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ing Together with
Our Community

보고의목적
2011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강원랜드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두 번째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는 강원랜드의 주요 경영 현황과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균형 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함
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경영에 적극 반영,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하고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의구성
본 보고서는 크게 지속가능경영 일반(윤리 포함), 경제, 사회, 환경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사회부분은 이해관계자 관점의 보고를 위해 다시 주주, 고객, 협력사, 임
직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은 13명의 유관 부서 실무자들로 구
성된 TFT (Task Force Team)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기준과검증의접근
본 보고서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1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적용한 제반 지표와 단위 기준은 국내 회계기준을 사용하였으
며, 작성된 내용은 공식적인 대외 공개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포괄
성, 중요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보고서 59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과 범위
본 보고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사업조직의 활동사항
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의 계획과 새로운 경
영방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며,
향후 격년 주기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추가정보
본 보고서 이외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는 강원랜드 홈페이지(www.high1.com)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적인 요청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_ www.high1.com
전자메일_ sustainability@high1.com
전화_ 033) 590-3276
팩스_ 033) 590-3260
담당부서_ 기획조정실 지속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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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강원남부지역의 새로운 희망이자 성장동력으로 출발한 지 13년, 이제 강원랜

한편으로는, 강원랜드와 강원남부지역을 연결하는 Hub & Spoke형 관광단지

드는 ‘아시아 최고의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라는 새로운 도약의 힘찬 한 걸

개발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

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리조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

강원랜드는 지난 9월 1일 국내 최대의 리조트형 컨벤션호텔을 개장함으로서

의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화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환경파괴 최소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그리고 리조트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화와 친환경 재창조를 환경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컨벤션 문화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객에게 감동을, 지역에
는 활력을, 직원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성심

2010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ISO14001 인증을 중점추진사업으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의 시점에서 모든 임직원들은 회사에

로 진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하이원리조트 신축 콘도를 친환

대한 이미지 쇄신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 우수 건축물로 인증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저탄

카지노 중심의 사업으로부터 벗어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대외적 이미지 변

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린리조트의 새로운 전형

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는 길입니

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내부 혁신과 외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랜드의 새로운 도약은 임직원들의 희망과 소통 위에서만 실
우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운영·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해나가

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마음

고 있습니다. 감동은 큰 투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이 통하고, 지향하는 방향과 희망이 같을 때 우리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객을 모시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부구성원과 이해관

개발과 리조트 운영방식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직

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경영환

무능력,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도경영이야말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
다. 강원랜드는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가에 대해 ‘기업의 사회

이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강원랜드의 주요 성과들을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

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께 성실히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부단한 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카지노정산시스템의 정착

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랜

을 통한 사건사고의 제로화, 알선·청탁 금지 행동강령의 제정, 수의계약 체결

드의 오늘이 있기까지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시 청렴계약서약서 첨부의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통해 진정

아낌없는 애정과 배려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

성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를 올립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

감사합니다.

역주민 고용확대, 지역기반 협력사 지원, 지역농산물 식자재 구매, 하이원포인
트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직
접적인 주민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지역연계
사업에 단계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강원남부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견인
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진폐피해자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
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대표이사 최 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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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경제주역‘강원랜드개장10년’
2010년 10월 28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로 개장한지 10년
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새로운 도약
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설립취지에 맞게 강원도 지역주
민 직접고용, 협력업체 직원의 96%를 폐광지역주민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의

하이원리조트증축콘도개장식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하이원리조트국내레저업체브랜드가치1위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는 지난 2010년 5월 국내 레저업체 리조트 부문에서 브
랜드가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원리조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감동경영
을 시스템화하고, 사계절 가족형 리조트로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글로벌
강원랜드는 2020년 내장객 1천만 명 시대를 준비하며 사

수준의 품격있는 고객서비스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 완성을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

하이원리조트
‘에너지절약원년의해’
선포

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축을 통해 강원랜드는 기존 밸

강원랜드는 2010년을 ‘에너지 절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

리콘도 상단에 7개동 343실의 ‘힐 콘도’와 3개동 157실의

약 방안을 실천해왔습니다. 합리적으로 냉난방기를 운영하기 위해 개별 난방

‘마운틴콘도’가 추가로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하이원 콘

기 운휴제, 피크타임대 가동 제한, 간절기 운전가동 중지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

도는 기존 403실에서 903실로 두 배 이상 확충된 시설을

며 신축콘도의 조명등 설계변경을 통한 전기에너지 절약과, 메인 호텔과 카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노 영업장의 고효율 조명등 교체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료 및 전기 에너지 절감
을 추진해왔습니다.

강원랜드주가2만9,300원사상최고가
강원랜드는 지난 2010년 12월 9일 증시에서 2만 9,300원으로 2001년 10월 상
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는 2008년 말부터 계속된 실적 개선
이 뒷받침되면서 2010년에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날 9년 만의 최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향후 강원랜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
영하며 2011년 컨벤션호텔 오픈, 카지노 환경개선 등 가족형 종합리조트를 향
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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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잭팟 최고당첨금
KAIST전액기부
하이원리조트‘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수상
하이원리조트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The COMPANY of Korea

2010’에서 제3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원리조트
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주목
받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소통
에 중점을 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7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국내 카지
노 역사상 슬롯머신 최대 규모의 초대형 잭팟을 터트린
주인공 안승필(60) 씨는 당첨금 전액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 기부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원
랜드는 카지노개장 이후 당첨금을 기부한 첫 사례로, 안
씨의 핸드 페인팅을 제작해 카지노 영업장에 영구 전시했
으며, 강원랜드 호텔 무료 숙식권, 골프장 이용료 면제, 콘
도 50% 할인과 10년간 강원랜드 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푸짐한 선물을 감사의 뜻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이원리조트공익신고제도
보상금최대10억원

하이원리조트전자카드제 시범운영
강원랜드는 2010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자
카드 제도 시범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안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전자카드 도입을
지난 2010년 9월부터 강원랜드 공익신고제도의 신고 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출입일수 알림, 도박중독 예방과 치

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신고

유상담 권고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 및 외부인의 비윤리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한 윤리경영을 철저
히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카지노정산오차‘Zero’
기록
강원랜드는 지난 2010년 9월 8일 카지노 일반 영업장 게임테이블에서 정산오
차 제로(Zero) 를 처음 실현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내부 직원의 횡령 등 금전사
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제거 및 카지노 운영시
스템(CMS) 도입 등 획기적인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강원랜드
카지노의 정산 및 감시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고 수준
이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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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업 및 리조트업 등을 영

사장

감사 위원회

감사실

위할 목적으로 1998년 6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감사1팀
감사2팀

사회공헌위원회

의 지분을 보유하여 정부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 및 사업 운영

기획조정실

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그 동안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 연계산업
육성, 지역 영세상인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번영

경영기획팀
지속성장전략팀
예산관리팀
홍보팀
정보시스템팀

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폐

즐거운 일터 운영팀

광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하고 복지재단 운

비서팀

CFO

영과 사회봉사단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
으며, 도박문제 상담 및 치유활동을 위한 중독관리센터(KLACC)을 운영하고 관
련 법규정을 엄수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강원랜드는 아시아 최고의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를 지향하는 하
이원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이로써 고품격 최신 리조트 시설을 확충하고 지

KLACC

전무
경영지원본부

High1 스포츠단
인사팀
노사복지팀
총무팀
법무팀
구매계약팀

역연계사업을 통해 강원남부지역을 새로운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강원랜드

설립 년도

1998년 6월 29일

대표이사

최흥집

총자산

2,609,744,946,466원(2010년 말)

매출액

1,313,682,568,171원(2010년 말)

직원 수

3,198명

사업영역

카지노, 호텔, 콘도미니엄, 스키, 골프 등

회사주소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조직체계
2011년 8월 기준 강원랜드는 3본부 10실 41팀 1센터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기구로 2003년 10월 4일 설립된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또한 스
포츠단을 창단하여 2002년 6월 스키팀이 창단되었고, 2004년 9월 아이스하키

카지노본부

카지노관리실

리조트본부

호텔관리실

호템지원팀
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연회팀

레저관리실

레저 지원팀
레저 영업팀
High1 호텔콘도팀

마케팅전략실

터 운영팀과 지속성장 전략팀, 녹색환경팀, 안전기동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카지노지원팀
카지노운영팀
고객지원팀
테이블영업A~C팀
머신영업팀

지역협력실

지역협력팀
지역사업팀

건설관리실

건설관리팀
시설관리팀
녹색환경팀

안전관리실

안전상황팀
안전기동팀
비상계획팀

팀에 이어 2007년 10월에는 유도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최근 조직기구 개편을
단행, 전략적이고 다방면으로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즐거운 일

자금팀
회계팀
카지노뱅크팀

surveillance팀

Sustainability
Management

Material Issues

Performances

Appendix

주요사업
강원랜드는 카지노뿐 아니라 하이원리조트라는 복합 레저문화 사업에 힘쓰고

사업부문별매출액

있으며 국제 규모의 가족형 종합 휴양지를 목표로 새로운 관광·레저 문화를

호텔사업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사업영역은 카지노 사업, 호텔 사업, 골프장

20,255

사업, 콘도 사업, 스키장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영역에서 국내외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부문 | 카지노 산업은 외화 획득, 여행객 유치 등 관광개발의 촉매적

카지노사업

1,255,007

기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카지노 산업은 단순한 겜블링만 하는 카지노에서 토

콘도사업

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초창기 사

13,431

행행위를 강력하게 규제되어 오다가 1994년부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전환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입니다.

골프장사업

4,644

비카지노 부문 | 최근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가족단위
레저활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저패턴이 단순 관광형태에서 체류·휴

스키장사업

양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대형 복합 리조트들이 각광받

20,346

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2007년 하이원리조트를 론칭하고, 다양한 엔터
테인먼트와 고품격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춰 나가며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
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사업은 건설업, 호텔사업, 스포츠사업, 여객운
송업, 인테리어사업, 하이테크사업 등 타 산업에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발생
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
히 하이원리조트를 주축으로 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잇는 강원 남부지역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컨벤션호텔의 개장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및 기존의 레저 복합시설을 백분 활
용하여 세계적인 컨벤션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에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가고자 합니다.

[ 단위_ 백만원 ] 출처 : 알리오 공시정보

2.비전과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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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강원랜드는 ‘아시아 최고의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 완성’이라는 비전을 수

경영 내실화 | 강원랜드는 기업문화의 쇄신,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표준화로

립하고 다가오는 2020년 내장객 1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과 미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혁신을 위한 조직체

래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경영 내실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전

인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컨벤션 호텔과 콘도미니엄, 워터

략 하에 미래지향적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

파크, 하이원광장을 신축하고, 단지경관 개선 및 사계절 관광유인(Attraction)

가 육성을 위한 직무 전문성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엄

을 확충하여 종합 리조트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리

격한 신상필벌, 업무시스템 정비와 의식개혁을 통한 사고예방, 투명하고 청렴

조트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인재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고객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최선

한편, 나눔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실현하고 있습니

을 다할 것입니다.

다. 또한 다양한 도박중독예방활동과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확대 | 공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의 규모를 확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을 실현해나갈 것입니

아시아최고의사계절가족형종합리조트완성

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표 전문기관을 육성
하고 중독예방 및 치유사업에 대한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나날이
높아가는 환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친화적 청정리조트를 조성하고 고

내장객 1,000만명대비

효율 에너지 절감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자생력확보

지역상생

경영내실화

사회적
책임확대

경영방침
강원랜드는 ‘아름다운 사계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고품격 시설과 서비스가 있
는 high1 리조트’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에게 감동을, 지역에는 활력을,

자생력 확보 | 강원랜드는 워터파크와 지역연계 관광시설 등 사계절 가족형

직원들은 희망을” 이란 경영방침을 세우고 구성원 개개인이 일, 동료, 고객과 사

콘텐츠를 확충하는 가운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로 아시아 최고

회라는 관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부문에서는 고객 중심
의 카지노 영업환경을 구축하고 리조트 중심의 카지노 영업체계로 전환해나가

고객에게감동을

리조트기업으로서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리조트 완성

육성하는 한편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는활력을

강원랜드의 생존기반인 폐관지역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지역과 강원랜드가 상생발전

지역 상생 |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들은희망을

지역들은 회사의 주인으로, 직원들이 각자의 꿈
을 실현할 수 있는 즐거운 일터를 조성

면서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
보하기 위해 중장기 리조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한 소통체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폐광지역 통합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하이원리조트의 운영성과를 지역연계
산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과 지역 관광자원의 단지화를 추진하며 통합마
케팅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원, 공익사업에 대한
역할 확대를 비롯하여 폐광지역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의 삶의 질
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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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리조트조감도
1
6

2

4
7
3
5

8

경영정신
강원랜드의 경영정신은 올바른 리더상의 확립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
원랜드의 리더상은 상하 및 동료들과 일, 그리고 고객·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강원랜드의 인재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가치와 리더십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여책임지는리더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핵심가치 및 리더십에서 나의 위치 | 동료·상하 관계, 고객·사회관계, 일

겸손하며지원하는리더

현재운영사업
1 하이원 스키장
2 하이원호텔, 하이원C.C
3 힐콘도, 밸리콘도
4 마운틴증축동, 마운틴콘도, 운암정
5 강원랜드 호텔,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강원랜드 카지노
향후개발사업
6 하이원 하늘길 (4개시군 연계)
7 워터월드, 하이원 광장
8 카지노 환경개선, 단지 경관개선, 테마파크 리노베이션

직원의 기대수준을 높여 도전하게 하여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핵심가치 Keyword | 헌신, 신뢰, 열정

경청하며봉사하는리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성을 다해 봉사한다.
올바른 리더상 Keyword | 솔선·책임, 겸손·지원, 경청·봉사

지역연계개발사업
1 태백_ E-City
2 영월_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3 삼척_ 하이원 스위치백리조트
4 정선_ 탄광문화관광촌
5 정선_ 하이원 컴플렉스타운

동해권

정선

5
영월

38국도
수도권

4
2

1
태백

3
삼척

3.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정의 기준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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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현황 및 주요관심사

강원랜드는 경영활동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와 강원랜드에

강원랜드는 이해관계자별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이해관계자로 선정하

신뢰도를 높이고 이들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였습니다.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NGO로 정의합니다.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세부분류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요관심사

공공지분 소유 주주

이사회, 주주총회 , 경영공시(알리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

민간지분 소유 주주

주주총회, 기업설명회 (IR)

주주가치 향상

카지노이용고객

고객만족센터, 출입제한제도 설명 및 일수조회,
게임설명과 시연, 시설이용 리플렛, 홈페이지

투명한 영업운영, 서비스 품질

리조트 이용고객

고객만족센터, 시설이용 리플렛, 고객만족도 조사

편의시설 확충, 시설이용 만족도

지역 내 원자재 공급업체

협력업체 간담회, 현안 조정회의

건설공사 및 용역 대행

도급업체 간담회

임원 및 직원

노사협의회, CEO와의 대화, 운영회의, 인트라넷,
노사합동워크숍, 고충처리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력 증진, 건전한 조직문화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지역현안대책협의회,
사회단체 실무자 간담회, 각종 사업설명회

지역상생발전

지역발전 관련단체

강원발전협의회, 폐광지역발전포럼,
지역아카데미, 1사다촌봉사단

지역사회공헌

교육 및 문화예술 단체

북스타트 운동, 해피스쿨지원,
아트인빌리지, 희망운동화나눔

지역문화예술진흥

공기업 경영정책 관리기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준수

공기업 경영활동 관리감독

관광 및 사행산업 관리기구

관광 및 카지노업 인허가, 관광기금,
카지노업 관리지침, 출입제한제도

영업활동 규제 및 감시

공기업 운영 실태 감시기구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감사원 일반 및 특별 감사

공기업 경영활동 규제 및 감시

도박중독예방활동 관련단체

병원치료사업 연계 외부전문가 자문활동,
유관단체 활동지원, 사회복귀 재활지원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환경단체

리조트 단지 자연보호 행사,
생태관광 이벤트, 산학 환경협의회

리조트 환경 건전성

국내외 관광 산업 단체

관련 협회 및 각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광사업/지역발전 정책관련
학술기관

지역정책 관련 학술대회 및 포럼,
정책효과 연구용역 등

전국/강원지역미디어

지역이슈와 연계한 경영 및 영업정책 관련 보도

NGO

관련단체
및협회

미디어

상생협력, 동반성장

관광산업 진흥 및
대체산업 발굴

사회적 이슈 보도

4.중요성분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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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201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의 보고 원칙인 중요성, 이해관계자 참여,

중요이슈 선정 4단계

지속가능성 배경, 완전성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내용을 선정하고, GRI 3.1
의 성과지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최신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의

1단계 지속가능경영이슈풀구성

반영을 위해 ISO 26000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의 신뢰

최근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와 강원랜드의 중대성 사례 분석을 통해 16개 대
분류의 79개 중분류 이슈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 의견서를 담았으며, 경영
진 보고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단계 외부중요이슈분석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2.보고서작성

1. 보고내용선정
중요이슈 분석 목차 선정

GRI 3.1,
ISO 26000 가이드라인 성과지표 반영

3.보고서검증

4.보고서발간

외부 전문가 검토 경영진 보고

미디어분석(국내 2009.01.01-2011.05.31), 동종업종 지속가능경영 벤치마
킹,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GRI 3.1, ISO 26000,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등) 분석을 통해 외부 이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3단계 내부중요이슈분석
강원랜드 성과지표, 경영이념, 내부 보고서를 분석하여 내부 중요이슈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중요성 분석
강원랜드는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경영활동에 잠재적 영향력이 높은

4단계 외부및내부중요이슈맵핑

이슈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중요성 분석을 실시하였

2단계의 외부 중요이슈 분석결과와 3단계의 중요이슈 분석결과를 맵핑하여

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보고서 목차를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요이슈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습니다.

high

중요성 분석 매트릭스

4

2

중대성이슈

1

High
1 도박중독 예방, 직원비리, 사건사고, 폐특법, 윤리경영 (5)

이해관계자 관심도

2 에너지관리,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2)

7

6

3 고객만족도, 훈련 및 교육, 직원만족도, 행사/이벤트, 마케팅, 노사관계 (6)

3

4 기후변화대응, 법규준수, 수자원관리, 반부패, 사회봉사단, 교육장학사업(6)
5 경영실적, 지역사회 대화,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명성관리, 카지노사업,
비카지노사업(호텔, 리조트, 스키, 골프), 건설(리조트, 카지노) (7)

Medium
6 고객서비스, 고객불만, 협력사 갈등, 지역사회 갈등, 지역경제 활성화 (5)

9

8

7 오염방지, 출입금지, 문화예술사업, 사회공헌사업 운영, 직원보건 및 안전,

5

직원복지, 지배구조 (7)

8 고객보건 및 안전, 지역 파트너쉽, 스포츠단 (3)

Low
9 지역주민 건강, 하이원리조트, 감사, 조직개편 (4)

low

강원랜드에미치는영향력

high

*79개 이슈 중 기타 이슈와 이해관계자 관심도 또는 비즈니스 영향도가 0인
이슈 (34개)를 제외한 45개이슈

5.지속가능경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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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적 내재화

와의 상생가치를 창출하고 신뢰와 협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도입
(Introducing)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는 지속적인 매출성장, 사회적 부작용 저감과 사회
공헌활동의 확대, 녹색리조트 실현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 부문별 담당조직을 두어 윤리경영, 녹색경영, 사회공헌을 실천해 왔으며 향
후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자 합니다. 특히 2010년 강원랜드는 지속가능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러한 성과를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랜
드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도약과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
입니다.

통합
(Integrating)
전
략
적
적용
통 (Implementing)
합
화
감지
(Sensing)

확산
(Spreading)
활용자

16%

44%

검토자

체화
(Embedding)
탐험가

6%
32%

1%
1%
활용자

초보자
*상공회의소 게시 보고서(62개) 기준 수준 진단 <DBR 40호 참조>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전략

강원랜드위치수준
정도경영_ 윤리행동강령 / 내부자신고제도 / 경영공시

강원랜드는 글로벌시장의 신뢰를 획득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책임경영(CSR)_ KLACC /사회공헌위 / 상생경영 / 지역협력

2015년까지 준비, 실행, 정착의 3단계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경영_ 친환경리조트 / 녹색성장 TFT / 생물다양성

지속가능경영 단계별 도입방안
2011~2014 실행단계
~2010 준비단계

지속가능경영준비
- 고유한 윤리실천프로그램
발굴/시행 및 윤리성과 강화
- 녹색성장 공감대 확산 및
사내 과제 발굴활동 추진

~2015 정착단계

지속가능경영정착

지속가능경영지표편입
- 글로벌지표 편입 및
- 지속가능경영 도입 선포
- 국내지표 및 아시아지표 편입
- 각종 공공기관 평가지표
도입 및 조직 평가와 연계

- 지속가능경영지표 예비진단
조사 및 보고서 발간

Sector Leader

지속가능경영 자문회의 | 강원랜드는 2010년 9월부터 발굴된 지속가능경
영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자문회의’를 비상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경

- Great Company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

제·사회·환경 분야별 전문가 3~5인의 자문위원과 실무분과, 사무국으로 구성

- 초우량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신뢰 획득 및 시장
개척 토대강화

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사회공헌위, KLACC, 복지재단의 외부위

되며 실무분과의 과제검토를 위한 수시회의와 분기별 과제심의를 위한 정규회
원 운영제도와 사전에 업무를 조정하여 과제추진에 대한 실천적 효율성을 높
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고 G20회의로 상생협력 및 녹색성
장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강원랜드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의 요구
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성장, 사회적 부작용 저감과
공헌활동의 확대, 녹색리조트 실현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추진해오면서, 2010

지속가능경영 자문회의 조직구성(안)
CEO·이사회

년부터는 그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간된 2010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국제기준(GRI

G3) 대비 93% 충족률을 달성하고 보고서 등급은 제3자 검증기관(한국종합과
학대학원)에 의한 B+등급을 인증 받았습니다. 2010년 보고서에서는 총 9개의
항목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데이터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지속가능경영의 과제에 대한 내부관리시스템 내재화, 지속가능관
리지표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경영
자문회의

지속경영사무국
(지속성장전략팀)

사회공헌분과
녹색관광분과
지속성장분과
정도경영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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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추진체계도
무형자산
자원관점

사회적
자산

조직
자산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유형자산
인적
자산

PQHSE

정보
자산

사회적
시설

생산/품질/보건/
안전/환경시설

지속가능한경영가치제안
수익

비용

무형

RISK
윤리강령

경제적

리스크 관리

A. 지속가능한

전략관점

혁신상품 개발

사회적

C. 가치사슬 효과

B. 신규사업 개발

인력관리
건강안전

(추가비용발생 →
장기적 비용절감)

환경적

D. 전략적
사회공헌

이해
관계자
관리

규제대응
*A~D는 주요전략과제

운영관리프로세스
전략과제
발굴/선정

프로세스
관점

관계관리
프로세스

실행
운영체계 구성요소

가치창출
프로세스

- 조직모델(Governance)
- 지표 (Metrics)
- IT시스템
- 인력/조직/기업문화

측정/
피드백

리포팅

외부이해관계자가치
이해관계자
관점

사회적
가치

고객
가치

내부이해관계자가치
주주
가치

종사원
가치

고객 가치 전략, 신규 수입 원천, 자산 활용도 향상, 비용구조의 개선

재무관점

매출성장 전략 | 생산성향상전략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협력업체
가치

5.지속가능경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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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추진성과)

경영성과

지역사회경제활성화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 회사의 상생발전을

고객감동경영

강원랜드는 항상 고객의 입장, 고객의 시각에서

함께 모색하면서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역 현안 문

시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

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역민 채용과

습니다. CS Vision 2015를 정립하고 CS추진 로드맵을 수립, 모든 사업부문에

지역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자회사 설립 등 강원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

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만족 향상을 위

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고객 서비스와 지역 생

한 CS리더를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하이

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High1포인트는 2010년 발생액이 946억8천만

원 서비스 표준(SQ)을 제정, 계량화되고 평가 가능한 서비스 모니터링 기준 및

원에 이르는 가운데 더 안정적인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본인인증시스템 도

우수사원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자체 개발된 고객만족지수

입, High1포인트몰 운영, 신규가맹점 수시접수제 시행 등 운영지침 및 시스템

(CSI)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서

을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마스터플랜상의 Hub & Spoke형 관광단

비스 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고객지향형 서비

지화를 위해 강원남부 폐광지역에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스 실현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청취, VOC시스템 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 CS교육 강화 등에 힘써왔습니다.

사북 석탄문화제

하이원 해넘이 행사

투명한 경영문화

강원랜드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위해 임직원이

일하고싶은직장

강원랜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2003년 6월)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2011년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

직속 임원회의와 감사위원회가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을 담당하고

운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측면에서는 공통역량, 직무역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량, 리더십을 갖춘 구성원들의 육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2006년 6월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투명사회실천

해외연수 및 외국어 어학강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사내 인재를 선

협약을 맺었으며 2009년 노사합동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직무서약서에 서명하

발하여 관련 직무분야에 대한 해외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임

는 등 반부패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공익신고제

직원 복지 및 가치 향상을 위해서 강원랜드는 일반 복리후생제도와 선택적 복

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있는 한편,

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고충을 청취,

더욱 적극적인 윤리실천활동으로 알선·청탁 공개제도와 청렴 마일리지제도

처리하고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관련 민

시행, 수의계약 의뢰 시 ‘청렴계약 서약서’ 첨부 의무화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원상담실에는 상담전문위원 및 부서별 성상담요원을 운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성상담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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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성과

2010/2011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아시아 태평양 지수편입

건전한 게임문화조성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운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원랜드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다우존스사

발생하는 도박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책

와 스위스 샘사가 공통으로 주관하는 2010/201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임의 수행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를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아시아 태평양 지역지수에 편입되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센터는 일정기간 연속 출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으며 경제·사회·환경의 국제평가표준에 의한 지속가능기업으로 인증 받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도박중독평가 및 상담을 받도록 의무상담제

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상위

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독관리센터의 상담건수는 7,065건, 치료비

24% (156개 기업)만 편입하는 국제경쟁지표인 DJSI 아시아-태평양 지역지표

지원금액은 2억2천198만원에 달하며 전문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환자 및 그

편입을 계기로 강원랜드는 해외 선진기업과 비교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직계가족에 대한 치료 건수는 101건이었습니다. 특히 각종 중독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경영환경 변화에 선

청소년 및 지역민,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

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70회의 청소년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4회의 중독예
방 아카데미에서 3,667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현장 예방홍보활동을 펼치고 현장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략적사회공헌추진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의 특성 및
공공기업으로서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업시민의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은 강원랜드의 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에서 전략적 사회공헌 단계에

환경경영및 생물다양성보존
강원랜드는 환경 파괴 최소화와 친환경 재
창조를 환경경영의 목표로 삼고 환경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녹색성장추진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2010년 에너지 절약
을 위해 개별 난방기 운휴제, 피크타임대 가동 제한, 간절기 운전가동 중지 등
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LED제품과 같은 고효율 제품으로의 대체는 정부의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한 2012년보다 앞서 2010년에 이미 약 27% 이상 교체 완
료하여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경
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ISO14001인증이 2010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진행되었

속하는 해로 2008년 폐광지역 및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자 발족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역협력 및 지원,
하이원 사회봉사단, 복지재단 지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결과 지역사회
에 대한 기여도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2010년 강원랜드는 매출액 대비 1.5%
에 해당(영업이익대비 3.5%)하는 197억원의 사회공헌비를 집행했으며, 임직
원 사회봉사활동시간 1인당 19.7시간을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민국 사회공헌기업 대상을 수상한 데 이서 2010년에는 한국
소비자포럼으로부터 The Company of Korea 2010 을 수상하였습니다.

습니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나가는 한
편 2011년 3월에는 하이원리조트 콘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부터 친

협력사 상생경영

환경 우수건축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백두대간에 자리한 강원랜드는 강원남

강원랜드는 지역 협력사를 동반자적 관계로

부 폐광지역의 식생을 비롯한 환경생태 보존을 위해 숲 해설가 양성교육, 백두

인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대간 생태학교, 야생화 꽃씨 나누기 등 다양한 환경생태 보존프로그램을 통해

해왔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에는 총 28개의 협력사, 1,438명의 직원들이 용역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를 위한 경영지원, 기술전수 등 상생협력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임금 인상율이나 복리후생 항목에
있어서 형평성을 추구하고, 협력사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인건비를 설계하
고,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부대시설 이용시 강원랜드 직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회의

6.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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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현재 강원랜드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2인, 사외이사 10인, 비상임이

주주 |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

사 5인 등 총 1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

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카지노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공공주가 51%의

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계
합계

2008

2009

2010

6

2

2

8

6

6

-

3

3

6

6

6

6

9

9

20

17

17

주주 분포현황

기관 5.0%
공공부문

51.0%
기타 5.5%

*2011년 상반기의 사외이사 수는 5명.

외국인

33.7%

자사주 4.8%

강원랜드는 2008년 3월 26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사외이사
의 결원으로 인하여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위원을 확정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는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와 경영진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는 매년 상근임원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이
사회에서 상근임원(대표이사/전무이사)의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현황

2008

2009

2010

9

8

7

평균 참석인원(명)

13.9

12.8

14.7

평균 참석율(%)

79.6

75

86.5

개최횟수

[ 단위_ 주, % ]

공공부분 현황
주식 수

주식 비율

한국광해관리공단

77,040,000

35.01

강원도개발공단

14,124,000

6.60

정선군

10,486,000

4.90

태백시

2,675,000

1.25

삼척시

2,675,000

1.25

영월군

2,140,000

1.00

합계

109,140,000

51.01
*기준일 : 2010.12.31

7.리스크관리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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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s

Performances

Appendix

강원랜드는 경영상의 전략, 관리, 재무, 환경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리스크 관리 조직 | 강원랜드는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에 대해 다방면으

위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내외부 환경이

로 감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경영 리스크, 재무 리

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정기적으로 실

스크, 환경 리스크, 안전 리스크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되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9월
조직 내 녹색환경팀을 발족, 각종 환경이슈와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 적극적

리스크예방

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기동팀 신설을 통해 자연재해 및 안전

리스크 관리지표 발굴

사고 등 안전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환경조성
리스크관리
관리부서 기능 전문화

리스크 관리 절차 | 강원랜드는 위기관리체계를 집약화하고 효율적인 대응

모니터링

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기 발생요인과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내보통제 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전사적 위기관리와 신속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
진 중입니다.

경영 리스크 | 강원랜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 완성을 위한 지

위기대응일반 Process

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벤션호텔 신축, 하이원광장 조성, 워터월
드 추진, 카지노 환경 개선, 단지 경관 개선 등 카지노와 리조트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하이원리조트를 거점으로 폐광지역과 연계하고 강원남부지
역을 관광벨트화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제2도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특히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2015성장전략TF팀, FIS총회준비TF팀, 녹색성장추진TF
팀 등 현안 사안별 태스크포스(Task-Force) 조직을 운영하여 현재와 미래의 경
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상황분석

정보수집

시나리오분석

Positioning
(Guilty or Not Guilty)

핵심적결정

Forecasting
(직관/의사결정)

실행대응
정책수립

1. 위기관리 통제센터 구축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분석, 의사결정, 현장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사적 통제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산된 당직 보고체계를 통합하고 현장대응 종합관제

재무 리스크 | 강원랜드는 무차입 경영을 원칙으로 재무 안정성을 강화한 재
무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
운용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
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발생 가능한 재무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
무위험을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보고와 대처, 현장지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전문화된 위기관리 대처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물량투입 식의 인력 배치보다는 위기관리 유형별 특
성화된 핵심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하고 유사사례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 태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리스크 | 강원랜드는 국가의 공공 환경정책에 대하여 최적의 대응을 실
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구온난화와 국가적·지역적 생

리스크 관리 성과 | 강원랜드는 2010년 11월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국무총

태환경 이슈에 대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5개월 동안 3차에 걸친 엄격한 현장평가와 심사

강원랜드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과 관련하여 녹색환

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강원랜드는 기업경영상 안전분야의 가치를 높이고 민

경팀을 신설 운영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간 자율적인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화재예방은 물론 안전관리를 생활화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대한민국 가스안

안전 리스크 | 강원랜드는 자연재해와 안전 및 고객 인사사고 등으로 발생되

전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업활동

는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을 인정 받았습니다.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
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기동팀을 신설하여 자연재해 및 시설물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고객 인사사고 및 기타 위기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MATERIALISSUES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강원랜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가치창출과 모두의
내일을 위한 녹색경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혁신적인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고 더욱 투명한
경영문화와 삶과 일이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어 가는 것부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주도적이고 활발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가는 것까지 모든 과제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Employee Satisfaction
일하고싶은 직장

Environmental
Management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

Healthy Game Cultur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Transparent
Management Culture

고객감동 경영

투명한 경영문화

Social Contribution

Vitalizing Local Economy

Win-win Management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협력사 상생경영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Material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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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운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박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책
임의 수행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강원랜드 중독관리센
터(KLA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독예방을 위해 청
소년 및 지역민,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아카데미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강원랜드는 사행산업의 역기능인 도박문제에 우선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
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업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1년 9월 25일부터 강
원랜드중독관리센터(KLACC)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Vision
-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표 전문기관

Mission
- 도박중독자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
-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림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조직

Object

중독관리센터의 조직은 사북상담소와 서울상담소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 카지노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도박중독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19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KLACC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박중독 전문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도박중독
의 예방상담, 평가, 전문병원 연계를 통한 치유지원,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전문기관들과 활발한 연계를 통해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제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주요 업무체계

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독자/가족 등)

언제든지 (24시간)

어디서든지 (전국/외국)

전무이사

KLACC
센터장, 사무국장 1
각 본부 및 실/팀

사북상담소

서울상담소

상담치유 4명
조사연구 1명
예방교육 2명
행정지원 2명
청년인턴 2명

상담치유 3명
조사연구 1명
행정지원 2명

직접내방

Help-Line

사북(강원랜드)
서울(신한DM B/D)

080-7575-545 gamblerclinic.or.kr SMS/E-mail
찾아가는 상담
080-7575-535

인터넷

접근상담

전문상담원의 상담 및 진단
자체 프로그램

전문병원 연계

단도박 모임

타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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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Flow (One Stop Service)
도박중독 상담 및 상태진단 분류

NCDS_ 미정신의학회 진단기준(DSM-IV)를 적용한 면접용 병적도박진단기준
K-SO3S_ 미정신의학회 임상진단용
GA Test_ 단도박회
간편행동식별지침(KPGBI)_ 센터 자체개발 모니터링용
성격인성검사(PAI)_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개발

진단

자체 상담치유 프로그램

문제성도박 집중치유 프로그램

가족치유 프로그램

- 재정적 위기 평가 및 관리 / 가족 교육 및 치료 P/G - 캐나다 알버타 도박중독위원회(AADAC)
- 인지행동 치유(자기조절,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준용(3~6 session)
재발방지 전략

거주치료 전문기관

치유

- 가족치유캠프(연간 2회, 1박 2일)
- 상시가족치유 프로그램(주 1회, 5주)

정신의학 전문병원치료(10주)

비전트레이닝센터

입원치료

외래치료

전문기관 연계치유 프로그램

약물, 개인 및 집단상담
(3개월, 6백만원, 2회 연장가능)

약물, 가족, 개인상담
(5주, 1.5백만원, 1회 연장가능)

정신의학 전문병원
단도박(GA) 모임
단기가족 솔루션 센터 등 기타기관

국립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영천마야병원, 원주 기독병원 등 20개소

거주치료 전문기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비전트레이닝센터

사회심리재활 (4주)

재활

- 정서관리 및 자기탐색
- 사회기술훈련

직업재활 (6개월)
- 상황대처 및 문제해결
- 회복유지

- 교육훈련비 50만원 한도
- 생활안정비 30만원 정액

사후관리(Follow Up)

중독관리센터 실적

전문기관 및 단체 연계치료 현황

KLACC에서는 일정기간 연속 출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KLACC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내담자 중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가 요구되는 환

의무적으로 도박중독평가 및 상담을 받아야 하는 장기 출입고객 의무(예방)상

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각 연계 치료기관과 협조하여

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고객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카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 영업장 출입정지를 신청하고 귀향을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귀가를 유도함으로써 도박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담 건수
5,625

6,486

7,065

75

4,275

2007

치료비 지원실적

연계 치료 건수

2008

2009

2010

귀향여비 지원실적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2008

78

256,452

2008

858

48,770

2009

59

237,783

2009

2,083

120,427

2010

56

221,975

2010

3,258

195,480

2007

93

98

2008

2009

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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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교육

중독예방 활동

KLACC에서는 2007년 4월부터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서울 전 지역 중고등학

KLACC에서는 중독 예방과 치유동기 유발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교 대상으로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있으며 고객접점에서의 직접 홍보 및 상담, 중독예방 홍보네트워크 공동캠페

예방·교육 활동은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쉽게 노출되는 게임, 사이버 도박

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강의 및 개별상담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중독 예방을 위

무료건강검진

한 지역순회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직원 및 업계 종사자와 지역민들을 대
42,498

상으로 중독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천원)

52,751

52,339

5,545

4,024

1,372
건강검진 건수

청소년 대상 중독예방 교육
구분
계

┃단위_ 건, 명┃

4개 시/군(폐광 지역)

서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2,014)

33
30
(9,738) (15,061)

기타 고등학교

2
(100)

중학교

3
(274)

-

충청권역

영남권역

차수

일시

장소

참여인원

1차

2007.05.01

영남대학교

210명

2차

2007.05.01

계명문화대학

220명

3차

2007.07.03

대전YWCA

50명

4차

2007.07.03

충남대학교

150명

5차

2007.11.29

부산여자대학

50명

6차

2007.11.29

경상대학교

60명

일시

장소

주관

주요내용

2009.09.23

자재검수장앞
(직원 출퇴근 동선)

TFM

- 홍보물 배포활동
(희망메세지 손수건)

2009.10.15

민둥산 억새풀축제
행사장

청소년 지킴이

2009.12.19
2010.01.15
2010.01.19
2010.01.27

마운틴 스키하우스

- 현장 예방홍보활동 및 예방
홍보물 배포

7차

2007.11.30

한동대학교

100명

2010.02.26

8차

2008.05.01

삼척시청

250명

충청권역

9차

2008.09.22

나사렛대학교

70명

10차

2008.09.23

호원대학교

100명

11차

2008.09.24

전북대학교

80명

11차

1,350명

2010.04.23
~2010.04.25
2010.05.12
2010.05.25
2010.07.30
~2010.08.01
2010.10.30
~2010.10.31
2010.11.06
~2010.11.07
2010.11.13
~2010.11.14

계

중독예방 아카데미 운영

29,916
5,978

아카데미 수강인원

28

106

아카데미 운영횟수

2008

2010

중독예방 홍보네트워크 공동캠페인

강원권역

호남권역

2009

70
(27,187)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순회 강연

영남권역

2008

합계

2009

3,667
14
2010

2011.04.30

마운틴/밸리
스키하우스

TFM

태백 눈축제 행사장 청소년 지킴이

- 1,000부 배포

삼척 대보름제
행사장

삼척시 보건소,
청소년 지킴이

- 1,500부 배포

영월 단종제

청소년 지킴이,
영월 보건소

- 2,000부 배포

연세대

두드림

- 1,500부 배포

경의대

두드림

- 1,500부 배포

청량리역

코레일

대전역

코레일

부산역

코레일

동대구역

코레일

영월단종제
지역축제 행사장

두드림

2011.05.24
~2011.05.26 세경대

두드림

현장상담소 운영,
센터 홍보물 및
홍보 브로셔 배포

- 주요 프로그램 : 비보이 및 락밴드
공연, 개그맨MC 이벤트 등

- 도박중독예방 현장상담소 운영
및 홍보자료 배포
- 현장상담소 운영, 센터 홍보물
및 홍보 브로셔 1,500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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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경영
강원랜드는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CS Vision 2015를 정립하고
CS추진 로드맵을 수립, 모든 사업부문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고객지
향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고객 불만사
항 청취, VOC시스템 도입, CS교육 강화 등에 힘써왔습니다.

고객 방침/철학

고객 감동을 위한 CS 비전 및 고객만족 경영체계

강원랜드는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원 리조트’라는 CS비전을 수

강원랜드는 고객만족도 향상, 고유의 서비스 문화 구축, CS조직체계 확립이라

립하고,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감동 극대

는 3대 중장기 목표에 기반하여 CS Vision 2015를 정립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

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수립하고 고객서비스

고객의 시각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경영 실현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CS 추진조직 구성, VOC 시스템 강화, 서비스 교육체계 구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이원리조트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 및

축, CS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서비스 및

CS추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관례적인 서비스와 마케팅

품질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적인 고객관리 프로세스

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정립, 임직원 서비스역량 향상, 대외적인 CS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사계절가족형 리조트 실현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독창적이고 차별
화된 명품서비스를 목표로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CS 비전 개요
CS 비전 (Statement)
CS Vision
2015

Ultimate Customer Experience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관광기업 메카로서
고객의 궁극적인 경험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한다.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원 리조트”

NO.1
중장기 목표 고객만족도 향상
기본전략

고유의 서비스문화구축

CS 조직활성화
Customer Satisfaction CS Culture
고객중심 경영

Inside Environment
내/외부
환경분석

CS 조직체계 확립
CS 아카데미 설립
CS Education System

Outside Environment

부문별 사업환경개선

사업다각화 경쟁심화

내/외부 CSI 대응

강원랜드 이미지 개선

직원 만족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통합서비스 문화구축

매출경쟁력 강화

평생 최고의
휴양 서비스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문화관광
기업의
대표브랜드
하이원
리조트
고객니즈 파악
및 반영
고객중심
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

24|25

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CS리더 운영

고객서비스 불만 대응체제

강원랜드는 2007년부터 서비스 접점 단위로 29명의 CS리더를 선발/양성하고

강원랜드는 고객만족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

운영함으로써 외부 고객서비스 개선과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과 긴밀히

CS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CS리더는 CS개선과제 도출 및 시행방안을 협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질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효과적으로 수

의하고 연간 CS교육계획을 수립하며, CoP 운영을 통해 CS활동을 기록 및 공유

렴하고 응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의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전화, 팩

하고, CS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CS리더 월례 워크숍을

스, 방문, 현장, 고객의 소리함 등 오프라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통해 접점서비스 개선, 고객 VOC 분석 및 연구 발표, 회사주관 프로젝트 내 CS

한 고객 의견은 전화, SMS,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회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지원, 직원교육 교수법 습득방법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속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겨울 성수기 스키장

VOC시스템 강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고객으로부터 듣는 것은 무료지만, 얻는 것은 큰 가치가 있으며
서비스 혁신의 80%는 고객의 소리에서 비롯된다’라는 철학으로 VOC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
환경분석 및
CMS진단

A

현상파악
(조사)

환경분석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C시스템은 관리자 2명과 각 팀 담당자 34명의 직원
실시결과
도출

C

주요이슈
및 개선방향
도출

사전 워크숍

직원공감을
통한 개선사항
실행 다짐

미스터리 쇼핑
업계 전문가
KMAC컨설턴트

리 등을 실시간 접수/처리 함으로써 서비스 현황을 관리하고 개선사항과 답변
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VOC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D 고객요구 품질 도출

2차 자료 분석

B

이 전담하고 있으며, VOC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불만, 칭찬, 제안사항, 보험처

서비스 개선 및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재회복 대
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팀에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처리현황을 공유

D 고객접점집단
E 전화모니터링
F 고객만족도조사
G FGI조사
H ICSI/DSI 조사

고객만족
측정

조사
결과
분석

I

사후 워크숍

주요 이슈 도출

하며 고객의견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VOC보고서를 발간하
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담당 임원들이 주 단위와 일 단위

VOC현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OC시스템 도입으로 강원랜드는
정확도 높은 고객성향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인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고객지향형 서비스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VOC 관리체계
직원
공감대
형성

고객의 소리(VOC)┃하이원리조트와 고객간의 모든 Communication Message의 통합체
고객이

개선과제 도출

Step 1_ 수집
VOC 청취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SQI)
강원랜드는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고객

Step 2_ 분류/처리
VOC 처리

하이원 서비스표준(SQ)을 제정, 계량화 되고 평가 가능한 서비스 모니터링 기
준 및 서비스 우수사원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자체 고객만
족도 조사 모델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지수(CSI)를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서비

Step 3_ 분석/관리
VOC 성격에 따라 즉

스 이행표준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

시 해결 또는 과제화

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지수 개선을 위한 내부직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 이
를 바탕으로 팀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연간 고객만족도 지수
73

2008

74

2009

서비스에 대한 and, or 경영에 대한

73

2010

고객
피드백

Step 4_ 공유/활동
경영활동 반영

특정한 행위를 요구

전략적 고객관계 관리 형성
회사(서비스 공급자)와 고객(서비스
수요자)간의 관계를 좀 더 효과적,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과
하이원 모두 윈·윈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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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교육

고객행복 이벤트

강원랜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사업부별 특화된

강원랜드는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추억을 만

서비스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CS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CS리더 역량강

들어 드리기 위해 매년 다양한 ‘고객행복 이벤트’를 개최하고 고객만족과 고객

화 교육, CS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벤트 건수

서비스 공통과정

CS리더 역량강화과정
CS사내강사 양성과정

11

- 전 직원 대상
- 공통 및 사업부별 특화된 서비스 교육과정
2008

- CS리더 대상

2009

- 사내강사 대상
- 사내강사를 통해 Customizing 서비스 도출

교육비용(천원)
교육인원(명)

20 10년 고객 이벤트 개최 현황

2009

2010

186,100

110,517

791

387

2010 하계이벤트 (4~10월)

주말공연, 마임콘서트, 어린이큰잔치, 월드컵응원전,
한가위 큰잔치, 하이원 스타킹
모객수 : 32,022명

월드컵응원전 (6월)

한여름밤콘서트 (7~8월)

12일 그리스전, 17일 아르헨티나전, 26일 우루과이전
모객수 : 6,200명
총6회 공연 (이승환, 박상민, 박미경 M4, 먼데이키즈,
노브레인, 장혜진 등 출연)
모객수 : 10,200명

중요한 소송사건
강원랜드는 영업준칙 및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송 사

쿨썸머콘서트 (8월)

에는 총 8건, 2010년에는 총 5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으며, 소송의 성격으로는

팝스오케스트라 (8월)

스키장 손해배상 청구소송(1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카지노 손해배상 청구소
송, 출입권 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형태의 공연 (2AM, 샤이니, 장윤정,
바비킴, 다비치, 부활, 홍진영 등 출연)
모객수 : 12,000명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하늘길 트레킹 (10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강원지역 콘서트
모객수 : 1,000명
목포주차장 ~ 도롱이연못 ~ 하이원호텔
초급 및 상급 이원화 시행
부대행사 : 보물찾기, 사랑의 엽서 등
모객수(명) 2,000명

2009.03.04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매주 토요일 강원랜드호텔 호수공원

사고를 당한 고객의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0/11 불꽃페스티발 (12~2월)
해넘이/해맞이 행사 (12월)

모객수 : 1,500명

카지노고객손해배상
(2009 머 14834)

카지노에서 머신게임을 하던 고객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기타 (연중)

현수막, 전단지 등 기타 홍보물

카지노손해배상청구소송
(2010 가합 108499)

카지노 출입 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허용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연간 소송건수

2010

- CS리더 가치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과정

연간 CS교육 현황

스키장손해배상청구소송
(2009 가합 62061)

9

8

7

2008

8
5

2009

2010

모객수 : 22,000명

총9건
총비용실적
2,346,912천원
모객수87,122명

Material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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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경영문화
강원랜드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
동강령을 제정(2003년 6월)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에 대
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0
월부터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사전
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비전

윤리행동강령

강원랜드는 윤리경영을 통해 주주와 고객, 임직원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강원랜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객감동 극대화, 주주이익 중시경영, 공정하고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윤리경영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도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
자와 공존 공영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
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윤리행동강령
은 편안한 업무환경의 조성 및 유지(제2조), 고객, 주주,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
와의 관계(제3조), 회사재산의 보호(제4조), 비윤리·불법행위 금지(제5조), 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제6조) 등 본문 3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감사실에 접수된 위반사례 및 문의사항을 참고하고, 국민권익위
원회 공직유관기관 윤리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에 맞추어 강원랜드 윤리행동강
령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윤리적
기업문화 조성

이해관계자와의 공존·공영

법과 기업윤리 준수

·지역경제 활성화
·고객감동 극대화

·주주이익 중시경영
·공정 투명한 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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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프로그램

강원랜드는 대표이사 직속 임원회의가 윤리위원회 역할을 맡아 윤리경영 방침
을 수립하고 이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시스템 | 강원랜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윤리실천 자가진단 실시, 윤리경영 수준진단 및

2009년에는 업무프로세스의 변경,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등을

조직평가,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본질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서 확립, 내부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자진신고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팀은 One-Out제,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등 징계양정 기준 및 윤리경영 교육 강
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성장전략팀은 전사 차원의 윤리실천활동을 추진하여 임

공익신고제도 | 공익신고제도(2010년 10월 1일 도입)은 기업활동의 감시 견

직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윤리문화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 강화를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건 사고 예방
을 통한 회사 이미지 훼손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회사 및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깨

윤리경영조직

CEO

끗한 조직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
감사위원회

준법 감시 부문

기본 질서 확립 및
준법 감사 (감사 1팀)

윤리위원회
(임원회의)

는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까지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여 감시기능을 높이고 있
으며, 신분보호와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이라는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의 실효
성을 강화했습니다. 공익신고제도의 시행과 교육은 사후 적발뿐 아니라 임직

윤리경영 실천 부문

징계양정 기준 강화(인사팀)
윤리경영 교육 강화(인사팀)

원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입시기 : 2010년 10월 1일, 제보현황 : 2010년 7건(처리완료)

윤리경영 추진 및 모니터링(지속성장전략팀)
기업문화 개선(즐거운일터 운영팀)

사무국(지속성장전략팀 )

반부패 정책 | 강원랜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고 투명
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 6월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들과 투명사회실천협약을 맺었으며 2009년 노사합동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직
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수수 금액의 2배 이내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신고 시

고의 자진 신고 시 : 징계감면
비고의 자진 신고 시 : 수수금액의 20%이내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의 보상액
보상대상가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보상대상가액의 20%이내

50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1,5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8%이내
8,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6%이내
1억 + 20억원 초과금액의 4%이내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

금품수수 및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외 비윤리적 행위 신고 시
보상위원회 결정 등급 또는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보상합니다.
청렴 계약 강연

구분
보상금액

5등급(견책) 4등급(근신) 3등급(감봉) 2등급(정직) 1등급(면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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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윤리실천 활동
청렴계약제 | 강원랜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상임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이

협력사 청렴계약을 위한 규정 및 노력 | 강원랜드는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공사/

사대우를 대상으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

는 보고 대상기간 중 부당 경쟁행위 및 반독점 관련법들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찰특별유의서>, <보안유지 서약서>라는 청렴계약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정당 및 정치인에게 경쟁을 저해할 목적으로 기부한 행위도 없습니다. 청렴계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은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제를 전담하고 있는 구매계약팀은 해당임원을 대상으로 청렴의무 준수내용에 해

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상대자가 계약 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

당하는 각종 제재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와 계약 관련한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계약 규정 및 지침 제정, 프로세

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불공정 행위를

스 측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전면 운영, 청렴교육적 측면에서는 구매계약팀

하였을 때에는 입찰에 1년 내지는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및 발주담당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윤리의식 교육과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

한 2011년 7월에는 청렴계약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급 협력업체와 당사 담당

시행 등 원천적 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지역공급업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10년 적극적인 윤리실천활동(청렴계약제 진행내용)
강원랜드는 더욱 적극적인 윤리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알선청탁 근절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알선·청탁 공개제도 시행

•

청렴 마일리지제도 시행

•

청렴알리미 시행 및 청렴포스터 게시

•

청렴 자가진단 및 거절 행동요령 제시(시행 예정)

•

수의계약 의뢰시 ‘청렴계약 서약서’ 첨부 의무화

청렴 계약 강연

협력사 아웃소싱금액

| 인적, 단가용역 포함 / 단위_ 백만원 |

협력사 관련 윤리실천 지침 시행 | 강원랜드는 협력사 계약세칙에 따른 지역우
대정책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상생경영 방침을 마련하고 있으
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청렴계약을 위
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99,890

67,177
57,782

협력사 인권존중 방침
강원랜드는 투자 및 조달 관행에 있어서 협력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침을 마련,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
•

고용노동부 지침 준용을 통한 협력업체 경영ㆍ인사 전반의 독립성 보장

•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 유도

•

협력업체별 임금인상률, 복리후생 항목 및 금액 동일 적용

•

적정임금 보장-인건비는 낙찰율 이상 산정하도록 감독

•

강원랜드 부대시설 사용시 직원할인율 적용

•

체육복, 스키시즌권 등 기타 복지제도 실시

•

협력사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용역 발주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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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교육
강원랜드는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계약실무자 대상 윤리경영 서약식과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행, 입찰계약집행 실무자와 회계처리 실무자 등 89명
이 참가한 가운데 보다 차원 높은 청렴의무 준수의지와 윤리의식을 고취하였습
니다. 2011년에는 7월에는 내부직원 79명, 협력업체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공급협력업체 설명회를 가
짐으로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마인드를 제고하고 강원랜드의 윤리경영 의지

관리자의 윤리의식과 책임 경영

를 확대시켰습니다.

윤리의식 진단 프로세스 | 임직원의 상시적인 윤리의식 함양과 의식진단을 위
해 강원랜드는 윤리행동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신의 윤리의식을 스스

온라인 윤리교육 현황
온라인교육 총인원(명)
온라인교육 시간
오프라인교육 총인원(명)
오프라인교육 시간

2008
91
182

2009
3,028
60,560
2,854
5,708

2010
2,867
57,340
-

로 점검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10년 8월에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윤리행동 자기진단
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직원의 13.5%가 참여한 설문에서는 사회통
념상 선물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현금 범위나 임직원들이 회사에 귀중한 자산
임을 자각하는 사고방식에 있어 개선점을 드러내었고 이에 대해 윤리행동강령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기진단을 실시하는 등 향후 윤리경
영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윤리실천캠페인 『하이클린』 |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테마 실천캠페인 『하이클
린』은 가벼운 생활밀착형 실천주제를 선정, 사례공모 등을 통하여 윤리실천 우수

정보보안 | 강원랜드는 고객정보, 기업비밀 및 기타 회사정보를 다양한 위험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윤리실천문화를 정착시키고 윤리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적인 고객 및 기업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안규

캠페인입니다. 2010년부터 인트라넷(하이누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하이클린

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규정에는 임직원들의 보안유지에 대한

게시판에는 매일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게재하여 구성원들이 자연스럽

의무규정 및 고객정보, 문서, 정보시스템, 시설에 대한 전담관리부서와 책임자를

게 기업윤리를 각성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임직원

규정하고 업무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모든 임

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강원랜드 고유의 윤리실천 프로그램으

직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고객정보 및 회사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에 대한 비

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는 회사로부터 받은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 중 취득한 회사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과 관

윤리게시판 운영 활성화 | 하이누리 윤리게시판은 윤리실천 활동과 관련한 지
식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토론장을 제공합니다. 2011년에는 게시판 운영의 효
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 내재화에 기여하도
록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윤리행동 Q&A』 | 강원랜드는 윤리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팀별로
방문하고 윤리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행동 Q&A』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 및 대처법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파할 수 있으며 윤리적 딜
레마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련하여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MaterialIssu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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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직장
강원랜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2011년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들
의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복지 및 가치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인격과 가
치가 존중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사철학과 인재상
전문화된 프로인 | 강원랜드는 각 사업영역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호텔,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각 분
야별로 특화된 인재들이 강원랜드의 최대 자산입니다. 강원랜드의 모든 임직
원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각 개인별 업무영역을 책임지며 서로를 보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표방하는 프로로서의 전문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진 인재 | 강원랜드는 1차적으로는 강원도 폐
광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2차적으로는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창립된 회사입니다. 강원랜드의 모든 임직원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지역발전이라는 회사의 창립이념을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으
며 각자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적 종합리조트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재경영 비전체계도

리더상
솔선, 책임

겸손, 지원

솔선수범하며
책임지는 리더

겸손하며
지원하는 리더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기대수준을 높게 도전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

경청, 봉사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
이며 정성을 다해 봉사
한다.

인재상
최고지향

팀웍중시

주인의식

Professionalism
인내와 노력으로
자신의 일에 최고가
된다.

Teamwork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Ownership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고객과 사회에
헌신한다.

열정

신뢰

헌신

실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혼을
심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한다.

탁월한 서비스로 고객
을 감동시키며 섬김과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
에 공헌한다.

인재상과 리더상 | 비전 및 전략과제, 동료, 일 그리고 고객과 사회의 관계 속
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가.

2011년 인사제도 및 방침 | 2011년 인사 방침과 관련한 강원랜드의 경영목표
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글로
벌 경쟁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핵심가치

Sustainability
Management

Material
Issues

Performances

Appendix

인재육성
교육제도 | ‘채용 이전부터 퇴직까지 강원랜드의 교육기간입니다’는 강원랜

인재육성현황 | 강원랜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직무역량을 확보하기

드 인재육성의 슬로건입니다. 강원랜드는 회사 창립 배경 및 공익적 사업목적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 및 외국어 어

상 공기업적 인사제도 기반 위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로서 최첨단 인력 관리시

학강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사내 인재를 선발하여 관련직

스템을 부합시킨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인한 수

무분야에 대한 해외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직무별 선

많은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담

진업체 체험 및 업무협력을 통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외국인 강사

당하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인재를 개발하는 데 중

의 사내 출강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외국어 실력 배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

점을 두고 있습니다.

니다. 또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 CS리
더 역량강화 교육, CS사내강사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무전문성 강화
를 위해 국내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공통 직무역량 교육, 외부 직무위탁 교육,

E-MBA, 승진자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역량체계

리더쉽 Leadership Competency

- 바람직한 리더역할 수행을 위해 현 리더 및
잠재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교육훈련비(천원)

- 리더쉽 육성에 활용

1인당 교육 훈련비(천원)

- 직책보임자 및 Manager급 대상

교육시간

- 역량 개수 : 5건

공통역량 Core Competency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1인당 교육시간

- 전 직원 대상

2009

2010

1,997,469

2,034,520

0.84%

1.02%

1.29%

507

644

636

365,648

416,435

373,267

120

134

117

핵심인재 육성/핵심역량 강화

-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전 직원에게 체화
되기를 기대하는 역량
- 기업문화의 전파, 공유, 확산 수단

2008
1,545,000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인재 육성

중장기 해외연수
제도 확대·운영

- 역량개수 : 4건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 해외 교육기관 제휴를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운영
- 영어권 원어민 강좌 상시 운영 및 일어/중국어 강좌 신규 운영
- FIS 총회 및 컨벤션 운영을 위한 영어 전문가 육성 과정 운영

직무역량 Job Specific Competency

-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 직무적임자 선발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육성에 활용
- 해당직무 수행자 대상
- 역량개수 : 4건

Smart Learning
시스템 신규 도입
현업 자체교육 지원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교육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시스템 도입

- HRD 협의체 기능 활성화
- 사업부별/ 분야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교육 컨설팅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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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강화 | 강원랜드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평가 | 사회봉사활동 평가는 회사 내 봉사단이나 각 팀별 모임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다양화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한 독거노인, 장애인, 불우가정 돕기 등 자원봉사는 물론 야생동물보호,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MBA과정과 관광대학원 과정, 강원대 계약학과 과

자연보호, 지역문화재보호 등 친환경적인 제반 활동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

정 등 국내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E-MBA, 승진자 교육을 통해 국

으며 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대내외에 홍보

제적 경쟁력 확보와 바람직하고 역량 있는 리더십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평가 | 교육활동 평가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조

리더십교육

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으로는 윤리경영 교육, 성희롱 예방 교
E-MBA

운영과정

승진자교육
강원대 계약학과
계약학과 (대학원)
국내학위과정 (석/박사)
해외학위과정 (석/박사)

육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와 올바른 기업문화에 관련한 교육프로그
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택교육으로는 E-MBA, 독서통신 교육,
사이버 교육, 외부 직무위탁 교육, 공통 직무역량 교육, 사내외국어 강좌 등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조직평가에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와 승진포인트 제도 | 조직평가 결과는 개인의 업적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개인의 근무평가, 성과 보상 및 승진 등과 연결
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개인평가에 있어 각 부서장(실/
팀장)의 업적평가 결과는 조직평가에 의해 확정된 평가등급이 그대로 부서장
본인의 평가등급으로 확정되며 그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받게 되
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각 부서원들의 업적평가 시 조직평가 등급에 따라
각 단위 조직에 배정되는 총점을 산정하게 되고, 그 총점의 범위 내에서 직원 개

공정한 평가 및 보상

개인의 성과 기여도나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개인별 업적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 | 강원랜드의 임직원들의 성과관리는 개인과 조직의 노력과

승진제도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데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매년 승진자격시험을 실시하

시스템은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누어지며 각 평가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

고 있으며, 과거 연공서열에 의한 직급상승 개념에서 탈피하여 조직에 대한 성

향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기여도와 자기계발 노력 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평가결과와 교
육결과, 상벌사항 등을 포인트화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승진포인트가 되면 인

평가지표 항목
전사공통지표

사회봉사활동, 교육실적, 제안채택/실행실적,
내/외부 고객만족도, 사업계획심사 분석

부서고유지표

KPI(목표 달성도, 비용절감 등)

재개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평가는 각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는 성과를 평가(KPI)하기 위한 항목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통지표로써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
행, 자기학습 및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참여, 제도개선 및 창의경영을 위한 제안
활동, 내외부 고객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부역량강화 연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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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치 향상
임직원 복지 | 강원랜드의 복리후생제도는 일반 복리후생과 선택적 복리후

성희롱 상담 및 처리건수 |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숙사 운영, 주거안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상담 요원 주관

정자금 대부, 보육비 및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우리사

하에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조합, 직장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
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밖에 직원 경조사 지원, 임직원 정기 건
강검진 및 정밀 종합검진, 직원 재해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년도

2008

2009

2010

횟수

-

1

1

시행된 복리후생제도는 직원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직원 개인에게 부여된
사용한도 내에서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법인형 후불식 직불카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고충사항(불만, 애로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 고객의
성희롱,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 개인의 고충
사항 등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

일과 삶의 균형

여 직원의 고충처리 및 성희롱 관련 전담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임직원과 구성원의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제도로 가족친화적

고충처리절차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
편·전화·FAX·사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
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인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도서실 등의 시설이 마련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가
교실 및 헬스, 수영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임직원들의 취
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선택형 복리후
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복지혜택의 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휴양소

성관련 민원상담실 | 성희롱 상담 전문위원 및 부서별 성상담 요원을 운영하
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담요원은 23명(전문위원 2명 포함)으로 부서 내 성희
롱 사건 접수 및 상담과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사전 예방활동(모니터링) 등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위원 및 부서 성상담 요원을 대상으
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상담요원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기관

성상담요원 자질향상 교육(2007.03)

한국성폭력 상담소

성상담요원 상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2008.12)

W. Insights

성상담요원 자질향상교육(2010.06)

갈등경영연구소

및 콘도 이용, 철도이용 할인 등 가정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복지제도를 확
대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Material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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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 준수
환경 파괴 최소화와 친환경 재창조라는 환경경영의 목표 아래
2010년 강원랜드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ISO14001인
증 중점 추진, 에너지위원회 설치, 고효율 제품으로의 대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
한 다양한 환경생태 보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환경적 가
치를 알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실천강령
강원랜드는 윤리행동강령 제38조에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경영에 대한 강령

종합 점검·평가

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문별 관장기관

강원랜드 윤리행동강령 제 38 조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한다.
1.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환경오염방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영업활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경경영 방침

2

환경부 (총괄)

미이행

3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관리업체 지정 (6월)
감축목표 설정 (9월)

감축목표 이행실적
제출 (차차년도 3월)

1
감축목표 이행
계획 제출 (12월)

4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관리업체(사업장)

목표달성
실적·온실가스
정보 관리

통합관리시스템

녹색경영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불황의 위기로 기업환경이 위협받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ESCO사업 확대 | 강원랜드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존속 조건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익을 창출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업을

하여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가의 초기투자라는 장애요인에

존속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녹색사업 확대를

도 불구하고 갈수록 대두되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

통한 경쟁력 우위 확보와 녹색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초일류 그린리조

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 실현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
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

건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건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

우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받고 투자시

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효율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의하고,

설에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효율 조명 및 노후 보일러 개체사업과 폐열에너지 회수설비 설치사업, 냉난

자발적 협약과는 달리 이행을 강제하고 실적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에서 배출하

방·동력설비 설치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계획

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ESCO사업 활성화는 최근 유가 불안정, 기후변

2010년 건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에너지 사용

화협약 규제 등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확보

량과 온실가스 배출원을 집계하는 인벤토리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정부기

하는 동시에 공공기업으로서 녹색성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

관과 감축목표량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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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 및 세부대응 전략

환경경영 주요 활동

강원랜드는 온실가스-에너지 최적관리를 통한 그린리조트 실현을 경영목표로

강원랜드는 환경 파괴의 최소화와 친환경 재창조를 환경경영 목표로 삼고, 이

삼고 중장기적인 실천을 통해 리조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

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부문, 시설관리부분, 운영부문에서 다각적으로 환경경

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최적관리라는 목표

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에 정부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장 지정에 따른 인벤토리 구축을 완
료했으며 현재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감축목표량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설비

건설부문_ 환경파괴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복원 |

(기술)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고효율 조명등, LNG연료, 목재펠릿 보

으로 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리조트 건설로 인해 기존 지역환

일러와 같은 고효율 제품이나 시설 도입을 추진 중이며 건축 부문에서는 태양

경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환경적

광 발전시설을 확대 건설할 계획입니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환경관련 전담조

파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친환경적인 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 구성이나 교육,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업성 검토를 실행하고 있습니

또한 건축물의 건축과 운영에 있어서 대체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열과 태

다. 강원랜드의 친환경 경영활동과 투자는 각종 규제에 대비한 비용지출에서

양광, 풍력, 수력발전 등으로 에너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열원의 절감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강원랜드의 관광유인력(Attraction)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건축 시 발생되는 절개지에는 복원사업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

을 추진하여 스키장 슬로프에 양잔디를 배제하고 초화류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로는 녹색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과 미래기업 환경에 걸맞도록 영업환

슬로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연환경에 기반

경을 변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부문_ 그린 리조트 | 건축물에 대한 시설관리와 유지부문 역시 친환
경 기준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조트 내 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무
비전체계도

릉댐 물을 공급받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2010년부터 준 1,2급수의 수질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

국내 분석방법

해외 분석방법

• 기존사업

성과 분석
• 시범사업장의 현황분석
• 기초데이터 수집

• 성과평가
•

모델 조사

IPCC 및 UNFCCC

• 모니터링

방법 조사

고 있으며, LED제품과 같은 고효율 제품으로의 대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2012년보다 앞서 2010년에 이미 약 27%이상 교체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ISO14001인증이 2010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별 비교분석

저감 잠재량 산정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저감 잠재량 산정

온실가스 - 에너지 최적관리
정책적 측면

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설비(기술)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

내부 대응역량 강화(교육 등), 인벤토리 구축,
실질적 절감 수단(신재생에너지원 설비 등) 확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배출권 거래제 대응,
국제 경쟁력 확보, 협력사 대응 역량 강화

리조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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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부문_ 녹색 구매, 수송차량 매연 저감 | 강원랜드는 2010년 정부와 온실

하이원 숲해설가 양성교육 | 강원랜드는 2008년부터 (사)태백생명의숲과 함

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

께 숲해설가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숲해설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였고 현재 사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식생과 생태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

업장 목표감축량을 환경부 등 관리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하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숲해설가 양성교육은 지역 생태보호에 대한 인식을

는 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둔 승용차 요일제, 하절기 자유복차림 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확보와 유관기관 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

무, 동절기 웜-비즈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효율성 제

고 있습니다.

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40% 이상을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로 대체 수급하였으며 수송용 경유사용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리조트 업계 최초로 리조트 단지내 공회전 금지 캠페
인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리조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담당조직 및 역할
강원랜드는 녹색경영으로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

숲해설가 양성교육

기 위해 녹색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는 임원
급 위원장 1명과 실장 또는 팀장급 위원 6명, 간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하이원 백두대간 생태학교 | 강원랜드는 (사)태백생명의숲과 함께 2010백두

다. 1년에 3~4회 위원회가 개최되어 연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대간 생태학교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선군에 위치한 백두대간 자연학교에

와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서 우리 숲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 프

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는 각 부서마다 에너지 헌터라는 환경

로그램은 폐광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학교

담당자를 두어 전략적 환경경영이 부서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캠프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숲 체험과 천연염색, 목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 조경이 완료된 후에도 스키장 협의회를 두어 스키장의

공예 체험, 야생동물 흔적 찾기, 산촌마을 먹거리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

친환경적 조경뿐 아니라 유지까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램으로 운영됩니다.

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 협약 준수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동식물의 보호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강원랜드는 숲해설가 양성교육, 백두대간 생태학교 외에도 위기환경 지원
사업을 통해 인근지역 환경생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지역봉
온실가스 회의

사단 및 하이원 사회봉사단 100명은 하이원리조트 인근 야산에서 철새 인공둥
지를 설치하고 연중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에는 지역주
민을 대상으로 나무와 야생화 꽃씨를 나누는 식목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

환경교육

다. 이외에도 2010년 12월 겨울에는 겨울철 폭설로 인해 먹이를 구하기 어려

강원남부지역의 식생을 비롯한 환경생태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보고

운 야생동물 먹이주기, 먹이집 개보수 작업과 함께 리조트 인근의 야생동물 리

입니다. 강원랜드는 백두대간 인근에 위치한 리조트 기업으로 환경의 중요성

플릿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에게도 환경의 소중함을 함

을 인지하여 기업의 발전이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개발단계에서 부터 살

께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하고, 백두대간 등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생태 사업을 연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Material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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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의 특성상 높은 사회적 책
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업시민의 8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08
년 발족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역협
력 및 지원, 하이원 사회봉사단, 복지재단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사회공헌 철학 및 비전

주요수상내역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멀리…. 강원랜드는 이러한 사회공헌 3대 원칙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우리 지역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지역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깊이 최
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더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달의 나눔인상 (보건복지부), 자원봉사대축제 우수상 (2011년 7월)
- 2011 사회공헌기업대상 (열린경영 연구원)
- The Company of Korea 2010 (한국소비자 포럼)
- 대한민국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2007년~2009년 열린경영 연구원)
- 1사1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 대상 수상 (2009년 강원도 지사)
- 대한민국 나눔 경영 대상 수상 (2008년한국 신문방송연구원)

Vision
-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실현
추진체계 및 조직

Mission
- 희망과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책임활동

Value
- 가족과 이웃, 지역의 행복을 위해 땀을 흘리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
지원 투자로 기반을 조성하고, 희망과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수행을 통해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자선적 사회공헌 (~2004년)

2단계_

진정성 사회공헌 (~2007년)

3단계_

전략적 사회공헌 (~2011년)

사회공헌위원회

- 위원회 회의 및 운영지원
- 사회공헌 직접사업 시행
(교육정책,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등)

지역협력팀

하이원 사회봉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 강원랜드 복지재단 설립
- 강원랜드 사회봉사단 발족

폐광지역 전통문화
축제 지원(민둥산억새꽃,
단종문화제, 아리랑제 등)

폐광지역 1사 1문화재
봉사활동

진폐재해자
(재가 + 재활 + 타폐광)

지역결연, 봉사활동 지원

방문복지 및 이동진료 지원

- 양양군 산불 피해복구 지원
- 태풍 위니아 피해복구 지원
- 태안 유류 유출사고 피해복구 지원

폐광지역 사회단체
행사 지원

소외계층 테마봉사활동
(목욕, 학습지도, 도시락
배달 등)

소외계층 시설 및 서비스
복지 지원(집수리, 노인
일자리, 시설기관 등)

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
1단계_

하이원리조트 사회공헌위원회
내부위원_ 3명
외부위원_ 4명

- 제 1·2기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 신종플루 예방 및 가뭄 극복 지원
- 하이원 사랑愛 에너지 캠페인 실시

4단계_
CSR경영

- ISO26000승인
- CSR위원회
- 사회책임경영 안정화

5단계_
글로벌CSR

- 국내 CSR네트워크 선도
- 글로벌 사회공헌 실행
- 글로벌 CSR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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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추진현황
사회공헌위원회 | 사회공원위원회는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공기

교육장학사업

업적 성격과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높은 사회적 책임이

- 저소득층 학생 연간 급식비 및 수학여행비,

요구되어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발
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해피스쿨
지원사업

- 기초적인 환경지원에서부터 변화모델을 찾아가는 장기적
프로그램까지 폐광지역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되며, 2011년 7월 현재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북스타트, 플러스, 보물상자),
강원도 68개 시행기관
하이원 북스타트

- 시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책을 통해 유아와 양육자의 친교를 돕는 사회적 공동육아
지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원회 역할

Control-Tower(구심점)

- 총괄자문 및 사업계획(예산) 심의, 평가
- 사회공헌 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기획

Coordinator(조정자)

- 사회공헌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및 보고
- 복지재단 사업 조정관리

Cooperator(협력자)

학교 운동부, 장학금 지원 등

문화예술사업
희망의 운동화 나눔 캠페인

- 하이원 희망의 운동화 제작, 기증
- 일반시민, 청소년 대상 운동화 기증 캠페인

- 핵심사업(교육문화/지역재활력) 수행 및 홍보
- 전문영역별 상호 협력 및 매뉴얼 지원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

희망의운동화
나눔축제

- 운동화 그림그리기, 중앙단위 전시회
글로벌 지원 사업

- 하이원 희망 도서관 지원 등
- 희망의 운동화는 하이원리조트와 서울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하이원 사회봉사단 | 하이원 사회봉사단은 2004년 4월 발족한 이래 76개 사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빈곤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육성하고 국내에 나눔문화를 확산합니다.

회봉사단이 자율적인 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

- 폐광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강사 초등학교 파견하여 국악, 연극,

다. 2011년에는 테마봉사단, 팀봉사단, 가족봉사단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
습니다. 대표적인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임직원 봉사시간을 1시간당 2천원으로

드림플러스

미술, 음악 등 방과 후 문화예술 학습 지도

- 폐광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공헌기업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환산하여 강원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해피머니 매칭그랜트(2008년부터)와
강원도 그룹홈 도서지원 및 캠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하이원 천사펀드 매칭그
랜트(2009년부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의 헌혈프로그램, 하이
원 자원봉사의 날, 가정의 달 맞이 소외계층 초청행사, 사랑의 김장·연탄나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지역 소외

- 도박중독 관련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제과제빵 전문
하이원베이커리
사회적 기업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복지재단은 진폐 재해자 지원사

교육 아카데미 운영(지역주민 프로그램 병행), 베이커리 생산
시설 건립(생산 및 판매), 법인설립 및 사회적 기업 인증 등

- 도박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 를 마련합니다.

업, 아동복지사업, 집수리 및 일자리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역복지 역량강화

- 신재생에너지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우드펠릿 보일러 보급
- 우드펠릿 연료보급 및 정기점검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전문교육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우드펠릿 생산시설 구축 및 사회적 기업 인증
-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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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국내외 재난재해 구호사업

- 지붕, 벽체, 난방, 화장실 등 집수리 지원
- 진폐 단체 지원, 지역복지센터 시설 지원 등
- 폐광지역의 진폐재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긴급 재해재난 및
소외계층 지원

(태풍·수해·가뭄·지진·국제구호 등)

-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돕기 지원 사업 등
- 긴급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동진료
- 한방, 안과, 치과, 노인성 질환 진료
보철지원

- 임플란트 제외한 의치, 금관, 브릿지 등 지원
방문복지 및
이동치료 지원

기타 지원 사업

의료비지원
- 입원의료비 지원

환경생태 지원

- 숲해설가 양성, 생태학교, 위기환경 지원 등

- 이동목욕, 도시락 등 지원

장애인활력지원

- 대한장애인스키협회, IT경진대회 등

-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하고

기타 지원

- 심포지엄, 자매부대지원, 기타 대외 협찬 등

소외계층의 의료지원 확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협력팀
- 폐광지역 전통적인 대표 문화 축제 및 각종 사회단체 행사 지원
지역사회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지원

- 단종문화제, 민둥산억새꽃축제, 태백산눈축제 등
-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

2

3

5
4

1. 북스타트 붕붕이 전달식
2. 환경생태지원활동_지장천 살리기
3. 복지재단 무료안과 진료
4. 문화예술사업_희망의 운동화 해외전달(네팔)
5. 하이원 드림플러스 예술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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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강원랜드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역민 채용과 지역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회사의 상생발전을 함께 모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에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방침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

High1포인트 지역사용 제도 | 대고객 서비스와 지역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

거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출범하여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발전해왔

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이원포인트 제도는 가맹점당 월 200만원의

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역민 채용과 지역 협력사에 대

포인트를 지원하여 지역 생활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한 지원뿐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화 차원에서 High1포인트몰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맹점 수시접수제를 시행하고 운영지침을 재정비

지역협력 도모

하는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을 희망하는 모든 대상업체에 균등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 회사의 상생발전 방안을 함께

기회가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High1포인트 제도의

모색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선과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성

High1 포인트 발생 및 사용 현황

운영

| 단위_ 백만원 |

2008

2009

2010

‘09.06.23 대표회의 2회

지역현안 관련 공추위, 번영
회, 정선군 중심운영

발생액

109,945

98,198

94,682

사용액

107,641

91,631

91,134

태백 합의사항 협의회 ‘09.08.21 대표회의 1회

합의사항 이행관련 시의회, 태
백시, 현안대책위 중심 운영

사용율

97.9%

93,3%

96.3%

소멸액

3,149

3,716

2,952

고한 종업원숙소 건립 관련
고한번영회 중심 운영

* 사용액 산출기준은 강원랜드 및 지역 사용분 현황

고한·사북·남면
지역발전협의회

대표회의 3회
고한지역 현안협의회 ‘10.03.09
실무회의 2회
지역 사회단체
실무자 간담회

간담회 7회(정선4회, 지역현안 및 정보공유 관련
사회단체 실무자 중심운영

‘10.05.27 태백 도계3회)

* 지역별 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 : 14회, 지역현안 및 주요 동향 보고 : 126건,
지역 주요행사 참여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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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계사업부문 활성화 | 강원랜드는 설립 초기에 수립된 마스터 플랜 상

지역인력 채용 |

강원랜드는 채용 전형 시 폐광지역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

의 리조트 시설, 즉 카지노,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 단지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0%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동일 조건의 타 지역 지원자보다 우대하고 있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였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회사설립 목

습니다. 지역주민 고용현황은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는 2,010명의 지역주민을 고용, 지역민들과의 상생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

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2차례의 연구용역과 지역주

고 있습니다.

민·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강원남부 폐광지역에 5개 지역연계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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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고용현황

2007

2008

2009

2010

강원랜드

1,918

2,030

1,986

2,010

협력업체

1,059

1,078

1,101

1,247

지역밀착형 상생경영 실현 |

지역사회를 위해 배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

참하기 위해 강원랜드는 지역밀착형 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
착경영 설명회 실시, 성수기 지역 교통안내원 운영, 지역식당 활성화 지원, 소
액물품 지역구매 활성화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업무협약식

| 단위_ 백만원 |

지역연계사업 현황
구분

| 단위_ 억원 |

주요 내용

사업비

2009년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 게임 및 애
니메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퍼블리싱과 게
임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게
임아카데미와 컨택센터 구축/운영으로 지역 고용창출 효
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461

당초의 모터스포츠 패밀리 리조트에서 감성휴양 가든형
테마파크로 개발 콘셉트를 변경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380

탄광의 역사와 유물을 활용한 문화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탄광문화관광촌 있으며 탄광문화체험관, 야외전시시설, 650갱도, 탄전기
(정선 사북)
념공원 등이 있습니다.

561

E-City
(태백 문곡동)

상동테마파크
(영월 상동)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2007

2008

2009

2010

26,095

24,269

17,823

19,382

4,718

54,172

4,664

7,976

63,628

67,177

57,782

99,890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

2,988

10,921

13,500

12,136

사회공헌 사업비

2,382

6,160

11,545

15,709

복지재단 사업기부

6,700

14,500

4,400

4,000

23,000

35,300

-

3,000

6,366

6,131

5,163

3,423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현황
지역업체 아웃소싱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지원
주거안정자금

사회공헌 사업비

스위치백 철로를 이용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위치백 리조트
2014년 3월 개장합니다. 하이원트레인(관광열차), 레일버드,
(삼척 도계)
갱도체험,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로 마련됩니다.

615

하이원
콤플렉스 타운
(정선 고한)

지역 문화공간 및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강원특산
물판매장, 노천카페, 먹거리장터, 다목적 광장 등으로 지
역경제 기여도를 증대시킵니다.

475

총투자비

외부 투자비 포함

| 단위_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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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협력사 상생경영
강원랜드는 지역 협력사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협력사를 위한 경영지원, 기술전수 등 상
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적정임금 보장, 강
원랜드 직원과 동일 수준의 복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상생경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기반하여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역주민이나 폐광

인적용역 협력사 현황

실직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물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를 지역 협

정선 지역

용역분야

력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협력사를 강원랜드와 동반자적인 관

강원남부주민(주)

청소(호텔), 경비보안

669명

계로 인식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하기

우리주민(주)

청소(스키장콘도)

222명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지역 협력사는 주로 인적자원 제공회사

석광산업(주)

세탁공장, 시설관리(백운관), 외곽관리

173명

또는 식자재 및 물품 제공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협력사의 자

고한사북남면청년주민(주)

신규콘도경비보안

58명

(주)대운

발렛파킹

27명

한우리(주)

시설관리(함백관), 시설관리(콘도)

99명

(주)삼성환경엔지니어링

오폐수처리시설위탁

10명

(유)정선재활용센터

재활용폐기물처리

18명

나라환경개발(주)

제설용수처리시설위탁

10명

(재)3.3기념사업회

뿌리관운영관리

생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교육, 복리후생 등을 강원랜
드와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가용역 협력사 현황

인원

3명

정선 지역

용역분야

(사)사북번영회

석탄유물보존위탁

(합)강원관광여행사

직원수송(태백A)

(주)강원오에스

회원고객수송

11명

(주)코스피아

직원식당(함백관)

기타 지역

(주)에버그린

제설장비운영(1구역)

태백

(주)태백개발

주차관리

31명

(주)태호기계

제설장비운영(2구역), 시물관리장비

서울

우리기업(주)

시설관리(메인호텔)

77명

주식회사신풍

방역방취(1구역)

부산

(주)원봉

시설관리(하이원호텔)

21명

제주

록산에버그린(주)

골프장코스관리

태백 지역
(명)스카이여행사

직원수송(태백B)

영암고속(주)

직원수송(정선), 고객수송

대원화로구이

직원식당(백운관/하이원호텔)

시민환경(자)

사업장폐기물처리

태백방역공사

방역방취(스키장콘도)

* 2011년 상반기 기준

강원랜드는 협력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용역비 설계기준을 수립하
여 객관성과 일관성있는 임금정책을 실시하고 협력사간 임금편차로 인한 기존
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용역계약부터 강원랜드

방역방취(2구역)

는 계약 추정금액에 당사 인건비 인상요율을 적용하여 용역가를 설계하고, 수의

서울 지역
이조케터링서비스(주)

5명
1,438명

합계

영월 지역
영월환경방역공사

4명

직원식당(메인,콘도)

계약과 경쟁입찰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으로 당사 직
* 2011년 상반기 기준

원과 협력사 직원간의 상생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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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협력사 개요 및 지속가능 경영활동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원남부주민(주) | 강원남부주민(주)는 연구용역 결과, 효과적인 지역주민 고

경영지원 프로그램 | 강원랜드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행해지

용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주민 참여 및 수용태세 방안’ 에 의해 지역주민이

는 서비스 교육과 아울러 정기·부정기적으로 협력업체 자체에 대한 서비스 교

주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

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교육에서는 대고객 이

할을 다하고자 지역사회후원위원회를 마련, 강원랜드 사회봉사단과 함께 매월

미지 메이킹 교육, 컴플레인 예방교육을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로서의 경쟁력

양로원 및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청소, 목욕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

과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역행사 및 축제 등에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고객과 임직원, 협력사 임직원들 모
두에 대한 인권존중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술전수 |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원랜드는 연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법 및 정비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 및 약품이 입고되
었을 시에는 수시로 사용법을 교육하고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모두를 위한 안
전한 근무환경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남부주민(주) 노사 협력 프로그램

업무효율화 | 강원랜드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총 41개 품목의 장비를 지원함
으로써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차량

석광산업 | 석광산업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연맹과 대한석탄협회가 공동 출자

을 지원하고 직원식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조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타 업체

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탄광근로자 및 근로자였던 지역민 그리고 불우이웃들

나 전시회에 대한 벤치마킹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긴밀한 동반자

을 돕기 위한 사업을 2005년부터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석광산업은 탄광 근

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로자 및 자녀 고용률이 99%에 달하며 탄광복지재단을 통해 전국 진폐재해/재
가진폐 환자 위로사업을 펼치고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

시설관리 | 강원랜드는 주 1회 협력사 주간회의를 운영하여 용역사별 수행과

주들의 이익배당 없이 회사 운영수익을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 및 진행사항을 협의하고 주간회의를 통해 과업수행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협력사 체육대회를 개최하

우리주민(주) | 강원랜드의 협력사인 우리주민㈜는 지역주민이 주민주식회사

고,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열어 각 협력사별 우수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주민은 동원 실직근로자 및

외에도 창립기념일과 연말에는 협력사 우수사원을 포상하는 등 협력사와의 유

가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우선고용과 주주와 경영의 분리, 이익금의 지역사회

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고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과 화합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주주배당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이익금을 직원
의 복리후생과 지역사회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배려에 의해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라는 인식을 바꾸고 호텔·콘도 미화관리 전문업체
로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한.사북.남면 청년주민(주) | 고한.사북.남면 청년주민(주)는 폐광 지역의 생
존권 쟁취로 인해 폐특법 제정의 모태가 된 3.3정신의 대표성을 띤 3개 지역 청
년단체가 연대하여 설립한 기업입니다.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폐
광근로자 자녀 우선고용을 원칙으로 한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각종 지
역행사와 축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서비스 교육

Economic Performance
경제성과

강원랜드는 2010년 매출 1조 3,137억원, 영업이익 5,712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에는 분기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강원랜드는 생산, 소득,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등을 통해 강원도
전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성과

백두대간에 자리한 강원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여 관광
자원으로 삼는 그린리조트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을 에너지 절
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관리,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체 및 발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ocial Performance
사회성과

2008년 사회공헌위원회가 발족된 이후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및 강원지
역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2010년에는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197억원을 사회공헌비로 집행되하였습니다. 임직원 지역사회 봉사도 기
업문화로 정착되어 2010년에는 봉사활동시간이 1인당 평균 19.7시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PERFORMANCEs
2010년은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환경과 대두되는 여러 환경 이슈들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한 해였습니다. 강원랜드는 글로벌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및 대대적인 교육 강화,
투명한 정도경영을 위한 반부패 정책의 공고화,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추진위원회
학대개편 등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시스템 및 전략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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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 단위_ 백만원 ]

요약대차대조표
2008

2009

2010

616,681

1,063,891

1,105,888

비유동자산

1,459,735

1,322,645

1,503,857

자산총계

2,076,415

2,386,535

2,609,745

유동부채

403,414

486,576

493,627

41,629

10,245

14,990

부채총계

445,042

496,821

508,617

자본금

106,970

106,970

106,970

자본잉여금

127,929

127,928

127,928

△ 109,014

△ 152,660

△ 145,707

유동자산
자산

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조정
자본

△ 36,417

△ 2,941

△ 581

이익잉여금

1,541,905

1,783,416

2,012,516

자본총계

1,631,373

1,889,715

2,101,127

부채와 자본총계

2,076,415

2,386,535

2,609,7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출처_ 강원랜드 영업보고서 2011년 3월 말

2008
2009
2010

1,149,283
1,206,659
1,313,683

[ 단위_ 백만원 ]

2009
2010

470,762
465,032

자산총계
2008
2009
2010
[ 단위_ 백만원 ]

2,076,415
2,386,535
2,609,745

2009

2010

1,149,283

1,206,659

1,313,683

475,983

514,498

494,108

매출총이익

673,300

692,160

819,574

판매비와 관리비

202,538

227,129

248,364

영업이익

470,762

465,032

571,210

41,810

67,863

55,126

영업외수익

66,455

23,978

70,653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446,116

508,917

555,683

법인세 비용

136,862

118,916

133,898

당기순이익

309,255

390,000

421,785

*출처_ 강원랜드 영업보고서 2011년 3월 말

[ 단위_ % ]

안정성 지표

571,210

[ 단위_ 백만원 ]

2008
매출원가

매출액

영업외비용

영업이익
2008

[ 단위_ 백만원 ]

요약손익계산서

매출액

2008

2009

2010

유동비율

152.87

218.65

224.03

부채비율

27.28

26.29

24.21

자기자본 비율

78.57

79.18

80.51

차입금 의존도

0.87

0.00

0.00

[ 단위_ % ]

수익성 지표
2008

2009

2010

매출액 영업이익률

40.96

38.54

43.48

매출액 순이익률

26.91

32.32

32.11

자기자본 순이익률

19.32

22.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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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여
강원랜드는 지역식자재 구매, 지역업체 아웃소싱, 사회공헌 사업비 및 복지재단

주주총배당금

기부,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지원, 주거안정자금 등

197,686

192,684

지역사회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6월 사회공헌위
원회의 발족과 아울러 폐광지역 및 강원지역 기여를 증대시켜 왔으며, 2010년
에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액은 약 1,606억원, 간접적으로 강원지

148,489

역에 발생시킨 생산파급액이 2조125억원, 소득파급액이 3,212억원, 부가가치
파급액이 1조694억원, 순간접세파급액이 1,541억원, 고용파급 효과는 2만876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가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파

[ 단위_ 백만원 ]

2008

2009

급효과 및 소득, 부가가치, 재정수입,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는 폐광지역을 포함

2010

한 강원도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단위_ 백만원 ]

직접 기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

Total

39,856

15,905

18,840

21,549

26,095

24,269

17,823

19,382

3,193

186,912

212,054

12,362

8,411

10,893

4,718

54,172

4,664

7,976

86

315,336

40,734

31,941

36,137

53,136

60,458

64,673

57,628

97,797

104,988

547,492

-

1,877

3,620

4,361

2,988

10,921

13,500

12,136

2,567

51,970

사회공헌 사업비

8,752

1,014

3,405

4,246

2,382

6,160

11,545

15,709

2,293

55,506

복지재단 사업기부(03년 설립)

4,018

3,132

6,500

6,500

6,700

14,500

4,400

4,000

5,000

54,750

-

-

25,000

-

23,000

35,300

20

-

-

83,320

14,732

6,291

5,068

8,711

6,366

6,131

5,163

3,582

883

56,927

320,146

72,522

106,981

109,396

132,707

216,126

114,743

160,582

119,010

1,352,213

지역 식자재 우선 구매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현황
지역업체 우웃소싱
하이원포인트 지역 사용

페광대체사업 투자법인 지원
주거안정자금(지역거주)

Total

*하이원 핸드북 48P 참조

[ 단위_ 억원 ]

간접기여_ 경제적 파급효과
2003

2006

2009

*2010

생산파급

9,891

11,974

18,183

20,125

소득파급

1,641

1,911

2,918

3,212

부가가치파급

5,101

6,338

9,621

10,694

순간접세파급

720

912

1,382

1,541

10,089

12,319

18,816

20,876

고용파급(명)

*각 항목별 2003년~2009년 연평균성장률(CAGR) 적용한 수치

2008

2009

2010

과세표준

518,934

569,955

602,864

법인세 산출세액

129,706

125,368

132,606

446

6,462

7,638

가산세
결정세액

49,801
2008

51,961
2009

54,975

2010
*남녀 직원간 기본급 차이 없음.

[ 단위_ 백만원 ]

세금납부

세액공제

[ 단위_ 천원 ]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

0

0

0

129,259

118,907

124,968

*출처_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제15차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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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에너지 사용

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물 관리

강원랜드는 고효율 기자재 도입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에너지 목표관

강원랜드는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구

리제 및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기후온난화 시대에 효과적이고 종

축 및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자체

합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을 에너지 절약 원년의 해로 선

적으로 오·폐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시설 법적 기준보다 한층

포하고 화석연료, 전기 및 가스, 용수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

강화된 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수는 최종 처리(중수)를 거쳐 조경

지로의 대체 및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용수, 공용구 화장실 등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중수 재활용 총량은

116,565m³ 톤으로 재활용 비율은 총 오수발생량 대비 16.7%에 달하며 지하수
를 고도처리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 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TOE/년)

2008

2009

2010

8,890.5

8,396.4

8,756.7

8,945

6,514

8,170

전기사용량 (Kwh)

76,913,305

74,888,595

77,138,869

전기사용량 (천원)

6,343,376

6,719,947

7,073,466

가스사용량 (m³)

2,919,324

2,738,948

2,817,086

가스사용량 (천원)

8,945,347

6,514,783

8,170,568

용수 사용량 (m³)

1,266,394

1,066,460

1,221,190

용수 사용량 (천원)

2,726,542

2,927,878

2,613,235

화석연료사용량 (백만원)

2008

2009

2010

1,266,394

1,066,460

1,221,190

재사용 및 재활용 용수 총량(m³)

-

-

116,565

오수발생량 대비 재활용 비율

-

-

16.7%

공급원별 총 취수량(m³)

수자원 확보 및 고도상수 처리 | 강원랜드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간 갈수기를 대비하고 하이원리조트 시설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해 다양한 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연
간 약 300만톤의 용수 수요량이 산정되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중요성과 갈수

1차 에너지원별 직접에너지 소비량

록 증가되는 용수비용의 최적화를 절감하여 다양한 수원확보와 지하수의 재활
2008

2009

2010

49

54

49

경유 (kl)

426

446

418

휘발유 (kl)

149

241

260

LPG (kl)

12,750,583

12,053,074

12,586,124

총량 (kl)

12,751,207

12,053,815

12,586,851

실내등유 (kl)

1차 에너지원별 간접에너지 소비량

2008

2009

2010

전기사용량 (Kwh)

76,913,305

74,888,595

77,138,869

총량

76,913,305

74,888,595

77,138,869

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율의 약 15%를 차지하는 무릉댐 수원은 다
목적 용도로 활용하고 사갱 및 수갱의 지하수를 상수로 활용하면서 1070항 지
하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용수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지하수 처리시설 용
량을 증설하고 고도상수처리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벨리콘도 뒤 급수 댐

동원탄좌 뒤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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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 인류문명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하여 갈수

강원랜드는 주요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녹색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록 지구 환경 오염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왔습니다. 2010년 시설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냉난방기를

여 강원랜드 모든 임직원은 배출원에서부터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동참하고

운영하기 위해 개별 난방기 운휴제, 피크타임대 가동 제한, 간절기 운전가동 중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은 지정된 분리수거 장소로 이동

지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힐콘도, 마운틴 증축콘도, 컨벤션호텔의 37% 이상

하여 폐기물과 재활용품으로 분리 선별(분리수거인원 19명을 위탁운영) 과정

고효율 조명등 설계변경을 통한 전기에너지 절약과, 메인 호텔과 카지노 영업

을 거쳐 최종 처리됩니다.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은 지역농가에 사료로 재활용

장의 고효율 조명등 교체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료 및 전기에너지 절감을 추진

하며, 재활용품은 위탁판매 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또한 회사 차원의 녹색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주요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여 아이디어 발굴 및 운영 실적
별 평가 및 보상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배출원 (하이원리조트 내 각 사업장)

2010년 신축 콘도미니엄 개장 및 영업개시로 2009년 대비 에너지 수요량이 크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 (분리장소 이동)

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자구 노력과 시설 개선을
통해 자체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전년 대비 2point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분리선별 과정 (분리수거장 선별)

절감활동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2010년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 및
제안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적극적

폐기물
(폐합성수지등)

재활용품
(음식물, 재활용품)

으로 이행하고 에너지 시설의 효율 향상과 투자 노력을 통해 자체 추진실적 종
합평가 결과 전년 대비 18 Point 초과 달성하여 에너지 우수기관에 선정 될 것으

중간 및 최종처리
(위탁업체)

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처리
(사료화, 재이용 처리)

향후 강원랜드는 컨벤션호텔 오픈 및 기존 사업의 매출 증대로 인해 에너지 사
용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설비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

2008

2009

2010

일반폐기물 총량 (Ton)

6,965

4,284

4,140

지원 투자, ESCO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도모하고 강력한 에너

일반폐기물 총액 (천원)

1,960,466

1,349,381

867,020

지 운용 리더십과 정책으로 임직원의 생활화된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
고자 합니다.

2010년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 평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실내공기 관리

평점

강원랜드는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외부 유해물질 배출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
니다. 2010년 하이브리드 차량 6대를 대체 도입하여 임직원 이동에 사용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평가 (70%)
지침 이행률평가 (20%)

있으며, 2011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경유차량에 매연저감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의뢰하여 유지기

투자노력도 평가 (10%)

준 및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정선군)에 측정 결과를 제출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종합평가 (100%)

유지기준항목
(5항목)

PM10

CO2

권고기준항목
(5항목)

NO2

Rn

부유
HCHO 총
세균
VOC

석면

절약효과 (TOE)

오존

117.24

평점
이행률

97.2

평점

97.2

투자율

9
9

평점
목표관리제

82.07

지침이행률

19.44

투자노력
계

CO

5,278.27

0.90
102.41

*09년도 목표관리제 평점 : 114.87, 종합평가 : 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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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전환(LNG) |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2008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kgoe/m².년)

83.3

절감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kgoe/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 비용 (천원/m².년)

50.1

절감활동에 따른 절감금액 (천원/m².년)

2009

2010

스 배출량 자율감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추정배출량

52.1

46.4

(BAU)의 30%를 감축 목표로 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 마련

△ 31.2

△ 5.7

28.1

27.9

을 2010년 녹색성장 7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정부의

△ 21.9

△ 0.2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화석연료 및 전기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친환
경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 개최 및 주요 조치사항

기대효과

주요내용

주요 조치사항

강원랜드는 LNG로의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0년 2월 리조트 단지 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근절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및 강제 회수,
조명등 합리적 운영 점검 등

홍보 전광판 및 경관조명 제한적 운영

표출시간 제한 : 19:00 ~ 23:00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름철 28°C 이상 준수

서비스 업종 실내 권장온도 준수

카지노 업장내 25°C 준수 실천

전력 피크타임대 개별 냉방기 가동 제한 11:00~12:00, 17:00~18:00 2h/일, 45분 가동
15분 운휴제 실시(전자식 제어 타이머 부착)
실내 권장온도 준수 홍보방안 마련

연료전환 사업투자비 예산을 의결하고, 저탄소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연료전환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3,248톤)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열효율이 LPG보다 우수한 LNG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9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친환경 기업이
미지를 제고하고, 사업장 내 LNG 도입을 기반으로 고한, 사북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
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홍보 전광판 및 포스터 부착 등

고효율 조명등 전환 | 강원랜드는 2012년까지 전체 조명의 30%(30,000EA)

에너지 지킴이 운영실적

를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지침

주요활동

인센티브 부여사항

녹색성장추진위원회 지시사항 독려

연말 개인평가 시 우수자 가점 평가

(국무총리 지시 제2009-4 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제18조 『고

부서별 에너지 절약 및 실내온도 준수

워크숍 등을 통한 지식함양 기회 제공

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에 따라 조명 교체를 실행 중이며 정부지침보

에너지 절약 관련 아이디어 발굴

회의비 등 제공

다 1년 앞당겨 2011년 상반기 목표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에너지 지킴이 지정 인원 : 총 41명

2010년 11월 전체 조명의 5%를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한 가운데 당초 교체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
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미래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원랜드는 에너지 자립화와 녹
색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

상을 일반형광등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생산업체의 정부 인
증 및 KS인증 취득 지연에 따라 교체대상 변경을 검토한 후 Down Light 형 FPL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러한 LED교체에 따라 유지보수비
(연 1~2회 → 5년 1회 교체) 또한 연간 2,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 나날이 신재생에너지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 정책에 따라 총 에너지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강원랜드는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LED 교체 현황

[ 단위_ EA ]

21,368
5,255

기대효과

3,377

강원랜드가 개발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폐기물 등입니다.
청정에너지원 생산 및 소비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현

2009

2010

2011목표

재 목표관리제 이행 및 탄소배출 거래(크레딧 확보) 등 환경경영 규제에 따른 현실
적인 대처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테마
관광 자원화를 꾀하고 이를 통한 고객창출 및 친환경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로 회사 이미지와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FPL형광등

1,149,961kwh/연

78.9%
절감율

LED

242,433kwh/연

Sustainability
Management

친환경건축물 인증

Material Issues

Performances

Appendix

기후변화대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

강원랜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환

준이 고시된 건축물에 적용하는 인증제도로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

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

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

다.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강력한 환경적 규제가 불

의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

가피한 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녹색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랜드는 향후 건축

2010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 마련과 전사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3

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및 자구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

월에는 하이원리조트 콘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친환경 우수건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
인증심사는 4개 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분야(관리), 생태

84,647

84,175

환경, 실내환경) 40~50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

82,760

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이번에 인증 받은 하이원리조트 콘도는 마
운틴 증축동과 힐콘도로 친환경 조경설계와 식재, 대지 생태학적 가치와 자연
과의 조화, 에너지 절약부문, 자연환기 시스템 등 대부분의 평가기준에서 우수
[ 단위_ tCO2e/년 ]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8

2009

2010

[ 단위_ 백만원 ]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2008

2009

2010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활동

1,178

2,073

8,266

516

527

6,415

온실가스 감축 지원프로그램(GERP) 가입 | 강원랜드는 2011년 7월 온실가

환경경시설투자액
녹색제품구매실적

-

769

601

651

777

1,250

환경투자 총액

환경보호실적

* 환경건설 투자액은 미반영

스 감축 지원프로그램(GERP)에 가입을 완료하고 8월 제1차 워크숍에 참석하
여 내실 있는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프
로그램은 건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법규준수
시설관리 환경규제 준수 | 강원랜드는 건축현장의 폐기물 성상을 일반적 기
준보다 더욱 세밀히 성상별로 관리하는 등 환경에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가이
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 환경규제 준수 | 강원랜드는 건설관리에 관한 환경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무자간 에너지절약 네
트워크 체계화를 통해 기존 건물 ESP개선 및 내실 있는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 도입 | 또한 강원랜드는 구성원 전체가 에너지 절
약 및 효율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의 표준화된 기법인 EnMS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
년에는 컨벤션 호텔 개장과 동시에 전사적으로 사용에너지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중앙감시반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
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내에 강
원랜드는 ERP시스템과 연동한 국제공인표준 온실가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경영시스텝 도입을 위해 ISO50001 인증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 가입 | 관광산업부문 10여개 업체로 구
성된 민간 차원의 협의체로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기
법 및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온실가스 감축 및 목표관리제 대응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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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단위_ 명 ]

고용형태별 임직원 수
2008

2009

2010

전체

3,321

3,220

3,198

정규직

3,045

3,099

2,976

276

121

222

비정규직

이직율

[ 단위_ % ]

28.1
9.9

8.3
비정규직

[ 단위_ 년 ]

평균근속연수
2008

2009

2010

전체

5.3

6.2

6.6

남

5.5

6.4

6.8

여

4.9

5.8

6.1

정규직

1.1
1.0

4.2
2008

2009

2010

다양성
[ 단위_ 천원 ]

1인 임직원 평균 급여액
2008

2009

2010

49,801

51,961

54,975

기관장

-

225,361

225,761

전무이사

-

187,022

187,422

사외이사

-

26,400

26,400

감사위원회

-

26,400

26,400

남

26,707

27,474

29,293

여

26,707

27,474

29,293

전체

임원

신임사원

[ 단위_ 명 ]

신규채용인원(정규직원)
2008

2009

2010

전체

269

226

52

여성

17

94

91

장애인

2

1

2

이공계

35

37

14

고령자

6

1

4

[ 단위_ 명 ]

청년인턴 채용 현황
전체

2008

2009

2010

166

130

112
*2008년부터 시행

정규직 퇴직자

2008

2009

2010

남

1,968

2,042

2,146

여

1,077

1,057

1,052

0

0

1

임원 중 여성인력 수

*2010년 사외이사 1명 임용

2008

2009

2010

135

311

34

[ 단위_ % ]

여성 인력 개발
전체
이사 대우 이상
신규채용 여성 비율

2008

2009

2010

35.5

34.1

32.9

0

0

0

34.9

40.3

32.7

[ 단위_ 명 ]

소수계층
2008

2009

2010

장애인 고용현황

47

51

60

고령자 고용현황

33

87

43

117

113

110

보훈대상자 고용현황

2010년고용현황

2,146

60
남자

여자

[ 단위_ 명 ]

110

1,052

[ 단위_ 명 ]

퇴직자

[ 단위_ 명 ]

성별 임직원 수

장애인

43
고령자

보훈대상자

Sustainability
Management

Material Issues

Performances

Appendix

안전 및 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강원랜드는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

임직원 건강검진 | 강원랜드는 전 임직원 및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를 대상

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

으로 비사무직 직원의 경우 매년 1회, 사무직 직원의 경우 2년에 1회 정기건강

해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직원 건

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전 임직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전

에 관한 사항,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액 부담하여 임직원 정밀 종합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노동조

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처

합과 공동으로 선정하며, 기초검사, 혈액종합검사, 암표식자검사, 장비검사(초

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됩니다.

음파, CT, MRI, 위·대장 내시경, 골밀도, 심폐기능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 강원랜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입

정밀종합검진 현황

직원에서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강사, 교육시기, 교육방
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
건관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각 부서의 실

검진인원

2008

2009

2010

3,841

4,168

4,461

검진률(%)

74.8

80.9

83.7

비용(천원)

767,879

833,414

891,971

정에 맞게 매월 2시간씩 팀장 및 사내강사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
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실 운영 | 강원랜드는 의무실을 설치하여 간호사 4명이 24시간 운영하고
안전보건교육 현황
안전보건교육 이수자(명)
총교육시간
이수율(%)

2008

2009

2010

3,321

3,220

3,195

79,704

77,280

76,680

100

100

100

있습니다. 응급조치 등 상시적인 보건관리와 정기 건강진단 시 질병이 발견된
직원의 요양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위_ 명 ]

의무실 이용현황
2008

2009

2010

직원

6,112

5,104

5,040

안전보건 활동 | 강원랜드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으로부터 근

고객

913

1,002

945

로환경을 측정 및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협력업체

2,432

1,150

1,465

합계

9,457

7,256

7,450

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대
상으로 매년 검진업체를 선정하여 정밀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최근 2009년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환경측정 | 매년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으로부터 영업장,

및 감정노동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

사무실 등에 대한 소음, 분진, 조명, 전자파, 중금속 등 실내외 작업환경에 대한

행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를 측정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조치 |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년간의 사고발생 사례

작업환경측정 현황

2008

2009

2010

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고 즉시

기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산업보건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보완·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간

6.20~21

6.12~13

6.18~19

장소

15개소

24개소

33개소

결과

영업장 분진 외 양호

양호

양호

를 분석하여 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 및 방지대책 수립을 통해 사고예

안전사고 시정조치

2008

2009

2010

안전사고 발생건수

34

30

20

안전사고 시정조치 건수

34

30

20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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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시설관리 서비스 인증 취득 | 강원랜드는 2011년 1월 시설관리(ISO9001) 및

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복지제도 직원만족도 조사

환경부문(ISO14001)에서 서비스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지역

2008

2009

2010

인지도(%)

-

14.5

23.5

시설관리 협력업체인 석광산업(주), 한우리(주) 등과 공동으로 인증 취득 위해

만족도(점)

-

3.39

3.68

국제표준인 ISO 지침에 따라 품질경영 업무절차와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정
비해 왔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 | 강원랜드는 2011년 9월 한국시설안전
공단과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
식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400만명
이상의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이원리조트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물론 정밀점검·긴급
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재난 취약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와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2000년 조합 설립 이후 2005년까지 단체협상에서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리본패용 등 단계별 투쟁계획을 준비한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러한 노동쟁의 절차 없이 노사
간 교섭의 합의점을 찾는 신뢰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적·합리
적 노사문화 정립과 실리중심의 상시적인 대화를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를 위해 연 2회 노사 공동 워크숍(간담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 한가족 단합
대회 및 노사 어울림 수련회 등 노사화합 행사를 연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랜드는 2006년 이래 5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하였으며,

복리후생

2010년의 경우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동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랜드는 올해 매출액 대비 0.95%에 해당하는 약 125억4천만 원을 복리후
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직원 인지도 및 만족도
를 증진시키기 위해 7월 복지제도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시적인
복지제도게시판 및 Q&A 운영, 복리후생제도 안내 자료집 발간 등을 시행했습
니다. 또한 2004년부터 도입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자
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인형 후불식 직불카드 형
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회사 복리후생 운영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랜드는
임직원들의 요구에 맞는 복지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복지제도를 개선
해 나가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지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준수를 위한 노사간 상생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말 특별상여금을 작년
수준(400%)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사간 인식 공유로 노
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관련현황 |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000년 11월 6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 7월 기준 조합원수는 2,367명으로 직원의 75%가 가입되어 있습니
다. 노동조합은 노조 위원장, 상무집행위원 22명(전임 5명, 비전임 17명), 대의
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에는 Senior(차장, 과장) 이하 직원 중 감
사, 인사, 노무, 총무, 비서, 홍보, 기획, 회계, 구매,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지 않
는 직원들이 가입됩니다. 회사측은 사업분할, 분사, 합병 등의 회사의 중요 이

[ 단위_ 천원 ]

2010년 복리후생비
금액
주거안정자금

3,582,000

금액
하계휴양소

166,573

동호회

77,719

학자금

1,768,611

피복비

의료비

481,928

경조금

247,945

건강검진

891,971

선물대

3,680,875

복리후생비 합계

562,295

콘도

1,076,772

슈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 단체 협상 안건으
로 상정되도록 합니다.

노동조합조합원수

2,379

2,328

2,359

12,536,689
*2010년 복리후생비 매출액 대비 0.95%

[ 단위_ 명 ]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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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권존중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의 운영근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함으로써

률이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직원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직원의 업무와 관련

노사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협

한 고충사항(불만, 애로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 고객

의회가 분기별 1회, 임시협의회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되며, 안건에 따라

의 성희롱,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 개인의 고

협의·의결·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합니다.

충사항 등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상담실을 운영
하여 직원의 고충처리 및 성희롱 관련 전담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단위_ % ]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수
2008

2009

2010

4

4

4

사용자

92.9

100

100

근로자

100

100

100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수
노사협의회 참여율

노사전문가 배양 | 최상의 노무서비스 실현을 위한 노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지식 및 스킬 습득이 진행되고 있으
며 전문기관 위탁교육 참여 확대 및 노사관계 우수기업 벤치마킹도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무의 문제점 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한 직무개선으로
선진 노무서비스 실시를 통한 직원 불만 제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절차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
편·전화·FAX·사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
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성관련 민원상담실 | 성희롱 상담 전문위원 및 부서별 성상담 요원을 운영하
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담요원은 23명(전문위원 2명 포함)으로 부서 내 성희
롱 사건 접수 및 상담과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사전예방활동(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 없는 회사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위원 및 성상담 요원을 대상으로 전문
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상담 요원 주

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

관 하에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실무

1월 6일

2. 노동조합법 쟁점특강

1월 20일

3. 개정노조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월 23일

4. 2010년 임단협 체결 전략과정

3월 26일 ~ 30일

5. 급여, 연말정산, 4대보험 업무담당자

3월 26일

성상담 요원 교육내용

를 위한 지식콘서트

6.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5월 24일 ~ 28일

7. 인건비의 세무관리와 4대보험실무

7월 21일 ~ 23일

8.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9월 12일

10. 연말정산 Preview 초청 특강

10월 12일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기관

2007. 03

성상담 요원 자질향상 교육

한국성폭력 상담소

2008. 12

성상담 요원 상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

W. Insights

2010. 06

성상담 요원 자질향상 교육

갈등경영연구소

성희롱 상담 및 처리건수

11.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11월 24일 ~ 26일

12.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12월 15일 ~ 17일

13. 2011년 4대 보혐 징수 통합 Hot Issue

12월 23일

전체

2008

2009

2010

-

1

1

협력사 인권존중 방침 | 강원랜드는 협력사와 고용노동부 지침 준용을 통한
협력사 경영·인사 전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를 유
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별 임금인상율이나 복리후생 항목 및 금액을 동일하

노사전문가 배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현황
교육인원 (명)
교육시간 (시간)

2008

2009

2010

14

12

10

224

256

154

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추구하고 협력사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인건비는 낙
찰율 이상 산정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직원들에게 강원
랜드 영업장 사용 시 동일한 직원할인율 적용을 비롯하여 체육복, 스키시즌권
제공 등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상생경영
을 위해 협력사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SOCIal
Performance

서비스책임

56|57

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공정책

법규 준수 및 고객정보 보호 |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시행세칙 카지노업 영

공공정책 협력 |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업준칙(제36조)과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

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정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2008년 3월부터 6차례에 걸

노사업자의 영업활동 및 조직과 인력, 출입국 관리, 게임기구에 대한 규제, 영

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라는 업의 특성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업방법에 대한 규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회사

감독 정책을 준수하고 과도한 사행심리 확산 방지와 중독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

자체로 강원랜드 카지노업 약관을 마련, 제7조(출입관리 또는 게임참가의 거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개인

절)에서 카지노 고객 등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에 대한 세

정보보호 준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청년인턴 적극 채용, 국가에너지

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노력을

정책 실천 등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선진화정책이행
개인정보보호준수

강원랜드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부의 혁신정책을 성실히 이행하

강원랜드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Chief Provacy Officer)를 두고, 개인정

며 경영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 보호방침을 수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조직 슬림화 : 6본부 14실 52팀 1센터 2단 1연구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_ 강원랜드는 매년 전문기관으로부터 고객만

3본부 9실 37팀 1센터 1단(이사회 의결 2009.4.17)

족도를 조사하여 내부 진단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적품질 4가지 고객

정원 13.5%(436명) 감축 : 3,227명 2,791명(이사회 의결 2009.03.26)

자산매각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출자회사 지분 매각

만족 지표로 진단한 결과, 2010년에는 고객 이용시설 편의성 제고, 다양한 부

지침 : (주)문경레저타운, 블랙밸리CC(주) 공공부문 지분 49% 매각

대시설 구축 등의 우선 해결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

(주)문경레저타운 당사 보유지분 : 30.0%(180억원)
블랙밸리CC(주) 당사 보유지분 : 16.6%(150억원)

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 출자지분 매각 이사회 의결 : 2009.03.26
(주)문경레저타운 : 14.7% (8,820백만원) 매각 추진중
블랙밸리CC(주) : 6.6% (9,036백만원) 매각 추진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규제 준수 |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 제28조 1항 5호의
카지노업에 대한 광고 및 선전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규
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정책 준수 및 자구노력 추진 | 강원랜드는 과도한 사
행심리 확산 방지를 위한 건전한 카지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게임전용

Zone 운영 추진, 영업장 출입일수 제한 준수, 고액 베팅기기 축소, 전자카드 도입

공정거래

등 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독관리센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는 한편, 영업장의 환경 개선 및 컨벤션 호텔 등을 통한 사
계절 종합레저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준수 | 강원랜드는 공정거래법상 카지노업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카지노 이용고객에 대한 약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업 약관을 고

공공기관 의무사항 이행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일정장소에 비치하고 게임과 베팅행위에 대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공공기업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습

한 규정 및 당첨금 지급, 고객 준수사항, 출입제한 또는 게임참가의 거절에 대

니다. 강원랜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92% 수준입니다. 또한 2009년부

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액도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4천여 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거래되
었으며 2010년에는 6천3백여 만원으로 사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_ 억원 ]

강원랜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중소기업
대기업

2008

2009

2010

603 (91.9%)

602 (92.8%)

460 (92.1%)

53 ( 8.1%)

46 ( 7.2%)

39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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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실적

사회공헌실적

[ 단위_ 억원 ]

강원지역(페광지역 포함) 기여 현황
2008

2009

2010

사회공헌비(예산기준) (억원)

160

170

200

사회공헌비(집행기준) (억원)

107

159

197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 (%)

1.2

1.7

1.5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

3.8

4.8

3.5

95.0%

91.4%

88.8%
지원총액비율

180

151
95

지원금액
사회공헌 주요 사업 비율

2008

교육장학_28%

지역재활력_8%
문화예술_11%

2009

2010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현황
강원랜드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2010년 말

1인당 봉사활동 시간 19.7h를 달성했습니다.

복지재단_28%

지역협력팀_

25%
*최근 3년간(‘08년~’10년) 사회공헌사업 추진실적 평균비율이며,
사회봉사, 환경, 장애인 등 지역협력팀 포함

1인당평균
봉사시간

11.5

19.7

19.2
59,300

60,700

2009

2010

35,700
[ 단위_ 억원 ]

사회공헌 지역별 사업운영

연누적시간
2008

폐광지역 및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강원랜드는

2008년 6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후 폐광지역 및 강원지역 기여
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이원사회봉사단 구성현황
2008

2009

2010

Total

89

131

129

349

강원도

6

20

51

77

전국

8

3

8

19

글로벌

2

5

8

15

기타

2

0

1

3

합계

107

159

197

463

폐광지역

Total76팀

팀봉사단
39팀

가족봉사단 테마봉사단
17팀
20팀

하이원사회봉사단 연간 활동현황
2008

2009

2010

사회봉사단 활동 참여인원 (명)

8,969

12,536

12,648

사회봉사단 평균 봉사시간 (h)

11.5

19.2

19.7

사회봉사단 참여율 (%)

82.7

98.5

80.8

*2004년 4월 사회봉사단 발족

APPENDIX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GRI Content Index
수상내역 & 협회 가입현황
독자의견서

59
60
64
65

외부전문가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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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녹색성장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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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경영대상 심사위원
대통령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산업반 위원

바야흐로 지구촌 경제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 사회 이슈를 종합적으로

우선, 지속가능성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에 근간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

고려하여 경영성과의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을 지향하는 지속

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성(Materiality) 이슈를 도출하는 절차와 함께 조사

가능성(Sustainability)이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이념이자 혁신의 방향으로 부

대상 그룹을 개괄적이나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금년 보고서 체제가

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 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중요 이슈 별로 정량적 성과를 측정 또는 계

속가능성은 경영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영속성을 좌우하

산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제, 환경, 사회 성과가 종합적으로 도출되어야 합니

고 있습니다.

다. 셋째, 외부전문가 검토도 강원랜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객관성을 확인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

강원랜드의 2011 지속가능보고서는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해

증을 받고 보증(Assurance)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교토체제의

관계자와 함께 건전한 성장을 지향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 Verifi-

지속가능성이 지향하는 바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cation)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제3자 적합성 평가가 주요 경영
기법이 될 것임을 의미함을 감안한다면 제3자 검증을 무엇보다 시급히 검토

우선 보고서 체계를 보면, 강원랜드의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재무적 평가(Financial Im-

고 이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 이슈를 도출하는 일련이 과정이 지

plication)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GRI는 Financial Report와 Non-Financial

속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중요 이

Report 보고 체제를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말이 목표임을 감

슈 별로 보고서를 구성하고 전개하는 과정은 이해관계자의 궁금한 면을 충분

안할 때 경제, 환경, 사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경제적 또는 재무적 의미를 평가

히 해소시켜 주는 노력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원랜드의 지속가능

하는 방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 전략과 활동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전략경영의 획기적 전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상을 요구
내용면에서 보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노력, 일 할만 나는 직장분위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이슈를 단순 홍보 차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생물다양성 등 자연에 대한 배려, 협력사와 함께 하

원에서 관련 활동만을 알리는 것을 넘어 경영리스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

기 위한 노력 등은 강원랜드의 전략적 지속가능경영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

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각 경영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주었습니다. 특히, 친환경성을 고려한 폐광지역 경제의 재건은 국가 경제의

때, 강원랜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레져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공생발전(Ecosystem

Development) 국정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그러나, 강원랜드의 지속가능경영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레져기업으
로 발돋음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녹색성장연구실장 안 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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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체보고
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적용수준

부분보고

페이지

미보고 N/A 해당없음

관련내용

프로필
전략 및 분석

기업 프로필

보고매개변수

지배구조,
책임, 참여

1.1

최고 의사결정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2

CEO 메시지

1.2

주요 영향, 위험요인과 기회에 대한 기술

2

CEO 메시지

2.1

기업명칭

2.2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서비스 경계(services boundaries)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포함한 조직의 운영 구조

2.4
2.5
2.6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2.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분야, 고객, 수익자 유형)

2.8

보고 조직 규모 (직원수, 순매출, 순수익, 자기자본율, 제품 또는 서비스 수량 등)

2.9

6

회사개요

6, 7

회사개요

6

회사개요

본사/본부 소재지

6, 7

회사개요

주요 사업장의 국가 수와 국가명

6, 7

회사개요

6

*1

6, 7

회사개요

6

회사개요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소유구조를 고려한 보고 기간 동안의 주요변화

6, 7

회사개요

2.10

보고 기간 동안 수상내역

64

수상내역 & 협회 가입현황

3.1

보고 대상기간

Cover 보고서개요

3.2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Cover 보고서개요

3.3

보고 주기

Cover 보고서개요

3.4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Cover 보고서개요

3.5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절차

3.6

보고 범위

Cover 보고서개요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기술

Cover 보고서개요

3.8

합자회사, 일부소유자회사, 리스설비, 아웃소싱한 운영, 그리고 기타 상황들의 기간별
비교와 보고 조직간의 비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근거

Cover 보고서개요

3.9

데이터 측정기술과 계산방식

Cover 보고서개요

3.10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의 효과, 재인용의 이유

Cover 보고서개요

3.11

보고의 범위, 측정방법 상의 주요한 변화

Cover 보고서개요

3.12

보고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GRI대조표)

60~63 GRI CONTENT INDEX

3.13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신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현재 관행

Cover 보고서개요

4.1

조직지배구조-전략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16

기업지배구조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임원인 경우 경영진 내에서의 역할과 의장에 임명된
이유도 명시)

16

기업지배구조

4.3

단일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사외 이사 수와 성(gender) 명시

16

기업지배구조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16

기업지배구조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 (부서별 구성 포함)과 조직의 성과
(사회/환경 성과 포함)간의 관계

16

기업지배구조

4.6

이사회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16

기업지배구조

4.7

이사회 지배구조와 위원회의 전문성, 자질 구성 결정 프로세스
(성(gender)과 기타 다양성 지표를 고려사항을 포함)

16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상임이사추천위원회)

4.8

내부적으로 개발된 미션이나 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경제, 환경, 사회 성과와 관련된
원칙, 실천 정도

4.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관련 위험과 기회의 규명 및 관리를 포함하는 최고 지배
구조의 절차

12

지속가능경영체계 (지속가능경영 자문회의)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 특히 경제, 환경, 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16

기업지배구조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위험관리>

17

리스크 관리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15

DJSI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수 편입

11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

12, 13 지속가능경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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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번호

지표명

적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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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고

페이지

미보고 N/A 해당없음

관련내용

4.13

협회, 국가, 국제 조직 내 주요 회원

63

수상내역 & 협회 가입현황

4.14

조직에서 활동 중인 이해관계자 리스트

1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4.15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1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1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1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_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보유하여 정부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 지표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예,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 등)

46, 47 경제성과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34, 35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준수

EC3

연금 지원범위

54

복리후생

EC4

정부의 재정 보조 수혜 실적

6

*1

EC5

주요 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성별 신입사원의 임금

52

1인 임직원 평균 급여액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40, 41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와 현지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40, 41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지원 형태 구분 포함)

40, 41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46, 47 경제성과

*1_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보유하여 정부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 지표
원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48

자원 및 에너지 사용

EN2

재활용 자원 이용 비율

48

자원 및 에너지 사용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

48

자원 및 에너지 사용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

48

자원 및 에너지 사용

EN5

절약과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

49, 50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EN6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에 기초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저감

49, 50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EN7

간접 에너지 소비와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

49, 50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EN8

취수량 및 물 사용량

48

물관리

EN9

취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수원

48

물관리

EN10

재순환, 재사용되는 물의 비율과 총부피

48

물관리

EN11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땅의 위치와 크기

34, 35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준수

EN12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34, 35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준수

EN13

보호하거나 복원해야 할 서식지역

34, 35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준수

EN14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 현재 활동, 미래 계획

34, 35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준수

EN15

멸종위기 동식물 중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의 수

34, 35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협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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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고
분류

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

지표번호

지표명

부분보고

적용수준 페이지

미보고 N/A 해당없음

관련내용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48

자원 및 에너지 사용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8

자원 및 에너지 사용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51

기후변화 대응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해당사항 없음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49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실내공기 관리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48

물관리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49

폐기물 관리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49

유출 건수 없음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N/A

-

해당사항 없음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N/A

-

해당사항 없음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성과

N/A

49, 50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법규 준수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N/A

-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환경 영향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51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성별로 분류

52

고용

LA2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신규직원 및 직원의 수와 이직률

52

고용

LA3

중요 사업장 지역에서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54

복리후생

LA4

단체협상 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54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54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노사 공동 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53

보건 및 안전

LA7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53

보건 및 안전

LA8

심각한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종업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 예방, 위험 관리 프로그램

53

보건 및 안전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53

보건 및 안전

LA10

성별, 종업원 유형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31

인재육성

LA11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31

인재육성

LA12

성별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

32

공정한 평가 및 보상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LA13

이사회의 구성과 직원 분류별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기타 다양성 지표기준)

52

다양성

LA14

중요 사업장 지역의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 급여 및 보수 비율

52

고용

고용

LA15

성별로 육아휴가 후에 일에 복귀하거나 유지하는 비율

51

해당사항 없음
법규준수

49, 50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노동 성과 지표
고용

노동/노사관계

직장 보건 및 안전 LA6

교육 및 훈련

-

2010년 육아휴가 신청자 95 명 중 95명 복귀

Sustainability
Management

Material Issues

Performances

전체보고
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적용수준

Appendix

부분보고

페이지

미보고 N/A 해당없음

관련내용

인권 성과 지표
투자 및 조달 관행 HR1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및 계약 건수 및 비율

55

임직원 인권존중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심사 비율

55

임직원 인권존중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 이수 직원비율 포함)

31

인재육성

차별 금지

HR4

총 차별 건수 및 교정 관련 조치

55

임직원 인권존중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분야및 중요 공급자를 확인하고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55

임직원 인권존중

아동 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 공급자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

강제 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및 중요 공급자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4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보안 관행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55

임직원 인권존중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평가

HR10

인권을 검토하거나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55

임직원 인권존중

치료

HR11

공식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정리되거나 전달되거나 해결되는 인권관련 고충 수

55

임직원 인권존중

지역사회

SO1

지역 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업장 비율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27

윤리경영프로그램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비율

29

윤리경영 교육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27

윤리경영프로그램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28

적극적인 윤리실천활동

경쟁 저해 행위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건수 및 그 결과

28

적극적인 윤리실천활동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25

중요한 소송사건

지역사회

SO9

지역사회에 중요하게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장

20~22 건전한 게임문화조성

SO10

지역사회에 중요하게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는 조치

20~22 건전한 게임문화조성

N/A

-

해당사항 없음

40, 41 지역사회 활성화 방침

사회 성과 지표

공공 정책

40, 41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28, 56 적극적인 윤리실천활동, 공공정책

제품 성과 지표
고객 건강 및 안전 PR1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24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CS리더 운영,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SQI)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24

고객서비스 불만 대응체제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24

고객서비스 불만 대응체제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25

중요한 소송사건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25

강원랜드 연간 고객만족도 지수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56

서비스 책임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56

서비스 책임

고객개인정보 보호 PR8
법규 준수

PR9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29, 56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
25

중요한 소송사건

수상내역&협회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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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No.

수상내역

일자

주최기관

1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종합대상)

2010.10

한국경제신문

2

녹색건설산업대상 레저부분 우수상

2010. 9

중앙일보

3

The Company of Korea 2010 사회공헌 대상

2010. 2

4

200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스키장 부문)

2009. 9

한국소비자포럼

5

고객만족도 (KCSI) 1위 기업 선정 (스키장부문)

2009.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6

2009 IR 대상 인터넷/엔터테인먼트 부문 최우수상

2009.6

7

The Company of Korea 2009 경영혁신 대상

2009.4

8

국민이 가장 가보고 싶은 스키장 1위 하이원 스키장 선정

2008.12

한국레저게임산업연구소

9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지수 1위 (스키장부문)

2008.12

한국능률협회

10

사회공헌기업 문화예술부문 대상 (2년 연속)

2008.11

11

2008 대한민국 인재경영대상

2008.10

12

하이원스키장 2년 연속 선호도 (호감도) 1위

2008.2

13

2008 나눔경영대상

2008.2

14

2007 사회공헌 기업대상 지역경제 발전부문 대상

2007.10

한국갤럽조사

협회 및 지역협회 가입현황 (2011년 기준)
가입년도

협회

가입년도

지역협회

1999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영월법인 민사조정위원회

2000

한국감사협의회

2005

영월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테

2001

대한상공회의소

2005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월지역협의회

2001

한국인사관리협회

2006

정선군 법원 민사조정위원회

2004

한국생산성본부

2006

생활안전협의회

2005

강원경영자총협회

2007

상장회사협의회

2007

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국제안할동협회

이해관계자의의견을기다립니다.
강원랜드는 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해 성실히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발전된 보고서를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은 FAX (033-590-3260) 나 이메일 (sustainability@high1.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다음 그룹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NGOs

정부기구

연구기관·학계

기타

지역사회

2. 본 보고서에서 가장 관심있는 내용은 어느 부분입니까?(중복체크가능)
강원랜드 소개

윤리강령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고객을 위한 노력

협력사를 위한 노력

임직원을 위한 노력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더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스폐셜 테마 : 강원랜드 지역경제발전기여의 발자취

3. 향후 보고서에서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강원랜드 소개

윤리강령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고객을 위한 노력

협력사를 위한 노력

임직원을 위한 노력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더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스폐셜 테마 : 강원랜드 지역경제발전기여의 발자취

4. 본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 보고서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 보고서의 내용이 신뢰할 만 하다.
- 디자인이 강원랜드를 잘 표현했다.
- 강원랜드에 믿음이 간다.

5. 강원랜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발행인 _ 최흥집 | 발행처 _ 주식회사 강원랜드
총기획 _ 최동열 | 개발 _ SR발간 TFT
발행일 _ 2011년 10월
디자인 _ 레드닷브랜딩(주)

www.high1.com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우)233-902
이메일_ sustainability@high1.com
전화_ 033) 590-3276
팩스_ 033) 590-3260

본 보고서는 무염소 표백펄프(ECF)를 사용한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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