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업의 역할
- 유한킴벌리 사회책임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2018. 11. 3.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최규복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UNGC Youth CSR Conference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유한킴벌리에 있으며, 공유시 출처를 명시해주십시오.



글로벌 위험요소

폭염/이상기후

지구온난화

글로벌 경제 위기

식량/식수

고령사회

국제분쟁/테러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① 국.공유림 나무심기, 숲 가꾸기

② 시민참여(신혼부부) 나무심기

③ 도시숲/공존숲 조성

④ 북한 숲 복원

⑤ 몽골 유한킴벌리숲 조성(사막화 방지)

⑥ 학교숲 만들기

⑦ 그린캠프, 숲 속 학교 운영



시민 참여(신혼부부) 나무심기, 숲 가꾸기(since 1984)

1985 2017



북한숲 복원과 ‘몽골 유한킴벌리 숲’ 조성(since 1999)

2006 2008

[북한 밤나무단지 조성 참여, 양묘장 운영]

2003

[몽골 유한킴벌리 숲 조성(약 1,000만평, 여의도 면적의 11배)

2018

2018



숲과 사람의 공존5천만 그루 나무 심고 가꾸기

30년의 노력과 미래를 위한 30년

• 미래숲 (북한숲 복원)

• 공존숲 (탄소상쇄림)

• 도시숲 (서울숲, 학교숲)

• SNS 숲캠페인 (우푸푸)

• 국·공유림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 시민참여(신혼부부) 나무심기

• 여고생 그린캠프

1984 ~ 2014 2015 ~



[CSV 경영_공유가치창출]

시니어의
보다 활동적 삶 제시

액티브시니어
인식 전환

시니어 소득,
소비 증가

시니어
경제활동 증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모델 확산

시니어산업
성장 촉진

시니어 비즈니스
기획 확대



38개의 소기업 발굴, 육성

약 400여개의 시니어일자리 창출

시니어케어 매니저(85명)

160개 시니어 시설 교육 일자리

주얼리 돋보기

스마트 보틀

기능성 인솔

시니어 튜터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 확장의 공유가치 실현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LKI3MDZ_8cCFQYkpgod8TAPhg&url=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info_id%3D49749%26category%3D000000020001&psig=AFQjCNFzvSOSbAmP5qhAL6ckZlIcy2a61Q&ust=144263527855899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I3Y3s3Z_8cCFYM8pgodh6oJRw&url=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info_id%3D49749%26category%3D000000020001&psig=AFQjCNFzvSOSbAmP5qhAL6ckZlIcy2a61Q&ust=144263527855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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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혁신/창의

새로운 기업문화•개방형 사무환경
칸막이없는사무실

•유연한 사무환경
변동좌석제

•모바일 오피스 구현
모바일커뮤니케이션환경

• 효율적 공간활용

창의공간, 공용공간

•환경친화
종이없는사무실, 시차출퇴근제

• 스마트워크센터

전국 9개운영

환경친화

일과 삶의 조화

소통/연결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실현]

Flexible Time

시간의 유연성

Flexible Space

공간의 유연성

Flexible Resources

자원의 유연성



스마트 오피스 구현 (2011년부터)



[여성 인권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Women CSR 활동]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신혼부부소통학교

_since 2009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NGO리더십교육과정

_since 2007

Price Issue

양극화 해소를 위한
힘내라 딸들아(생리대 기부)

_since 2016

737



Economic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유한킴벌리의 노력]

Social
사회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전략적 CSR + CSV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경영 3.0  

Environmental
환경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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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한다는 게 참 기쁘고 
그리고 택배라는 게 친절해야 되니까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택배를 가져가면 음료수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참 보람 있어요 
현재하고 있는 상태 이대로 내가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일을 즐겁게 서로 협조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