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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Hyundai)

기업소개

현대자동차는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회사로 품질경영, 

디자인경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해외 19개 판매법인과 7

개의 생산공장, 6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뢰경영, 

사회공헌, 환경경영으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사내 ‘사회책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책임경영을 체계화하는 등 내부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차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급사들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이는 중․소규모의 공급사에 유동성 자산 

제공 및 공동 계약을 통한 구매․유통 

비용 감소를 포함함. 또한, 운영의 정상화, 

생산성과 품질 향상 및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과 재정 지원을 제공함. 더불어, 

현대차의 퇴직자들은 1차․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해 3~12개월에 걸쳐 자발적으로 

기술을 가르침.

현대차의 <R&D 기술 페스티벌>은 R&D 

Tech Day와 R&D 모터쇼로 구성되어 

있음. R&D Tech Day에서는 공급사들의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고 (파워트레인과 

친환경 발명품 포함) 세미나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 R&D 모터쇼에서는 

각국 자동차들을 전시하여 참석자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 동 페스티벌은 

현대와 공급사들 간의 지속가능한 R&D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함. 

현대차는 이 페스티벌을 통해 더 많은 

공급사들이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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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폐차에 사용된 플라스틱, 고무, 유리의 재활용률 85%, 회수율 95%를 목표로 함. 또한, 폐차 처리와 

재활용에 투자하고,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함. 현재 파트너들과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휠 가드, 언더커버 및 기타 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함. 또한, 차량 시트의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폼을 재활용해 다른 부품의 재료를 만들고, 러기지 파티션 대량 생산에도 활용됨.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 향상을 위해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폐차장에 배포함.

현대차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달성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 

TF팀을 구성함. 현대차의 전략기획부서 내 

기후변화 담당팀은 주요 이슈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이를 기업 전략에 반영함.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과 국내외의 

배출권 거래제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음.

현대차는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사만 보호하기 

보다는 공정거래 문화 촉진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체의 win-win 전략을 추구함. 2014년, CEO

는 자발적 공정거래 준수 촉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새로운 임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준법․윤리 기업 

문화를 만들어 옴. 또한, 공정거래 준법 행동규범 

핸드북을 개정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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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스틸 (Tata Steel)

기업소개

타타스틸 그룹은 1907년 설립된 아시아의 첫 민간 

제철회사로 세계 10대 철강회사 중 하나이다. 현재 5대륙 

26여개 국가에서 약 8만여 임직원이 근무하며,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업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타타스틸과 지속가능발전목표

타타스틸은 가치 창출 및 기업 시민의식의 이행을 위해 

경제, 환경, 사회분야에 걸쳐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환경, 생물 다양성, 

에너지 등 다양한 비재무적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용수 소비 감소, 사회공헌 활동 증진 등을 도전 과제로 삼고 

있다.

타타스틸은 '마약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태국 정부와 함께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음. 또한, 타타스틸은 이동 

진료, 인플루엔자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태국 적십자사 같은 자선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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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스틸은 인도에서 도로 건설용 제강 슬래그 인증을 받은 첫번째 기업임. 특히 적법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LD슬래그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옴. 또한 제강 슬래그를 

국도 및 주(states)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시범적으로 제공해 옴. 타타스틸이 받은 품질검사필증에 

따르면, 중앙도로연구소(Central Road Research Institute)는 타타스틸의 LD슬래그를 고갈되어 가는 

천연 골재를 대체할만한 기술적으로 충분한 재료로서 추천함. 

타타스틸은 경영진 및 사원,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여성 직원으로 구성된 여성역량강화 부서(Women 

Empowerment Cell)를 구성함. 이들은 사내 여성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여직원에게 필요한 맞춤 교육을 기획하는 

역할을 함. 동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여직원들의 

교육과 직장 내에서 그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또한, 

성희롱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 대응을 위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출범함.

타타스틸은 산업 부산물 및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4년에 산업 부산물 관리부(Industrial 

Byproducts Management Divison)를 신설함. 

전반적인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에는 세광장에서 나오는 불량 석탄 및 

제강과 압연 과정에서 나오는 콜타르, 슬래그 

및 고철이 있음. 타타스틸은 폐기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강구함. 첫째, 제강 

슬래그로부터 금속 함유 물질을 추출함. 둘째, 

내부 소비용 자재로 재활용함. 셋째, LD 슬래그 

제품을 위한 시장 개척 및 활용방안 개발함. 

산화 마그네슘 및 석회의 원료가 되는 비금속 

제품은 소결 플랜트(Sinter Plant)와 용광로(Blast 

Furnace)에서 사용됨. 제강 과정에서 나온 고철 

및 혼합철은 용광로에서 사용되며 금속 함유 

부산물은 소결 플랜트에서 사용됨. 

타타스틸은 광산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질의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생명공학적 방법을 도입함. 일례로, 공공도로와 

마주하고 있는 밤바리(Bamebari) 망간 광산의 쓰레기 폐기장 

경사지는 척박하고 건조했으며 수킨다(Sukinda) 크롬 광산 또한 

경사지 안정화에 있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었음. 이에 인도 

카라그푸르 공과대학(IIT, Kharagpur)의 전문가들은 경사지 

안정화를 위해 평당 10,000미터에 달하는 베티버 다발(Vetiver 

bunchgrass)을 심는 생명공학적 방법을 제안하였고, 2013년 

6월 시험적으로 적용됨. 그 결과 두 광산 모두 척박하고 건조한 

지대에서 안정적인 녹색 지대로 변모함. 이 방법은 

2014-15년도에 조다 웨스트(Joda West) 망간 광산에도 

유사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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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Siemens AG) 

기업소개

지멘스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3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의 전기․전자 기업이다. 인프라, 

도시,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그리드 솔루션의 전력 생산, 송전, 분배 및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인 적용 분야부터 메디컬 영상과 임상실험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멘스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멘스는 ‘책임감, 탁월함, 혁신’ 이라는 지멘스의 

핵심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재무적인 

성과만으론 기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믿는다. 

'지멘스-기업에서 사회로(Siemens - Business to Society)'

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멘스의 프로젝트가 지역, 

국가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함으로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적 발전 등의 요소들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인다.

지멘스는 인도 내 열악한 지역에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 진료를 운영하고 있음. 이동 진료는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을 통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취약한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고객에게 기업의 제품,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기업에 있어서 신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시범 적용하는 기회가 됨. 인도 

Uttarakhand 주의 경우, 지난 6년간 800개 이상의 의료 

캠프를 설치하여 기계결함이나 고장 없이 6만여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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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는 평균 이하의 

학업 성취율을 보이거나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이민자 

출신 학생들을 위해 독일 견습생 

프로그램을 도입함.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기술과 취업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의욕 높은 직원을 

양성함.

지멘스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이는 30개의 교육 프로그램 및 3개의 체감형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 맞춤 교재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지멘스는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직원들의 학교 방문 장려 및 교사들과의 협력 등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함. 특히 이 프로그램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미래역량 개발을 돕기 위한 STEM 

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5,000개교, 학생 250만명이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음.

지멘스는 대만 TAIPEI 101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녹색빌딩이 되는 데에 기여함. 지멘스의 종합 빌딩 

솔루션은 TAIPEI 101이 LEED Platinum(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필요조건인 ‘건축물 평균 대비 

약 30% 높은 에너지 효율성 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됨. 지멘스는 Taipei 101에 종합건축물자동화,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적인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난방, 환기, 

냉방)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Taipei 101의 온도와 기후는 건축물 내 곳곳에 비치된 3,400개 이상의 

단자 컨트롤러로 제어되며 건물 내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6%의 에너지가 절약됨. 온도가 

낮아지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얼음을 생성, 저장하여 낮 시간대의 

냉방부하(Cooling-load)를 감소시킴. 이밖에도 정교한 풍량 조절 시스템, 지멘스의 건물 자동화 시스템,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사람이 없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조명시스템으로 통제되는 할로겐 램프, 

형광등, 그리고 3,800개의 에너지 절감 램프로 구성된 혁신적인 오스람의 조명 체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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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비 (ABB Ltd.)

기업소개

ABB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며, 전력, 

자동화기술, 로봇 공학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100여개 국가에서 13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화학, 식음료, 채광, 철도, 풍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하여, 유틸리티, 산업, 운송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BB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성은 ABB의 사업 전략 및 성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 환경 스튜어드십, 사회 

발전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2014

년부터 2020년까지 이행할 아홉 가지 지속가능성 목표를 

자체적으로 채택하였으며, 환경, 사회, 인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BB그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전력과 자동화 기술을 주력 부분으로 하고 있음. ABB

는 엔지니지어링을 전공하고 있는 전세계 학생들 중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나, 학업의 지속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현재 ABB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터키, 베트남 등 

12개 대학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음. ABB는 5년의 

장학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을 독려하고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멘토를 

지정해주고 있음. 또한 자사의 스위스 연구센터에 

장학생들을 초청하여 장학생들에게 기술 관련 

프레젠테이션 청취,  공장 견학,  타 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함. 그 외에도, ABB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에 직업 엔지니어링 여름학교를 개최하는 

등 전세계의 학생 및 대학을 후원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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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는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에 선구적인 기업임. 

2016년 4월, ABB는 이맥스 2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건축을 

선보였음. 이맥스 2는 최초의 회로 차단기와 합성회로가 결합한 

것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은 마이크로 그리드 건축을 

보다 간단하고, 비용 효과적이게 적용함. 또한, 보안향상, 

자동제어(PLC), 연결성, 통합 용이함 등의 특성을 융합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관리를 하나의 기기 만으로 가능하게 

함. ABB는 전세계적으로 30개의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널리 분포된 에너지 자원을 조직화하거나, 

기존의 전력원과 재생가능한 전력원을 통합하고, 그리드와의 

네트워킹, 자급자족 가능한 운영 등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 또한, 저압의 마이크로 그리드는 소형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통합하여 재생가능에너지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4메가와트까지 생성될 수 있게 함. 

ABB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extremely high), 높은 

수준(high), 중간 높은 수준(medium-high)인 설비시설들의 절대적 물 사용량을 25%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GWT(Global Water Tool)를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extremely high)에서 중간 높은 

수준(medium-high)의 범위에 있는 299개의 설비를 찾아냄. 이에 해당하는 곳이 설비 및 임직원 수의 50% 

정도를 차지했으나 여러 노력을 통해 2015년에는 해당 설비의 취수량이 ABB의 전세계적 물 취수의 33%

에 그치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음. 선정된 시설 중 많은 수가 이미 취수량을 줄이고, 용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어떤 시설들은 물을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다시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고안하는가 하면, 어떤 시설은 용수의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함. 예를 

들어, 2015년 ABB는 이탈리아의 Ossuccio 지역에서 제품 측정 시설에 쓰이는 냉각 시스템에 폐회로 방식을 

도입함. 냉각 시스템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소모되는데, 피드백이 없는 개회로 시스템에서 같은 물이 순환하는 

폐회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용수 사용이 30%까지 감소함.

ABB는 자동 급속충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기존 전기 버스 상용화의 장애물을 제거하였음. 

ABB 시스템의 평균 충전시간은 4~6분으로,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였음. 또한, 버스지붕과의 연결을 통해 

시스템이 기존의 버스노선과 통합될 수 있게 함.

또한, ABB는 2015년 소비자 전자 박람회에서 ABB-free@home이라는 음성 작동 기반의 스마트 홈 시스템을 

선 보인 바가 있음. 이 시스템은 조명, 냉난방, 블라인드, 현관문 등을 음성으로 자동제어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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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lett Packard(HP)

기업소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HP는 컴퓨터, 인터넷․

인트라넷 솔루션, 서비스, 통신제품 및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로는 노트북, 

프린터, PC, 모바일 기기, 계산기, 기업솔루션 등이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 모든 조직과 커뮤니티에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 이라는 

비전 아래 3D 프린팅, 몰입 경험(Immersive Experience), 

보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HP Labs을 운영한다. 

HP와 지속가능발전목표

HP는 2016년 환경, 사회, 도덕성의 3가지 분야와 관련해 

기업의 가치사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움. 파트너십, 스폰서십, 이니셔티브,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기업지배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두고 있다.

HP는 2014년 강제노동 및 노동 착취 

예방 원칙을 공급망의 필수요건으로 

확장 시행하고, ‘HP 공급망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표준(HP Supply 

Chain Foreign Migrant Worker 

Standard)’을 바탕으로 IT기업 중 

처음으로 공급업체에 외국인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청함으로써 임금 체불, 

여권 압류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함.

HP는 2014년 3D 프린터 기술과 컴퓨터 플랫폼을 

결합한 ‘HP 복합 현실 생태계(HP Blended Reality 

Ecosystem)’라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통해 경제 

순환과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기여함. 이 혁신적 기술은 

프로토타이핑 과정의 간소화와 제조 기간 감축, 

대량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킴. 또한, 저렴하고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개별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3D 프린팅은 일부 상품의 수명을 확장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제조 과정에서 재료의 사용을 

줄여 제품가치를 향상시킴.

HP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BBBEE) 

실천규약의 85% 이상(레벨 2) 준수를 달성함. HP 기업연구소를 설립하여 IT분야의 중소기업 발전을 돕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특히 HP는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남아공인들(HDSA, Historically Disadvantaged South Africans)을 적극 고용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IT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BBBEE 준수 기업으로부터 상당량의 조달을 보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