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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서 특징

롯데지알에스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파악

되는 경우에는 2022년의 성과를 담았습니다 . 추세

파악을 위해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기재하였습니다 . 일부 데이터는 1~2개년

데이터 로 기 재되 어 있 습니다 . 보고 범위 는 국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보고 원칙과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기준

(Core Option)을 준수하였습니다 . UN글로벌 콤팩트

원칙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고 이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중대성 평가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 일부 산업 현황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반영하였습니다.

문의처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롯데지알에스 ESG팀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104 롯데지알에스

이메일 467433@lotte.net

전화 02-709-2104

홈페이지 www.lotteg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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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차우철입니다. 

롯데지알에스는 2021년 ESG 경영선포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원년을 선포하였으며, 2022년 6월
에는 인권경영헌장 선포로 임직원 , 가맹점주 ,
파트너사에 대한 인권 정책을 고도화하여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와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하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QSR 시장을 개척한 First-mover
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화하여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높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이 되겠
다는 비전을 가지고 ESG 경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향점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리사이클링 패키징 사용으로 고객과 함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세대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의 업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켜, 사회적 책임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파트너사, 가맹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적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물
제품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토대로 인적, 물적 가치가 상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준법경영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준법경영 시스템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거버넌스를 관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
하여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신뢰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롯데지알에스는 임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와 함께 ESG 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선순환을 선도하는 Creative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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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 소개

롯데지알에스는 1979년 국내 QSR시장을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활발한 신규 점포 오픈과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루어, 국내 프랜차이즈 선두기업으로서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즐거움을 위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산총계 7,612억

자본금 13억

임직원 수 1,746

매출액(연결) 6,757억

영업이익(연결) -258억

[2021.12.31 기준]

사업장 현황

롯데지알에스는 QSR 최다 매장을 보유한 롯데리아를 중심

으로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컨세션 등 다양한 국내외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1,326店

엔제리너스 458店

크리스피크림도넛 131店

컨세션 33店

크리스피크림도넛 제조점 12店

물류센터

배송 : 이천, 양산, 광주

직송 : 백암, 시화, 강릉, 대전,  
호남, 김제, 경산, 양산, 제주

[202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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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롯데지알에스㈜

설립일 1979.10.25

대표이사 차우철(2020년 12월 취임)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4

업종 식품, 상품중개업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배달 유통 채널에 집중하였으나, 공항과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에

입점한 매장의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롯데지알에스는 2022년 랜드마크점 출점, 가맹점 개보수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0 2021

매출액(연결) 8,399 6,831 6,757

영업이익(연결) 213 -196 -258

[단위 : 억원]

3개년 경영실적

1998년 국내를 넘어 베트남을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전체 외식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로 베트남

국민 외식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인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브랜드로 맛있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트남 1998년 진출 265店

미얀마 2013년 진출 37店

캄보디아 2014년 진출 4店

카자흐스탄 2015년 진출 7店

라오스 2016년 진출 4店

몽골 2018년 진출 2店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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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기준]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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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으로 고객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여 고객의 기분 좋은 경험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사 비전

MISSION & VISION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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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의 기분 좋은

경험을 만들어간다

VISION

구성원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

하고 존중하며, 고객의 말씀에 경청

하고 공감한다소 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해 나아간다

도 전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한다

창의성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고객들의 신뢰

를 구축한다전문성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차별화 된 아이디어로

새로움을 추구한다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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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높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



ㆍ조직문화 개선

ㆍ디지털 전환(DT) 강화

ㆍF/C 운영관리 시스템 체계화

ㆍ고객 서비스 / 만족도 제고

ㆍ브랜드력, 영업력, 매장환경 개선

ㆍ신규 F/C 브랜드 확대

ㆍ프랜차이즈 플랫폼 사업 진출

발전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업의 전문성을 다각화하여 새로운 물결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성장과제

롯데지알에스는 10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조직체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ESG 전담조직

을 신설하여,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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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

ESG팀

전략기획팀

안전경영팀

DT추진팀

준법경영팀

경영전략부문 마케팅부문경영지원부문 글로벌사업부문재경부문

윤리경영팀

영업본부

햄버거부문

커피부문

KKD부문

레스토랑부문

점포개발부문

조직 인프라 재구축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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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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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1호점 개점

1979.10

롯데리아
가맹 1호점 개점

1980.07

본부매출
100억 돌파

1989.10

업계 최초
불고기버거 출시

1992.09

외형매출
1,000억 돌파

1994.12

크리스피크림도넛(KKD) 
인수

2010.07

외형매출
1조원 돌파

2011.12

롯데리아
1000호점 개점

2012.01

엔제리너스
베트남 진출

2008.11

롯데지알에스는 롯데리아를 중심으로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컨세션 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발 및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해 빠른 속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높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베트남 진출

1998.02

업계 최초
라이스버거 출시

1999.05

엔제리너스
1호점 개점

2000.06

업계 최초
드라이브스루점 오픈

(명일D/T)

1997.11

ISO 9001 인증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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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장사

롯데리아
미얀마 진출

2013.04

롯데리아
캄보디아 진출

2014.06

컨세션 사업
진출

2016.08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3.12

2017.07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조사
패스트푸드 20년 연속 1위

2018.12

사옥 이전(독산동)
NCSI(국가고객만족도) 
패스트 푸드 부문 11년 연속 1위

2021

롯데리아,
롯데GRS로 사명

및 CI변경

업계최조
크리스피크림도넛
드라이브스루 오픈

2014.02

수 상 인 증

[HACCP] [ISO9001] [가족친화인증]
국민훈장 동백장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우수사업자(환경부)

국가고객만족도
롯데리아 1위

N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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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미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시그니처 샌드위치

롯데리아 사업부문은 국내 QSR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하여 ‘늘 새롭

게 변화하는 브랜드’로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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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툼한 쇠고기패티와 한국적인 맛의 소스가

조화된 롯데리아 대표버거

새우살 가득한 오리지널

새우버거

브리오쉬번에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

패티, 특제소스의 프리미엄 햄버거

엔제리너스 사업부문은 2000년 런칭하여 에스프레소 커피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

니다. 현재 전문화, 고급화로 발전하고 있는 커피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부드러운 에스프레소

거품에 진한 커피 풍미의

시그니처 커피

[아메리치노] [반미 샌드위치]

[새 우][한 우]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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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달콤한

시그니처 도넛

12

크리스피크림 사업부문은 ‘도넛’ 이라는 친숙한 디저트로 ‘오리지널글레이즈드’를 비롯한 다양한 도넛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달콤한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트렌디한 매장과 제품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컨세션사업은 2016년 8월 강동경희대병원 내 F&B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SRT역사, 인천공항 제1ㆍ2터미널,

김포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레저시설까지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겠습니다.

제철 재료로 신선함을 더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반상 전문점

두툼한 돈까스와 덮밥을 맛볼 수 있는
일식 전문점

클래식한 전과 다채로운 국수의
한식 전문점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분식 전문점

→

컨세션사업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달콤한 초콜릿이

조화로운 도넛
[초콜릿 아이스드 글레이즈드]

진한 크림치즈와

고소한 쿠키가 조화로운 도넛
[뉴욕치즈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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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전략 및 체계

ESG 전략

13

Goal 선순환 선도하는 Creative 기업

롯데지알에스는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ESG 추진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6월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였으며, 2021년 7월 ESG팀을 신설하였습니다. ESG팀에서는 전사 ESG 추진 전략 및 성과 지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알에스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으로 ‘선순환을 선도하는 Creative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사회, 지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향한 걸음
‘GRS Green Step’

Mission

친환경 패키징

탄소 저감화

폐기물 선순환

환 경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직원가치 창조

동반성장

사회공헌

컴플라이언스 준수

기업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사회적 가치 상승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준법 경영 및 경영 투명성
실현으로 기업 신뢰도 제고

사 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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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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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이해관계자 그룹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미디어

고객

고객의 소리, 브랜드성과진단

SNS 채널, 홈페이지

주주 및 투자자

기업 공시, IR

파트너사

신문고

임직원

경영 개선 제안게시판, 익명 카톡¹,

주니어보드², 프론티어³, CEO Letter, 

고충상담, 신문고, 노사협의회

미디어

SNS채널, 홈페이지, 보도자료

지역사회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 경상북도

¹ 익명 카톡 : 익명 소통 채널(슬기로운 리아소통, 쇼미더토크)
² 주니어 보드 : MZ세대로 구성된 직원들과 CEO와의 소통 채널
³ 프론티어 : 기업문화 소통 및 개선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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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롯데지알에스는 ESG 이슈들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슈 Pool 및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이슈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15

1 이해관계자 이슈 Pool 구축

· 글로벌 표준지표

(GRI Standards, UN SDGs)

· 우수기업 벤치마킹

· 미디어 분석

2 중대성 평가

· 비즈니스 영향도, 사회적

· 관심도 평가

· 중대 이슈 선정

3 이슈별 대응 전략 수립

· 중대 이슈별 대응 전략 및

목표 수립

· 성과 및 향후 목표 공개

No. 중대이슈 page

① 고객만족도 창출 19~20

② 메가트렌드 변화 대응 21~22

③ 일과 삶의 균형 31, 35

④ 친환경 포장재 사용 23~25

⑤ 제품 안전성 37~38

⑥ 지속가능한 제품개발 45~46

⑦ 임직원 근로환경 31, 34~36

비즈니스 영향도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1

2

3

4

5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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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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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이장근 팀장

인재 확보와 유지, 인적자원개발 등 기업의 HR의 역할은 ESG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성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하고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제도와 채용을 위해 동료평가 제도 운영 및 채용 단계시 AI딥러닝 활용 모두 ESG

경영을 위한 HR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는 물론, HR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대비하며 당사의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경영팀 최병구 팀장

지난 2020, 2021년은 ESG 경영의 큰 도약을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검토와 고민을 통해

ESG 활동을 선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을 적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 작은 한걸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으로

시행속도는 더뎌졌지만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친환경 패키징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의 문제였던 ESG 경영이 현재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롯데지알에스도 미래의 건강한 환경과 공존하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친환경 패키징을

도입하여 뉴노멀의 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유관부서의 협조와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고객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 리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패키징 개발을 연구중이며,

환경을 위해 작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롯데지알에스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안전 슬로건인 “안전,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바꿉니다”에 걸맞는 안전과 더불어

내일을 바꿀 수 있는 ESG 경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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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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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기업㈜ 이정윤 차장

롯데지알에스와 중앙연구소의 협업으로 자원 선순환 Loop구축 차원의 폐프리폼을

활용한 PET컵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폐기물로 취급되던 폐프리폼

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기본 목적인 안전성과 청결함, 견고함은 유지하면

서 R-PET원료의 사용 비율을 끌어 올리는 과정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박꽃송이 팀장

'좋은 일을 하는 사회공헌 기업'은 많지만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롯데지알에스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기업’ 이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롯데지알에스와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미혼 엄마와 아이를 지켜온지 벌써 7년이 되

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품고 있는 전국의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해 약 90여 회 돌잔치

와 글램핑 체험, 미혼 엄마를 소상공인으로 키워나가는 플리마켓 'Mom's 페스타'와

온라인 마켓 '퀸즈 펀딩’ 그리고 미혼 엄마가 강사로 나서는 '가치만듦 원데이 클래스’

까지 한결 같지만 항상 새로운 지원을 같이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

롯데지알에스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지알에스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R-PET 투입비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었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컵의 인쇄를 제거한 양각디자인을 적용하여

재활용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롯데지알에스의 친환경 패키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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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UN SDGs의 지속가능한 발전 17개 목표를 지지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목표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8

푸드뱅크
희망 ON

지역농산물 MOU

미혼한부모 지원
푸드뱅크
희망ON
기타지원

야구교실
육아 관련 휴직
임직원 복지제도

저당 제품

진로체험 프로그램
윤리교육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정보보호교육

다양성 존중 교육

정수 위생
절수 관리

전기바이크
에너지 고효율 설비

수시채용
양성 고용 비율
장애인 채용

베트남 공장 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패키징
식품 폐기 저감

리사이클링

친환경 패키징
리사이클링
바이오디젤

전기바이크
에너지 고효율 설비

친환경 패키징

윤리경영
동반성장지수

지역농산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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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성과진단 조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품 만족도, 서비스를 진단하고 도출된 사항을 개선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와 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매장 이용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가치의 고객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내/외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성 평가 이슈

고객 만족도 창출

■ 고객참여형 제품 출시

고객의 추억이 담긴 제품을 아이돌 오디션 포맷을 차용하여 제품을 선정하

였고, 기간 한정으로 재출시 하였습니다. 추억의 제품 재출시를 위해 고객들

간의 자발적인 바이럴이 이뤄졌고, 고객의 참여로 재출시된 제품을 SNS에

인증하여 추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 구독 서비스 개선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불만족사항 있어 이를

한달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고객 만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가맹점 환경 및 시스템 개선

FS는 가맹점주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고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달 운영

시간 개선 등 고객 만족을 위해 가맹점의 환경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 성장과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FI를 통해 가맹점에 체계

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 운영으로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

월 정기 제품 구독 서비스

이용시 이용 고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구독 서비스 제품을 매주

1회 제공받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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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콜라보

엔제리너스 반미는 베트남의 대표식사 메뉴를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국내산 쌀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바게트 샌드위치로

한국인의 취향에 맞게 재해석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색 식품 업계와 브랜드 콜라보를

통해 익숙했던 맛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MZ세대의 취향을 충족하였습니다.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장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성비 제품 라인업

20

롯데리아 햄버거의 제품양이 다소 빈약하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 메뉴의 패티와

야채를 증량하여, 풍성한 한끼로 느낄 수 있도

록 제품을 개선하였습니다. 제품 판매가 대비

풍성한 양으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

이러한 결과는 매출 상승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겠습니다.

[불고기]   

야채 100% 증량

패티 25% 증량

동원참치 반미

동 원 참 치 의 참 치 와
고 소 한 마 요 네 즈 가
조화로운 반미

불닭 반미

삼 양 식 품 의 강 력 한
매운맛이 특징인 불닭
소스를 접목한 반미

[한 우]

[사각새우더블]

더블패티

패티 28%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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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변화 대응

2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식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Untact 트렌드 등 변화하는 트렌드

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배달 채널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배달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배달 채널과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배달 시장 성장에 따른 배달 품질 세분화 니즈를

포착하여, 단건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의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 제로 탄산

MZ세대의 영양성분을 고려한 건강한 제품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료회사의 제로

칼로리 제품 다량 출시와 매출 상승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에 대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맛과 향은 유지된 제로 탄산 제품을 도입하였습니다.

■ Untact 경영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근무자 전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키오스크 살균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동료 및 고객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전반의 업무 마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업무 방식인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구축하였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근무로 임직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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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참여형 컨텐츠

22

네고왕 유튜브 채널은 제품 가격을 네고

하는 예능형 컨텐츠로 엔제리너스와 협업

을 통해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가격

협상과정에서 고객이 일반적으로 접점할

수 없는 CEO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솔한

모습을 통해 브랜드 호감도가 상승하였습

니다. 또한, 네고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제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선129 카카오TV 채널은 게임을 통해

제품 혜택을 제공하는 예능형 컨텐츠

입니다. CEO의 적극적인 게임 수행에

따른 재미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긍정

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혜택

을 제공하여 신규 고객이 유입이 이루어

졌습니다.

카카오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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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환경 이슈를 인지하고 자연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도입, 탄소저감화(Clean Energy 전환 포함), 폐기물 선순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ESG 성과

환경

친환경 패키징 도입율 50%↑(리사이클링 도입율 50%↑)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이빨대
우드 스틱
커트러리

자연 분해 소재

친환경 패키징 연간 주요 계획

23

종이쇼핑백 TEST

배송박스 전점 도입배송박스 확대(수도권, 충청) 배송박스 확대(경상, 전라)
리유저블 플라스틱

배송박스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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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분해 소재

· 빙수 포장재 종이 재질 변경

· 컵 뚜껑 펄프 재질 변경

· 친환경 잉크(커피 종이컵)

· 비닐봉투 종이 재질 변경

· 종이컵 친환경 코팅제 변경

친환경 소재

물류 리유저블 소재
물류 리유저블 소재 물류 리유저블 소재 물류 리유저블 소재

· 버거포장재 친환경 코팅

자연분해 소재

플라스틱 저감

토네이도 뚜껑 제거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플라스틱 빨대 사용

컵뚜껑

롯데지알에스는 플라스틱 저감화, 리사이클링 패키징을 도입하였으며, 일부 매장에 자연분해 소재인 종이빨대를

Test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풀러스틱 PET컵의 재활용 용이성을 위해 Inkless를 적용하여 친환경 패키징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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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컵뚜껑]

변 경

[드링킹 리드]

플라스틱 빨대 Free

컵뚜껑

(플라스틱빨대 5.1ton 저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잉크 인쇄 및

일반 PET 재질
[플라스틱컵]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컵]

Inkless 및

리사이클링 PET(60%)

플라스틱 빨대

[빨 대] [종이빨대]

자연분해 소재

*엔제리너스 일부 매장 Test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패키징 사용량 ton - - 3,690

친환경 패키징 사용률 % - - 5

리사이클링 사용률 % - - 100

2021년 4/4분기 친환경 패키징과 리사이클링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률이 낮으나, 2022년 친환경 패키징

확대를 통해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사항

25

종이쇼핑백 Test

플라스틱 재질의 쇼핑백을 종이

재질로 변경하여 롯데리아 매장

에서 Test하고 있습니다 . 고객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종이

쇼핑백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기 존]         [변 경]

플라스틱 종 이

친환경 커트러리

플라스틱 재질의 커트러리

를 우드 재질로 변경하여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일부

매장에 Test 도입 후 확대

하겠습니다.

[기 존]         [변 경]

플라스틱 우 드

원재료 배송 리유저블 박스 Test

소형 원재료 배송시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매장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종이

박스는 자연분해 소재이지만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리유저블 플라스틱 박스를 Test할 예정입니다. 리유저블 박스 Test를 통해

zero waste와 지속가능한 배송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기 존]                  [변 경]

종이 박스 리유저블 박스

Letter from CEO

Overview

ESG Strategy

ESG Commitments

Appendix

종이빨대, 우드스틱 도입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은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에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종이빨대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이빨대는 음료에 오래

담가두면 모양이 변형되거나 특유의 냄새 때문에 Test를 거쳐 품질에 안정적인

제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커피스틱을 자연 소재인 우드스틱으로 변경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탄소 저감화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점포 7店, 전기바이크 30% 도입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기 도입

탄소 저감화 연간 주요 계획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점포 7점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전기
바이크

화석연료
바이크

전기연료
바이크

1.5% 도입

*롯데리아

롯데지알에스는 사무전산화, 전기바이크 도입, 에너지 절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Clean Energy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6

에너지 효올화

본사 수도, 전기 3%↓
(2022년 기준)

포장재 효율화

햄버거 포장재 3종 통합

Paper-free

점포 지류 문서 전산화

다회용컵
사용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점포 4점

일회용컵 사용 개인 머그컵 사용
*본사 및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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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효율화

디저트 포장재
3종 통합

에너지 효올화

본사 수도, 전기 2%↓
(2022년 기준)



본사 에너지 효율화

2021년 6월 본사 사옥 이전으로, 분리 운영

하였던 사무공간을 통합했습니다. 신사옥은

LED 전구, 절약 수도 등 에너지 절감형 사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전기 사용량(본사) kw 738,715 739,657 685,219  

용수 사용량(본사) ton 12,700 14,394 9,293

용지 사용량
(본사, 지점)

box 1,126 763 732

2022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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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2021년 대체육 버거인 스위트어스어썸버거를 2달간 한시적 판매를 통해 고객 반응을 확인

했습니다. 2020년에는 QSR업계 최초로 대체육 버거인 리아미라클버거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식주의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환경부와 2002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내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시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하였으나, 하반기 다회용기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스위트어스어썸

*용지 1box_2,500매

햄버거 포장재 효율화

포장재 사이즈 조정을 통한

포장재를 통합할 예정입니

다. 이를 통해 종이와 잉크

양을 저감하고 포장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기 존]         [변 경]
15종 12종

Paper-free

점포운영일지, 현금정산일지의 지류 서류를 전산

화 하였습니다. 

470만장

종이 절감

1,500 그루

소나무 심는 효과

12.2ton

Co₂절감

전기바이크 적용 검증

전기바이크를 영업 현장 적용시 운행거리, 충전

시간 등 검증 후 2%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체식품

엔제리너스 대체커피(치커리) 검토를 통해 탄소

저감화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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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선순환

폐기물 리사이클링 제품 13종 적용(2025년 누계)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폐기물 리사이클링

친환경 유니폼 4종

친환경 인테리어 1종

폐기물 연간 주요 계획

커피박 리사이클링

2종

플라스틱 선순환

당사 폐PET컵 선순환 3종

테이블 1종

당사 폐기물 리사이클링

친환경 유니폼 1종

M/D용품 1종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커피
폐기물

[커피캔들]            [커피박 연필]          [생두껍질 머그컵]

3종 도입

*엔제리너스 6店 도입

롯데지알에스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커피박 활용한 친환경 M/D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음식물 처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통한 식품 폐기물의 45~79% 감량 효과가

있었고, 폐기물의 악취 발생이 적어 점진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28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용기
폐기

음식물 처리기 도입
(폐기물 45~79%감량)

12店 도입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음식물 폐기물 저감

음식물처리기 25%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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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니폼 도입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폐기물 배출량(플라스틱)
ton 279 255 252

폐기물 재활용율 % 11.4 14.6 9.0

폐기물 배출량(종이)
ton 828 816 842

폐기물 재활용율 % 4.3 4.9 3.8

폐기물 배출량(폐유)
ton 2,546 2,149 2,003

폐기물 재활용율 % 50.1 46.7 57.7

폐기물 배출량(커피박)
ton 216 156 144

폐기물 재활용율 % 11.5 - -

2022년 추진사항

외식업계 최초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유니폼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29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포장 증가로 폐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환경과 자원 선순환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일회용 Recycle-PET컵을 도입하여 자원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다회용기 사용으로 환경부에서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국민동백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을 후라잉한 폐유는 친환경 바이오디젤로 사용하여 탄소저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제리너스 점포(수도권 248점)에서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인 커피박은 2016년

제주자치도 농가 상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19년까지 비료를 만들어 제주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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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료로 한 친환경 데크로 적용하였습니다.

친환경 테라스 데크



롯데지알에스는 내부 임직원의 가치 창조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 및 가맹점과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원료를 확대하여 도입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위해 원료부터 제품 제공시까지

전 단계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ESG 성과

직원가치 창조

특성화된 전문 교육 컨텐츠 제공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직원가치 창조 연간 주요 계획

30

출장 연계 리프레시

출장시 개인 리프레시

일정 포함하여 출장 복귀

임직원 특성화 육성 온라인 교육 선두 기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직무 인증을 통한 직무별

특화 교육 실시

F&B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수 컨텐츠 확보 및 운영

교육 비즈니스 구축을 통한

전문 컨텐츠 제공

공개 소통방 운영

2차 실명 의사소통

익명 카톡방 운영

1차 블라인드 의사소통

전국 직영 점장 워크샵

3차 대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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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진행 사항

롯데지알에스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 Staff 제도를 통해 적합한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스스로가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업무 및 임직원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성 휴직제도 및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31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임직원수

명 218 178 161

여성 명 61 60 50

남성 명 157 118 111

재택근무 명 - 239 252

2022년 추진사항

업무 출장시 개인 연차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장 업무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재택근무제

임직원의 라이프스타일 보장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유연근무제(출근 시간 오전 8시 ~

10시) 및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율

3.2%

*법정 의무 고용율 3.1%

다양성 존중 교육 참여율

97%

*강점 진단을 통해 임직원의
다름에 대한 이해 교육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2013년~

*여성가족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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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직원가치 창조 및 노사화합을 위해 노사협력 프로그램(대의원 대회, 노·사 합동 워크샵)을 매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대회는 임금 및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노·사 합동 워크샵은 노사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노사 합동 워크샵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구 분 2019 2020 2021

대의원 대회 1회 1회 1회

노·사 합동 워크샵 2회 1회 -

노사 협력 프로그램

· 임금 및 단체 협약 등

관련 사항 노조내부

논의

· 매년 1회

대의원 대회

· 임금 및 단체 협약 등

세부 사항 노사 논의

· 매년 1회

노사 합동 워크샵

· 근로자 인사, 근무환경

등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3개월 주기

노사 협의회

노사 합동

워크샵

노사협의회

대의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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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열정으로 고객 감동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롯데지알에스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재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인재

소통하는
인재

지속적인 자기 개발를 통한 전문성 함양

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인재

전문적인
인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

보는 인재

도전하는
인재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

하면서 고객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인재

선한
인재

신규채용 및 이직률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신규 채용 명 186 21 40

이직률 % 8.6 7.5 8.4

고용현황

1인당 평균 급여액 평균 근속연수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남 성 명 1,040 970 858

여 성 명 1,038 969 888

2019 4.3백만원

2020 4.2백만원

2021 4.9백만원
2019 2020 2021

7.9년
9.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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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프로그램

구 분 과정명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관리자 양성과정 명 393 81 75

직무교육 명 2,569 334 1,143

온라인 및 독서과정 명 7,350 8,761 9,029

가맹 관리자 양성과정 명 428 361 310

직급별 교육 체계

3개년 교육비 3개년 인당 교육시간 3개년 인당 교육비

구분 계층교육 직무교육 인증 기타 글로벌

수석

책임

대리

사원 신입사원
입문교육

Grade
과정

S Grade 
승진과정

M Grade
승진자격

직책별
역량 강화

교육

면접위원
인증과정직무별

역량 강화
교육 Data 

리스킬링·
업스킬링

법무교육

주재원·
현재인
과정

경영특강

롯데지알에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급·직무·직책별 세분화하여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

적인 교육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
주재원
과정

[단위: 백만 원]

2019 1,176

2020 795

2021 897

[단위: 시간]

2019 51.3

2020 15.8

2021 29.0

[단위: 백만 원]

2019 0.63

2020 0.45

2021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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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 개선제도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가치창조문화 진단 평가 점수 67.5 66.9 68.5

가치창조문화

복지제도

매년 1회 기업문화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가치창조문화 진단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진단 조사는 기업문화 결과지표, 임직원들의 실천요소, 기업문화 기반요소의 3가지 항목 및 20가지의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및 복지제도

· 유연근무제 · 반반차 제도 · 산전무급휴직

· 재택근무제 · 단체 연차 · 자녀사랑/입학돌봄휴직

· 안식휴가 · 동계휴가 · PC 자동 off제도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의 가치를 창조하고 업무 몰입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태아보험 및

자녀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결과지표

· 가족경영 · 기업가치창조

· 상생경영 · 사회적 가치창조

· 직원행복창조

임직원들의 실천요소

· 업무만족 · 효율추구 · 준법경영

· 동료존중 · 혁신추구 · 윤리경영

· 조직자긍심 · 성과추구 · 사회공헌

기업문화 기반요소

· 도전 · 신뢰

· 존중 · 협력

· 독립성 · 다양성

신속한 결재 문화 조성을 위해 3 Down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재 시간 축소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결재일수

6일

개선 결재일수

2일
[‘19년 평균] [’20.7~12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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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통 프로그램

경영진과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임직원의

일상에 활력을 주고 동료를 존중하는 문화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제안 게시판

영업 현장 개선사항
작성 게시판

프런티어

회사 이슈 전파 및
경영진과 직원 소통

주니어보드

MZ세대와 CEO의
소통채널

풀꽃심기 캠페인

직원들간의 칭찬 및
격려의 소통창구

고충처리

롯데지알에스는 임직원의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업무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심리상담 연계 사내 상담가 육성 실시간 상담 채널 직원 참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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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고객만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위생 및 품질 재인증

HACCP, ISO9001,
위생등급제

품질경영 연간 주요 계획

→ 

37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HACCP]     [ISO9001]     [위생등급제]

롯데지알에스는 제조 및 판매 전 단계를 포함하는 품질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요소를 사전 제어하고, 이에 따른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파트너사 접촉으로 인한 전염성 방지를 위해 audit 횟수를 감소하였습니다.

저당 제품 1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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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품질 재인증 위생 및 품질 재인증 위생 및 품질 재인증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롯데잇츠(어플) 개선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파트너사 audit 건 58 38 23

점포점검 건 960 349 792

위생등급제 인증 店 55 299 470

당류 저감 매출 ￦백만 76 82 333



크리스피크림도넛은 건강과 저당 제품

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의 당류

저감화를 목표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존 제품의 당류는 저감하고 식감과

풍미는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8

품질관리 프로세스

2022년 추진사항

HACCP  재인증 저당 제품 개발

HACCP 인증을 받았던 도넛 제조 매장의 인증 기간

이 2022년 만료되어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어하여, 위생적인

도넛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HACCP 담당자를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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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현장 Inspection

- 규격 설정 및 제조공정 관리

- 원료 Spec 관리

- 점포 위생점검 시행 및 교육

- 점포 입고 원재료 품질검사

- 완제품 미생물 검사

- 미생물 검사

(패티류 입고전/시/후 3단계 검사)

- 원부재료 이화학검사

- Claim 분석 및 대책수립

- 고객 Feedback

- 재발 방지 위한 사후 관리

파트너사 생산 관리

1

물류센터 입고 관리

2

점포 품질, 위생 관리 3 고객 Claim 관리4

[ 3S ]

원재료 Safety

점포 Sanitation

고객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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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해외 사업장 ISO 인증 및 직영점 위험성 평가 인증을 통한 안전 선도 기업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안전관리 연간 주요 계획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롯데지알에스는 안전보건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감독자(점장) 및 관리자(SV, 지점장)의

안전항목에 대한 KPI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임직원의 감정 노동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개정하고 배포하여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ISO 45001) 인증

• 위기관리 /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점포 위험도평가 구축

안전경영체계 고도화

• IOT 점포안전관리

• 사전 안전성 평가 구축

• 안전 평가제도 강화

안전경영 특화

• 브랜드별 안전인력 양성

• 해외 사업장 수평전개

• VR 안전교육 개발/시행

안전문화 선도 기업

• 해외 사업장 ISO 인증

• 전직영 위험성평가

인증

안전경영체계 구축

→

[안전보건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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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직 체계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점포 안전점검 점포수 1,588 958 631

Risk 개선율 % 72% 92% 96%

2022년 추진사항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임직원, 파트너사 근무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에게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안전점검 및 외부위탁 점검 건수는 감소

하였으나, Risk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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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재해발생 건수 52 34 31

재해율 % 0.6 0.5 0.6

안전보건환경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현황

안전경영팀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 업무총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대재해 관리자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안전점검
안전경영체계 운영

안전사고 및 산재
MSDS 및 보호구 착용
감정노동자 관리
건강검진
작업 환경 관리

전기 및 소방 화재예방
매뉴얼 관리
안전교육
시설 및 협력사 안전 관리

산업안전 M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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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및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ISMS 재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심사 인증

정보보호 연간 주요 계획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고객,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탁사의 점검을 통해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캠페인

정보보호 인식 제고 강화

ISMS - P 인증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교육강화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사내강사 양성

정보보호 사내강사
양성 및 교육 강화

ISMS 재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심사 인증

ISMS 재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심사 인증

ISMS 재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심사 인증

ISMS 인증 수탁사 점검 업무환경 정보보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 관리 현황 수탁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기 점검

(1회/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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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대응체계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정보보호교육 인원 명 8,052 5,557 4,999

2022년 추진사항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ISMS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직영, 가맹, 임직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TGIF

매각, 엔제리너스 매장 폐점에 따라 교육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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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체계

모의바이러스 훈련, 내적/인적 관리 장치,

뉴스레터를 통해 임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표준 제도와 규격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조직

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관리·기술 영역 물리 영역 임직원 영역 점포 영역 홈페이지/통합앱 영역

CEO

전산팀

정보보호 위원회

CEO

정보보호 실무위원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분기별 모의바이러스 훈련

· 외부 침투에 대해 대응
· 침해사고 훈련, 문제발생시 대응 훈련

내적/인적 관리 장치

· 업무환경 자가점검
· 필수적 보안솔루션 확보

·자체 대응 활동 ·침해사고 대응팀 파견
·자체 해결/정보보호위원회 보고

관심 주의 경계

·종합상황실 가동, 정보보호실무위원회
·침해사고 대응팀 파견

심각

·침해사고 대책본부/종합상황실 가동
·정보보호위원회 개최, 침해사고 대응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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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서울지역 자치구 50% 결식아동 지원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결식아동 지원

￦9천만/年
(지자체 릴레이 추천)

키자니아 체험 지원

사회공헌 연간 주요 계획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미혼한부모의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기회 제공, 지원 기금 조성, Kit구매(수제비누,

케이크 등),등 온라인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미혼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인 퀸즈펀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유소년 건강 증진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운영한 야구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자체 (금천구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피크림도넛은 푸드뱅크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교육부와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바리스타)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 대상 바리스타
체험 인증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지역 자치구 50%
이상 기부금 전달

퀸즈펀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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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교육부와 청소년 진로

체험을 운영하여 2022년 6월 교육

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바리스타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당사·지자체·고객이 결식아동을

위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통합 주문앱인 ‘롯데잇츠’의 주문

건당 기금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

금을 전달하고 해당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릴레이로

지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 금천구청, 관악

구청에 총 6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남녀 야구

리그를 후원함으로써 양성 평등, 유소년의 건강증진

과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미혼한 부모가정 지원
￦백만 90 25 30

자원봉사자 명 783 722 304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명 - - 24

야구교실 명 30,679 - 20,187

푸드뱅크 ￦백만 427 319 404

기타 기부 ￦백만 15 27 46

2022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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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교실미혼한부모 지원 플리마켓

희망 ON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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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

되었던 플리마켓을 롯데몰 김포

공항점에서 2022년 9월 24일 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혼한부모가

실질적인 판매 경험을 쌓아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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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 및 윤리소비

지역 상생 원료 구매를 통한 매출 22억2025년 목표

지역사회 발전 및 윤리소비 연간 주요 계획

→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롯데리아, 엔제리너스는 공정무역 인증 원두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배분되어

지속 가능한 원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경상북도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특산품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원두 도입으로

최저가격 보장 등을 통해 생산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윤리적 소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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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원두
2021년 도입2019년 도입 2022년 도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상북도 특산품 제품화 쌀 소비 촉진 제품화 지역 특산품 제품화

제품 매출 22억원제품 매출 18억원
(지역 특산품 매출 포함)

제품 매출 16억원

지역 특산품 제품화

제품 매출 20억원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공정무역 원두 사용량 ton 38 31 23

지역 상생 제품 매출 ￦백만 5,418 551 507

2022년 추진사항

2019년은 산청, 제주도, 2020년 청도, 제주도, 2021년 경상북도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상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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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산품

경북농가 상생협력을 위해 2021년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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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원두 도입

크리스피크림도넛은 2022년

1월부터 공정무역 원두를

도입하였습니다 . 생산자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객에게는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원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특산품 과일

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특산품

인 복숭아를 컵과일 형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일의 신선함을 유지하여 지역 특산품 매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8종 도입

*엔제리너스

과일 주스 4종 컵 과일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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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매장 개보수 지원을 통한 노후화율 15% 및 ESG 스타트업 투자 1건2025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장 노후화 개선 지원

동반성장 연간 주요 계획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롯데지알에스는 가맹상생 협의회를 통해 매장 운영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노하우를 지닌 FS 인원을 통해 저효율 가맹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율 27%

프로모션, 신제품 출시 등 매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8회 시행
*롯데리아

노후화율 23% 노후화율 19% 노후화율 15%

스타트업 투자

사업비, 교육 컨텐츠 제공

저효율점 개선

11점

저효율점 개선 96점

*35점, 활성화 후 9개월 평균 기준

가맹상생 협의회

FS(영업 노하우 우수 직원) 저효율 가맹점

원인 분석 후 효율성 개선

평균매출 7.1% 신장

저효율 가맹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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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노후화 개선 지원 매장 노후화 개선 지원 매장 노후화 개선 지원

기기 무상 대여 지원

투자액의 40% 무상대여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가맹점 지원금

￦백만 3,722 4,450 2,802

기기지원금 ￦백만 2,292 2,896 1,762

보전금(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백만 716 362 517

개보수(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백만 714 1,192 523

상생협력 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우리은행) ￦백만 160 95 58

상생협력 자금 대출이자 지원금(기업은행) ￦백만 - 6 9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우수 우수 우수

2022년 추진사항

2021년 가맹점 개보수시 인테리어 일부 지원과 경쟁사 인접 매장 판촉시 원가 일부를 지원하는 보전금으로

가맹점에 5.2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처럼 투자비 발생이 많은 가맹점의 기기를 17.6억원

무상 지원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규 매장 오픈이 축소되어

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상생협력 자금 대출금리 제도를 통해 1.3% 인하된 대출금리를

제공하여 파트너사 및 가맹점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낮아져 2019년 대비 파트너사 및 가맹점의 이용이 줄었습니다. 고금리 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신한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상생협력 자금 대출금리 지원 금융기관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우수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이 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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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보전금 지원

크리스피크림도넛은 2021년 대비 2022년 도넛 발주량

10% 추가 발주 가맹점 대상으로 도넛 추가발주 수량

원가의 50%를 지원(월 최대 1,800개)하여 가맹점과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FI(Field Instructor) 운영

롯데리아는 FI가 가맹점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

품질, 기기 매뉴얼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매장 관리력을 업그레이드하여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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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지배구조, 윤리경영, 분쟁조정 등을 통한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Governance

ESG 성과

상장사 기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25년 목표

연간 주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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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장사 기준)

2021년 주요 진행 사항

롯데지알에스는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련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

하였으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에 계열회사와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한 승인 권한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준법서약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사항

건전한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을 위해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며, ISO 37301 인증을 통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헌장 제정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ISO 3730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인증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Letter from CEO

Overview

ESG Strategy

ESG Commitments

Appendix



5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원칙

롯데지알에스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해 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

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명 구성 소속이사명

이사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차우철(의장), 김치만

이재훈, 이황

오세록

투자심의위원회 사내이사 2명 차우철(위원장), 김치만

투명경영위원회 사내이사 2명 차우철(위원장), 김치만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사회 개최 횟수 8 7 8

언건 건수 29 27 23

[’21.12.31 기준]

이사회 인원 및 성과 평가 보상

롯데지알에스는 이사의 전문성과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능력이 검증된 사내이사와 더불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 경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회사 관계자에 의해 제공된 내부자료를 바탕

으로 의사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그 외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단위 사내이사 사외이사 총계

인원수 명 2 2 5(비상무이사포함)

보수총액 ￦억 7.2

지배구조

[’2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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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교육

롯데지알에스는 임직원들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업무수행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사규와 함께 준수하고 있습니다. ‘롯데인의 행동강령’과 ‘롯데지알에스

임직원 윤리규정’ 등 체계화된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 및 지속적인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이 회사 내 조직문화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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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윤리경영 문화 내재화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행동강령과 유관 법령인 민법,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 가맹사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여

법적 리스크 예방 및 사내 준법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 과정수 개 2 2 6

교육 시간 시간 2 2 6

교육 이수율 % 100 100 100

윤리경영

[롯데인의 행동강령]

·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정직한 마케팅

· 고객 정보 보호

· 브랜드 보호

고객과의 신뢰

·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 구성원 간 상호존중, 

양성평등

· 안전한 근무환경, 

자산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정보유출 방지

임직원과의 신뢰

· 공정거래 법령 준수

· 파트너 존중

· 공정한 경쟁

· 합법적인 정보수집

·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

파트너와의 신뢰

· 주주 가치 제고, 

이해 상충 방지

· 회계 투명성 제고

· 내부자 거래 금지

주주와의 신뢰

· 환경보호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 인권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 각국의 법령 준수

· 정치와 경제의 분리

사회와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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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는 201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매년 CP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여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소통 및 분쟁조정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롯데지알에스는 임직원과 파트너사 관계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비윤리적인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 온라인 ‘신문고’ 및 그룹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 프로세스 개선, 윤리경영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가 취해집니다.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합니다. 

분쟁조정

롯데지알에스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시 사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분쟁

을 조정하고 있고, 2019년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분쟁조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포탈을 통해 파트너사의 물품을 전산 발주하고 있습니다. ECS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단가 조정, 단가 결정

합의서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물품 입찰시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여 물품의 입찰 조건, 입찰 우선 순위로

물품의 입찰 전자 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발주, 수량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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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연결)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매출액 839,892 683,103 675,719

매출원가 380,920 327,688 339,478

매출총이익 458,972 355,415 336,240

판매비와 관리비 437,645 374,969 362,011

영업이익 21,327 -19,554 -25,771

기타수익 8,924 17,291 10,329

기타비용 15,465 26,630 29,317

금융수익 9,998 9,036 8,435

금융원가 14,326 18,284 15,220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10,458 -38,141 -51,543

법인세 비용 3,638 -4,412 -11,924

중단영업이익 -                            -                            -5,059

당기순이익 6,820 -33,730 -44,679

백만 원

점포수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롯데리아 1,342 1,330 1,326

엔제리너스 575 513 458

크리스피크림도넛 135 132 131

컨세션 30 30 33

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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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연결)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유동자산 269,221 327,075 281,121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자산 46,993 4,277 -                            

비유동자산 547,871 516,397 480,079

자산총계 817,093 843,473 761,200

유동부채 351,853 355,518 281,218

비유동부채 211,422 260,074 293,324

부채총계 563,275 615,592 574,542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253,818 219,846 179,209

자본금 1,261 1,261 1,261

자본잉여금 6,818 6,818 6,818

기타자본 구성요소 12,183 10,777 12,793

이익잉여금 233,555 200,990 158,337

비지배지분 -                            8,035 7,449

자본총계 253,818 227,881 186,658

백만 원

 에너지 사용량(본사)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전기 kw 738,715 739,657 685,219

수도 tom 12,700 14,394 9,293

용지 BOX 1,126 763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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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 및 이직률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신규 채용 명 186 21 40

이직률 % 8.6 7.5 8.4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주주 -                            -                            -                            

임직원(임금 및 복지) 1,010 954 1,013

정부(국세) 273 198 220

지역사회(기부금) 0.2 0.3 0.5

채권 표면이율 지급액(국내) -                            4 22

파트너사(구매비용) 4,015 3,433 3,527

억원

 폐기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폐기물(직영) 플라스틱 ton 279 255 252

회수율 % 11 15 9

패키징 사용량 ton -                            -                            3,690

친환경 패키징 ton -                            -                            169

친환경 소재 ton -                            -                            -                            

리사이클링 ton -                            -                            169

친환경 패키징 비율 % -                            -                            5                           

리사이클링 비율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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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성별 고용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연령별 2,078 1,939 1,746

20 ~ 29세 716 522 361

30 ~ 39세 1,092 1,100 1,047

40 ~ 49세 240 285 312

50세 이상 30 32 26

성별 남성 1,040 970 858

여성 1,038 969 888
명

명

임직원 보수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법정 최저시급 8,350 8,590 8,720

신입사원 임금 남성 11,478 11,478 11,811

여성 11,478 11,478 11,811

비율 남성 137 134 135

여성 137 134 135

원

%

 평균 급여 및 평균 근속연수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1인평균 급여액 백만 원 4.3 4.2 4.9

평균 근속연수 년 7.9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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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교육(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 시간 시간 7,116 6,676 7,000

수료 인원 명 1,779 1,669 1,750

인당 수료시간 시간 4 4 4

 임직원 교육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교육비 1,176 795 897

인당 교육비 0.6 0.5 0.6

인당 교육시간 시간 51.3 15.8 29.0

백만 원

사회공헌 비용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미혼한부모 90 25 30

야구교실 400 - 64

푸드뱅크 427 319 404

교육(진로 등) - - 0.2

기타 기부 15 27 46

백만 원

정기적 성과평가 대상 근로자 비율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정기 성과평가 받은 근로자 비율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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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원봉사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연간 인원 명 783 722 304

총시간 시간 3,286 2,888 1,216

1인당 시간 시간 4 4 4

 가치창조문화 진단 평가 및 연차 사용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가치창조문화 진단 평가 점수 67.5 66.9 68.5

인당 연차 사용률 % 31.9 51.6 46.7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기부금 비율 % 0.1 0.1 0.1

가맹점 지원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가맹지원금 3,722 4,450 2,802

기기지원금 2,292 2,896 1,762

보전금(롯데리아, 엔제리너스) 716 362 517

개보수(롯데리아, 엔제리너스) 714                        1,192                     523

상생협력 자금 대출이자(우리은행) 160 95 58

상생협력 자금 대출이자(기업은행) -                            6 9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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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비율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명 2,078 1,939 1,746

노조가입 인원 명 1,381 1,349 1,282

노조가입 비율 % 66 70 73

 육아휴직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자 218 178 161

남성 61 60 50

여성 157 118 111

복귀율 % 97.3 96.5 97.5

명

협력사 및 점포 품질관리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협력사 Audit 58 38 23

점포점검 960 349 792
건

 재해율 현황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재해발생 건 52 34 31

재해율 % 0.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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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련 인증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위생등급제 인증 55 299 470

롯데리아 21 122 191

엔제리너스 26 113 191

크리스피크림도넛 8 64 88

점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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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GRI 100)

Topic No. 기준항목 페이지 비고

조직개요 102-1 조직명칭 5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5~6, 9~12

102-3 본사의 위치 5

102-4 사업 지역 5~6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형태 - 공시

102-6 시장영역 5~6

102-7 조직의 규모 5~6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5,31, 33

102-9 조직의 공급망 5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37~38

102-12 외부이니셔티브 18

102-13 협회 멤버십 -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4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7, 51~52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51~52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50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50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50

102-33 중요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50

GRI 102 :

일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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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Standards(GRI 100)

Topic No. 기준항목 페이지 비고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14

102-41 단체협약 32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4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4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15

보고서 관행 102-45 연결재무제표에 명시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

102-47 Material Topics 리스트 14

102-48 정보의 재기술 -

102-49 보고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102-50 보고 기간 2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 올해 첫 발간

102-52 보고 주기 - 올해 첫 발간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102-55 GRI 인덱스 60~

GRI 102 :

일반 공시사항

Economic Performance(GRI 200)

Topic No. 기준항목 페이지 비고

경제 경제적 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53, 55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밞 및 영향 43~44, 45~46

203-2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영향의 예시 43

반부패 205-1 사업장의 부패 위험 평가 - ISO37301 인증에정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 관련 교육 현황 51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 관련 교육 현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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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erformance(GRI 300)

Topic No. 기준항목 페이지 비고

환경 원재료 301-3 제품 및 포장재 재생 원료 23~24

에너지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량 27

용수 303-5 용수 소비 27

폐기물(2019)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28~29

306-3 폐기물 발생량 및 종류 28~29

306-4 폐기물 재활용 28~29

306-5 폐기물의 폐기 28~29

Social Performance(GRI 400)

Topic No. 기준항목 페이지 비고

사회 고용 401-1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33

401-2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35

401-3 육아휴직 31

산업안전 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39~40

403-2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39~40

403-3 작업 보건 서비스 39~40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상담, 커뮤니케이션 39~40

403-5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교육 39~40

403-7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완화
40

훈련 및 교육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34

404-2 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34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57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31, 3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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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erformance(GRI 400)

Topic No. 기준항목 페이지 비고

사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

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32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46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3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