투명성 

 윤리경영

 경제적 성과 

 조세 납부 

 정책간담회 

 포럼 및 세미나 개최·참여

 설문조사 참여

한미글로벌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사 및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정부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합니다. 이해관계자 정의 및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관심사항을 파악해 기업 경영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및 사업파트너

고객

지역사회

정부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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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 경제

· 환경 법률 및 규제 위반사항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 법률 및 규제 위반 횟수 건 0 0 0

· 연구개발 및 투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연구개발 투자금액 백만원 1,889 2,154 2,03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 1.86 1.85 1.46

전문연구 인력 수 명 7 8 8

· 연결대상 종속기업(2021년 말 기준)   

· 경제적 성과 배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투자자 배당금

백만원

2,012 1,995 2,826

임직원
인건비 122,264 121,472 147,850

복리후생비 16,437 18,501 20,516

협력사
외주비 45,405 19,910 14,048

용역비 22,221 21,048 37,925

국가 법인세 3,426 4,355 4,832

채권자 이자비용 393 541 1,076

지역사회 사회공헌 및 기부금 1,311 1,456 1,151

※ 인건비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급여, 퇴직급여, 여비교통비를 포함하는 금액

·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용역형 책임형 용역형 책임형 용역형 책임형

국내
관급

백만원

2,149 1,081 1,410

민간 76,876 4,318 92,623 8,178 118,955 8,699

해외 18,416 14,492 10,169

합계 97,441 4,318 108,196 8,178 130,534 8,699

※ 한미글로벌의 사업부문은 ‘건설사업관리‘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군, 서비스 형태에 따른 현황임

※ 원재료 및 생산설비 등 공급망: 해당사항 없음

※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법인인 그룹사 및 해외법인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도시설계, 토목엔지니어링, 건축공사업,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수행

■ 환경

· 에너지 사용량 

1) 에너지 사용량은 본사 도시가스·전력 및 본사·현장의 차량연료 사용량을 합산한 값 

     본사·현장의 차량연료 사용량은 법인 운영 차량의 유류대, 주행거리 등을 통해 추정 

2)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는 에너지사용량을 (별도)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나눈 값

※ 에너지 사용량 산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2019년, 2020년 환경정보 공개 수치가 변동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에너지 사용량1) TJ 4.0 4.3 4.2

에너지사용량 원단위2) TJ/천억 3.9 3.7 3.0

· 환경 투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 투자 금액 억원 3.74 14.27 0

※ 환경투자는 집행 시점 기준이며, 2022년 상반기에 27.49억원이 투자됨

·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1)

tCO2eq

198.5 214.3 204.3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2) 33.5 38.6 40.1

합계 232.1 252.9 244.4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3) tCO2eq/천억 228.4 217.3 175.5

1) 본사 도시가스 사용 및 본사·현장의 차량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 본사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3)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는 에너지 사용량을 (별도)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나눈 값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2019년, 2020년 환경정보 공개 수치가 변동됨

※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진행방식이 아닌 한미글로벌 본사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목적으로 산정

주식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 Otak, Inc. HanmiGlobal Vietnam Co., Ltd 

주식회사 한미글로벌이엔씨 Otak Japan HanmiGlobal Hungary Ltd

㈜에코시안 OTAK GROUP UK LIMITED
HanmiGlobal Construction 

Consulting (Shanghai) Co., Ltd.

㈜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Hanmi International(KSA)LLC HanmiGlobal India Private Limited

주식회사 
한미글로벌피엠씨건축사사무소

Al Akaria-Hanmi for Project 
Management

이노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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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임직원

총인원

명

760 886 1,013

임직원 750 876 1,002

등기 이사 및 감사 10 10 11

고용유형별1)

정규직
명 556 534 552 

% 73.2 60.3 54.5 

비정규직
명 194 342 450

% 25.5 38.6 44.4

성별2)

남성
명 672 784 899

% 88.4 88.5 88.7

여성
명 88 102 114

% 11.6 11.5 11.3

연령별2)

20대
명 53 73 73

% 7.0 8.2 7.2

30대
명 124 130 151

% 16.3 14.7 14.9 

40대
명 208 228 234

% 27.4 25.7 23.1

50대
명 302 353 415 

% 39.7 39.8 41.0

60대 이상
명 73 102 140 

% 9.6 11.5 13.8

지역별2)

국내
명 650 827 959

% 85.5 93.3 94.7

해외 근무(파견)
명 110 59 54 

% 14.5 6.7 5.3

외국인3)

본사

명

2 2 0

해외지법인 158 104 127

그룹사 330 317 337

1) 고용유형별 구성원 수 합계는 임직원(등기 이사 및 감사 제외) 수와 동일

2)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원 수 합계는  총 임직원 수(등기 이사 및 감사 포함) 와 동일

3) 외국인 수의 해외지법인 및 그룹사 구성원은 해외 현지 법인 채용인원으로 총 임직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임직원 다양성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장애인

장애인 수 명 18 20 30

중증 장애인 수 명 5 8 10

장애인 고용률(법정 3.1%) % 3.1 3.2 4.04

여성
인원수 명 88 102 114

비율 % 11.6 11.5 11.3

보훈대상자
인원수 명 9 6 8

비율 % 1.3 1.0 1.4

장년층(55세 이상)
인원수 명 205 257 327

비율 % 27.0 29.0 32.3

여성 관리직

전체 관리직 수(과장 이상) 명 633 736 860

여성 관리직 수(과장 이상) 명 31 37 42

여성 관리직 비율 % 4.9 5.0 4.9

여성 임원 및 보직자

전체 임원 및 보직자 수 명 152 164 178

여성 임원 및 보직자 수 명 1 3 6

여성 임원 및 보직자 비율 % 0.7 1.8 3.4

· 이직(퇴직)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직자 수 명 23 22 39

이직률1) % 4.1 3.8 6.5

자발적 이직자 수 명 18 15 34

자발적 이직률2) % 3.2 2.6 5.7

1) 이직율은 정규직 평균인원 대비 이직자 수의 비율

2) 자발적 이직률은 정규직 평균인원 대비 자발적 이직자 수의 비율

· 고용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신규 채용

신규 채용 인원수 명 179 379 385

신규 채용률1) % 23.6 42.8 38.0 

정기 채용 남성 비율 % 66.7 77.8 66.7

정기 채용 여성 비율2) % 33.3 22.2 33.3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명 7 8 11

정년퇴임 후 재고용
인원수 명 10 8 8

정년퇴임자 재고용 비율 % 90.9% 88.9% 100.0

1) 신규채용률은 총 임직원수 대비 신규채용 인원 수 비율 

2) 정기 채용 여성인력 채용 비율은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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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훈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총 교육훈련 시간 시간 23,693 30,604 27,894

임직원 1인당 교육훈련시간1) 시간/인 31.1 34.5 27.5

임직원 총 교육훈련비2) 천원 136,342 198,085 201,538

임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1) 원/인 179,397 223,572 198,952

연간 교육건수3) 건 2,812 6,527 5,188

1) 교육훈련비: 사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포함

2) 임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시간은 총임직원 수(등기 이사 및 감사 포함) 기준

3) 교육 건수: 연간 교육수료 건

· 전문성 개발 지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기술사 취득 지원1) 취득자 수 명 3 6 4

대학원 진학 지원 진학자 수 명 2 0 0

1) 기술사는 PE(Professional Engineer 미국기술사),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포함

· 성과 평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기적 성과평가

성과평가 대상 인원1) 명 678 709 830

성과평가 대상 비율2) % 89.2 80.0 81.9

대상 인원 실시 비율 % 100.0 100.0 100.0

1) 대상 인원: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임직원 및 평가시점 평가대상 전문직(휴직자 및 1년 미만 신입사원 제외)

2) 성과평가 대상 비율 = 평가 대상자 수/총 임직원 수

· 선제적 안전관리 실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현장 안전사고 점검 실적　 회 217 165 80

안전교육

교육 실시 인원 명 659 497 248

교육횟수 회 217 165 80

인당 교육시간 시간/인 1 1 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기준

·임직원 산업재해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산업재해율 % 0.0 0.0 0.0

· 임직원 건강관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건강검진 실시 비율 % 100.0 100.0 100.0 

금연서약 실시 비율 % 100.0 100.0 100.0 

COVID-19
백신접종휴가 부여 일수 일 - - 1,168

해외근무자 가족 특별선물 송부 명 - 66 61

1) 복귀율은 복귀 대상자 중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

· 육아휴직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명 6 5 3

여성 명 12 12 14

계 명 18 17 17

복귀 대상자

남성 명 3 4 2

여성 명 7 5 8

계 명 10 9 10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남성 명 2 3 2

여성 명 6 5 6

계 명 8 8 8

복귀율1)

남성 % 66.7 75.0 100.0

여성 % 85.7 100.0 75.0

계 % 80.0 88.9 80.0

· 인권 기본교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시간 시간 1 1 1

참여인원 명 744 802 956

이수율 % 100.0 100.0 100.0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시간 시간 - - 1

참여인원 명 - - 956

이수율 % - - 100.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시간 시간 1 1 1

참여인원 명 744 802 956

이수율 % 100.0 100.0 100.0

1인당 인권교육시간 시간/인 2 2 3

※ 참여인원은 교육 실시 시점 임직원 수로 기준연도 말 임직원 수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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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노사관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고충처리

접수 건수 건 2 0 0

대응 건수 건 2 0 0

원인제공자 징계 처리 건 2 0 0

· 성별 급여 지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남성 평균임금 원 78,521,530 76,633,780 79,814,770

여성 평균임금 원 60,299,070 63,017,566 70,528,420

1인 평균 임금  원 74,799,070 73,365,960 76,833,420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 76.8 82.2 88.4

※ 남성 및 여성 1인 평균 임금은 당기급여(누적금액)를 직원수(기준일 재직자, 등기임원 제외)로 나눈 금액

※ 남녀 임금 격차는 직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동일 직급은 동일 임금을 적용함

· 고객가치 창출 지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순고객추천지수(NPS : Net Promoter Score) 점 63.4 61.1 62.4

· 조직 효과성 및 자발적 몰입도 진단 실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HGTI 점 67 70 67

비교군
글로벌 평균 점 68 66 66

대한민국 평균 점 62 61 61

· 사회공헌 조성 기금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1% 기금

원

493,399,190 465,457,150 554,882,630

(더블) 매칭그랜트 758,610,380 426,206,700 1,164,465,260

그룹사(TTK, PMC, 에코시안 등) 25,728,090 31,005,150 42,328,810

※ 연간 봉사활동 인원과 시간은 활동 별 참여 인원과 시간의 누계 수치

※ COVID-19 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봉사실적이 감소하였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예정

· 봉사활동 실행 실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연간 봉사활동 시간 시간 21,492 2,680 984

연간 봉사활동 인원 명 5,373 670 246

임직원 1인당 봉사시간 시간/인 28.3 3.0 1.0

· 6대 사회공헌 유형별 지원 금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공간복지

원

421,348,617 382,738,362 477,609,052

첨단보조기구 57,154,270 65,790,290 66,062,530

장애인 일자리 창출 61,821,330 62,807,870 59,992,370

자원봉사 협력 257,475,372 179,721,007 91,164,560

북한이탈주민 지원 58,345,540 56,222,050 28,300,000

국제개발협력 68,180,456 111,963,998 216,484,87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유연근무제 선택 인원수 명 55 23 19

안식 휴가 
실행 임원 수 명 7 3 7

실행 직원 수 명 20 12 13

리프레시 휴가 실행 인원 수 명 9 1 1

백신접종 휴가 부여 일수 일 - - 1,168

· 따뜻한동행 주요사업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수입 및 지출 결산액1) 백만원 4,689 6,685 7,587

공간복지 개 38 44 191

첨단보조기구 명 9 49 85

장애인 일자리창출 개 2 2 2

자원봉사협력
봉사자 명 5,461 800 246

봉사시간 시간 21,817 3,146 984

북한이탈주민 지원
미술심리치료

명
36 58 62

멘토링·아카데미 10 11 -

국제개발협력
에티오피아

건
5 5 5

베트남 5 5 5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명 16 11 17

인식개선교육 횟수 회 99 14 92

1)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및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 결산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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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 주식의 종류 

구분 발행주식 수 비율

발행주식 총수 10,957,550 -

의결권 있는 주식 9,471,550 86.4%

의결권 없는 주식(자기 주식) 1,486,000 13.6%

· 이사회 운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개최 수 회 11 18 18

의결 안건 수 건 23 26 29

· 윤리준법 교육 인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부패 방지

윤리경영 Topic Trainig 

명

2,358 2,441 1,972

신규 입사자 교육(OJT) 32 45 69

해외발령자 교육 49 24 30

공정 거래
계열사 및 현장 근무자 교육 400 162 32

영업 및 발주업무 담당자 교육 49 62 24

합계 2,888 2,734 2,127

· 반경쟁·반독점 행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벌금 및 합의금 원 0 0 0

GRI Index

Topic Disclosure Title 보고페이지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14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8-29, 108

102-3 본사 위치 14

102-4 사업 지역 14-15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4

102-6 시장 영역 14-15

102-7 조직 규모 14-15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10-111

102-9 조직 공급망 108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08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36-41, 42-47, 48-51, 

54-57, 102-103

102-13 가입 협회 122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11

윤리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에 대한 행동규범
14-15, 100-101

102-17
윤리 및 법규 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안내 제도
100-101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94

102-20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임원의 임명 여부 98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107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97

102-26 목표,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94-99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성 97

102-29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34, 98

102-31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의 검토 32-34

102-33 중대 이슈 커뮤니케이션 32-34, 107

102-34 중대 이슈 개수와 특성 32-34

102-36 보수 결정 절차 98

■ 일반표준 공개(General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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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표준 공개(Topic-Specific Disclosures)

Topic Disclosure Title 보고페이지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07

102-41 단체 협약 노사협의회 운영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7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07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32-33

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108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5

102-47 중대 주제 목록 33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해당없음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해당없음

102-50 보고 기간 5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5

102-52 보고 주기 5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5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5

102-55 GRI Content Index 117-119

102-56 외부 검증 120-121

경영접근방법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32-33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36, 42-44, 48, 54-55

103-3 경영방침 평가

Topic Disclosure Title 보고페이지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106, 108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법적 조치사항 없음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56, 109

302-3 에너지 집약도 56, 109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56, 109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56, 109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56, 109

환경 규제 307-1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벌금 및 제재 없음

고용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사 수 및 비율 111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112-113

401-3 육아휴직 113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시스템 42-47

403-2 위험요소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조사 45-46

403-3 근로에서의 보건서비스 42-47

403-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 45, 47

403-5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45

403-6 구성원 건강 증진 47

403-7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예방 및 감축 42-47

403-9 재해율 112

훈련 및 교육

404-1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이 받는 평균 훈련시간 78, 112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76-80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받는 근로자 비율
112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94-99, 111

405-2 성별 기본급 및 보상급 비율 83, 116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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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 의견서

(주)에코나인은 한미글로벌(주)가 제작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용 중 검증인의 검증 범위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증은 한미글로벌(주)에서 제공한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한미글로벌(주)에 있습니다. 

검증 기준 

(주)에코나인은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AA1000 AP) 2018과 GRI Standards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 AccountAbility 원칙 및 Type 1, 정보의 신뢰도는 일반 수준(moderate level)

· GRI Standards Core Option에 따른 준수 여부 및 보고 원칙  

결론 

한미글로벌(주)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결과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AA1000 AP)의 Type 1 보증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의 준수 요건을 준수하며 중대한 보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성(Inclusiveness)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한미글로벌(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사 및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정부 각각의 소통채널에 접근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조직은 중요한 지속 가능성 주제와 관련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미글로벌(주)의 중요성 평가 결과 선정된 상위 3개의 

중요 이슈에 대해 HIGHLIGHT섹션을 활용하여 이슈 별 정책, 시스템, 목표 및 성과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영향성(Impact)  

조직은 자신의 행동이 더 넓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측정 및 책임 져야합니다. 한미글로벌(주)에서 선정한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경영접근 방법에 따른 사회 및 환경 영향을 GRI 인덱스에 따라 정량 및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  

한미글로벌(주)는 ESG보고서 격년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ESG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여 ESG경영 정보의 시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ESG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2022. 8. 4

(주)에코나인 대표 서 욱 

중요성(Materiality)  

의사 결정자는 중요한 지속 가능성 주제를 식별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미글로벌(주)는 17개의 ESG이슈를 식별하여 ESG경영의 

실행을 위해 중점 실행해야 할 3개의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ESG위원회로부터 중요성 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범위 및 방법   

(주)에코나인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대해 샘플링을 기반으로 보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및 기타 공시현황과의 일치 여부 

· 중대성 평가 절차 및 중요 이슈와 연계된 GRI Standards 성과 

· 이전 보고내용 일관성 및 주요 변화 확인

· 정보의 오류, 부적절한 정보, 애매모호한 표현 확인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내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독립성 및 적격성    

(주)에코나인은 지속가능경영 분야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춘 인력이 (주)에코나인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에코나인은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한미글로벌(주)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계사항    

한미글로벌(주)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완전성과 대응성은 정보를 선별, 측정,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재무 성과의 경우 내부에서 취합된 형태의 근거자료에 대해 한미글로벌(주)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근거 자료로 검증하였으며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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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가입 단체

일시 내용 주최기관

2020. 03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 100대 CEO(15회째) 선정 매경이코노미

2021. 07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1. 07 가족친화기업 인증(2009년 최초인증) 여성가족부

2021. 08 글로벌 PM/CM 부문 세계 10위 랭크
ENR(Engineering 

News Record)

2021. 11 ‘2021 상장기업 ESG 평가’ A등급 획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11 ‘2021 하반기 ESG 평가’ AA등급 획득 서스틴베스트

US GREEN BUILD 

COUNCIL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한국경쟁력연구원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건설산업비전포럼 소방시설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전문가협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인사관리협회

글로벌문화경제포럼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 

기술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프롭테크포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해외건설협회

수상 실적

주요 가입 단체

건설전략연구소 국내사업부 에코시안

비즈니스개발실 하이테크사업부 따뜻한동행

경영지원실 글로벌사업부 HG D&I

사업지원실 엔지니어링실 Otak

DT추진실 전략기획실 HG E&C

리스크관리실 아이아크

보고서를 함께 만드신 분들

본 보고서는 FSC® (산림관리협의회, 

ForestStewardship Council®) 

인증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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