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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 빈곤의 종식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다양한 시장의 잠재력과 가용 자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신흥시장의 공산품 기획 및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분배합니다.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경제․환경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합니다 (예: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재무적으로 수량화하는 KPMG True Value 방법론 사용).

▶ 중저소득 국가의 공급자 및 소매업자의 복원력을 구축하여 기후 재난 및 기타 사회, 경제, 환경적 피해와 재해에 대한 

노출 시 취약성을 줄입니다.

▶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비율을 늘려 빈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화물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합니다. 

☞ DBL Group은 방글라데시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생필품을 공장도 가격으로 제공하는 ‘Bandhan’이라는 

공정가격 가게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 

☞ 인도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Maruti Suzuki는 현지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급업체의 78%가 약 100km 내에 

위치하고 있음. 현지 공급망 구축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외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노출을 감소시키고, 현지 공급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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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2. 기아의 종식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농업 및 식품 가공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농기구 및 제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수자원 집중도를 

완화하고, 농약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합니다.

▶ 식물의 수경재배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열․환기․조명․관개에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합니다. 

▶ 공급망 내의 농부들이 생산성, 저장능력, 물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 농부들로부터 바이오매스(biomass)를 조달하여 제조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동시에 농부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Jain Irrigation Systems는 농업용수 사용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점적 관개 시스템(drip irrigation system)

을 개발하여 적은 양의 물로도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소규모 농가에 제시하고, 비료, 농약, 물과 에너지 사용의 

균형을 이루는 정밀농업을 가르치고 있음. 또한 농가에서 정부 보조금 및 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최저가격 구매를 보장하는 계약 농업을 개척하는 등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 Royal Philips의 시티팜 프로그램은 대학 및 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농업 시스템을 

개발함. 이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광합성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농작물을 수직으로 재배함으로써 야외 

농경지보다 면적 당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연간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폐기물량을 감소시킴. 또한 소비 

지역에서 가깝게 위치하여 유통과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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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3. 건강과 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중저소득 국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저비용 프로세스, 제품과 유통망 개발에 투자합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의 의료기기 사용 및 관리 역량도 강화합니다. 

▶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직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 및 보험을 제공합니다.

▶ 응급 처치 및 구조 기술을 포함한 재난 리스크 완화 및 대비 계획을 개발하고, 재해 이후에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위험․재난 지역의 직원과 가치 사슬 내 사람들의 안전과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 General Electronic(GE) Healthcare는 기업 내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분사한 스타트업 기업인 

‘GenWorks’를 2015년 2월 인도에서 창업함. 이 스타트업은 인도 내 의료 서비스 유통망을 개선하여 중소도시까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구 절반에 가까운 빈곤층이 이용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킴.

☞ 또한 GE는 신흥시장에서 의료기기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저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함. 

초음파 기계, 심전도 기구,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을 인도에 개설하였으며, 2015년 4월, 

인도 GE Healthcare에서 디자인하고 개발한 첫번째 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인 Revolution™ ACTs를 발표함.

☞ 글로벌 차원에서 GE는 ‘Developing Health Globally(DHG)’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의료 

접근성 및 의료 환경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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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대학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촉진하고 이에 투자하여, 사업 국가의 미래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자, 정보 분석가 및 환경 과학자와 같은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들이 고품질,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른 기업과 비영리기구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 국가의 교육을 향상시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합니다.  

☞ Airbus Group은 2014년 12국가의 22개 대학과 함께 항공우주산업의 필수 요소들을 학위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런칭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기업 역량 포트폴리오 개발, 브랜드 

홍보, 채용 풀 확대 및 인력 다양성 증대 등의 이점을 가지며, 현재까지 약 119,000명의 학생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커리어 개발을 돕고 있음. 또한 2년마다 학생들이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혁신방안 제안하는 ‘Fly Your 

Ideas’라는 글로벌 대회를 개최함.

☞ 나이지리아 최대 기업인 Dangote는 현재와 미래의 직원들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훈련을 위한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함. 중․고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선발하여 제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기술들을 가르치며, 

특히 Haver&Boecker, FLSmidth, Loesche, Siemens 등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고급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독일의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아카데미에 직업교육 훈련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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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5. 성 평등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제조 공장에서 여성의 채용 및 근속을 늘리기 위한 시설과 프로세스, 문화를 장려합니다.

▶ 더 많은 여성 소유 기업을 파악하고 공급망에 포함시키며, 필요에 따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 이사회 및 고위직에 여성의 비율을 늘리고, 여성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가치사슬 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권장합니다.

☞ DBL Group은 NGO CARE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공정한 평가와 기본시설 접근성을 포함한 직장 내 여성 권리 

향상 및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하는 월마트의 ‘여성 공장 근로자 이니셔티브(Women in Factories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실행함. 이에 따라 결근율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했으며,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해 다른 사업 

부문에도 적용이 확대됨. 

☞ Volkswagen AG는 경영진 여성 비율 30%를 목표로 하며, 2014년에는 공업․기술 분야의 여성 견습생 참여율은 

약 22%로 집계되었으며, 능력있는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분야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6개월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함. 또한 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내 

보육시설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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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폐회로 제조 공정(closed loop manufacturing processes)을 도입하여 수자원 소비를 줄이고, 습식 공정(wet-

machining processes)을 건식 공정(dry-machining processes)으로 대체합니다.

▶ 수처리 시설 및 과정을 개선하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수 처리하여 재사용 합니다.

▶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관수 시스템과 같은 농업 기술에 투자합니다. 농업은 전 세계 담수의 70%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5-30%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생산 시스템에 용수 재사용과 중수도(grey water) 사용을 적용합니다.

▶ 생산 시설 인근 지역의 물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생산 시설 설계 계획에 지역 주민의 물 접근성을 

고려합니다. 

▶ 저소득 지역사회 및 고밀도의 도시 지역의 니즈를 충족하는 저비용의 안정적인 워터펌프와 위생 기술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 수자원 관리 및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CEO Water Mandate 및 Water Action Hub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특정 

강 유역의 중요한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회사, 정부, NGO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에 참여합니다.

▶ 직장 내 안전한 물과 보건위생 시설 접근성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의 WASH 서약에 

참여합니다.

☞ Ford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글로벌 전체 물 사용량을 62% 절감하였으며, 2015년까지 약속한 차량당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 30% 감소 목표는 2년 일찍 초과 달성함. 포드는 제조 과정의 전 단계에서 물 사용량을 

절감하였으며, 폐수 재활용 및 건식 절삭방식을 사용하는 등 물 절약 기술과 프로세스 개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Hitachi는 공장 및 발전소에서 수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제조 공정의 폐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폐회로 

시스템에서 오수 처리과정을 거친 물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하며, 이러한 Hitachi의 솔루션 시스템은 자동차, 

철강, 제지 공장 및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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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과 저장 능력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 태양열, 풍력)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 에너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여 적정한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소외지역에 

보급합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제조기기, 차량, 선박 및 항공을 개발하고 시장에 보급합니다.

▶ 공급자들에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 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급사도 이에 동참하도록 장려합니다. 

☞ Royal Philips는 현대적 에너지 설비가 없는 지역에서 날이 어두워진 후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Community Light Center를 2016년 말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100개, 남미에서 30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센터는 로얄필립스의 태양열 동력의 LED 조명 기술로 에너지를 얻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잉여 에너지를 제공함. 또한 여성과 아동이 실내에서 석유램프와 장작불 

사용으로 인해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LED 램프는 연간 사용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며, 사용 기간이 10배 더 오래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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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중저소득 국가에서 자원 조달 및 제조 비율을 늘려 극심한 빈곤을 줄이고 현지 경제 성장을 도와줍니다.

▶ 제조시설 및 채굴지역에서 보건․안전 기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및 공동의 노력을 고취하게 합니다. 

▶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및 사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 공급자 기준을 설정하여, 공급업체들이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안전한 근로 환경을 

포함한 노동자의 인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공급업체 교육 및 모니터링 도입을 장려합니다.

▶ 소규모 부품 납품사들을 공급망에 포함하여 교육 제공하고, 공급망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도와 저비용 공동 조달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합니다.

▶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및 아동 노동의 근절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을 제공하여 사회이동(social mobility) 기회를 늘리고, 인력의 다양성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 제조업 내외부의 저소득 노동자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 Ford는 공급망 전반에 책임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인사, 보건․안전, 법무 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을 운영함. 각 참가자는 워크숍 참여 이후 4개월 내 소속 회사의 임직원 및 2차 공급사에 관련 

교육 자료를 전달하고 확산함. 그 결과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AIAG)에 참여하였고, 근로환경 관련 공동 지침서를 개발함. 포드는 현재까지 2,900명 이상의 공급업체 

대표들이 본 교육에 참여했으며, 관련 자료는 약 25,000여명의 공급업체 관리자, 485,000여명의 근로자와 100,000

여명의 2차 공급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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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복원력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정부 및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특구를 형성하여 인프라, 기술 및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 전통적인 시멘트나 콘크리트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설 자재를 개발 및 제조하고, 건설 자재의 부산물 및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합니다. 

▶ 저소득층이 저렴한 소액융자를 통해 건축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 고성장 국가의 정부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건설 자재와 운송 방안, 제조 기술을 통해 지역의 인프라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합니다. 

☞ Cemex는 인도(보행자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 소액융자를 제공함.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저소득 지역에서 약 10년이 걸릴 수 있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70주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득 수준 및 자산가치가 상승함. 현재까지 35,000여건의 소액대출을 통해 

400,000 평방미터의 도로가 재건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으며, 7,000가구 이상의 저소득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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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0. 불평등 완화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제조업 내외부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역량 개발 및 전문직으로의 이직을 위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치사슬 내 다른 기업에도 권장합니다.

▶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회 평등 정책을 채택하고, 가치사슬 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권장합니다.

☞ Ford는 1978년 소수자 및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위한 협력업체 다양성 프로그램을 발족하여 다양한 

공급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은 포드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연비가 좋은 고사양의 상품 라인업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2014년 Ford는 약 200개의 소수자 

소유의 기업체로부터 67억 달러 규모(전체 지출의 13.3%)를, 약 150개 여성 소유 기업체로부터 21억 달러 규모(전체 

지출의 3.4%)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

☞ Volkswagen AG는 2014년 기준 기업 전체 인력의 7.4%를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법에서 

요구하는 수치인 5%를 상회하는 수준임. 약 55%의 장애인 직원이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간접적으로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폭스바겐은 2천 9백만 유로 규모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회사 

외부의 장애인 인력의 고용을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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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가정 및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명, 환기구, 냉난방기를 포함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 저비용의 혁신적인 건축 자재를 개발하여 개도국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합니다. 

▶ 정부 및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도시공동체의 연결성과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을 증진시킵니다. 

▶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하면서도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Broad Group이 새롭게 개발한 철골 구조물 양식은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빌딩을 빠르게 건설하는 동시에 실내 

공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이 지속가능한 빌딩은 15층 호텔을 

6일, 57층 타워를 19일만에 건축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설계의 가장 큰 강점은 초미세먼지(PM 2.5)의 

유입을 99%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임. 또한 진도 9.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고층빌딩 

모델을 공개함.

☞ Cemex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건축 자재, 기술 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Patrimonio Hoy’를 운영함.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유통업자 및 주로 여성들로 

이뤄진 로컬 판매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2015년까지 3억달러 

상당의 소액대출을 통해 약 525,000여 이상의 가정이 지원을 받았으며, 건설기간 및 비용을 1/3로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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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에너지 및 수자원을 적게 소비하며 폐수, 폐기물,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기계와 차량을 개발 및 생산합니다.

▶ 자본 투자 결정 요인에 내부탄소가격을 포함합니다.

▶ 제품을 고안할 때 순환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제품의 수명 주기가 끝난 후에도 재사용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조 공정에 3D 프린팅과 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장기간의 생산 및 시제품화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감축합니다.

▶ 향상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도입하여 수자원, 원재료, 재생 불가능한 광물자원 및 그 외 투입물과 부산물 및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합니다.

▶ 신기술 및 프로세스 개선을 인지하고 도입하여, 산업 제조 공장의 화석 연료 소비를 절감합니다.

▶ 제조 공장 및 유통망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 내재에너지(embedded energy)가 낮은 원자재를 수급합니다.

☞ Fuji Xerox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해 자원낭비를 줄이는 '폐쇄 순환(Closed 

Loop)' 방식의 통합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중임. 이 시스템은 일본, 중국, 한국, 대만, 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이래로 99.5%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음.

☞ Royal Philips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장려하는 순환경제 모델 및 친환경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4년도 재활용 폐기물의 81%를 재사용하는 성과를 달성함. 또한 자원 재사용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에너지 소비와 원재료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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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자원 부족, 자원 가격 변동, 인명 및 자산의 손실, 사업 중단 등)를 식별 및 평가하고, 적절한 

완화 및 대응 조치를 합니다.

▶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산업 공장 및 제조 설비 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응책 및 복구계획을 

고안하고 도입합니다.

▶ 산업별 탈탄소 방안에 맞춰 과학적인 탄소 배출 목표를 수립합니다. 공급 및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이를 공유하고,  

동참을 권장합니다.

▶ ’지구 평균기온의 2도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대응 방안의 진전을 매년 측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적인 보고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책임 있는 기후 관련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고위급 파트너십과 산업 협회를 지원합니다.

☞ Caterpillar는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품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한 혁신을 끊임없이 도모하여 2015

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능력이 뛰어난 중형 트랙터를 선보였으며, 분석 및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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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4.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해양 오염 및 오염수 방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해 자원개발 펌프와 기계를 고안합니다. 

▶ 해양 오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양 선박을 고안합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플라스틱 병 및 손상된 어망 등)을 

수거하고 활용합니다.

▶ 해양에서 폐기물을 다시 거를 수 있는 향상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염물질을 자연에 방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해양에 인접하여 제품을 수송하는 공급 및 유통업체들이 해양 수송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게 합니다.

☞ 카펫 타일 제조 회사인 Interface는 버려진 그물망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바다를 모티브로 하여 미적으로 

훌륭한 Net Effect라는 컬렉션을 선보임. Net-Work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해변마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버려진 그물을 제거할 시 일정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버려진 그물은 수거되어 

Interface의 파트너 방직회사인 Aquafil로 판매되며, 수거된 원사와 그물망은 나일론으로 재활용되어 카펫 타일 

제조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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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5. 육상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지속가능한 조달을 인증받은 목재만을 사용합니다.

▶ 양방향 프린터와 같은 종이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프린터를 제조합니다. 

▶ 저압력 타이어와 같은 토양 친화적인 농업 중장비를 고안하고 제조합니다. 

☞ CENIBRA는 매년 120만톤의 제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만을 원자재로 

사용하며, 지역사회를 돕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업체에게만 수여하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인증을 받음. 또한 원시림의 증가와 엄격한 생산공정의 합리화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있음.

☞ Xerox는 2020년까지 전세계 생물 다양성 및 산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수립함. 친환경 제지를 

공급하고, 올바른 구매지침을 권장하여 종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고객과 공급업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프린트 드라이버에 자원 절약형 ‘earth smart’ 기능을 

탑재하여 고객이 쉽게 양면인쇄, 다중인쇄, 시범인쇄, 토너 절약모드를 활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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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3TG 금속(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해당 공급업체에 필요한 실사를 실시하여 공급망 내 

분쟁광물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 (A Guide to Traceability: A Practical 

Approach to Advance Sustainability in Global Supply Chains)’을 활용하여, 공급망 내의 제품과 부품, 원자재의 추적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강력한 반부패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합니다.

▶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부합하는 인권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서명함으로써, 윤리적 리더십을 입증합니다.

☞ General Electric(GE)는 NGO, 기업 경영자와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동남아시아 내 법치주의 확립 및 책임투자 

환경 조성, 리더십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고, GE재단에서는 ‘시니어 

국제 변호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 제도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 관료들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Sandvik AB는 2015년 그룹 전반에 지속가능한 구매와 분쟁광물에 관한 정책을 도입함. 이를 통해 구매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부패와 뇌물을 방지하고 공급망 행동강령 준수를 보장하며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사 및 파트너사의 사업가치를 극대화함. 이외에도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에 기반하여 공급망 내의 제련소 및 정제소의 원산지 추적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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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7.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비즈니스 연합 및 정책 입안자와의 파트너십을 도모하여 관련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의미있고 실용적인 

환경 규정을 제정하도록 장려합니다.

▶ 기업가치창출과 사회가치창출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가치창출 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합니다.  

▶ 기업의 활동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에 참가합니다.

▶ 기업, 다자 파트너십 및 업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과 투명한 평가, 보고 등의 

체계적인 영향력 측정 체계를 수립합니다. 

▶ 제조업의 타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규제 및 조세체계에 대한 업계의 시각과 

개선사항을 정부, 정책 입안자, 입법자 및 규제 당국에게 제공합니다.

☞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2015년에 체결된 정부간 국제협약(재해감소를 위한 국제회의, 개발재원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개발 정상회의/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을 위한 정상회의, 유엔기후변화총회)을 포함한 범세계적 협력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호 협력하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우수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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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