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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글로벌 작성 가이
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Core)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정보는 연결 기준이
며 비재무적 정보 또한 당사 공시체계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
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의 경우, 해당 부분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활
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외의 주요 성과는 
2021년 상반기 활동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경계
본 보고서는 현대LNG해운의 서울 본사, 부산 사무소 및 국내 
및 해외 소재 사업장을 보고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의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보고 검증
본 보고서는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제3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을 통해 보고서의 작성 프로세스·공개 데이터·내용의 신뢰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증의견서는 Appendix에 수
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7층 경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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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대LNG해운 대표 이규봉입니다.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현대LNG해운(이하 HLS)이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현대상선(현 HMM)이 보유하고 있던 LNG 수송선 7척에 대한 IMM의 투자로 시작한 자그마한 
해운회사가 최근 세계 유수의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과 여러 건의 대규모 장기 수송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
후 2~3년 이내에 LNG 및 LPG 수송선 분야의 글로벌 선사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
으로의 도약을 위해 ESG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저희의 노력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
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빌어 회사가 달성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구성원, 주주, 
고객,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려는 저희의 활동들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해운업계의 진
정한 강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World Class 로의 대전환
2018년부터 현대LNG해운은 기존 한국가스공사 수송계약의 안정적 수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LNG 및 LPG 
운송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최근 유수
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 것
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LNGC 운영 선사들 중 최초로 Petronas 와 LNGC 6척에 대한 대규모 장기용선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인 Repsol 과 LNGC 2척에 대한 신규 장기용선계약, 국내 최고
의 LPG사업자중 하나인 E1과 총 4척의 VLGC 장기용선계약, 그리고 글로벌 LPG트레이더인 BGN과도 2척
의 VLGC 장기용선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싱가폴의 Pavilion, 카타르의 Qatargas, 국내 LNG 직도입 사업
자와도 최종단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한 거래처였던 작은 지역 선사가 불굴의 투지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들과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킴으로써 세계 가스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현대LNG해운이 
현대상선 시절부터 30년간 쌓아 온 LNG선 운항 노하우 및 원가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며,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표가 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현대LNG해운에서 신규로 발주한 모든 선박들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 즉 LNG 및 LPG를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Dual fuel 엔진을 도입하여 전 세계 공통 과제인 환경보호 노력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적용되는 
IMO 2020(황함유량 규제), EEXI(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의 지표를 상시 관리,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해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호 노력과 함께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ESG 운영에 앞장서
겠습니다. 

 
현대LNG해운은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선박 수를 뛰어넘어 신규계약 
체결에 따른 외형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이에 걸맞은 조직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 새로운 HLS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성원, 주주, 고객,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을 최우선으로, 그에 걸맞은 기업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우선 서비스 개발, 기업윤리에 입각한 투명한 의사결정, 더 나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전사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커진 외형만큼 내실 있는 ESG 운영으로, 진정한 World class 선사로 거듭나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LNG해운의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
할 현대LNG해운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LNG해운 대표집행임원 이 규 봉

글로벌 해운업계의 진정한 강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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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NG 해운 소개

‘현대LNG해운 주식회사’는 1994년 한국가스공사와 수송계약을 맺고 국내 해운사 	
가운데 최초로 LNGC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내 최대 LNG 선단 	
운영 및 항차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국내 해운사 중 가장 많은 LNG 운송을 담당하면
서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 편익 및 친환경 에너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또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HLS Amber

호를 취항하면서 LPG 운송 영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글로벌 
에너지 회사와 LNG 운송계약을 다수 성사시켰으며 VLGC의 추가 계약과 FSRU 및 
Bunkering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LNG해운은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회사명
현대엘엔지해운 주식회사

설립일/영업개시일
회사설립일: 2014.03.31
영업개시일: 2014.07.01

대표집행임원/CEO
이규봉

인원 현황
344명(육상: 42명/해상: 302명)

주요사업
외항화물운송업(LNG, LPG)

주주현황
아이기스원(주): 100%

본사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7층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6. 7층

재무상태 자산/자본금

KRW	 10,074억/500억

USD	 926mil, 49mil
경영실적*(매출액/EBITDA/당기순이익)

KRW	 1,874억/143억/93억

USD	 159mil, 11mil, 6mil

Company 
Overview

총 주식수

보통주	 200만주

전환우선주	 300만주

상환전환우선주	 500만주

총 	 1,000만주

*2020년 제무재표 기준

4본부 9팀(총 42명, 고문 제외)
2021.07.01기준

Ship
Management

New Business
Origination

Business Strategy
& Implementation

Corporate
Supporting

TMT
(선박관리팀)

현
대
유
토
피
아
호

현
대
테
크
노
피
아
호

현
대
그
린
피
아
호 

현
대
코
스
모
피
아
호

현
대
아
쿠
아
피
아
호

현
대
오
션
피
아
호

현
대
프
린
스
피
아
호

현
대
피
스
피
아
호

H
L
S
A
M
B
E
R
호

IST
(투자전략팀)

MKT
(사업개발팀)

CMT
(해무팀)

FNT
(재무팀)

MOT
(운항관리팀)

BIT
(사업운영팀)

HIT
(시스템관리팀)

CHT
(경영기획팀)

공무감독
운항감독

해상인사

HSE
PJT Mgr.

고문

조달/투자
선박금융PJT Mgr.운항감독

해상인사

선박지원
인사지원
인사지원

공무감독

구매관리
공무감독

구매지원

일반현황

조직도 

대표집행임원

경영기획

비서/총무
HRD

세무/회계
재무/회계
자금관리

영업기획
운항영업
운항영업
영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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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

Global Top Tier HLS! 세계 속의 HLS! 이제 더 큰 목표를 위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현대LNG해운 비전

OUR MISSION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무사고 

안전운항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

Global 
우수 고객

확보를 통한 성장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문화 구축

1
국내 규모 1위

1994
1994년 대한민국 최초

국적LNG선 취항

10
LNG 국적선
10척 운영

(지분선 포함)

523
국내 공급
523만 톤

(2020년 기준)

2,113
총 2,113항차의

안전운항
(2021년 3월 기준)

Singapore

Dubai

Spain

Malaysia

Korea

1~2 SMLNGC

예정

2 VLGC

건조

2 LNGC 
건조

6 LNGC 
건조

1 VLGC 운영
3 VLGC 건조
8(+2 지분선)
LNGC 운영

글로벌 화주 현황

Australia
1 FSRU

추진



SUSTAINABLE
       BUSINESS

HLS의 항해 

HLS의 현재와 미래

사업소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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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
2008년	 HYUNDAI Ecopia호 (국적 19호선) 취항 (2016년 HMM 반선)
2001년	 LNG Aquarius 취항 (2010.04 Abdelkader호 용선 대체)
2000년	 HYUNDAI Cosmopia호 (국적 9호선) 취항
	 HYUNDAI Aquapia호 (국적 11호선) 취항
	 HYUNDAI Oceanpia호 (국적 14호선) 취항

2000s

새로운 도약을 향해
2018년	 선박관리업 게시
	 부산사무소 개소
2017년	 HYUNDAI Princepia호
	 HYUNDAI Peacepia호 취항 (SABINE PASS, USA)
2014년	 한국가스공사 셰일가스 운용선 2척 수주
	 현대LNG해운 출범 (현대상선으로부터 LNG사업부를 영업양수)
2010년	 Abdelkader호 (#용선4-대체)취항 (2014년 6월 용선 종료(반선)

2010s

최초로의 취항
1999년	 HYUNDAI Technopia호 (국적 6호선) 취항
1996년	 HYUNDAI Greenpia호 (국적 4호선) 취항
1995년	 HL Pyeongtaek호 (국적 3호선, 지분선) 취항
1994년	 YK Sovereign호 (국적 2호선, 지분선) 취항 
	 HYUNDAI Utopia호 (국적 1호선) 취항
1990년	 국내최초 LNG운항선사 선정

Global Player로의 도약
2021년	 PETRONAS 174K LNGC 6척 수주
	 Repsol 174K LNGC 2척 수주
	 E1 86K VLGC 3척 수주
        	 BGN 91K VLGC 2척 수주
2020년	 HLS Amber호(VLGC) 취항

HLS의 항해

1990s

20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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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S의
현재와 미래

PETRONAS LNG 운송 계약 체결
현대LNG해운은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PETRONAS와 174k CBM급 LNGC 
6척의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일 수주규모 기준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계약으로, 현대LNG해운의 LNG 선박 운영 노하우 및 경험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체결된 선박들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며, 최신의 Dual fuel 
엔진을 탑재, 국제해사기구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현대LNG해운의 경험과 결합
하여 화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세계 LNG 운송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Repsol LNG 운송 계약 체결
Repsol은 스페인 최대 석유 및 가스 기업으로 글로벌 오일 메이저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Repsol과의 계약 체결은 세계 유수의 유럽 해운선사들을 제치고 현대LNG해
운이 실력을 증명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 
해운업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시장 기반 프로젝트 진행에 큰 교두보
를 마련했습니다.

선원, 선박관리 In-house 정착
현대LNG해운은 내부역량강화와 본격적 LNGC 전문선
사로 거듭나기 위해 2018년 해사본부 설립을 통한 선원, 
선박 관리 내재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2021년 1월 
구매아웃소싱 계약 종료와 함께, 선박의 운항, 수리, 보급 
등 모든 서비스를 직접 관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LNG해운의 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신규 프로젝트의 입찰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제3자 선박관리 영역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우수선사 선정
2020년 6월, 한국선급(KR) 창립60주년 기념식에
서 현대LNG해운은 한국선급의 외부 협력사 가운
데 안전관리우수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
과는 26년, 2,100 항차라는 긴 시간 동안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무사고 안전운항’을 목표로 전 임
직원이 선박 및 선원 안전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
로도 현대LNG해운은 초심을 유지하는 자세로 글로
벌 Top tier 안전관리 선사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LPG 운송사업 지속 확장 
현대LNG해운은 2020년 취항한 HLS Amber호를 발판으로, 2021년 
상반기 VLGC 5척의 장기운송계약 및 선박건조계약을 추가 체결했습
니다. 국내 LPG 시장을 선도하는 ㈜E1과 3척 추가 발주, 중동 기반 세
계적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 BGN과 2척 신규 계약이 그것입니다. ㈜E1

과의 계약은 2020년 취항 이후 현대LNG해운이 제공한 운송 서비스가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했고 BGN 계약의 경우, 국
내 사업자가 아닌 글로벌 화주에게도 현대LNG해운의 경쟁력이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LNG해운은 기존 LNGC 뿐
만이 아닌 VLGC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고히 하여 회사의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LS Amber호 신규 취항
2020년 9월, 현대LNG해운 설립 이후 최초로 84.6k cbm급 
VLGC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LNG 단일 사업에서 LPG로 사업 영
역이 확장되면서 2021년 다수의 VLGC 추가 발주가 이루어졌습
니다. 또한, 국내 LPG 산업을 선도하는 ㈜E1 과의 파트너쉽 체결
로 축적하게 될 VLGC 운영 경험은 HLS의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
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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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leet

자사 운영 선박

지분 참여선박

On order

Vessel  HYUNDAI Utopia
SIZE(cbm)  125,000
Ship yard  HHI
TANKER  MOSS
ENGINE  STEAM
IMPORT  INDONESIA

Vessel  HYUNDAI Greenpia
SIZE(cbm)  125,000
Ship yard  HHI
TANKER  MOSS
ENGINE  STEAM
IMPORT  AUSTRAILIA

Vessel  HYUNDAI Technopia
SIZE(cbm)  135,000
Ship yard  HHI
TANKER  MOSS
ENGINE  STEAM
IMPORT  QATAR

Vessel  HYUNDAI Princepia
SIZE(cbm)  174,000
Ship yard  DSME
TANKER  MBRN
ENGINE  MEGI
IMPORT  USA

Vessel  HYUNDAI Cosmopia 
SIZE(cbm)  135,000
Ship yard  HHI
TANKER  MOSS
ENGINE  STEAM
IMPORT  QATAR

Vessel  HYUNDAI Aquapia
SIZE(cbm)  135,000
Ship yard  HHI
TANKER  MOSS
ENGINE  STEAM
IMPORT  OMAN

Vessel  HYUNDAI Oceanpia
SIZE(cbm)  135,000
Ship yard  HHI
TANKER  MOSS
ENGINE  STEAM
IMPORT  OMAN

Vessel  HYUNDAI Peacepia	
SIZE(cbm)  174,000
Ship yard  DSME
TANKER  MBRN
ENGINE  MEGI
IMPORT  USA

Vessel SIZE
(CBM)

Ship
yard TANKER ENGINE IMPORT 

YK Sovereign 125,000 HHI MOSS STEAM AUSTRAILIA

HL Pyeongtak 128,000 HHIC MBRN STEAM AUSTRAILIA

Hull No. SIZE
(CBM)

Ship
yard TANKER ENGINE Delivery date IMPORT

3294 174,000 HHI MBRN X-DF 2024.02 TBD

3295 174,000 HHI MBRN X-DF 2024.06 TBD

3296 174,000 HHI MBRN X-DF 2024.07 TBD

3297 174,000 HHI MBRN X-DF 2024.05 TBD

3298 174,000 HHI MBRN X-DF 2024.11 TBD

3299 174,000 HHI MBRN X-DF 2025.01 TBD

2521 174,000 DSME MBRN ME-GI 2023.11 TBD

2522 174,000 DSME MBRN ME-GI 2024.05 TBD

LNGC

Business Outlook

현대LNG해운은 1994년 국적 LNG 1호선 현대 유토피아호를 시작으로 LNG 수송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24년까지 총 18척의 
LNG선박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LNG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 암모니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꼭 필요한 가교 역할로서,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LNG해운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LNG 운송에 특화된 해운선사로, 지난 27년간 LNG 운송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고객의 
화물을 적시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박은 영하 -162℃ 초저온 액화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장비들이 집약된 고가의 선박인 만큼 승선 선원의 자격 및 조건, 선박의 운항/관리기준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 타 선종 대비 매우 높습니다. 이에 현대LNG해운은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 중 우수한 성적의 사관들을 채용, 
지속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자사 LNG선박에 우수한 승무원을 공급합니다. 더불어 현대LNG해운은 선원/선박 관리 전문가들
로 구성된 해사본부의 독보적 안전관리능력과 LNG 운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통하여 Top Tier의 경쟁력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LNG란?
LNG는 천연가스를 약 -162℃ 상태로 냉각, 액화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1/600로 압축된 것으로 주성분인 메탄가스(80~99%)와 에
탄, 부탄, 프로판 등을 함유하며 발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가정용 도시가스 및 공업용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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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leet

VLGC

On order

Hull No. SIZE
(CBM)

Ship
yard TANKER ENGINE Delivery date IMPORT

8117 86,000 HSHI TYPE A DF 2023.01 TBD

8118 86,000 HSHI TYPE A DF 2023.03 TBD

8138 86,000 HSHI TYPE A DF 2023.02 TBD

2365 91,000 DSME TYPE A DF 2023.06 TBD

2366 91,000 DSME TYPE A DF 2023.09 TBD

Vessel  HLS AMBER
SIZE(cbm)  84,600
Ship yard  HHI
TANKER  TYPE A
ENGINE  DISEL
IMPORT  Worldwide

Business Outlook

현대LNG해운은 27년간의 LNG 운송 경험을 토대로, 2019년 국내 LPG 선도기업 ㈜E1과 
VLGC 1척의 수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LPG 분야로 운송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LPG

는 LNG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LPG 추진이 가능한 LPG Dual Fuel Engine 개발과 함께 선박 연료로써 LPG 수요 또한 증가
하고 있습니다. LPG 운송, 특히 VLGC 수송 분야는 타 수송 분야 대비 진입 장벽이 높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LNG해운은 LPG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E1과의 VLGC 추가 발주 및 해외 유수의 LPG Trader인 
BGN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 선대 다각화를 통한 액화가스(LNG/LPG) 전문회사로 발
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LPG란?
LPG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 성분 중 프로판 및 부탄 등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가 주성분인 가스
를 액화한 것입니다. 프로판은 끓는점이 약 -42℃, 비중 1.547(공기 비중=1)이며 액체상태에서
는 물보다 0.5배 수준으로 가볍습니다. 주로 소형의 가벼운 압력용기(봄베)에 충전해서 가정용·
업무용·공업용 연료 및 자동차용 연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LPGC
사업소개

16 HLS SUSTAINABILITY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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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벙커링이란?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황 배출량 규제 및 배출가스(CO2)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안 선박연
료로 LN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박연료 필요시 ship to ship 방법으로 LNG 연료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선박이 LNG 벙커링 선박입니다. LNG 벙커링 선박의 사이즈는 작게는 1,000cbm에
서부터 최대 20,000cbm까지 있으며 2021년 초 기준 약 22척의 LNG 벙커링 선박이 운영 중
입니다.

Business outlook

LNG벙커링 선박의 약 75%가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LNG Terminal to ship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터미널 68곳 중 약 44곳이 유럽에 포진되어 있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LNG 벙커링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선박 연료가 점차 기존의 중유에
서 LNG, LPG, 더 나아가서는 암모니아, 수소, 전기모터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벙커링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LNG해운은 LNG 벙커링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세부 사양뿐만 
아니라 Ship to Ship Operation을 포함한 벙커링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또는 국내 에너지 공급업체 및 대형 조선소와 협업하여 LNG벙커링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FSRU란?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의 약자로, 운송된 LNG를 별도의 육상 기화 설비 없이 
선박 자체에서 기화하여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육상 
저장 및 재기화 설비 대비, 낮은 초기 투자비용과 탄력적 운용 (plug-and-play), 짧은 건조 및 투
입기간, 연안 설치로 육상 환경영향 최소화 등의 이점과 아울러 육상 부지 확보의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Business outlook

현재 FSRU 설비는 약 37척으로, 전 세계 LNG 선박 선대의 약 6%를 차지(2021 IGU report 	
기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위주로 FSRU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LNG선
박과 달리 터미널/부두에 정박하여 지속적으로 재 기화된 가스를 육상에 공급하는 형태로, 국
가별 안전/선원/선박관리 등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의 환경/노동/건설 관련 
법률, 그리고 내부 에너지 수급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개발에서 실제 
FSRU 투입까지 진입장벽이 높으며 개발기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연료 사용 기조와 맞물려 FSRU 시장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LNG해운은 기존의 안정적인 LNG 수송 경험을 기반으로 FSRU 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8년 FSRU개발업체인 EPIK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호주 뉴캐슬 
FSRU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한 Moss Type LNG선박을 대상으로 한국가
스공사와 함께 FSRU 개조 신규 프로젝트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LNG해운은 기존의 
액화가스운송 사업영역을 뛰어넘어 종합에너지 공급업체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셔터스톡사진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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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value 1 

Environment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127,384 tCO2eq

22 HLS SUSTAINABILITY REPORT 2021

2018년 대비 석탄&석유 기반
연료 사용 감소율

27.4 %
*2020년 기준

친환경 선박 에너지(LNG, LPG) 
사용 후 온실가스 배출 감소율

12 %
*2018년 대비

친환경 해운 시스템

친환경 선박 설비
현대LNG해운은 신조선박에 최신 친환경 선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
비 도입을 통해 기존 석탄&석유 기반 연료의 사용 비율을 2018년 50.6%에서 2020년 
23.2%로 27.4% 감소시켰습니다. 현대LNG해운은 적극적인 친환경 설비 도입을 통해 
앞으로도 국제해사기구 및 각국의 환경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에너지
기존 선박연료로 사용되던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입니다. 현대LNG해운
은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HFO, LSMGO)를 대신하여 적제화물인 LNG및 LPG를 사용, 
2018년 대비 12%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발주한 모든 선
박에도 Duel Fuel 사용이 가능한 최신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해운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고려한 선박운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전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대LNG해운
은 PMS (Planned Maintenance System)를 통하여 적기에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항로/트림/평형수 등을 고려하여 기술과 경험을 통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현대LNG해운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성능이 유지되는 운항
관리로 친환경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 설치
(황산화물 배출 저감)

신기술 페인트 적용
(마찰저항 감소)

항로 자동화 
및 유지

전력 절감

선박 속도 조절

배출 가스 
재사용

친환경 윤활유 
사용 발전기의 허용 

용량 한도 설정

기름 유출 사고 건

0건 

*2019년 대비

Key Performance

Our Approach

Issue Importance

해운산업에서의 환경이슈는 해양오염에서 대기오염, 나아가 
지구온난화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하게 제기
되고 있는 이슈는 BWTS(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운항 선박의 에너지효율지
수)로 대표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탄소집약도등급) 등급제를 통하여 EEXI를 
충족시키더라도 선박별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연료 
소모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규정을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HLS Approach

현대LNG해운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낮은 탄소 프리 또는 
저탄소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선박 운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비를 도입하였고, 추진연
료로 LNG 또는 저황유를 사용하며, 새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화주 및 조선소와의 협력으로 해당 이슈에 적극 대응
하고 있습니다.

Risk & Opportunity

EEXI규제의 경우, 운항선박의 출력제한(선속 감속)으로 이어
져 선박 운항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규제 적용을 기회
로 삼아 대응방안을 구축, 회사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Next Step

현대LNG해운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기준 대비 50% 감축을 장기목표
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 및 관련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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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선박 폐기물 관리
현대LNG해운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계획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처리 관련 사항은 폐기물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기록은 ISO14001과 같은 
환경경영 인증 취득 시 적법성과 규정적합처리 여부 관련 심사를 받고 있기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임 승선원부터 선장/기관장까지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
로 폐기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유해물질 취급과 처리 절차
현대LNG해운은 선박 운항 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선박 폐기물 배출규정에 따라 운항 시 배출 또는 항구
접안 시 육상 쓰레기처리시설로 인도되어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폐기물 분류 기준

기름 유출 제로
현대LNG해운은 기름 유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승무원들의 정기 외부 의무교육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벙커링 상황의 개인별 임무와 유출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회사 내부교육을 통해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상 기
름유출 발생상황 비상방재훈련을 선박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선기장 사관이 
평가, 피드백함으로써 2014년 설립 이래 기름유출 무사고 운항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

0건

선박 폐기물 배출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 분류

*2020년 기준

1   RED, GREEN: 육상 쓰레기처리시설 인도 / BLACK: 운항 시 배출

종류 표기 색깔
플라스틱류 CAT.A PLASTICS RED

음식물 쓰레기 CAT.B FOOD WASTE GREEN

생활 쓰레기 CAT.C DOMESTIC WASTE RED

식용유 CAT.D COOKING OIL RED

소각 재 CAT.E INCINERATOR ASHES BLACK

전자 폐기물 CAT.F OPERATIONAL WASTE RED

운항상 쓰레기 CAT.I E-WASTE RED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 잔류물 CAT.J CARGO RESIDUES (NON-HME) GREEN

해양환경에 유해한 화물 잔류물 CAT.K CARGO RESIDUES (HME) RED

1

폐기물 종류 

음식 쓰레기
(분쇄된 쓰레기와 
분쇄되지 않은 
쓰레기 별도 관리) 

화물 잔류물
(세정수에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관리)

세척제 및 
세정 첨가제
(화물창 세정수에 포함된 
경우와 갑판 등 선체 외부 
세정수에 포함된 경우로 
나누어 관리)

동물
사체

그 외 
기타 
모든 
폐기물

혼합된 
형태의 
폐기물

온실가스 및 대기 관리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현대LNG해운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에 따라 2030년까지 2008년 기준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 50% 감축을 장기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신조선박에는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운항 중인 선박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아울러 에너지 절감 설비(LED/Motor 등)를 발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 활동
현대LNG해운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도입 및 인증(2019. 02 완료)에 따라 매
년 선박, 사업장의 환경 성과 검증 및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활
동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목표를 자체 설정
하여 정기적인 달성률을 평가합니다. 분기마다 환경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점
검하고, 전 임직원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전사적 노력으로 현대LNG해운의 대
기오염 물질 및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해양 생태계 보호
국제해사기구는 2019년 9월부터 BWTS(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
니다. 현대LNG해운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신조선박에 BWTS를 적용하고 있
으며, 규정 발표 이전 인도된 선박은 2024년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
니다. 현대LNG해운은 BWTS의 4가지 처리방식 중 가장 살균력이 뛰어난 전기분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조선박 및 기존선박의 입거수리 시 무독성이며 
Clean&Coating 성능이 뛰어난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파울링(선박부착유기물) 자동
탈락 효과 및 친환경 효과를 증대시켜 해양생태계 보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선박관리 페인트 작업 현장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
육상 tCO²eq 64 60 69

해상 tCO²eq 921,421 939,624 812,23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NOx 배출량 Ton 1,733 1,759 1,380

SOx 배출량 Ton 10,769 7,474 82

PM 배출량 Ton 1,167 909 99

온실가스 배출량(해상)
감소

2019	 2020

939,624 8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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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에서 Sales and Marketing Team 및 한국선주 영업 본부장을 업무
를 맡고 있으며, 로이드 선급협회의 자회사인 ‘Lloyd’s Register Advisory Services Korea의 대표이사
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에서 선급 검사관 및 심사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부산, 거제, 싱가폴에서 신조선 및 운항선 (Existing ship) 검사관을 시작으로, 창
원지부장, 품질 관리 본부장(Technical Performance Manager), 부산, 진해, 창원, 서울지부 총괄본부
장을 거쳐 2019년 2월 이후 현재의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현대LNG해운과는 어떤 일을 통해 업무 관계를 맺게 되셨나요?
저희 로이드 선급협회는 현대LNG해운의 대한민국 LNG 제1호 ‘HYUNDAI Utopia’호의 Leading 
Classification Society 로 선정되면서 현대 LNG 해운과 업무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HYUNDAI Greenpia’호의 선령연장을 위해 진행된 Ship Life Extension Program (SLEP)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고, 현대LNG해운이 2019년 이후 추진한 여러 신규 프로젝트에 저희 선급이 Leading 
clas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최신의 장비를 갖춘 우수한 선박을 건조하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LNG 해운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선단관리 시스템 (Cloud Fleet Manager, CFM)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이드 선급의 자회사인 ‘Hanseaticsoft’에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선단운영 시 운항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육/해상 직원들의 업무효율에도 
이바지하여, 경쟁이 치열한 용선시장에서 Global Top Tier 선사로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
고 있습니다.

Q3.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현대LNG해운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현대LNG해운은 국내 유일의 LNG전문선사로써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PETRONAS 및 REPSOL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글로벌 TOP 에너지 기업들과의 거래는 월등한 
기술과 Commercial한 제안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
라서 본 성과는 현대 LNG 해운의 우수한 선대 운영과 안전 운항에 대해 Global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
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통해 현대LNG해운은 Global 시장에서 선도적인 LNG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 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동시에 통합 에너지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도약이라는 
회사의 목표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LS이해관계자 인터뷰

현대LNG해운과 로이드 선급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현대LNG해운에게 앞으로 기대하는 점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현대LNG해운은 VLGC 신조선 Project에는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LPG 
Dual Fuel 엔진을 채택하고, LNG 신조선 Project에는 Methane Slip(메탄가스 대기배출)과 NOx 배출
을 최소화할 수 있는 ME-GI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오는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77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예정인 Methane slip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선행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동물, 특히 범고래 서식지의 Under Water Noise1를 최소화하는 선체 구조 및 System을 채택하
였고 설치 후 Major class의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투자를 통해 현대
LNG해운의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IMO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탄소집약도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개선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이상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는 LNG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전세계 LNG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대LNG해운의 적극적인 투자와 로이드 선급을 비롯한 여러 선급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IACS, 
EU Regulatory 및 IMO의 Rules and Regulations의 개정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급변하는 마케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LNG해운이 앞으로 
LNG 해운업계의 글로벌 탑 티어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수중 내 수신기나 증폭기 등에서 내부나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기타 전기신호

홍 승 표 본부장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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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안전경영 전략 및 비전
현대LNG해운은 ‘환경보건안전품질 경영시스템(HSQS : Health,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기반 기업문화 구축’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른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고 유형별 관리 및 선박별 안전점검 지수를 분석, 사고발생 리스크
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이에 따른 비상대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생성되는 모든 기록을 데이터화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 최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활동 및 성과
현대LNG해운은 글로벌 해운업계 측정지표로 활용되는 BIMCO Shipping KPI System을 
벤치마킹하여 현대LNG해운만의 KPI 지표를 수립,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요소를 점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관련 주요지표

ISO 45001 인증서

HSQS 기반 기업문화 구축

환경방침 보건안전방침 품질방침

• 환경영향을 식별,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적용
• 폐기물 생성 최소화 및 
	 적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기름 유출 제로

• 선박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 위험요인 예지, 파악,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 보건안전성과의 지속적 개선
• 무사고

• 고객의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일관성 있는 운송서비스 제공
• 회사방침과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영역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환경보존 및 보호 - - 선박안전 및 직장 보건안전 확보 - - 고객중시 및 고객만족 -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사고비용 원화(￦) 5,466,000 1,144,000 667,750

Off-hire Hour 0 0 0

LTIF
(근로손실재해율)

1백만 시간 당 
재해건수

1.41 0.46 0.44

중대사고발생 건 0 0 0

What we value 2

Safety

28 HLS SUSTAINABILITY REPORT 2021

Key Performance

재해 건수

0건 

근로손실률

0.44% 

Our Approach

Issue Importance

중대사고는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되는 고위험 요소입니다. 현대LNG해운은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무사고 안전운항’이라는 기업 가치를 기반
으로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내부규정 
및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HLS Approach

현대LNG해운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의 안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전체 구성원의 체계적
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련정보를 공
유합니다. 특히,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운송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
하여 해상운송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리스크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Risk & Opportunity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포함되며, 
임직원과 협력사,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또한, 
선박의 안전사고는 해상사고와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전 세계적 공통 리스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대LNG

해운은 안전한 작업장 및 선박 안전운항 확보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Next Step

현대LNG해운은 중대사고 근절 대책을 통합 관리하는 내부
절차에 의해, 업무 전 영역에서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핵심과
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중대
사고 예방의 기본인 절차 및 표준의 개선과 보완, 구성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보완 및 책임경영 강화에 집중하였으며, 추진
방안수립 완료 과제는 ‘환경안전협의회’를 통해 완성도를 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실행 및 이행성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재해율 감소

2018             2019            2020

1.41

0.46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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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안전보건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 체계
현대LNG해운은 선상업무/안전관리절차서 제정으로 선박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운항 
중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수단을 수립·대처함으로써 선박, 화물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절차서를 통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
진, 예방접종, 선내 위생 및 급식, 의약품, 상병자 관리를 진행하여 임직원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별 안전교육 및 이행 현황
현대LNG해운은 매년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생 및 신규 승선자의 
경우, 안전교육과 선/기장 승선 전 친숙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안전교육 현장

해상직원 건강 모니터링
현대LNG해운은 전 승무원 승선 24시간 이내 신규승선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주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전 임직원들에게 보건, 안전, 사고사
례 분석을 공유하고 안전관련 캠페인을 담은 SAFETY BULLETIN(안전공고)을 배포함
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승무원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부 선박에는 승
무원 교육용 CBT 프로그램을 설치, 시범운영 중이며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사고 및 작업 
절차 관련 시청각 자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SAFETY BULLETIN
(November 2020)

Use of appropriate tools! Page : 1

❖ 매년 11월, 항생제 내성 인식의 달

◆ 항생제란?

➢ 세균을죽이거나세균의성장을억제하는약

➢ 항생제는원래곰팡이와같은미생물이생존경쟁의관계에있는다른

세균을억제하기위해만드는물질로서, 자연에서우연히발견됨
➢ 최근에는과학의발전에힘입어다양한항생제를개발, 합성하여사용

◆ 항생제의 내성

➢ 1940년대처음발견된항생제인페니실린이사용되기시작하면서세균에의한감염질환과
그로인한사망이급격히줄어들었으나, 항생제의오남용으로인해항생제에내성이생긴
슈퍼박테리아발현

➢ 여러항생제에내성을보이는세균은쉽게등장하고대중사이에쉽게전파되는반면, 항생제
의개발은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됨

◆ 항생제의 부작용

➢ 항생제알레르기란?
• 항생제에대한특이적인과민반응
• 가벼운발진에서부터생명을위협하는심각한
반응까지다양한양상으로나타날수있음

• 피부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어지러움

➢ 항생제유발설사란?
• 항생제를복용하고있거나복용이끝난후에잦은
변또는무른변을보이는이상반응

• 항생제복용에의해장내에서식하는정상세균
의감소, 유해한균의증가, 항생제특정성분으로
인해설사가발생할수있음

• 평소보다잦은설사(1일 3회이상), 이틀이상지속
되는설사, 탈수증세가동반되는설사, 대변에피
가섞여나오는경우

➢ 항생제는다른약이나음식과상호작용하여약효에영향을주거나받을수있음

시청각 자료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선박 안전관리
현대LNG해운은 선박 안전관리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첨단 항해지원시스템(SMART 
SHIP) 설치 선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사 운항선박에 의해 화물을 수급 받는 
대형 LNG터미널 도크 마스터(DOCK MASTER) 대상 정기 만족도 평가를 통해 안전한 
운항 및 하역 작업문화를 형성하여 안전확보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현대LNG해운은 협력사 등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자의 자격1과 회사의 안전
관리 절차를 검증하고 계약 시 요구합니다. 동시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협력사 작업 전 사전 점검, 작업절차 및 작업 중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명시하고 구체화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승선 후에는 선내 안전수칙에 의거, 안전 
및 주의사항 교육 이수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대책 책임자인 선장
의 책임 아래, 조선소의 안전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선장과 
공무감독은 인명 및 선박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및 교육 활동
현대LNG해운은 엄격한 사업장 안전을 위해 작업허가제도(Permit to Work)를 도입하
고 있습니다. 작업허가제도는 선내 작업수행 시 작업시작 전 위험요소 제거 및 작업과 
연계된 타 작업의 위험 제거를 위하여 허가 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사업장 안
전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합니다. 더불어, 선박별 맞춤형 안전근로기준(Safety 
Working Guidance) CD를 보급하여 작업 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직
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에도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무재해 캠페인을 실시, 전사적
인 사업장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적법한 면허, 경력, 교육 여부 등

작업 전 사전점검 

임직원 안전관리 교육
(선장, 기관장 안전교육)

무재해 캠페인작업허가제도
(Permit to Work)

월별 안전회람 
및 교육 시행

Safety Working 
Guidance 교육 

CD 보급

사업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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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6년 현대LNG해운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일등 항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LNG

해운이 20년 이상의 무사고를 기록중인 안전한 해운선사였고, 이러한 무사고 경력에 더하여 선상에서 
선박 및 승무원의 안전 운항에 힘써 더 큰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여하고 싶었던 것이 현대 LNG 해운에 
입사하게 된 주요 계기였습니다. 현재 일등 항해사로서 국가의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는 LNG를 다루는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을 갖고, 동시에 “국가에 이바지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선하
고 있습니다.

Q2. 현대LNG해운 소속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항해 중 선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를 육상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해양 경찰을 
통해 무사히 인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 절차서(Manual) 상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환
자를 이송하기 위해 당시 선박 내에서는 승무원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대응하였으며, 육상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한 조치/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소 현대 LNG 해운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승무원들의 안전에 관한 의식 및 훈련 경험이 맺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대 LNG 해운 소속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Q3. 근무하시면서 느낀 현대LNG해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현대 LNG 해운은 모든 승무원들이 작업 안전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회의 및 “STOP THE JOP” 등의 현대LNG해운의 선박에 근무중인 모든 승무원들이 상
급자와 안전에 관한 사항만큼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 및 분위기는 상호 간의 신뢰와 의지, 팀워크를 형성하며 이는 저에게 선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Q4. 근무하시면서 느낀 현대LNG해운에게 안전 이슈의 중요성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LNG해운이라는 회사는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사고 안전 운항’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꼼꼼한 계획과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승무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회사 및 직원들의 존중이 현대LNG해운이라는 회사에 대한 큰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몇 개월 동안 생활하는 선박 내에서의 이런 소속감은 선원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며 이는 업무 능률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LNG해운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HLS이해관계자 인터뷰

상호 간의 신뢰와 의지, 팀워크를 형성하며 

이는 저에게 선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이 동 현 일등 항해사
현대LNG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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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proach

Issue Importance

현대LNG해운은 회사의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책임지고자 합니다. 현대
LNG해운과 이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해 UN인권기본헌장을 바탕으로 각국의 인권기준
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침과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합니다.

HLS Approach

현대LNG해운은 다양한 영역에서 임직원의 인권존중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직무부여, 평가 및 보상단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최우선합니다. 공정한 성과주의 인
사를 적용, 연공서열 직급제도를 없애고, 2020년부터는 직무 
책임과 결과에 대응하는 직무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적용하여 실효성과 직원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
문화” 미션에 발맞추어 개인의 실력, 역량 및 교양 향상을 위해 
요청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Risk & Opportunity

현대LNG해운은 관리자 평균연령 43.1세의 젊은 조직입니
다.(임원 제외,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최고수준의 LNG전문
선사로의 도약을 위해 관리자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과 직무경험 부여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젊음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고, 
젊은 생각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Next Step

세계 일류 해운선사 프로페셔널과 실력이 대등한 인재로 성장
하는 것이 현대LNG해운의 목표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다양
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투철한 윤리정신과 글로벌 매너
를 내재화 시키고, 글로벌 프로페셔널에 맞는 동기부여, 고등
교육/컨퍼런스/연수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인재관리

HLS 인재상
현대LNG해운은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한 확신과 높은 윤리관을 바탕으로 원대한 목
표달성을 주체적으로 이루어내는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임직원 스스로가 목표와 달성
방안을 설계하고, 회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인재육성체계
현대LNG해운은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해 리더십, 직무역량, HLS Value(공통역량), 친숙
화라는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영역을 바탕으로 현대LNG해운만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직원의 능력향상 및 역량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LS 인재육성체계도

임직원 보상체계
현대LNG해운의 보상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무급제도 운영에 따른 직무
보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그 외 Recognition, 복리후생, 고등교육, 해외주재원
파견 등의 기타보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은 보편적 복리후생을 제외하고는 직무
가치, 직무성과,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반영하여 합리적 차등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HLS MISSION

HRD MISSION

'20년 운영 목표

전                 략

과                 제

공통역량 DNA 함양 직무 전문성 강화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전문성 강좌

WORLD CLASS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HRD 제도정립 및 실천

1
핵심 가치

내재화

3
일하는 방식

변화

2
조직 학습

구축

4
직무 전문

교육

Training & Education 관점에서 과제 수행 Organizational 관점에서 과제 수행

COVID-19

확진자 0
시차 출퇴근제도 시행

임직원 교육시간

6,978 시간
*육상직+해상직 합계

What we value 3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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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방침 및 제도
현대LNG해운의 인재채용 방침은 절차와 기회제공의 공정성 준수입니다.  내부인재 채용
이 원칙으로, 직원 누구에게나 직무/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도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육/해상간에도 적용되며, 해당업무의 직접경험이 없더라도 회사와 리더가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채용
절차에서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장애, 신앙, 출신지역, 학력 등 어떠한 불공정한 요소
가 개입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LNG해운은 공정한 사회문화 달성에 기여하고 평등한 
기회제공 프로세스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라는 회사의 철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 설명

임직원 평가체계
현대LNG해운은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리더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정기적, 주기적으로 진척도를 점
검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평가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으로 구성된 Calibration 
Session과정에서 최종평가결과를 확정합니다. 평가는 성과, 역량, Value, 경력개발 및 
육성계획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자의 피드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HLS 임직원 평가 프로세스

   

채용계획
부서별 연간 T/O 
계획

서류전형
직무 해당요소

(기술, 경력 등)심사

면접전형
실무면접 및
임원평가

최종검증
신체검사,
자격증명서

채용 확정

채용수요
T/O 계획에 따른 증원,
퇴사자 발생

채용공고
내부 Job Postiong, 
외부 공개채용, 
헤드헌터 채용

조직 평가

개인 평가

피드백/지원

조직목표

개인목표/KPI
1차 평가

2차 평가

직무역량

Career Development
피드백

인재상

Ad-hoc 성과

리더십역량

인사위원회
Calibration Session

Training & Education

조직기여도평가(재무성과)

사업 계획 및
조직 목표

성과 평가

역량 평가

Valie 평가

경력개발/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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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현대LNG해운 조직문화
현대LNG해운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문화를 목표로 합니
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식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2020년부터 직무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Job posting을 통해 직무이동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호칭을 전
환하고 수직적 문화를 개선하며, 개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방침 및 현황
현대LNG해운은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 초기에 운영하던 시차출퇴근제도를 노사합의
에 따라 상시운영으로 확대하고, 리더 승인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진정한 워라밸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직원 만족 및 고충처리
현대LNG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노사협의회 및 선박 
내에서 선임된 고충처리위원은 육상근무지 및 각 선박별 최소 1명 이상 분포되어 있습
니다. 임직원은 고충처리위원과의 상시 개별상담이 가능하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
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가족, 건강, 재무, 퇴직 등 다양한 고충과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상담업체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계약
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HLS 워크숍

건강관리 업무/생활지원 가정 및 육아지원

임직원 정기 종합건강검진, 
가족 정기 종합건강검진,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단체상해보험

자기개발카드,
교통비, 중식비, 이동통신비 

경조휴가 및 경조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선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학자금 

HLS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방침
현대LNG해운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상직원은 노
사협의회를 운영하며, 해상직원은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 에 약 88%가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 직원의 건의사항, 개선사항 및 고충을 논의
하며,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활동 및 주요 현황
2020년은 COVID-19로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노사간
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현대LNG해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안건 및 고충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근
무환경 제공 및 임직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COVID-19 확진자 “0”을 달성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는 국내1위 LNGC 운영선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노사활동 현황

인권 보호

인권경영정책, 목표, 전략
현대LNG해운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
중하고 책임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대LNG해운의 인권경영 방침은 거래하고 협업하
는 모든 국가, 기업, 단체, 개인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번영에 이
바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대LNG해운은 UN인권기본헌장을 바탕으로, 각국의 
인권기준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침과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는 
인권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현대LNG해운은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인권관련 교육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
로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교육이 아닌, 인권존중의 내재화를 위해 워크
숍에서 회사 윤리규범을 낭독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괴롭힘 방지/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LNG해운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존중 내재화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육상직원 해상직원

• 직무급 Q&A 세션 시행
• 휴가사유 미작성  
• 시차출퇴근제 상시 적용
• SNS 업무지시 지양캠페인

• COVID-19 관련 자가격리 
  및 확진 시 처우방안
• 임시적 승선 근무기간 단축
• 선박 검역관리 강화

2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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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 희 선장
현대LNG해운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6년 한국해양대학교 졸업 후 현대LNG해운에 입사, 2018년 7월 선장으로 진급하여 현재까
지 약 15년간 현대LNG해운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선장이라는 직책은 선박의 최고 책임자로
서 안전 운항과 화물 및 인명의 안전 확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절약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선박내에서의 환경/안전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현대LNG해운 소속으로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 인가요?
하루 24시간을 바다 위에서 정해진 운항 일정에 맞춰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일 자체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선박 운영 중 입거 수리 작업(Dry Dock)은 약 6개월
에서 1년여간 모든 직원들이 철저히 준비해야하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
입니다. 이 작업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수리 및 검사를 위해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되고 있고 선박의 운항을 잠시 멈추고 2~3주가량 선박을 조선소에 위탁하여 그 기간 동안 운항 중 확인 
불가능 했던 화물창 내부 점검 및 대형 기기의 수리,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입거 수리는 선박의 지
식을 넓히는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선박의 안전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힘든 일이지만, 무사히 수리를 마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행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Q3. 근무하시면서 느낀 현대LNG해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현대LNG해운은 해상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후생에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입니다. 
해상직의 특성상 고립된 장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선원의 정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현대LNG해운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내 인터넷 서비스를 무상으
로 무제한 제공하고 있으며, COVID-19로 선원의 장기간 승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교대를 위해 휴가신청 충족 요건을 완화(6개월 → 4개월)하였으며, 주기적인 방선을 통해 선원
의 고충 상담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은 결국 선원들 없이는 불가능
하기에 자칫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한다는 점은 현대
LNG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LS이해관계자 인터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Q4. 끝으로 이 인터뷰를 보실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LNG해운은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라는 회사 VISION 달성을 위해 무사고 안전
운항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 및 개선하며 이를 바탕
으로 현장에서는 안전의식 문화 확립을 통한 무재해 무사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
외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신규 Project에 도전, 글로벌 화주들과 다
수의 계약을 달성해 국내 해운업계에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LNG해운의 직원들은 항상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달성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팀 전
체가 최고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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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스마트쉽 기술 개발 
상호협력 체결

한국해양대학교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 체결

What we value 4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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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erformance

Our Approach

Issue Importance

최근 사회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품질관리 위주의 경영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동반
성장 및 상생경영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협력사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가 구매거래처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와  사회적 공헌에 대한 역할 
수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LS Approach

현대LNG해운은 국제표준규격 ISO에 따라 협력사의 경영·품
질 등을 평가,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요구되는 ESG 관리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협력사에 대한 자체 KPI 설
정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정성,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협력사는 계약 시 인센티브 제도로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진한 협력사는 경제, 환경, 사회적리스크를 방지하
고자 개선계획 수립 및 수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Risk & Opportunity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
고 있습니다. 현대LNG해운은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모든 협
력사와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
로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Next Step

전체 협력사들 가운데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2020년 전체 
협력사 154개사 중 주요 협력사 26개사) 정기적인 커뮤니케
이션 및 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30%에 해당하
는 45개사를 주요 협력사로 육성하여 경제, 환경, 사회적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평가 및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경영과 동반성장

상생경영/동반성장 체계, 전략, 현황
현대LNG해운은 동종업계 전체의 상생경영을 추진하고자 국내 초기 LNG선 운항 시 국
적LNG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주요 5개 해운회사와 선박의 지분을 공유하여 LNG선 운
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에 들어가는 기부속, 선용품
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구매업무를 내재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 윤리경영 실천,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나 업체 평가 Feed Back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주요 지원 프로그램
현대LNG해운은 전 협력사의 대금 결제를 월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으
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합니다. 현대LNG해운은 
선정된 협력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
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HLS – KR 사이버 보안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약정서
현대LNG해운은 한국선급과 선박 사이버보안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약정
을 체결하였습니다. 선박 사이버보안 기술과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잠재적인 
연구개발 기회를 발굴 및 실현하고, 상호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선급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선박 사이버보안 부
기부호(CS Ready) 취득, 선박 사이버보안 규칙 적용 및 검증, 선박 사이버 보안 시스템 
리스크 분석 등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HLS – 대우조선해양 스마트쉽 기술 개발 상호협력 협약서
현대LNG해운은 대우조선해양과 스마트쉽 기술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및 시험 운용, 선박 운항 데이터 분석, 
DSME 스마트쉽 플랫폼 시험 운영, DSME 플랫폼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 등 
스마트쉽 연구에 관한 상호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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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리스크관리

협력사 평가
현대LNG해운은 수송 화물의 판매자 및 구매자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입
출항, 하역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협력
사 관리를 위해, 환경보건안전품질 경영시스템(HSQS) 방침에 부합하는 연 1회 협력사 
정기평가를 진행합니다. 현대LNG해운은 환경, 보건안전, 품질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
으로 6가지 항목1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우수협력사를 선정하며, 
우수협력사는 거래기회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기준미달 협력사는 업체에 피드백 후 시
정조치, 거래중지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협력사 관리
협력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선박의 안전입니다. 현대LNG해운은 
계약서에 협력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안전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
장에서 협력사 평가 피드백과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신규업체 등록 시 다양한 
평가 기준3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구매내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현대LNG해운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업무 전 과정에서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망 평가 결과별 조치

1등급 – 거래기회 확대
2등급 – 피드백 및 시정조치
3등급 – 거래재고
4등급 – 거래중지 보건안전 방침 품질경영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오염 방지,

성과 검증 및 개선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 

사고 예방, 성과 검증 및 개선

일관된 운송 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성장, 
성과 검증 및 개선

공급망 평가기준

환경방침

협력사 행동강령
현대LNG해운은 협력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협력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에 따른 시정조치가 미진할 때는 재계약 또는 입찰 시 해당 
건에 패널티를 적용, 협력사의 안전관련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조, 유통과
정에서의 환경오염 유발 등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 위반사항 발생시 거래축소, 중단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전략 및 활동

사회공헌 추진전략·사업체계
현대LNG해운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
치로, 비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대LNG해운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World Class LNG Shipping 
Company위상에 걸맞는 상생협력의 선도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공헌 주요실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
현대LNG해운은 지난 2020년 1월,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양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원활한 인적자원 수급 및 교육을 제공받게 되고, 
학교는 구직 활동 중인 취업예정자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모두 윈-윈 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사업장과의 정기 공급계약 체결
현대LNG해운은 발달장애인표준사업장 인 ㈜베어베터와 사내 복리후생 및 경조 품목
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다과류, 차, 비품 및 경조물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장애인 인권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OVID-19 등 각종 사회 이슈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는 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생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거래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거래 관련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피드백 적극 반영 

협력사 발전에 도움되는 
정보와 노하우 제공 

부당이익 금지 협력사와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자료제공 등 지원 

1. 공정한 거래절차 구축 2. 상호발전 추구 3. 협력사 발전 기여

4. 금품수수 금지 5. 윤리경영체제 구축

HLS 행동강령

㈜베어베터

ETRS 센터 기부금 전달식

2

1　협력사 평가 항목: 안전, 환경, 기술, 비용, 품질관리, 기술교육
2　평가 항목: 안전, 환경, 기술, 비용, 품질관리, 기술교육
3　환경, 보건안전 및 품질관리, 동종업계 경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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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현대LNG해운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회
사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이루어지고, 각 리스
크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리스크 관리 절차

리스크 분류에 따른 체계

이슈발생시
보고이슈발생 분석/평가 의사결정 대응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항목 업데이트)

평상시
잠재리스크 검토/ 

법규정 개정사항 검토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항목 
반영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항목 
업데이트

정기 리스크 
평가

분석 보고 사후관리 

이사회 구성, 임명절차

현대LNG해운의 이사회는 이사 4명 및 감사 1명(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회의 독립성 및 경영진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영진은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 제도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 1명, 집행임원 1명(총 2명)입
니다.

이사회 활동 현황

현대LNG해운은 매 분기마다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 이사회 소집
이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진행합니다. 현대LNG해운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결의 및 토의되는 사항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사회 평균참석률이 96%에 이를 정도로 이사회 활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분 직위 성명 경력 업무 임기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송인준
IMM Private Equity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2023. 03까지

손동한 IMM Private Equity 부사장 2023. 03까지

구재윤 IMM Investment 상무 2023. 03까지

사외이사 이승영 엘에프자산운용㈜ 부회장 2023. 03까지

감사 유헌석 IMM Private Equity 상무 2022. 03까지

집행
임원

대표집행
임원 이규봉

SK E&S LNG사업운영본부장
영국 BP 스트레티지스트 사장 2022. 03까지

집행임원 최장팔 현대해양서비스 LNG선 팀장
HMM 기관장 해사본부장 2022. 03까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개회 횟수 8 6 5

총 안건 32 23 22

평균 참석률 87.5% 80% 96% 감사 제외

리스크 관리

구분 범위 의사결정기구

투자/재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취득 및 투자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성, 재무 영향, 
중장기 CF,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투자심의위원회

환경/일반
선박운영, 설비보수, 운항안전 등 내부 영업활동 및 IMO, 
선급 등 외부기관의 제도신설, 
규제변경 등 환경요인들에 대한 리스크 검토

환경안전위원회

인사 인사관리 방침, 제도변경, 성과평가,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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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체계/시스템

현대LNG해운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윤리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인권존중, 윤리존중, 반부패추구에 대한 국제법 및 규범을 존중
하고, 국내외 어느 곳에서는 임직원이 올바른 행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고, 전 직원 윤리
규범 선언 등 리프레시 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국내
외 요구사항에 발맞추어 공정거래, 반부패교육 등을 자사뿐만 아닌 모든 밸류체인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현대LNG해운은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들의 인원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수
립하였으며, 육상직원의 경우 연 1회, 해상직원은 승선 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2020년 교육진행은 총 108회, 5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리경영

연도별 윤리교육 운영 횟수

현대LNG해운 6대 윤리원칙

높은 윤리의식

높은 윤리의식으로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임직원이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현합니다.

상호발전 도모

협력회사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합니다.

고객만족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선의의 경쟁 실천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유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합니다.

기업가치 극대화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합니다.

건전한 이윤추구

기업 시민으로서 
환경보호를 먼저 생각하며, 
건전한 이윤추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93회 87회 108회

이해관계자

현대LNG해운은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슈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 홈페이지
• 정기 간담회

• 주주총회
• 이사회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전자공시

• 그룹웨어
• ERP시스템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 고충처리위원
• 정기 육/해상 워크샵

• 정기 간담회
• 협력사 초청 워크샵
• 프로세스 공동개발 
  협력

구  분

주요 채널

이슈 사항
가치창출, 

불공정거래 방지, 
지속성장가능 

요건 확보,
대외 신뢰성 확보

주주이익 극대화, 
투명경영,

이해관계자 커뮤니케
이션 확대,

대외리스크 관리

워크 라이프 밸런스, 
내부경쟁력 향상,

상생협력 가치창출, 
성장동력 확보,

상생협력 가치창출,
동반성장 노력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협력사주주, 투자자임직원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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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NG해운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
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미디어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벤치마킹 
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21개의 ESG 이슈 POOL과 10개의 중대 이
슈를 도출하였습니다. 현대LNG해운은 10개의 중대 이슈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을 분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대응 및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기업 현황 및 환경분석(미디어, 벤치마킹, 국제표준)을 통해 현대LNG해운에 특화된 21개 
ESG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현대LNG해운 중대이슈 풀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서 현대LNG해운에 요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분석하여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 및 상대평가 요인을 분석하여 리스크 
영향력을 분석하였습니다. 

리스크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중대 이슈를 도출하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Step.1

이슈 풀 구성

Step.2-1

발생가능성 분석

Step.2-2

영향력 분석

Step.3

중대이슈 선정

기후변화
에너지

폐기물 및 유해물질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환경법규

지역사회
사회공헌
안전보건
인사관리
노사관계
인권존중
정보보안

이사회
윤리/반부패

ESG 리스크 관리
경제성과
혁신기술
제품책임
고객만족
공급망

공정경쟁

환경 사회 거버넌스

언론리스크 분석(부정기사 및 발생빈도 반영), 
이해관계자 인식도(리스크 발생가능성) 분석 실시

동종업계 분석, 이해관계자 인식도(리스크 발생시 영향) 분석 실시

ESG 중대이슈 구분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영향도 현대LNG해운 대응 현황 페이지

1. 기후변화 환경(E) ● ●
What we value 1. Environment
• 온실가스 및 대기관리

23~24

2. 대기오염 환경(E) ● ●
What we value 1. Environment
• 온실가스 및 대기관리

23~24

3. 안전보건 사회(S) ● ●
What we value 2. Safety
• 안전경영   •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 임직원 안전보건

29~31

4. 폐기물 및 유해물 환경(E) ● ●
What we value 1. Environment
•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25

5. 에너지 환경(E) ● ●
What we value 1. Environment
• 친환경 해운 시스템

23

6. 인사관리 사회(S) ● ●
What we value 3. People
• 인재관리

35~37

7. 환경법규 환경(E) ● ●
What we value 1. Environment
• 생물다양성 관리

24

8. 생물다양성 환경(E) ● ●
What we value 1. Environment
• 생물다양성 관리

24

9. 노사관계 사회(S) ● ●
What we value 3. People
• 노사관계

39

10. 경제성과 거버넌스(G) ● ●
Sustainable Business
• HLS의 현재와 미래

12~13

중대성 평가 MATRIX

중대 리스크 매트릭스

중대이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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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지역사회

고객만족

인권존중

정보보안
노사관계

인사관리

에너지

안전보건

폐기물 및 유해물질

대기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법규

경제성과
윤리/반부패

이사회

혁신기술

리스크관리 공급망

사회공헌

*리스크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 평가: ● 상   ● 중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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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경제성과

분류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원 237,430,323,492              242,451,989,958 111,029,901,151

비유동자산 원 892,261,413,879      839,133,121,159       896,417,268,256

자산 총계 원 1,129,691,737,371      1,081,585,111,117       1,007,447,169,407

유동부채 원 136,443,804,444             87,738,352,963 40,667,918,409

비유동부채 원 453,128,059,815 423,836,448,699 431,892,631,665

부채 총계 원  589,571,864,259   511,574,801,662           472,560,550,074

자본금 원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연결자본잉여금 원 406,432,071,232 406,432,071,232 406,432,071,232

연결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원 49,130,172,696 69,155,666,880 33,361,897,100

연결이익잉여금 원 34,557,629,184              44,574,064,167 45,092,651,001

비지배지분 원 - (151,492,824) -

자본총계 원    540,119,873,112    570,010,309,455 534,886,619,333

부채 및 자본총계 원 1,129,691,737,371             1,081,585,111,117 1,007,447,169,407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매출액 원 210,327,586,611 223,704,171,917 187,368,886,082

매출원가 원 190,305,131,204 204,110,351,680 171,538,569,857

매출총이익 원  20,022,455,407 19,593,820,237 15,830,316,225

판매비와 관리비 원 21,930,350,003 23,576,658,151 23,241,281,869

영업손실 원  1,907,894,596 3,982,837,914 7,410,965,644

영업외수익 원  44,109,914,543 40,305,660,908 30,229,355,598

영업외비용 원 35,273,928,434 24,869,982,637 13,234,303,334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원  6,928,091,513  11,452,840,357 9,584,086,620

법인세비용 원 (187,403,037) 337,898,198 314,006,962

당기순이익 원 7,115,494,550 11,114,942,159 9,270,079,658

지배회사지분의
주당이익 원  (12,692)             5,008    259

1   급여+퇴직급여
2   환급액

경제성과분배

분류 단위 2018 2019 2020

국가 법인세 백만원 -187 338 314

지역사회 사회공헌비용 백만원 0 0 70

협력사(전체) 구매비용 백만원 90,130 111,790 57,552

임직원 급여
육상직 백만원 2,435 2,632 3,185

해상직 백만원 25,175 25,227 26,870

합계 백만원 27,610 27,859 30,05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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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   유해 폐기물: 독성, 부식성, 점화성, 반응성이 높아 인간과 동식물에게 즉각적, 장기적으로 위험을 미치는 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체온계 및 수은 온도계 등)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에너지사용
선박

Fuel oil MWh 1,891,651 1,425,568 17,417

Marine diesel oil & 
gas oil

MWh 21,653 290,493 812,725

LNG MWh 1,862,975 2,193,643 2,741,619

합계 MWh 3,776,279 3,909,704 3,571,761

육상
Electricity MWh 140 130 151

합계 MWh 140 130 15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선박 tCO²eq 921,421 939,624 812,231

Scope 2 구매전력(사무실) tCO²eq 64 60 69

합계 Scope 1+Scope 2 tCO²eq 921,485 939,684 812,300

원단위 배출량 g/dwt-km 6.57 6.70 6.01

주요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M/E 2.36 2.53 2.48

주요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M/BLR 7.88 7.74 6.83

주요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G/E 0.04 0.05 0.06

주요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A/BLR 0.01 0.02 0.01

USE AN WEATHER ROUTING SERVICE 척 8.00 8.00 8.00

WEATHER MONITORING SYSTEM 척 8.00 8.00 8.00

ELECTRONIC ENGINE CONTROLS SYSTEM 척 2.00 2.00 2.00

SILICON BASED HULL PAINT 척 8.00 8.00 8.00

대기오염물질

NOx 배출량(질소산화물) Ton 1,733 1,759 1,380

SOx 배출량(황산화물) Ton 10,769 7,474 82

PM 배출량 (미세먼지) Ton 1,167 909 99

오존파괴물질 
사용 감소

CFC 계열 냉매 소모량 
감소

KG 625 798 577

냉매회수장치 척 8 8 8

매연/분진 배출 감소
원단위 배출량 g/dwt-km 0.008 0.007 0.001

매연규정준수(rule 401) 건 0 0 0

평형수 관리 BALLAST WATER관리
불법처리 방지 건 0 0 0

Ballast water 처리 장치 척 0 0 0

친환경 투자 친환경 투자액 백만 원 3,905 3,905 4,282

환경 컴플라이언스 환경법률 및 규제 위반 사항
금전적 제재 건 0 0 0

비금전적 제재 건 0 0 0

폐기물 발생량
선박 유해폐기물

폐유(슬러지 등) m³ 382 411 472

폐유 발생률 % 0.22 0.25 0.46

폐유 원단위 발생량 m³/척 48 51 59

플라스틱(CAT.A) m³ 156 110 104

운항상쓰레기(CAT.F) m³ 72 67 72

선박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CAT.C) m³ 99 79 82

1

안전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안전관리지표

재해율 　 % 0.89 0.28 0.27

재해건수 
부상자수 건 3 1 1

사망자수 건 0 0 0

LTIFR(근로손실재해율) 　
1,000,000시간당	

재해건수
1.41 0.46 0.44

선박안전

사고안전건수 　 건 0 0 0

해상유출건수 　 건 0 0 0

PSCDeficiency Ratio 　 건 0.625 0.5 0

5대 사고 발생건수 　 건 0 0 0

1   재해율 = (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100
2   근로손실 재해율
     - 근무중에 직원 혹은 제3자 계약직원이 근무중에 부상을 입고 다음날 근무/다음 타임 근무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
     - 근로손실재해율 = (근로손실재해 발생 건수)/(당 회계년도 총 근로시간) *1,000,000
3   PSC(Port State Control): 항만국통제로 관할하는 국가가 안전 문제에 관하여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외국 선박에 행하는 선박검사
4   충돌, 화재, 좌초, 사망, 해양오염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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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1   연도별인원2018(28), 2019(37), 2020(44), 임원 포함, 단위: 원
2   목표대비 참여비율(2020년: COVID-19로 인한 교육 감소)
3   교육투자율/총매출액 *100
4   산식=퇴직자 수/1일이상 근로자 수 (기간만료, 해상직전직, 임원, 정년퇴직 제외)
5   촉탁근무자: 정년퇴직 이후 근속년수 반영
6   2018/2020년은 대상자가 없으며 2019년 육아휴직 복귀자가 1명 있었으나 복귀후 1개월 내에 퇴사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임직원 교육훈련

육상직

임직원 총 교육훈련시간
(법정의무교육제외) 시간 446 420 1138

임직원 총 교육훈련비 천 원              11,574             18,213               50,987 
임직원 총 교육인원
(법적의무교육제외) 명 27 74 83

임직원 참여비율 % 　100 100　 100　
임직원 1인당 교육비용 천 원                   413                  246                614 

해상직

임직원 총 교육훈련시간 시간              11,904               6,456                 5,840 
임직원 총 교육훈련비 백만 원                  393                  242                    106 
임직원 총 교육인원 명                  756                  463                    332 
임직원 참여비율 % 94.38 94.50 48.90

임직원 1인당 교육비용 천 원                  520                  523                    318 
총교육투자율 % 　0.19 0.12　 0.08　

고용창출현황

육상직

신규채용 명 6 11 11

이직률 % 0 12.82 6.82

평균근속년수(연도말 재직직원 기준) 년 2.53 2.30 2.49

해고된 근로자수 명 0 0 0

해상직

신규채용(촉탁근무자 제외) 명 94 56 99

이직률 % 8.1 5.0 8.6
평균근속년수 년 3.89 4.05 5.17

해고된 근로자수 명 0 0 0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현황

육상직
육아휴직 사용인원 명 1 1 0

육아휴직 복귀인원 명 0 1 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근무비율 % -      0      -

해상직
육아휴직 사용인원 명  2  2  3 
육아휴직 복귀인원 명  1  1  2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근무비율 %  100  100  100 

노동조합
육상직

노동조합 가입비율 % - - -
노사협의회 개최 수 - 1 2

해상직
노동조합 가입비율 % 88 90 88

노사협의회 개최 수  13  9  9 

고충처리
육상직

고충접수 건수 명 　0 0　 　0

평균 답변 처리일 일 0　 0　 0　

해상직
고충접수 건수 명  0  0  1 
평균 답변 처리일 일 0 0 7 

1

2

3

4

5

6

사회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구성원 현황

육상직 

장애인 명 0 2 2

외국인 명 0 0 0

국가보훈자 명 0 0 0

여성근무자 명 8 9 12

여성관리자 명 1 1 1

비정규직 명 2 4 4

육상직 총원 명 28 37 44

해상직 

장애인 명 1  1  1 
외국인 명 0  0  0 
국가보훈자 명 0  0  0
여성근무자 명 8  7  4 
여성관리자 명 0  0  0 
비정규직 명 40  47  52 
해상직 총원 명 306  320  324 

인권 기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시간 시간  16  16  16 
참여인원 명  306  320  324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시간 시간  16  16  16 
참여인원 명  306  320  32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시간 시간  16  16  16 
참여인원 명  306  320  324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동반성장

전체 협력사 수 사                    27                   145                    185 

주요 협력사 수 사                    22                    57                     48 

전체 협력사 구매 금액 백만 원                2,171             23,445                11,748 

주요 협력사 구매 금액 백만 원               2,138             20,121                 9,490 

전체 협력사(연료) 수 사                       6                       8                       6 

주요 협력사(연료) 수 사                       3                       3                       2 

전체 협력사(연료) 구매 금액 백만 원             87,959             88,345                45,804 

주요 협력사(연료) 구매 금액 백만 원             86,243             68,179                40,830 

협력사 임직원 
역량교육 협력사 수 사 27　 145　 185　

기부 및 투자 자선단체 기부 및 
지역사회 투자 기부/투자 총 금액 원  0  0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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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단위 2018 2019 2020 

이사회 성과

개최횟수
정기 수 4 4 4 

임시 수 4 2 1 

의결안건 　 건 11 11 8 

보고안건 　 건 21 12 14 

수정의결안건 　 건 0 0 0 

사전심의율 　 % 100 100 100 

여성이사비율 　 % 0 0 0 

평균참석률 　 % 87.5 80.0 96.0

이사회 현황
이사회

사내 이사

인원

1 1 0

사외 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4 4 4

감사 1 1 1

집행임원 2 2 2

정보보호

ISO 27000 인증 비율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인식교육 대상자 　 명 0　 5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인식교육 수료자 　 명 　0 5 3 

윤리교육 수료율

윤리교육 누적 시간 48 44 54

운영횟수 수 93 87 108

참여인원 명 475 435 581

참여율 % 100 100 100

지배구조

1   이사 전원/감사는 제외
2   승선 전 교대 승무원 인권 및 권익보호 교육 시행 1   최초 보고로 해당사항 없음

1

2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페이지/내용 검증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GRI 102: 일반보고 (General Disclosure)

조직 프로필

101-1 조직명 4 ●

101-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4~19 ●

101-3 본사 위치 4 ●

101-4 사업장 위치 7 ●

101-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4 ●

101-6 시장 영역 7, 12 ●

101-7 조직 규모 4 ●

101-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58~59 ●

101-9 조직 공급망 42~45 ●

101-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0~11 ●

101-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49 ●

101-12 외부 이니셔티브 64 ●

101-13 가입협회 65 ●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2~3 ●

102-15 주요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49, 52~53 ●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50 ●

거너번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48 ●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1 ●

102-41 단체협약 58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51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6~27, 32~33, 

40~41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26~27, 32~33, 

40~41
●

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2020 현대LNG해운 

연결감사고보서 
13~15

●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52~53 ●

102-47 중대 주제 목록 (List of material topics) 53 ●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없음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53 ●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없음 ●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Content Index 61~63 ●

102-56 외부 검증 64 ●

GRI Index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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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페이지/내용 검증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Topic 1: 기후변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2: Energy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56 ●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5: Emissions 2016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56 ●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56 ●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22 ●

Topic 2: 대기오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5: Emissions 2016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56 ●

Topic 3: 안전보건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8 ●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18)

403-1 산업안전보건시스템 29 ●

403-2 위험요소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30~31 ●

403-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30~31 ●

403-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 30~31 ●

403-5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30~31 ●

403-6 구성원 건강 증진 31, 38 ●

403-7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예방 및 감축 30~31 ●

403-9 업무 관련 상해 57 ●

Topic 4: 폐기물 및 유해물질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6: Waste 2020

306-1 폐기물 배출량 및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56 ●

306-2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25 ●

306-3 폐기물 배출량 56 ●

Topic 5: 에너지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2: Energy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56 ●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페이지/내용 검증

Topic 6: 인사관리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34 ●

GRI 401: Employment 2016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58 ●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38 ●

401-3 육아휴직 58 ●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34 ●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2016

404-1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이 받는 평균 훈련시간 58 ●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35 ●

Topic 7: 환경법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2016

307-1 환경 법규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56 ●

Topic 8: 생물다양성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22 ●

GRI 306: Biodiversity 304-2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 23~24 ●

Topic 9: 노사관계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34, 39 ●

GRI 402: Labor Managemrnt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39 ●

Topic 10: 경제성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10~19 ●

GRI 201:
Economic Performance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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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000AS v3(2020) 원칙 적용 여부
검증인은 보고서가 AA1000검증표준의 4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개선 권고
LNG 연료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 받으면서 현대LNG해운의 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 운행 중 배출되는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현대LNG해운은 점차 강화되는 해운 산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성과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단계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현대LNG해운으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더씨에스알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으로 영국 어카운터빌리티사의 공식인
증을 받은 AA1000AS 검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Gold Community Member 지위
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CSR 연구성과를 보유한 다국적 CSR 전문가들이 THE CSR Expert 
Committee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더씨에스알 대표이사 정 세 우

제3자 검증

현대LNG해운 이해관계자 귀중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검증인”)은 현대LNG해운으로부터 ‘2021 현대LNG해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와 수록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현대LNG해운의 경영진 및 이해관
계자에게 제공합니다. 

검증기준
검증인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AA1000AS v3(2020) 검증표준과 GRI Standards의 보고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AA1000AS의 이해관계자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의 원칙 적용 여부
• GRI Standards의 보고내용과 품질결정에 대한 원칙 충족 여부
•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 충족 여부

검증수준
검증인은 AA1000AS의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일반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 Level)을 실시하고 데이터 샘플링을 통한 확
인과 서면 질의문답 및 인터뷰를 제한적 수준(Limited Level)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
니다.
•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타당성 점검     • 선정된 주요 토픽에 대한 기준에 의거한 보고의 점검
• 이해관계자 참여의 점검     • 사업보고서와의 일치여부 점검

검증한계
검증인은 제한적 범위의 서면 질의문답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100%의 정확성을 의미하
지는 않습니다.

검증독립성
검증인은 제3자 독립검증기관으로서 윤리성과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의견
검증인은 AA1000AS 검증기준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고 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 충족 여부
검증인은 보고서 발간 국제가이드라인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일반공시 경영공시 보고요건 
및 10개 중요토픽에 대한 보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된 중요 토픽 검증 지표는 아래와 같습
니다.

일반	 해당사항 없음

경제	 • 경제성과 201-1

환경	 • 에너지 302-1     • 대기오염 305-1, 305-2, 305-3, 305-7     • 생물다양성 304-2	
	 • 폐수 및 폐기물 306-1, 306-2, 306-3     • 환경법규 307-1   

사회	 • 고용 401-1, 401-2, 401-3     • 노사관계 402-1 
	 • 산업안전보건 403-1, 403-2, 403-5, 403-4, 403-5, 403-6, 403-7, 403-8      • 훈련 및 교육 404-1, 404-2

포괄성의
원칙

현대LNG해운은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을 추진해 왔는가?

검증인은 현대LNG해운의 이해관계자 선정 프로세스를 확인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실시해온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의 
원칙

현대LNG해운은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이슈를 보고하는가? 

검증인은 현대LNG해운의 보고이슈 도출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 
검토결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의 
원칙

현대LNG해운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는가?

검증인은 현대LNG해운이 이해관계자의 주요 요구사항 및 기대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향성의 
원칙

현대LNG해운은 당사의 활동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현대LNG해운이 신뢰성 있는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중대이슈별 대응활동에
대한 성과 및 영향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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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활동내용

SIGTTO
(The Society of International Gas 
Tanker and Terminal Operators)

LNG터미널 등 가스운반선과 터미널 소유주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산업 참가자들의 기술 
및 운영 경험을 공유, 문제 해결, 해양 운영 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국제 기구. 정회원

한국가스연맹 가스관련 지식, 기술, 정보의 보급과 국제가스연맹(International Gas Union)등 
세계에너지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최대 가스관련 민간단체 감사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2022년 대구에서 개최될 세계 3대 가스산업행사 중 하나인 
세계가스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감사

한국해운협회 한국 외항해운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제적 활동 촉진,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국내 선사 협의체 정회원

MSRC
(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미국 최대 기름유출사고 대응협회, 글로벌 석유, 가스업체 및 
해양보존협회의 합작 설립 법인 정회원

한국선장포럼 선박운항을 포함한 해사(海事) 기술을 조사 및 연구하여 공유, 
자문하는 한국해기사협회의 산하 단체 법인회원

BIMCO Shipping KPI
해운회사의 시스템적 운영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국제선박협회인 BIMCO가 시스템을 소유, 개발·관리하고 있음

Registered
User

가입협회 및 단체

수상내역

인증 현황

수상 현황

구분 인증시기 설명

ISO 9001 2019.02.25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s)
고객의 요구사항 및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 
조직의 목표와 연관된 리스크/기회를 다루기 위한 표준

ISO 14001 2019.02.25
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니즈와 균형 있게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ISO 45001 2020.03.0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안전보건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안전보건 성과의 지속적 개선 등)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

ISO 22301 2020.08.07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조직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그 위협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비즈니스 운영 위협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의 핵심 이해관계자 이익과 활동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갖고 
조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

수상 일자 주관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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