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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여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어 범지구적인 개발 과제로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은 지도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유엔,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 활동으로 SDGs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있겠지만, K-SDGs는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국형 발전목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그 동안 산업계를 표하여 K-SDGs 수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반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정부의 SDGs 이행 추진노력에 발맞춰, SDGs 달성을 위해 힘쓰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6년, 2017년 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2019’에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23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SDGs와 연계한 경영 비전, 핵심 전략 및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례집에는 SDGs 달성을 위한 30개 기업 및 기관의 CEO 지지 서약을 담아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s 행동 계획 및 기업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국내 민간부문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한편,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SDGs 연계 보고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SDGs를 통한 또 다른 시장 기회 및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활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행보와 활동을 여러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사례집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및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UN Climate Change Summit 2019’, 유엔총회기간의 ‘High-Level Political Forum 2019‘ 등에서 유엔, 각국 정부, 국내외 기업 및 

시민사회 표들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동건 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년 3월 26일





SDGs 지지 CEO 선언



SDGs 지지 선언 내용

1. 국민연금공단 [SDG 1, 8, 10, 11, 17]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빈곤층과 노후 취약계층에 한 연금제도 가입 지원 확 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연금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 하여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유 사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 등 고용의 질 개선,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건전한 경제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이 소재한 전북 지역의 기금운용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금융산업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거점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한국 연금제도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UN PRI 등 상호 협력에 기반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등 국민연금 

관련 국가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글로벌 선진 연금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공단은 SDGs 목표 이행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 두산중공업 [SDG 3, 4, 6, 7, 13]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두산중공업은 지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물, 기후변화행동, 양질의 교육, 건강과 

복지에 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기업이자 발전 플랜트 및 해수담수화 솔루션 분야 선두주자로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신흥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변화 응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물 부족 국가들의 수자원 공급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노력을 강화하고 지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선 순환적 성장발전 토 를 마련하는 한편 

베트남, 인도 등의 보건수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구의 보편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30년까지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UN SDG 6, 7, 13, 3, 4번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위 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3. 롯데㈜ [SDG 1-17]

롯데그룹은 전생애주기 관점의 가치창출 기업(Lifetime Value Creator)로서,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내재화 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SDGs 달성에 보다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자, SDGs 이행 방향성을 3가지 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한 보호, 친환경 가치 실현 및 국내외 롯데 비즈니스를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주 및 계열사를 포함한 전 

그룹 차원에서 SDGs 17개 분야에 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롯데그룹은 단순히 지속가능경영 성과 창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SDGs 가치를 실현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롯데그룹은 비즈니스 혁신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UN SDGs 성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 롯데홈쇼핑 [SDG 4, 8, 10, 12, 13]

롯데홈쇼핑은 2019년 새로운 UNGC의 회원사로서 앞으로 다음 목표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문화인프라 지원을 위한 ‘작은 도서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 동화책 제작 ‘Dream voice’, 경력단절여성 취업 

프로그램 등과 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SDG 4,8,10)을 지속적으로 확 하고, ‘Stop 미세먼지 Go 에코마켓’, 녹색매장, 친환경 물류 

도입 (SDG 12,13)을 통해 환경이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의 강화된 운영을 통해 

반부패와 상생의 가치도 강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된 무수한 파트너사(협력업체)와 UNGC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UNGC의 멤버로서 롯데홈쇼핑과 거래하는 

파트너사(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SDGs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데)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5. 아모레퍼시픽 [SDG 3, 5, 12]

아모레퍼시픽의 모든 여성과 아동에 한 ’20 by 20 Commitment’(2017-2020)는 2020년까지 여성 20만 명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경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아모레퍼시픽의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여성이 

희망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며 ‘A MORE Beautiful World’를 꿈꿉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예방 교육 지원과 더불어 유방암 등의 여성 암 검사, 저소득 여성의 암 수술, 수술 후 관리, 그리고 여성 암 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암 사망률 감소 및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9,000명의 여성에게 연간 

최소 35억원(308만 USD)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자립에 기여하고 성 평등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00명의 여성에게 

연간 최소 35억원(308만 USD)을 지원해 청소년의 전문 역량 지원, 여성 고용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돕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사업장 및 생산 현장이 위치한 전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그룹 차원에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강화하여 2020년까지 

신제품 40% 이상에  환경 및 사회 친화적 속성을 한 가지 이상 구현하고자 합니다.

6. 예금보험공사 [SDG 4, 10, 11]

예금보험공사는 2007년 UNGC에 참여를 시작한 이후 UNGC의 10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SDGs no.4 및 no.10 이행을 위해 금융취약계층 교육을 확 하는 한편,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 및 노인 맞춤형 

예금보호제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SDGs no.11 이행을 위해 저축은행 부실화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가 관리·보유하고 있는 PF사업장을 매각 전까지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유한킴벌리 [SDGs 5, 8, 11, 13, 15]

유한킴벌리(제조업, 한국)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지지하며,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유한킴벌리는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의 증진에 힘쓰며,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인권 신장과 더 나아가 미래 

여성리더를 성장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984년부터 실천해오고 있는 숲 환경 보호 캠페인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통해 

한반도와 지역 국가에 건강한 숲을 조성함으로써 산림 탄소상쇄 기능향상, 사막화 방지, 기후변화 처에 앞장 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8. 삼덕통상 [SDG 1, 3, 4, 9]

삼덕통상은 17개의 UN SDGs달성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삼덕통상은 ‘사람이 기업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으며, 사내 신발 학 정규학위 과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내 학점이수제, 

일학습병행제 및 다양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평생학습기회 증진,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덕통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및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 지원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빈곤 종식 및 건강한 삶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SDG 1-17]

서울특별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서울형으로 재해석하여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했습니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인구 천만 도시 서울의 특수성을 담아 도출한 17개 목표와 9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의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정책이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모여, 지속가능한 서울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가능하게 한 여러 아이디어는 시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를 불러 토론하고, 그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소통 역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적극 

지원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10. 성남도시개발공사 [SDG 5, 8, 11]

성남도시개발공사(SDC)는 국제사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의 일원으로 공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  부문 10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SDGs 5,8,11] 성 평등을 준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에 한 차별을 배제하고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로 개선하여 행복한 근로 문화로 확산 

시키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장려로 지역경제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 및 거주지 조성으로 균형 잡힌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1. 한국공항공사 [SDG 4, 8, 11, 13]

한국공항공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함으로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겠습니다.

①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아동 야간돌봄교실,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조종인력양성, 

개발도상국 상 해외파견교육 등 항공 인재 육성 사업을 확  추진하겠습니다.(SDGs 4)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신규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판로확  

지원 등 공사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SDGs 8)

③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영향 받는 공항 인근 지역의 폭염 비책 마련, 

어린이 안전시설과 녹지공간 조성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SDGs 11)

④ 환경 친화적인 공항 운영으로 기후변화 응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탄소배출 감축, 기질 개선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응을 넘어 적응 책을 이행하며 환경경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SDGs 13)

앞으로도 한국공항공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현재와 다음 세 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동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1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SDG 8, 13]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상기후산업의 예비 창업자, 기상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SDGs의 8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선진 기상장비를 도입하여 기상정보가 중단 없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상관측망을 운영·개선을 통해 SDGs의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응’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 진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SDGs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산업 혁신성장과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3. 한국중부발전 [SDG 7, 8, 13]

한국중부발전은 노후화력발전소에 세계최고의 환경설비를 적용하여 2025년까지 2015년 배출량 비 약 80%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벤처,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 한국수력원자력 [SDG 7, 8, 9, 11, 15, 16]

지지하는 SDG 및 이행을 위한 Action Plan

① SDG 7: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수력·양수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공급하여 국가에너지 수급안정에 이바지

② SDG 8: 국내 최  발전회사로서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형평적 채용, 정규직 전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SDG 9: 안전 최우선 원전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난 응체계 고도화, 설비품질 제고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노력 전개

④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구축을 위해 원전 사업장 주변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 및 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⑤ SDG 15: 기후변화 응 로드맵(‘16~’2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외협력 등 기후 변화 이슈에 

한 세부과제 지속 이행

⑥ SDG 16: 책임 있고 공정한 제도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과 윤리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반부패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부패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15. 한국수자원공사 [SDG 6, 7, 9, 11, 13, 17]

K-water는 지난 50년동안 가뭄, 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K-water는 우리나라 표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시 적 가치와 국민의 

기 에 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로 물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홍수, 가뭄, 수질악화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질·수생태 건강성 증진 등 물환경 개선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함 없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나눔 서비스에 힘쓰겠습니다. 댐·저수지 연계 운영, 체 수자원 개발 및 과학적 물관리를 통해 

지역간 차별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물과 에너지, 도시를 연계한 융합 서비스로 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물 관련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아시아물위원회(AWC)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K-water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공유로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물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로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 한국임업진흥원 [SDG 4, 8, 13, 15]

[임업인 맞춤형 역량 강화] 

예비 임업인, 현장임업인, 전문임업인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교육을 통해 임가 소득 4,500만원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분야 

미래 전문가양성을 위한 취·창업 정보제공 및 해외산림인턴 지원 체계 고도화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SDG 4)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산림일자리발전소, 산림형 사회적 기업 창업·육성, 산촌마을 활성화, 산림분야 기술보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림 산업 전 

영역에 한 지원으로 2022년까지 5,393개의 양질의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SDG 8)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산림 탄소 활용]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통해 산림 탄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 하겠습니다.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탄소 

ZERO 평창동계올림픽 환경적 개최’ 성공사례 공유·확산, 국민 참여형 산림탄소상쇄숲 체험 확  등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응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SDG 13)

[산림자원 보호·육성] 

한국산림인증제도-국제산림인증제도(PEFC) 간 상호인정 체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해외 산림 시장 선도를 목표로 2024년까지 해외조림지 조성 면적을 485,007ha로 확 하겠습니다. 

(SDG 15)

17. 한국토지주택공사 [SDG 11]

LH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조성’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임 주택 공급 확 , 도시재생 뉴딜, 균형발전 강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SDGs의 

11번째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LH는 2027년까지 주거복지 지원가구 340만 및 도시·경제기반조성 

245㎢ 등의 전사적 경영목표를 세우고 국민이 행복한 미래 국토가치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 주택 112만호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LH는 국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SDGs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및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8. 한전KDN [SDG 7, 13] 

한전KDN(전력ICT, 한민국)은 UN이 파리기후협약에 처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부의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는 ICT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 에 부응하는 혁신형 

ICT 신기술 개발로 전력산업 효율화에 기여하고 B.E.S.T (혁신, 전문성, 사회적가치, 협력)를 기반으로 미래에너지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 

입니다. 이처럼 한전KDN은 2030년까지 SDGs의 목표7(지속가능한 현 적 에너지 접근 보장), 13(기후변화 응)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9. 해양환경공단 [SDG 13, 14]

해양환경공단(KOEM)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공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에 한 SDGs의 13, 14번째 목표에 지지를 선언합니다. 공단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법정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에 해 각 종별로 다양한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동물이 생태계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3년까지 35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기후체제 응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 BGF(주) [SDG 16, 17]

BGF는 유통, 물류 등 그룹 내 역량과 인프라 기반의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활동은 실종에 따른 2차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BGF는 

정부와의 민관협력은 물론 기업,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21. BGF리테일 [SDG 4, 8, 15]

BGF리테일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가맹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중소협력사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Paperless캠페인을 통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SDG 15), 베트남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교육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도서관 사업(SDG 4)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 CJ대한통운 [SDG 1, 8, 13, 17]

CJ 한통운은 2015년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가장 중요한 공통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버택배'는 CJ 한통운의 표적인 공유가치창출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J 한통운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방향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 DGB금융그룹 [SDG 4, 10, 12, 15] 

DGB금융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며,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은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글로벌 목표입니다. DGB금융그룹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서약 합니다.



24. GS칼텍스 [SDG 1, 2, 4, 5, 7, 8, 11, 12, 13]

GS칼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UN Global Compact 10  원칙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인류의 평화로운 공생과 발전을 위해 GS칼텍스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  목표를 

지지합니다. 

GS칼텍스는 정유·화학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Goal 13)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Goal 12)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Goal 7)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GS칼텍스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여러 활동(Goal 11)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결식 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Goal 1,2)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프로그램(마음톡톡)과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에 기여(Goal 4)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속적인 이윤추구 활동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협력사 상생경영활동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모색(Goal 8)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남녀 차별 없는 채용/평가/보상/승진 

체계를 운영(Goal 5)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위 내용 이외에도 사회적 요구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 KEB하나은행 [SDG 5, 8, 13]

KEB하나은행은 금융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 5, 8, 13을 2019년도 핵심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로서 그룹의 국공립&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SDG 5(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1,500억원을 투자하여 총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10곳과 

국공립어린이집 90곳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혁신기업 및 소셜벤처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SDG8(양질의 일자리 확 )

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파워온임팩트」를 시작, 2019년도 

현재 2기 사업을 준비 중이며, 사회적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하나파워온챌린지」를 통해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UNEP FI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의 글로벌 28개 은행 중 하나로 선발되어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Banking) 제정사업에 Core Group으로 참여하는 등 기후변화에 응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SDG13(기후변화 응)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6. KOTRA [SDG 4, 10] 

KOTRA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류의 미래와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기업 활동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 및 사업 활동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SDGs)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KOTRA는 이미 

기술학교와 같은 글로벌 CSR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취약국가의 역량강화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DGs 4) 이와 더불어, 

산업/무역/투자 KSP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DGs 10) 

KOTRA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유엔이 제시한 SDGs를 지지합니다.



27. KT [SDG 3, 4, 8, 11, 17]

KT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지구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SDGs는 KT뿐만 아니라, KT 그룹사 전체의 전반적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각 그룹사의 업(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UN SDGs의 목표에 매칭되어 있으며, 그룹사 간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UN SDGs-KT 그룹 사회공헌 이행 사례 : 03 보건 증진-KT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 KT 소리찾기, 

04 교육의 질 보장-KT 그룹 드림스쿨, KT그룹 IT 서포터즈, KT꿈품센터, 08 경제성장과 일자리, 11 지속가능한 도시, 17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KT그룹 기가스토리)

28. LG전자 [SDG 3, 7, 8, 11, 12] 

LG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에 한 원칙을 검토 및 재정립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영향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LG전자는 ‘따뜻한 기술,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발전시켜 전세계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LG전자는 SDGs 및 세부목표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특성과 목표, 미래의 도전과제 및 기회 등의 전반적인 경영 조건을 

고려한 LG전자의 자체 CSR 목표와 SDGs를 연계했습니다. 그 결과 9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 기업의 목표와 사업, 그리고 핵심 

역량과 깊이 관련됨을 확인했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는 이처럼 우리 기업의 사업 및 핵심 

역량과 연관성이 높은 목표들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러한 가치 있는 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 MYSC [SDG 8, 13, 17]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엠와이소셜컴퍼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과 필요한 사회변화를 지지하는 1% for the planet 이나 RE100 에 참여할 뿐 아니라 임팩트투자자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소셜벤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 및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해결하는 

임팩트 펀드의 조성 또한 포함됩니다.

30. NH투자증권 [SDG 4, 8, 9, 10, 12, 16]

NH투자증권은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인류가 직면한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 활동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목표 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 의 복지를 증진한다.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 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목표 9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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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UNGC 가입일: 2016년 6월 24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CJ 한통운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J 한통운은 기존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SDGs를 달성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CJ 한통운은 거점 간 연계수송을 활용하여 운송경로 최적화, 량수송, 복합일관수송, 

공동물류 등으로 차량 운행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고연비 선택적 환원 촉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방식 화물차량의 구입 및 차량의 형화, 전동자전거 및 전동사륜차를 활용한 그린택배서비스, 

항만크레인 에너지원 전기식 전환, 물류센터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물류 IT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차량관제와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운행경로 최적화, 통합배차, 복화율 향상을 이루어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화물의 통합 물량 분석을 통해 도로운송에 사용되는 철도·선박 등을 에너지 고효율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실버택배’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 가치 창출 

모델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배송원이 아파트 및 주택 등 주거 집 지역 내 구축한 

배송거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1㎞ 이내 인근 지역에 제품을 배송하는 

모델입니다. CJ 한통운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 배송장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물류를 확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FSG가 개최한 Shared Value Leadership Summit에서 ‘실버택배’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회담에는 경영학의 가인 마이클포터 하버드  교수,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 앨런 머레이 타임 (Time)지 편집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유가치창출 사업과 방향에 해 논의하였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물류 기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버택배

녹색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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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조성사업 

2016년부터 CJ 한통운은 지역주민과 함께 한강시민공원 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에는 매년 CJ 한통운 임직원 및 가족, 장애인, 비장애인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숲 조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200kg의 이산화탄소와 135.3kg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분진 및 

소음을 흡수하여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정화를 위한 실천, ‘DIY공기청정기’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소외계층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DIY공기청정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만든 ‘DIY공기청정기’는 

폐기 시 부품의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전기료가 약 500원(1일 8시간)에 불과하여 전기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임직원이 

제작한 공기청정기는 소외계층 이용기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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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캠페인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 안전보호 강화와 사고발생률 경감을 위해 사업장 주변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노인종합복지관 지원

CJ 한통운은 정기적으로 임직원-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년 임직원과 지역민 100여 명이 함께 

김장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서울 중구 내 150여 세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주요사업지역에서 김장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성 지원

2012년부터 CJ 한통운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독립연 ’

와 협력하여 휠체어 세척 및 수리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본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18 서울시 사회공헌 상'에서  '복지분야 우수 기업사회공헌 부문'에 선정되어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 지원

CJ 한통운은 지역사회 내 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은 그룹 온라인 기부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 정기 기부에 

참여하여 전국 소외아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동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소아암 아동을 위한 컬러링북 지원사업,  당사 스포츠이벤트(모터스포츠, 골프 회) 

초청프로그램, 사업장과 연계한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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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CJ제일제당은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립한 

CJ제일제당만의 CSV를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3년 CJ그룹의 CSV 선언에 따라 

CJ제일제당은 기존의 사회가치 경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CJ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당사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는데 CSV를 가장 

기본적인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준법경영,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 Compliance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 및 ‘건강 및 웰빙’ 등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UNGC 가입일: 201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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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 아미노산으로 세상을 바꾸다 ] 

CJ제일제당의 아미노산의 핵심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 식량, 바이오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2016년 국내 

기업 최초로 UN의 SDGs 우수개발협력모델 및 SDGs 2번과 17번 

목표에 한 SMART 인증을 받았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SDGs 이행 노력

CJ제일제당은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서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회가치경영을 통해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치사슬 내에서 

비즈니스 핵심 전략과 SDGs를 연계한 CSV 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사회적 이슈의 해결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CJ제일제당은 지속적인 이행 노력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과제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거듭한 CJ제일제당의 BIO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인간을 비롯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요소입니다. 

CJ제일제당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전 세계의 육류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의 단백질 보충용 원료인 곡물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을 

식량안보 위기와 축산업의 존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단백질을 

체 및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사료용 아미노산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미생물 발효기술 확보하여 세계 최초로 5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 쓰레오닌, 메치오닌, 라이신, 발린)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을 기반하여 자연의 원재료로 메치오닌을 생산 및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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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상생 생태계 조성 ]

CJ제일제당은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전사 차원에서 관리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이 곧 당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중소기업을 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지원과 더불어 

당사 표 상생발전 프로그램인 즐거운동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였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시 비료로 활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CJ제일제당은 세계 식품 및 축산업과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라이신(L-Lysine HCI) 1톤은 33톤 규모의 두박(기름을 짜고 나온 콩의 부산물)을 절약할 

수 있어 전세계 라이신 사용량(2015년 기준 220만 톤)으로 보면 연간 7,300만 톤의 두박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 경작지를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의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 

인류 기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언제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공법 신 발효공법을 기반 및 자연의 

원재료로 생산하며 나아가 원재료의 재활용( 짚, 옥수수 , 사탕수수 찌꺼기 등)으로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소비단계에서는 사료용 아미노산의 활용을 통해 

가축의 질소배설물을 줄일 수 있게 도와 약 20~30%의 질소 배설물 감소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아시아 지역의 선도 바이오 기업으로서 ‘지구 경작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아해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 개발협력’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시아 지역의 각국 정부와 사업적·기술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진 축산문화를 확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아시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기술 개발과 

R&D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및 식량 생산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즐거운동행 ‘미정’

CJ제일제당은 한민국의 건강한 식품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쟁력 있는 협력사을 

발굴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 자금, 역량, 판로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인 ‘즐거운동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당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매출을 확 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동행 플랫폼으로 성장한 ‘미정’은 면류, 떡류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입니다.

즐거운동행을 통하여 기존의 저가형 떡류 제품을 탈피한 신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소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점유 및 신 매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정’은 중소기업과 

기업의 상생모델 성공사례로, 현재는 협력사 자체브랜딩 지원까지 진행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협력중소기업의 매출 증 와 더불어, 사업확장에 따라 

내일채움공제1 제도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중 장기재직이 필요한 핵심인력 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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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가정 반찬 지원 - 찬찬찬 프로젝트 

미혼 한부모 가정에 한 국내 연구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소득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업과 

연계하여 가장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합니다. 이에 2018년 CJ나눔재단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CJ헬로드림을 론칭하였으며, 당사는 사회공헌 원칙인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찬찬찬 프로젝트’를 기획·시행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자사 제품을 활용해 반찬을 만들어 미혼 

한부모 가정에 전달하는 프로젝트로, 메뉴 선정 시 당사 소속 셰프들이 보관 용이성 및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등 회사의 역량을 활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당 100명의 미혼 한부모에 반찬 2종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 CJ나눔재단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하며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본 프로젝트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더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반찬 메뉴를 다양화하고 수혜 지역을 확 하는 등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팜유조달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 국민 건강식생활 증진 ]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와의 상생’이라는 핵심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국민 

건강식생활 증진’, ‘지역사회의 환경 생태계 보존’ 그리고 ‘청소년 

꿈 실현’을 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식품안전과 영양이라는 당사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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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UNGC 가입일: 2006년 7월 18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DGB금융그룹은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과 

‘미래를 함께하는 Best Partner’라는 그룹 비전을 실현하고자 

그룹 경영방침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연계하여 5  전략방향 

및 10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DGB금융그룹은 10  전략과제 별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목표수립 및 성과지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이행 현황

DGB금융그룹은 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환경·사회 활동의 영향 및 

성과에 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룹 지속가능경영의 발전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는 DGB금융지주 상무(DGB

경영연구소장)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해 DGB금융그룹의 경제·환경·사회 이슈와 

관련된 영향과 기회,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4개 부문의 

실무협의회(지속가능금융, 윤리기업문화, 사회공헌, 환경경영 

협의회)를 통해 세부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 사항에 

해서는 협의회 의장의 검토 후 최고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되며 위원장(DGB금융그룹 회장)이 

최종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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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 5대 전략 기회(주요이슈)

미래전략경영

Future-oriented Strategic 

Management

- 금융의 디지털화

- 글로벌 저성장 지속 및 금융경제 위기 응

- 비금융권 경쟁사 등장

- 경제성과

- 기업에 한 투명성 및 윤리경영 요구 증

고객만족경영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 개인정보 보호

- IT 보안강화, 금융사고. 범죄 예방 요구 증

- 고객요구 다양화 응

- 금융서비스에 한 접근성 개선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책임 강화

조직역량강화

Enhancement of 

Organizational Competence

- 인재확보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 증

- 임직원 다양성 존중 및 평등한 기회 제공

- 고용

- 임직원 만족도 향상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 금융규제 변화 응

- 법규 준수 및 경쟁저해행위 금지

- 반부패

- 인권보호 책임 및 인권영향 관리 평가

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 업의 특화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 이해관계자 참여

2. SDGs 전략 및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글로벌 목표입니다. DGB금융그룹은 SDGs가

추구하는 목표를 지지하며, 금융기관으로서 SDGs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 5  전략과 SDGs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보고를 지속해나갈 것 입니다.

OUR APPROACH TO SDG 4

교육은 개인의 발전 및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 경제성장 등 지역과 사회 발전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DGB금융그룹은 2003년부터 사회공헌사업의 주요 테마 중 하나로 교육·

장학사업을 선정 및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종합사회복지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재단 산하 ‘DGB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센터 내 ‘With-U 금융교육봉사단’은 임직원 및 지역 학생으로 구성되어 매년 지역민들을 

위한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용돈 및 학습지원과 문화체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DGB금융경제교육사업단은 금융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금융캠프, 금융아카데미, 주말금융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수(16~17년) 

35,6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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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MPACT

DGB금융그룹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은 물론 초·중·고· 학생까지 지역사회의 

미래세 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금융, 경제교육 프로그램, 현장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경제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TO SDG 10

국내 다문화가정은 전체 인구의 약 4%인 90만 명에 이르며, 2020년에는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DGB가나다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GB 가치를 나누는 다문화 금융교실은 지역 내 다문화 가족에게 금융경제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체적 경제활동으로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가족사진 촬영, 

아쿠아리움 관람, 시장교육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OUR IMPACT

DGB금융그룹은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미래와 밝은 꿈을 응원합니다. DGB파랑새 

다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DGB가나다 금융교실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은 

다문화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TO SDG 12

구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조성된 이후 장기간 집단적인 화학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악취와 기오염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이러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6년 7월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녹색금융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환경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출금리를 1.0~2.0% 우 하는 녹색금융 우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00억 원 규모의 녹색금융 우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지역 현안이 되었던 

구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환경경영 우수 기업에 우선 적용되어 지역기업이 환경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DGB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을 고려한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UR IMPACT

DGB금융그룹의 녹색금융 우 펀드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지역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SDGs에서 추구하는 책임있는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생산과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미래세 에게 건강한 삶과 

환경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기업과 지역환경을 살리는 

녹색금융 우대펀드 운영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9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CEO 수자원관리 책무 The CEO Water Mandate 

- 2010년부터 수자원 관리현황 보고

과학기반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 2018년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행에 서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nance Initiative (UNEP FI) 

- 2006년 가입 이후 매년 참여 활동 중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 2007년부터 매년 서명기관으로 참여(총 6회 우수기업 선정)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금융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 2018년부터 TCFD 멤버로 참여 활동 중

책임은행원칙 UNEP Finance Initiative-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B)

- 2018년부터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으로 참여 활동 중

OUR APPROACH TO SDG 15

육상 생태계의 파괴는 기후변화 등을 초래하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산림훼손,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육상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문제들은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이러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지역사회 내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봄철 나무심기 및 골목길 가꾸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퇴치 사업,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하천인 신천정비사업을 비롯해 2017년 총 4,292명의 

임직원이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토이자 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울릉도의 환경보전 및 멸종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울릉도 섬말나리 동산 복원 등의 프로그램은 

임직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몽골 뭉근머리트 지역에 사막화 방지숲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6만여 그루의 소나무와 낙엽송, 비슬나무를 식재했으며, 2012년~2013에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비타민나무 5,000여 그루를 식재하고, 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숲을 사후관리 중 입니다.

OUR IMPACT

DGB금융그룹의 지역사회 환경정화사업, 울릉도 섬말나리 생태복원 사업, 몽골 사막화 방지 

숲 조성 등은 육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인간의 삶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SDGs의 15번째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품 개발,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SDGs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글로벌 환경보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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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인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선언함으로써 

시 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KEB하나은행은 지속가능경영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믿고, 

국제사회 윤리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  분야 

10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UNGC 가입일: 2007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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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고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문제 응에 동참하며,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일자리 창출 등 양성평등 실천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을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3년간 1,500억원 규모로 국공립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총 100개 설립·운영 추진으로 보육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룹의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방향 및 보육사업 

추진에 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018년 6월 5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ㆍ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차로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앞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 및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총 29개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관협력 모범이 되는 새로운 인프라 창출을 목표로 2차 신청 및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2018년 7월 16일 근로복지공단과 체결하고, 

청라,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어려워 보육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 및 경력단절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민간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출자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금 확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상으로 취업역량을 향상 시키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젝트인 “해봄’에 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SIB투자는 정부와 민간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익모델까지 구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사업모델을 시도하게 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은 

증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SIB투자사업 

부문을 선도하고,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SIB에 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증 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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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하나 파워온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중인 청년 디자이너와 디자인 역량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를 연결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한편, 창업 

교육부터 아이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 지원까지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파워온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의 기업을 통해 122명의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매출도 1년사이 약 2배가 신장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기존의 복지혜택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이슈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섹터의 기관들이 모여 각자의 역량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하나 파워온 임팩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7개의 사회혁신기업이 참여하여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별 고용확 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정부기관, 기업, 당사자 등) 네트워크 결성, 발달장애인 

고용확 를 위한 포용적 근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2기에서는 9개의 

사회혁신기업과 함께 발달장애인 강점 기반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였습니다.  47명의 발달장애인이 인턴을 통해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였으며, 19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KEB하나은행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자 수년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경영과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 

금융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아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2016,2017)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하는 등 친환경 금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2도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5년과 2040년 배출량 달성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18년도 기준, 2025년 목표 비 57%, 2040년 목표 비 21%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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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는 KEB하나은행(본점)에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ISO14001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본점 근무직원들을 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은행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이면지 활용, 개인컵 사용, 점심시간 점등, 퇴근시 멀티탭 

끄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부서별 실천방안을 도출하였으며, 2019년도 

중 각 부서별 자율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환경방침” 실천을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에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응할 수 있는 조직의 회복력

(Resilence)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UNEP FI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섹터)의 글로벌 28개 금융기관 중 하나로 선발되어 

책임은행원칙(Responsible Banking Principle) 제정 사업에 Core Group으로 참여하는 등 

기후변화에 처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능동적으로 응함으로써 UN지속가능목표 

SDG13(기후변화 응)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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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NGC 가입일: 2007년 8월 30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OTRA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류의 미래와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기업 활동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UN SDGs를 내재화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선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경영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한 기 가 

높아짐에 따라, KOTRA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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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와 연계한 KOTRA 주요 활동 현황 

SDGs 영향 및 가치 주요 프로그램

신흥국, 저개발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KOTRA는 SDGs 이행과 연계하여 

시장과 현지의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구호 물품 전달 및 구호 성금 기부

   (해외무역관별 구호 물품 및 성금기부)

- 민간개발원조(PDA) 추진

   (글로벌 CSR 사업 발굴 및 시행)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연령 의 사람들을 위한 복지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KOTRA는 의료관련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개발도상국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약자, 아동 상 의료 활동

   (중국-자폐아 상 무료 건강 검진 등)

- 의료 물품 기부(혈당측정기, 염소소독기 및 소독

   약품, 항생제, 먼지마스크, 시니어 제품, 시각/청

   각 장애인 혁신 제품 등)

양질의 교육은 사람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상시키는 

기초입니다. KOTR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및 취약

국가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증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수출학교 운영

- 다문화무역인 육성사업

- 기술학교 운영

실업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취업 기회를 제공

하고 동일 노동에 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취업 지원 프로세스

- 취업스쿨/캠프/박람회

- 인도네시아 OVOP(One Village One Product) 

   사업

- 몽골 캐시미어 사업

- 네팔 유기농 커피사업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은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다각화하고 제품 가치를 증 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시험 인정/제품 생산/공공 서비스 분야의 운영 

   경험과 유휴장비 무상 이전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사회/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KOTRA는 산업/무역/투자 KSP사

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무역/투자 KSP 사업

SDG를 성곡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KOTRA는 각국의 정책과 

리더십을 존중하며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기술 및 재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MYANTRA 후속 사업

- 통상 연계 경제협력 사업

2. SDGs 전략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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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국내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별 수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여 글로벌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해왔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고도화하여 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K-Move Center는 취업 준비, 채용 과정, 취업 후 관리까지 일관된 글로벌 취업지원을 위한 

KOTRA의 one stop 해외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51개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지역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신규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직자들의 일자리 선택폭을 

세계무 로 넓혔습니다. 나아가 취업정보 및 현지정보 온라인 DB구축, 온∙오프라인 멘토링, 해외 

취업자간 교류 네트워크 조성 등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KOTRA는 유관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협업 사업을 통해 국내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 해왔습니다. 외교부, 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일자리 전’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해외취업 

붐을 조성하였고,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KOTRA는 고용 유망 분야에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가와 

외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외투기업채용지원팀을 신설하여 외투기업 맞춤형 채용을 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및 외국인투자주간과 연계한 취업상담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국내 인재들과 외투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KOTRA는 2017년 기준 국내 일자리 15,088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외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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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글로벌 CSR 활동

KOTRA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글로벌 CSR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내기업 및 

해외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인력 육성 지원으로 신흥국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글로벌 CSR 사업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수출 환경에 응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한국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여 현지의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발전을 도왔습니다. 

베트남 유비쿼터스 기반 교육환경 개선학교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교육관계자 상으로 

e-Learning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수함으로써 현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몽골 

캐시미어 사업에서는 한국의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지의 사업가들을 연결하여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협업 체계를 확 하였고, 몽골산 캐시미어 상품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네팔 굴미지역에서는 현지 생산협동조합에 현 식 커피 재배 및 포장 

기술을 전수하여 커피 재배 생산성 증 와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상생협력형 개발협력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경제협력국가의 산업·무역·

투자 분야에 한 정책 자문 및 민관협력 사업 지원으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입니다. KSP사업의 정책자문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관세, 비관세, 행정관행 등의 진출 장벽을 해소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KOTRA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정부에게 무역진흥센터 건립·운영지식을 

전수하여 러시아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벨류체인 진입을 도왔습니다. 쿠바 산업부에는 

외투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조언하여 현지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와 

양국간의 교류 확 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칠레 보건부에는 원격의료 부문 역량강화 

노하우를 공유하여 해당국의 부족한 의료 인력과 예산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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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GC 가입일: 2008년 5월 9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KT는 ‘ICT를 기반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공헌 

영역까지 기업 미션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iGA 인프라와 ICT 기술 등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사람, 사회, 

문화 3  측면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는 책임 있는 글로벌 통신기업으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으로 활동하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T가 전개하고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의 혁신적인 활동과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탄소공개 프로젝트(CDP) 등에서 다년간 최고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통신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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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사례로 KT는 ICT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Goal 3 보건 

증진을 이행하는 데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CEO는 2016년 6월 UNGC Leaders Summit 2016에서 ‘ICT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9월에는 UNGC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KT는 본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위험 국가에 

방문한 국민에게 SMS로 감염병 위험 증상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GEPP1  프로젝트는 2017 ‘G20 Multi Stakeholder Conference’에서 소개 되었으며, 

2017년 ‘B20 Health Initiative Policy Paper’에 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 GEPP(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2. SDGs 전략 및 사례 

글로벌 감영병 확산 방지

이 뿐만 아니라 KT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2018년 1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한 ERA(감염병 비체계 강화, Epidemic Readiness 

Accelerator) 세션에서 전 세계가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GEPP의 글로벌 확산 비전에 해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2018~2019, 2년 연속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KT는 올해 ‘Trustworthy 

Data’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GEPP 국가런칭의 성과를 공유하고 KT 기술 기반 공공보건 

분야의 기여 방안에 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GEPP의 비전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T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의 또 다른 선도적인 사례로는 ITU BBCom(ITU Broadband 

Commission)에서 출범 된 감염병 응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pidemic Preparedness)이 

있습니다. 워킹그룹(GSMA, ITU, Intel, Ericsson 등)의 운영 결과, ITU BBCom 총회에서 

ICT의 감염병 응을 위한 워킹그룹 보고서(Preventing the Spread of Epidemics Using 

ICT)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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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 사례

그 외에도 KT는 국내의 성공적인 GEPP구축 사례를 해외에 확산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GEPP 프로젝트의 첫 글로벌 진출로는 케냐에서의 GEPP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KT-사파리콤간 MOU체결 이후, 작년 12월에 케냐 정부(보건부, 정통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GEPP 착공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가나 보건청(Ghana Health Service)과 MOU 체결을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강화를 위한 GEPP 구축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가나 보건청과의 MOU 체결은 

국가 보건 기관과 맺은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T는 GEPP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주요국가에 협력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GEPP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KT의 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기가 스토리는 KT의 핵심역량인 ICT를 활용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GiGA 네트워크의 속도와 ICT 

솔루션의 융합을 통해 도서산간 지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의 첫 글로벌 사례로는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고 열악한 IT환경을 갖춘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 섬에 KT는 방글라데시 정부, IOM(국제이주기구), KOICA(한국 국제 

협력기구) 등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CT 서비스와 기술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승인한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는 2017년 4월 방글라데시의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의 공식 선언과 함께 런칭 되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1년까지 절  빈곤을 퇴치하고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운 국가 발전 전략인 ‘디지털 방글라데시 2021’에도 부합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모헤시칼리에는 학교와 보건소와 같은 많은 공공 기관이 있지만 

교사나 의사 수가 적고, 역량 부족으로 심화 학습과 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KT는 모헤시칼리 섬 3개 유니온, 25개 공공기관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여 

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섬 내 빈곤과 교육 부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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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세계경제포럼(ERA-Epidemic Readiness Accelerator, Data Innovation)

ITU-UNESCO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내 감염병 확산방지 워킹그룹 리딩(2018.9월)

원격 교육

- 현지 NGO 단체인 ‘Jaago’ 재단과 협력하여 10개 초등학교에 

화상교육 제공

- 영어 학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교사용 포털 등)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현지 보건 클리닉 연결 및 데이터 공유 

- 질병 진단을 위해 모바일 건강 검진 기기 활용

[예: 'Sonon'(모바일 초음파 기기), 'myCheck'(혈액 분석기)]

IT정보 교육

- IT 수업을 위한 IT 교육 공간 마련

- 정부 주도 컴퓨터 교육 진행 및 직업 역량 강화 수업 

전자 상거래

- KOICA와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 프로그램인 AICC(Agri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및 IPM (Integrated Pest/

Crop Management) 활성화

‘Global GiGA Island’ 프로젝트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공공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섬 마을 주민들이 ICT를 활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UN SDGs의 

17개 중 목표 17: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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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UNGC 가입일: 2009년 12월 29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G전자는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여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LG전자는

중장기 관점의 3  지향점 및 9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대 지향점 추진 과제 / 관련 SDGs 세부 추진목표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지능형 생활 환경 구축 -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 하여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지능형 연결(Intelligent Connectivity)을 구축하고 

제품/서비스에 공감 가치를 더하여 더 나은 삶의 환경 조성)

고객의 건강한 삶 추구 -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여 고객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 (사회/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기술 결합

(Hardware, Software, AI, 5G)으로 고객 맞춤형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장)

그린 비즈니스 -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인류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사업-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탄소 중립(Zero Carbon) 추구 -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비 15만톤 감축(누적 감축량 100만톤)

(~2020)

제품의 환경영향 저감 - 2030년까지 자체 친환경 제품 평가에 의한 Green 3 Star 등급 제품 비중 80% 달성 

(개발Project 수 기준)

* 2017년 현재 Green 3 star 등급 제품비중: 45%

자원순환 촉진 - 생산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95% 달성(~2030)

- 2030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만톤 달성(2006년 이후)

* 2017년 현재 누적 회수량: 205만톤

더 나은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 책임있는 광물사용 인증 제련소(RMAP conformant) 100% 사용(~2021)

- 모든 1차 협력회사 CSR 리스크 점검 및 2,3차 협력회사로 확 (~2020)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 - 제조업 분야 최고 수준(독립적 단계)의 안전문화 정착(~2030)

- 전 생산사업장 상 CSR 자가진단 상 저위험군(low risk) 100% 달성(~2020)

-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공헌 확 -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활용, 사회적 이슈 해결(누적 수혜자 30만명)(~2030)

-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성장과 자립 기반을 지원

(누적 수혜자 10만명)(~2030)

- 자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국가에서 임직원 봉사 활동(~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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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LG전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고객가치 제공을 목표로 전사 저탄소 그린 경영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 경영 전략은 생산단계 온실가스 감축, 사용단계 에너지 

효율화 향상, 사업 전 부문으로의 온실가스감축 확  및 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내재화하여 기후변화 응에 앞장서겠습니다.

목표: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 재수립

LG전자는 2020년까지 제품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비 15만톤 감축(누적 감축량 

100만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9년에 수립하고 매년 달성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 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내부 탄소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고효율 태양광패널 생산 시 발생되는 SF6(육불화황) 

가스처리시설에 투자하여 2017년 한해 동안 약 4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향후 감축 

기술을 확  도입하여 연간 4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 합니다.

둘째,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인도에서 고효율 냉장고를 판매하여 저감한 전력 사용량을 

UN으로부터 인정받고 해당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되돌려받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가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CDM 사업을 세계 최초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또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 전기자동차 부품, 

배터리팩 개발 등 Green 신사업을 통해 사용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LG전자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활동을 시행하여 공급망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노력에 동참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진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저감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상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의미하듯,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LG전자도 기후변화 문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응하고자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탄소배출 최소화(중립) 개념을 포괄하는 

중장기 탄소경영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재수립하는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은 2019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2020년을 넘어선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여 지구 온난화로 표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가겠습니다.

탄소 중립(Zero Carbon) 추구



44

S
D

G
s 

달
성

을
 위

한
 지

속
가

능
한

 여
정

   
  2

0
19

 우
수

이
행

 기
업

 사
례

집

LG전자는 이용 자원이 최종적으로 단순히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를 넘어 제품 설계과정부터 

재생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및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임으로서 순환경제를 구축해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LG전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및 폐제품 회수활동을 통해 자원의 생산성을 연장하고 확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생산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95% 달성(~2030)

LG전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배출-집계-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생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매립·소각률을 줄여감으로써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30

년까지 전세계 생산 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목표로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지속적인 재활용률 향상 유도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IT시스템인 EESH Portal을 활용하여 본사의 폐기물 처리실적 집계/모니터링 상을 국내 

생산사업장에서 전글로벌 생산사업장으로 확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장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BP사례 확산을 위해 담당자 정기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는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환경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로의 환경지식과 처리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 담당자 정기 포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표: 2030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만톤 달성(2006년 이후)

글로벌 폐전자제품의 불법 투기 혹은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정부, 산업계, 국제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협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한 전자제품이 적법하게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각 국가별 정부와 협업하여 폐전자제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의 회수/

처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선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LG전자와 거래하는 재활용업체가 불법 매립/소각 금지,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 

수출금지, 아동/강제노동 금지, 보건/환경 국제기준 등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정부기관에서 폐전자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LG전자에 축적된 지식 제공 및 기술적 

협조를 통해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폐전자제품 관리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제와 각 국가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른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서비스 제공

- LG전자 회수·처리 서비스는 2017년 현재 51개국 85개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규제가 시행 및 확 되는 홍콩,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도 해당 국가의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응체계 마련 실시

- 폐전자제품 관리 관련 상세정보는 이해관계자 공유를 위해 웹사이트 (http://www.lg.com/

global/recycling)에 별도 개제

- 폐가전 누적 회수/처리량(2006년 ~ ) 2015년 (139만 톤) 2016년 (183만 톤) 2017년 (205만 톤) 

자원순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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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의 종합적인 지속가능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사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 등 원재료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등의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표: 책임있는 광물사용 인증 제련소 (RMAP conformant) 100% 사용(~2021)

LG전자는 광물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지역의 불법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Tantalum, 2020년 Tungsten과 Tin, 2021년 Gold에 하여 인증(RMAP conformant) 제련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협력회사 및 제련업체 상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LG 계열사(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와 함께 

협력회사에 인증 제련소 사용 권고를 지속하는 한편, 제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분쟁광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분쟁광물 관련 글로벌 산업표준을 리드하고 있는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와 

美 정부, NGO 등이 참여하는 PPA(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의 

회원사인 LG전자는 글로벌 분쟁광물 추적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치 않고, 지속가능한 채굴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카섬 워킹그룹

(TWG) 참여 등 실제 채굴환경 개선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표: 모든 1차 협력회사 CSR 리스크 점검 및 2,3차 협력회사로 확대(~2020)

LG전자는 협력회사의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관리 등 공급망 CSR 리스크 관리를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인지하고, 2012년부터 주요 협력회사에 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다국어 점검이 가능한 CSR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전 협력회사로 관리 

상을 확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급망 관리 범위를 

2, 3차 협력회사까지 점진적으로 확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PPA (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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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시장 진출로 미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점유율 1위, 종자 사업 육성

레드바이오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약품 개발

다양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기반으로 UN공공시장에 진출, 신약 개발

화학캠프, 화학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화학/환경과 관련된 교육 기회 제공

RO필터 등 수처리 사업을 통해 수자원 부족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깨끗한 물 제공

자동차전지, ESS전지를 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 하고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 와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 기여

균형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인 중심 

자회사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원재료 중 하나인 코발트 공급망 내 아동노동 이슈 근절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하여 

공급망 투명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추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응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비 37%까지 

감축

람사르습지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LG화학
UNGC 가입일: 2014년 3월 17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G화학은 'Sustainable Chemistry for Human and 

Environment'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GC 회원사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사업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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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LG화학은 ‘젊은 꿈을 키우는 LG’의 사회공헌 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 교육 중심의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교육복지중점학교 등 소외계층 중학생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실험과 재미있는 화학게임을 통해 화학에 해 보다 친 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비전교육, 안전교육 및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9회 개최를 통해 약 7,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LG화학은 사업장 인근 지역 교육복지중점학교 등 소외계층 초등학생 중심으로 2015년부터 

‘화학놀이터(Fun Chemistry Pa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놀이터’는 

4개의 체험관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화학과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직접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을 이용한 마술쇼를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에 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고 화학놀이터 전 회차에 활동하게 하면서 사회적배려 일자리를 간접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

LG화학은 본사 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상으로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Green 

Partnership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사)에너지

나눔과평화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부지(중랑물재생센터) 내에 태양광 발전 기반의 ‘희망 Green 발전소’를 2018년 9월 

완공하였습니다. 발전용량은 620KW, 부지면적은 약 4,250평, 연간 발전기금은 약 6천만원에

달하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성동구 및 

동 문구를 포함한 서울시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 또 다른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은 청소년 복지시설 및 에너지 취약시설의 옥상에 녹화나 단열재를 설치하여 

여름과 겨울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 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업을 확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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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미래, LG화학이 그리는 Green 세상

 UN에서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과 연계해 여의도에 위치한 밤섬 지킴이 

봉사단인 ‘그린메이커(Green Maker)’가 2017년 출범했습니다. 밤섬은 여의도 개발을 위한 

폭파로 사라졌다가, 한강 퇴적물이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쌓이면서 스스로 재생한 섬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 

2012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LG화학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옳은미래, 

LG화학이 그리는 Green 세상(Brighter Future, LG Chem’s Green World)’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사회공헌 활동을 새롭게 기획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총 8회 실시하였고, CEO를 포함한 임직원 약 3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나친 

번식력으로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위해식물을 제거하고, 하반기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 섬에 

쌓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정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마포 교에 위치한 

해넘이 전망 에 ‘밤섬생태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밤섬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밤섬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VR/AR 체험 공간, 

밤섬 전시관, 밤섬 교육 공간 등 3개 존(Zone)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인재 확보 및 임직원 다양성 제고

균형적인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입사와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산업 특성에 알맞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 와 전남 에 LG스마트융합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 학교와 ‘배터리 맞춤형 Track 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지역을 상으로 

전지사업에 특화된 이공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중심의 자회사인 ‘행복누리’를 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137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오창, 청주, 전, 오송, 

마곡 사업장의 미화, 스팀세차, 매점, 카페, 복지시설관리, 헬스키퍼, 포장, 동물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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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코발트 공급망 내 아동노동 이슈 근절 노력

LG화학의 주요 생산제품인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코발트 채굴과정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아동들이 노동에 개입된다는 이슈가 2016년부터 국제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LG화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원재료 공급사를 직접 점검하고, 현지의 채굴업체에 

해서도 실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미국 포드와 

IBM,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글로벌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였습니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으로 조작과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공급망을 투명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화해 공급망 검증 기관인 RCS글로벌에 전송하여 검증을 

마친 데이터는 IBM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분산 저장돼 조작과 해킹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아동노동 사용 등 인권침해가 있는 광산제품을 원천 차단하고 제품의 

생산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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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UNGC 가입일: 2011년 9월 8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NH투자증권의 미션인 ‘혁신적인 금융솔루션을 통해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새로운 금융가치를 창출한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개인 및 기업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가치를 고객, 주주, 임직원, 사회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자산 가치 증 (고객만족), 

지속적 수익창출과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이익 

극 화(주주수익 강화),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 제공(구성원 행복),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사회공헌)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실행전략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 강력한 고객분석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로 고객관리 강화

- 기업 성장 Life-cycle 전반을 아우르는 파트너 역할 강화

자본시장 Platform Player역할 강화 - Deal 소싱 및 구조화 역량 강화를 통한 상품공급 확

- 위험인수 역량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 상품·투자솔루션 경쟁력을 통한 자산관리 영업기반 강화

- 해외 상품 소싱 및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확장

- 강력한 Digital Platform 구축

최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축

-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집단 양성

범농협‧사회적 역할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인 실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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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비대면 채널 서비스 개선

NH투자증권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방문 없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웹, HTS, 스마트폰, 태블릿PC, 

콜센터 등 비 면 채널 서비스를 확 ∙ 강화하여 고객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비 면 계좌는 주식매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한 종합매매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HTS(Home Trading System, 홈트레이딩시스템)는 전문 

Trading 채널로 각 개인의 니즈에 맞춰 화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실시간 자동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채널은 매매, 투자정보, 업무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였고 

간편인증과 지문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층 등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을 상으로 콜센터의 모바일 원격지원과 보이는 

ARS을 도입하여 비 면 채널 서비스에 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고객가치 증진  

장애인 사용을 위한 웹접근성 강화

NH투자증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저시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운동 장애로 입력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나무홈페이지에 한 웹접근성 개선 작업을 

시작으로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 및 일반 PC까지 다양한 크기의 기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구현을 진행하였고, 이는 "2015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모바일웹 마케팅부문 금융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 표 홈페이지는 2016년 트레이딩 서비스에 한 웹접근성 개선 작업 후, 

2017년에 전체 서비스에 해 웹접근성 개선을 완료하고 2018년 2월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인증마크 획득 이후에도 웹접근성에 위반되지 않도록 꾸준히 콘텐츠 관리에 

힘쓰는 것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응형웹 :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만든 웹페이지 접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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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투자 및 운용 원칙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직원, 고객, 주주, 환경과 사회 전체에 금융투자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품 개발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회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책임투자 및 운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상품의 기획에서부터 승인 심사, 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 자금의 성격, 투자기간 

등을 면 히 분석하고 리서치센터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 시장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및 수익별로 상품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Structuring)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입(Sourcing)하고자 하는 상품에 하여 개발 및 판매의 

적절성, 시장성, 리스크 등을 공유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품승인위원회의 상품심의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솔루션은 트렌드, 수익률뿐만 아니라 적시성, 

안정성과 건전성 등을 모두 검토·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률과 신뢰도를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특화상품

NH투자증권은 농업, 농촌지원을 위한 역할을 확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당사가 추구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공유하고자 농업인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특화상품을 

2017년에 출시하였습니다. (CMA)MMW, (ISA)DLB, (농축협예금)특정금전신탁 등의 상품을 

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매년 지원기금을 조성한 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현재까지 MMW는 4,199억 원, 

특정금전신탁은 68,910억 원, ISA DLB은 203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상품개발 및 서비스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건강, 자녀교육, 은퇴, 부동산, 금융 투자 등에서 과거와 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되나 많은 

고객들이 체계적으로 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 의 

은퇴를 맞아 은퇴 이후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사회적, 시 적 요청과 고객들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100세 

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고령화 시 에 맞는 금융 투자 상품과 퇴직자 

금융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건강과 여가 등 은퇴생활의 다양한 주제에 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위한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과, 저금리를 비한 안 

상품 등을 출시하여 최적의 금융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폭넓은 선택권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를 눈앞에 둔 고객들을 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투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고객가치 증진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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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SDDGs)와 포스코의 노력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펼치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 SDGs)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시민 포스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은 정부·전문NGO·언론기관 등과 

협동하는 ‘Collaborate’, 포스코그룹의 회사별 핵심역량과 

연계하는 ‘Create’,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Differentiate’의 3가지 전략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포스코는‘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양질의 교육기회’, ‘경제적 

자립지원’의 3가지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시민활동 』

포스코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가치로 

생각합니다. 제철소가 있는 포항, 광양은 물론 포스코가 진출한 

53개 국가의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지역민들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차별없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 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포스코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With POSCO, We’re the POSCO를 경영비전을 선포하고 

고객과 공급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Business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게 만들어 

가는 Society With POSCO,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People With POSCO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업시민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 확 에 

따라 기업이 기존의 경제주체 역할에 더하여 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UNGC 가입일: 201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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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스틸 빌리지- 

포스코 스틸빌리지 사업은 포스코그룹 비즈니스가 진출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철강, 건축공법 

기술 등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 주택, 학교 등의 하드웨어를 건축하고 사회적기업 등 경제적 

자립기반의 소프투웨어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입니다.

포항과 광양, 인천, 서울 등에 스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한편,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스틸 하우스를 건축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104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스틸빌리지를 조성하였고, 미얀마에는 스틸브릿지를, 태국에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스틸 돔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UN SDGs 홈페이지 內 Partnerships for SDGs에 POSCO Steel Village SDGs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2017년 11월 우수사례로 등재되었으며, 

UN지속가능개발부로부터 SMART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

① 재능 봉사단

포스코는 임직원의 연간 평균봉사 시간이 (2017년 기준) 32시간에 달합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임직원 

개인이 가진 업무 특성, 기술 및 특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재능 봉사를 전개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포스코그룹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활동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17년 1월에는 5기 41명이 

베트남 포스코 스틸 빌리지 현장에서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 단원들은 장애인 학교, 

고아원 등 현지 복지 시설 봉사를 시작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지민들의 

보금자리를 건축하였습니다. 건축 봉사활동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봉사자 외에도 베트남 현지 

법인과 현지 채용 직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 8월에는 6기 봉사단 51명이 태국 라용 

지역에서 건축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자매마을

포스코는 1988년 광양 하광 마을을 시작으로 ‘1부서 1자매 마을’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총 203개 자매 마을에서는 포스코 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사회와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더 살기 좋은 자매 마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모든 아동·청소년이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원활동

비욘드

(Beyond)

봉사자수

100명('17년)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 국내외에서 사랑의 집 짓기,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Do Dream)

수혜자수자립교육 

30명 취업연계교육 

3명('17년)

포스코는 2017년 새롭게 시작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자립을 

준비하는 각 단계 마다 회사가 보유한 취업 지원 제도와 우수한 임직원 멘토를 연계하여,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친무지개

프로젝트

수혜자수

53명('17년)

친친무지개 프로젝트는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 청소년을 상으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학 입학을 위한 교육 등 맞춤형 진로지원 교육과 사례관리자의 일 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연간 프로그램은 진로지원, 기관방문, 우수사례발표, 장학동창회, 정기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표] 포스코의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포용적이고 형편성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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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오아시아 실버 홈 케어

카페오아시아(Cafe OAsia)는 포스코와 세스넷이 함께 설립한 

고용 노동부 인증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소규모 카페가 

조합을 이뤄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 이주 여성을 바리스타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구매와 마케팅을 통해 절감된 비용 등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은 다문화 캠페인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활용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포항에서 진행된 ‘老老 홈 케어’ 명맥을 잇는 

실버 홈 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케어사는 매월 

네 번 상 가정을 방문해 정리 정돈과 식사 보조 등 생활 지원과 

외출 동행 등 정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는 어르신 

180분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0명의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PT.KPSE) 포스코 휴먼스

포스코는 진출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포스코1% 나눔재단 사업으로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 PT. KPSE Services Indonesia(PT 

Krakatau POSCO Social Enterprise Services Indonesia)를 

공동으로 기획 및 설립 했습 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가 

위치한 찔레곤시 3개 마을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취업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생산적 활동과 질 높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포스코휴먼스는 

장애나 장기실업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우선 

고용하여 포스코 사내 사무, IT, 클리닝, 차량 지원 및 스틸하우스 

건축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개인의 삶의 안정과 이를 통한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취약계층들에게 취업의 접근성과 경제자립도를 높혀주기 위한 기업시민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기업시민활동』

포스코는 2010년 2월 통령 주재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조강 1톤당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7년~2009년의 평균(2.20 t-CO2/t-S) 비 9% 감축한 2.00 t-CO2/t-S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효율 

향상 로드맵을 구축하여 1기(1999년~2008년)에는 형 에너지회수설비 투자 및 에너지절약 

조업기술을 축적하였고, 2기(2009년~2015년)에는 중소형 에너지효율화 투자와 Smart 

Industry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3기(2016년~2020년) 에는 포스코 고유의 에너지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 포스코의 다양한 경제적 자립 지원 내용 

경제적 자립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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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BFG, COG, LDG, FOG)의 부분을 공정 에너지원으로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고로 노정압발전(TRT: 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 등 에너지 회수설비, 부생가스 발전설비 및 LNG 발전설비를 통해 2017년 

사용전력 중 72%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자가발전 비율(68%) 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로 수재슬래그는 제선 공정에서 발생한 용융 상태의 고로슬래그에 물을 분사하고 급냉시켜 

만든 것으로,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지므로 이를 분말화하여 시멘트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래그를 시멘트 클링커 체재로 활용하면 석회석과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시멘트 소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이때 발생하는 CO2를 줄일 수 있어, 시멘트사들은 

일반 시멘트를 제조할 때 중량의 5% 범위에서 슬래그를 혼합합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포스멘트는 기존의 슬래그 시멘트보다 슬래그 함량을 더 높이고, 압축 강도 등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시멘트로, CO2 발생을 기존 시멘트 비 약 60%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7년 

한 해 1,095만 톤의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여 860만 톤에 달하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송배전 변압기, 모터 등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강판은 이들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되어 

있어 고효율일수록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일반 전기강판에 비해 저철손과 고자속 도 특성으로 최종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2017년 공급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45만 톤으로 전년 

비 5%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0년 판매량 비 1.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 부생가스 활용 기술 

고로 수재슬래그 재활용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 개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트리톤) 조성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 연안의 해양 수질 및 저질토의 오염수준과 해양 생물 개체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조성된 클린오션봉사단을 통해 산업 활동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청정 해역인 울릉도, 독도에서 급증한 

불가사리와 성게의 피해로부터 해조류와 어류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어촌계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연합하여 수중 및 주변 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블로그를 통해 생물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트리톤(Triton)’ 제품은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재료인 

철강슬래그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2를 고정하는 특성도 지닙니다.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2007년 해양 기후변화 책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바다숲 및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 과학 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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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노베이션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SK이노베이션은 한민국을 표하는 에너지·화학 기업으로서 

지난 60여년간 한민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2018년 “모든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증 시킴으로써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라는 ‘SK Double Bottom Line’을 선언하고 당사의 

장기적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 상생 프로그램’, ‘스타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UNGC 가입일: 2007년 10월 31일

더불어, DJSI World 2년 연속 편입, 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상, 우수 노사문화 상,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외적으로도 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을 Leading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사회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영활동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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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SDGs SK이노베이션 활동

- 사업장 지역주민 농가의 농업기술 전파

- 결식아동 및 노숙인 영양 개선 지원

-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증진 지원

-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응 지원

- 인천 지역 취약계층 학생 상 학습지원

- 꿈나무 과학 멘토, 직업 체험 교실 등 과학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소협력회사의 인재 채용 지원

- SK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

- Green Innovation Challenge를 통한 환경전략 

수립

- 임직원 참여 환경 캠페인 조성

-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활동

SK이노베이션은 UN SDGs가 지향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전략 수립 시, UN SDGs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일부를 선정하여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계 목표를 확 하여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UN SDGs의 17개 주요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와 연계된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이행 과제를 

[Goal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폐 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의 

경영활동 및 성과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에 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Green Innovation Challenge Initiative를 

시작하였습니다.

Green Innovation Challenge 추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하기 위해 Battery사업 확장 및 울산CLX 효율화 등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및 Recycling

을 통한 수질 토양 오염 해결 노력 등 이미 진행 중인 크고 작은 

Biz. Model 혁신 활동들을 지속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Biz. Model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환경 

Activity를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에는 1)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2)친환경 사회적 기업 육성, 3)임직원 참여 환경 

캠페인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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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UN SDGs가 지향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전략 수립 시, UN SDGs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일부를 선정하여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계 목표를 확 하여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SK이노베이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응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 환경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함께 1% 행복나눔기금(임직원 기본급의 1% 자발적 기부)을 모아 ‘18년 

첫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위한 첫 번째 지역으로 

베트남 짜빈성을 선택했습니다. 베트남 국가는 인구증가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환경규제 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환경 및 생태계 보전보다는 경제개발이 우선시 되어 산림벌채 

및 토지 황폐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 크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베트남의 맹그로브 숲은 무분별한 개발로 전체 44만 ha 중 70%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최근 

맹그로브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 베트남 짜빈성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맹그로브 묘목 3만 5천 그루를 

식수하였으며 베트남 짜빈성과 산림청, UNEP(유엔환경계획), Saigon New Port (SK에너지 

화물차휴게소 JV 파트너)와 MOU를 맺고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기업 육성(우시산, 모어댄)

SK이노베이션은 비영리 목적사업을 추구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일반 기업 비 사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생존과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시트, 에어백 등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해 지속가능한 패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모어댄과 고래를 테마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의식을 개선하는 ㈜우시산 

등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유통망 확 , 홍보마케팅,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수립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사회적 

기업 육성을 글로벌로 확 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맹그로브 숲 환경 복원,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맹그로브 양묘사업, 에코투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 하기 위해서 국립 학인 하노이 학, 

호치민기술 학, 짜빈 학교 등 교육기관과, 짜빈성 투자국, 산림청 등 정부기관, Biz Partner, 

언론사, NGO등이 참여하는 베트남 사회적기업 Alliance를 구축하고 사회적가치를 더욱 확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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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참여 환경 캠페인 조성

SK이노베이션은 임직원의 생활 속에서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그위그

(I green We gree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시행, 

전 임직원이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본사인 서린 사옥 사내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텀블러를 여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이 입주해있는 그랑서울에는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 백개의 머그컵과 세척기를 구비하는 등, 임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아그위그 캠페인은 SUPEX 추구협의회, SK E&S, 

SK 하이닉스 등 관계사로도 확장되며 SK그룹의 환경 캠페인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그위그 캠페인의 상을 외 공중으로 확 , ‘아그위그챌린지’라는 이름의 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사진을 게재하면, 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를 통해 참여자 수만큼 지구 온난화 방지에 효과적인 맹그로브 묘목을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의미 있는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 중이며, 소녀시  효연, 

공민지, 정재호 등 연예인들의 참여도 이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기획된 아그위그 캠페인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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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부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8년 기준으로 2,231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수급자 477만 명에게 연간 21조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650조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 관련 정부정책, 사회책임경영 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하여 경영목표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인권, 안전 등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전략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UNGC 가입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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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공단은 ‘100세 시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고유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목표 

이행과 연계된 사업을 사회적 가치 전략에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공단은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최  90%로 인상하여, 신규 취업 근로자의 부담을 더 완화하였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83만 개소 사업장, 202만 명의 근로자가 7,30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보험료를 최  75%(최장 1년)까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연간 40만 명 이상의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금 수급권 취득 지원

공단은 고유 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2018년 말 현재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어르신 239명에게 6.1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 1인당 월 평균 3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사각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과 정서적 지지 활동

공단은 고령·중증 장애 수급자 등을 상으로 정기 방문 등을 통해 수급권을 확인하고, 

상담과정에서 건강과 생활 상태를 파악,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상으로 주거안전용품 제공, 경로당 시설 개선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 월 1~2회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고 문화 활동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총 8회, 720명에게 “공감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생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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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공단은 30년 이상 축적된 국민연금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부 일자리 

정책지원 등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에 근무하는 1,2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간접고용이 아닌 “전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완료하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초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018년 신규 직원 5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구성원들이 

총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 것은 민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의 

우선구매 확 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옥 내 

유휴공간에 ‘NPS 카페 36.5’를 설치하여 기초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 신중앙시장 등과 협약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물품 구매를 확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전국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39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소재한 지역의 

안정적 기금운용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금융기관 전북 유치, 본부 제2사옥 신축 착공, 

지역 IT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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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세계 3  연기금에 걸맞게 2013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연금제도를 도입·확  또는 개혁 예정인 국가들에게 한국 국민연금 제도전수와 글로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30년 국민연금 시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해외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형 

연금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제도 전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가 주관한 ‘2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4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사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상’을 수상, 국민연금 

제도운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공단은 2009년부터 UN PRI에 가입하여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화된 책임투자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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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UNGC 가입일: 2014년 1월 8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두산중공업은 UN SDGs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생각하여, 

두산중공업의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역량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사업지역별 적합성 

검토, 시장 벤치마킹, 다양한 혁신활동 분석 등을 통해 UN SDGs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행동 지침을 반영한 목표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행동’, ‘양질의 교육’, ‘건강과 복지’ 등의 SDGs가 

두산중공업의 사업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SDGs에 해 두산중공업은 2030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고 

공개적인 Commitment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진출 시장의 다변화, 사업수행 실적의 확 를 

바탕으로 기여목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사업 및 프로젝트별 사회, 환경 측면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 한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여, 사회적, 환경적 기여가치(Impact 

Value)에 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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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Water 사업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 지역 수자원 보유량을 BAU 비 10%(20억 

톤) 이상 증 시켜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수자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 해 나간다”

두산중공업은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수자원 보유량이 부족한 지역에 

수자원 공급 지속 확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로 잡은 20억 톤은 현재 아라비아 반도의 

수자원보유량과 2030년 예상치를 바탕으로 두산중공업의 과거 수주 실적, 공격적 수주 목표 

등을 혼합하여 결정한 목표입니다. 또한 세부목표 6.1 안전한 식수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성 

개선 및 6.3 수자원 방류 최소화, 수처리 기술을 통한 재활용, 재사용 등의 확 와도 관련된 

목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얀부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완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180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55만톤(121MIGD*)의 담수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쇼아이바에서 하루 40만톤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 오만 Sharqiyah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는 주기기 공급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며 디벨로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등 아라비아 반도의 수자원 확보에 계속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친환경 수처리 기술 ‘탈황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수주 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용량 담수화 설비 추가 건설 및 Water reuse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전세계 인구가 위생적인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된 물은 수준 높은 

수처리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부족에 따른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2030년까지 고효율 친환경 발전기술로 전 세계 신흥시장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 공급량을 

BAU 비 6%(40GW) 이상 증 시키고, 고효율 가스터빈·풍력발전·ESS 등의 에너지 기술 

증진을 통해 에너지 믹스 다각화에 기여한다”

두산중공업은 Emerging Market을 상으로, 향후 15년간 약 40GW 규모의 고효율 가스터빈, 

풍력발전, Smart Grid 기술 등을 통한 에너지믹스 다각화에 선도적으로 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석탄화력의 환경설비 강화 등 다양한 

발전기술의 증진으로 기여폭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시스템 시장을 선점해 오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 와 

Smart Grid 기술 확  진행 등 다양한 발전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세부목표인 

7.1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2 신재생 에너지 비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믹스 다각화, 

7.3 기술증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보장에 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민국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인 30MW(3MWx10기) 탐라해상풍력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보장

수자원 보유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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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W x 2기 규모의 베트남 Vinh Tan4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고효율로 

그리고 환경부화를 최소화 하여 좀더 친환경적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석탄화력으로 

운영되던 영동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한민국 최초로 

성공시키는 등 전통적인 방식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보다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발전소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미국 Austin 

Energy사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ESS 통합 솔루션 공급 프로젝트인 ‘SHINES’가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 유력 매체인 GTM(GreenTech. Media)로부터 올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2018 Grid Edge 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해상 풍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 하고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  전력 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확 하는 등 에너지 믹스 다각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30년까지 한민국 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비 20%(7만 톤) 

감축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응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Digital Factory 활동을 통해 UN에 제출한 INDC(국가자발적 

감축목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응 

R&D 투자, 공급망 에너지 절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 확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AU 비 20%(7만 톤) 감축이라는 이 목표는 전사 로드맵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선제적인 기후변화 응 전략을 바탕으로 오랜 감축활동을 

한 회사에게는 비교적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전 지구적 이슈에 한 의지표명을 위해 내부 

임직원들도 적극 수용한 사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준수를 위해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1단계) 

구축으로 3,236t CO2의 배출량을 감축하였으며, 창원 공장 러닝센터 태양광+ESS 설치 등 

효율개선활동으로 19,758t CO2를 감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사 에너지진단 실시 등 Green 

Partnership을 통한 협력사의 기후변화 응을 적극 지원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Digital 

Factory 부분에 에너지효율 process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Big data를 기반으로 최적의 

에너지사용을 기하고 있으며, 해외 CDM 사업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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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베트남, 인도 등 낙후지역 소외계층 주민 8만 명에게 기본의약품을 공급하고 현지 

진료를 지원하여 세계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SDG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전체 사업지역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social needs를 파악했을 때

베트남과 인도의 의료접근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그간 지속적으로 실행해온 

의료지원 활동을 보다 도전적으로 시행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중앙  병원 협력 사회공헌 사업으로 매년 2,800여 명의 베트남 소외계층 

주민들을 상으로 현지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10명의 난치성 질환자의 무료 

수술을 지원해왔습니다. 인도에서는 Health Camp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00여명의 인도 

소외계층 주민들과 학생들을 상으로 건강진단과 필수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낙후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여를 확 해 나갈 것 입니다. 

질병예방과 치료 확대

“2030년까지 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청년에너지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5만 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한다.”

국내 사업장 지역 아동센터, 초·중·고 학생 연간 3천 명을 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지원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두산반,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단 등 이공계 교육 제공을 통한 

기술인재 양성 및 취업률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 M.Y. Dream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직업탐색/체험/설계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진로체험단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 Contents 추가, 엔지니어 체험교실 상시 운영 및 

명장 특강 실시, 지역아동센터 테마 프로그램 참여 센터 확  등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아동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 2008년부터 11년 연속 참여 (최근 2년 연속 Leadership Band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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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UNGC 가입일: 2014년 9월 2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서울특별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서울형으로 재해석하여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했습니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인구 

천만 도시 서울의 특수성을 담아 도출한 17개 목표와 9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의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정책이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모여, 지속가능한 서울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가능하게 한 여러 아이디어는 시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를 

불러 토론하고, 그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소통 역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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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이클레이(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The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세계스마트시티기구 The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WeGO)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 해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체할 수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420만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난 7년간 에너지 516만TOE(‘18.12월 기준)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원전 2기 생산량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원전 3기가 

1년간 생산하는 전력량만큼의 에너지를 체할 예정입니다.

한민국은 자영업의 비율이 25%에 이릅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작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를 최저 0%로 만드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소상공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금융사, 결제서비스사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제로페이는 과거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이제 모바일 결제로 진화하는 결제방식의 자연스러운 

전환이자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과 연 의 시도입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통해 간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로 7017은 개장 1년 방문객 1천만 명을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남 문시장 방문객이 20% 증가하고, 주변 상가의 매출액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길이 사람 길이 되어 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서울이 서울 고유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을 비롯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일자리/경제성장

도시/공간: 서울로 7017

원전하나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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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UNGC 가입일: 2007년 11월 29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아모레퍼시픽은 그룹 차원의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포용적으로 성장’하며 미래 세 를 위한 ‘순환 경제 달성’에 

기여한다는 3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도 긴 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전 지구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더 아리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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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여성들이 무한한 능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때,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SDG 5번과 12번 목표를 

중점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by20 Commitment를 통해 SDG 3(SDG 

3.4:2030년까지 비감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예방치료를 

통하여 1/3수준으로 감소하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한다.)과 

SDG 5(SDG 5.1: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여성과 여아에 한 

차별을 종식한다)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총회 주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

을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2.8: PROMOTE UNIVERS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LIFESTYLES)

‘20 by 20’ Commitment

‘20 by 20' Commitment는 2020년까지 여성 20만 명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아모레퍼시픽의 약속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성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곧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만, 베트남 등 

아모레퍼시픽 법인이 위치한 국가에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에서 진행하고 있는 Every 

Woman Every Child라는 글로벌 무브먼트에 동참하여 우리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very Woman Every Child는 여성, 

아동, 청소년의 건강 및 웰빙을 위해 2010년부터 UN이 진행하는 

글로벌 무브먼트입니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 년 이래 62 개국 150 여 개의 이해 관계자들이 

EWEC 무브먼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총 287,180명 여성의 삶을 지원하여 20만명 목표의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Women’s health and well-being(여성의 건강과 웰빙):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월까지 

여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을 통해 284,084명의 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Women’s economic empowerment(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2017년 시작하여 2018년 

12월까지 여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을 통해 3,096명의 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SDG5(양성평등)이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을 

통합/재정비/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by20’ Commitment의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2025 타켓 리뉴얼 등 중장기 Commitment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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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인사이드 저널 개발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총회주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를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2.8: PROMOTE UNIVERS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LIFESTYLES) 매월 기획 저널을 통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SDG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널을 개발하여 내외 소통하고 있습니다. 

18년 게재 된 총 11개의 저널은 총 670만 건 도달율을 

달성하였고, 13만여 명이 콘텐츠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은 기획 

저널의 경우 국내 주요 포털 매체인 네이버, 다음(카카오스토리), 

브런치 메인에 노출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 UN총회주간의 디지털 콘텐츠를 잘 

정제하고 편집하여 UN 총회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낸 

<뷰티 인사이드>는 매호 직접 유엔총회 주간에 참여해 그 속에서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아모레퍼시픽만의 시선으로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 일상 속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SDGs에 

한 이해를 돕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뷰티 인사이드> 매거진은 출판을 통한 수익금을 모두 WWF

에 기부하여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하는 Global Goal 중 하나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SDGs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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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지속가능성 강화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가치 실현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니즈에 응하고, SDG 12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

환경적 가치를 높인 지속가능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 및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 밸류 체인 단계별로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총 19가지의 지속가능제품 유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토 로 

제품 개발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R&D와 마케팅, 디자인, 

포장재 개발 등 유관 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제품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설계하고 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신제품 38.1%에 환경 및 사회 친화적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연자원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 성분을 체할 수 있는 천연유래 원료 강화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팜유의 구매 확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포장재의 경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되는 산림에서 유래한 지류(FSC 등)를 설화수와 라네즈, 

마몽드,  헤라,  프리메라,  아이오페, 한율 등의 브랜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니스프리와 리리코스 제품에는 감귤 

껍질이나 해초에서 유래한 식물 부산물 종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낮추기 위해 미쟝센과 려, 해피바스,  

한율, 프리메라,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제품 용기에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였습니다. 

택배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비닐 완충재를 FSC 인증 종이 

완충재로 체하고, OPP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로 변경함으로써 

2018년 출고 박스 수 기준으로 환산시,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70%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용물 잔량 최소화 용기를 적용한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사탕수수 유래 바이오페트를 적용한

미쟝센 슈퍼 보태니컬 리페어 & 릴렉싱 샴푸

한편, 에어리스 펌프 방식의 이중 구조 용기를 일리윤 제품에 

적용해 소비자 사용 후 버려지는 내용물을 5% 미만으로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제품 생산과 소비 활동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이슈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종이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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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UNGC 가입일: 2007년 8월 17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예금보험공사(KDIC)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설립 된 공공기관입니다.

공사는 1990년  말 외환위기 부실금융 위기극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응하며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금융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 왔습니다. 

SDGs 목표 세부 내용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불평등 해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비전 금융에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예금보험공사

전략목표 포용적 금융 실현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체계 구축

12대

전략과제

금융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고용확  및

고용의 질 개선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경영기반 강화

서민 재기지원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금융권 동반성장 강화 열린혁신 체계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선제적 금융재난

예방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조성

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믿고 2015년

UN과 국제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를 지지하며,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라는 공사의 고유 역할 

외에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에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예금보험공사”를 비전으로 

정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사회적가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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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금융교육 확대 및 인프라 강화

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신규 교육 수요를 발굴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고령자 상 금융교육 확 를 위해 노인구직자 등 신규 교육 상 발굴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위해 교재 개선, 금융캠프 운영 확 를 

추진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금융뮤지컬 등의 체험형 교육을 개발해 교육 수용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

공사는 예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핵심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컨텐츠의 질을 제고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맞춤형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컨텐츠를 

개발하여 홍보를 확 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상 개선항목 개선내용

국내거주 외국인 컨텐츠 다양화 - 양국 예보제도 비교·설명 자료 추가

품질제고 - 해외 예보기구와 협업하여 번역오류 수정 및 감수

정보 접근성 제고 - 외국인 집거주지역에 부보금융회사 영업점 자료 등 배포

장애인 및 노령층 홍보 확 - 음성바코드를 활용한 홍보 확 ,  수화 안내문 제작,

- 노령층 관심사를 반영한 안내자료 및 교구형 홍보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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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투명성 제고 

공사는 입사지원서 접수시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실력만을 바탕으로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고용불안이 두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 확 에 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각적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고졸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을 폭 확 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확 를 위하여 청년 및 학생 인턴을 상으로 인턴기간 중 소속팀내 

일 일 직원 매칭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면접스터디 등을 실시하여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여성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 

여성관리자 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여성관리자 확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멘토링, 집합교육 등을 통해 예비여성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교육 강화 등으로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성차별

예방 시스템 구축

- 외부 전문가 참여 성평등위원회 활성화(연간 2회 회의 개최)

- 노사공동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신설

인사운영 지침 - 성희롱, 성차별 등에 한 엄정한 인사운영

홍보·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 및 응절차 카드뉴스 홍보(2회) 및 고충처리 업무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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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장기 미매각 PF사업장 등의 공익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는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가 관리·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PF사업장의 조기 매각, 매각 전 활용을 통해 사업장의 사용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공사는 장기간 미매각 상태의 파산저축은행 PF사업장을 조기 정상화하고자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장기간 매각지연으로 인해 비어있던 PF사업장을 매각 전까지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청년층 등을 위한 창업, 문화공간 등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매각가치를 제고하였고 경제적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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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UNGC 가입일: 2007년 3월 8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유한킴벌리는 1970년에 창립 되었으며, 한국의 표적인 

생활위생용품업체중 하나입니다.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숲·환경보호 캠페인(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미션이자 비전인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수행함과 함께 SDGs와 연계하여 우리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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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유한킴벌리와 SDGs 성과 확산_  전담조직 운영과  

최고경영자의 사례 공유 통한 확산 실천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숲·환경보호와 

여성들의 리더십과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내에는 사회책임활동을 

수행하는 사회협력(CSR)부서와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고객지원, 스마트워크서비스를 하는 부서를 두어 관련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더 나은 기업과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 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요시 합니다.  

유한킴벌리 최고경영자(CEO 최규복)는 2017년에 SDGs 서약에 

참여하고, 컨퍼런스에 나가 SDGs의 실천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한 제품 

정보 제공,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 하는 한편, 

협력회사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펀드 지원, 상생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격려함으로써 사회책임 내재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숲 _ 기후 변화 대응 위해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실행 (1984~현재)

-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한 숲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 환경보호 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진행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2018년에도 도시숲 가꾸기, 국경을 넘어선 몽골 숲 가꾸기, 미래 북한숲 조성을 위한 양묘장 

운영, 숲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모델숲 조성(탄소 상쇄림 조성 통한 공존숲 조성), 신혼부부들을 

위한 나무 심기, 시니어들을 위한 산촌 교육과정 등을 운영 했습니다. 좀 더 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 한국은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의 표적인 숲, 강, 공원인 남산과 한강 그리고 서울숲 등 3개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시정부와 공동으로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2016~2018) 뚝섬 한강공원에 나무3,149그루 및 초화류 3,830본을 심었고, 

총6,295m2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조성공간은 약 90톤의 탄소상쇄 효과(2016~2018 누적 탄소상쇄 효과 약 240톤)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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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숲 가꾸기 - 유한킴벌리는 몽골의 숲 복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산불로 

산림이 훼손된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에 약 1천만 그루(2003-2014년, 3,250ha면적)의 나무를 

심어 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후 몽골 정부와 지역주민들과 3개년 

마다 협약(2015-2017, 2018-2020)을 통해 기존 조림지의 숲을 가꾸어 국경을 넘어선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조림지에 10여 미터의 전망 를 세워서 몽골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_기후변화 대응강화 위한 적극적  활동

- 유한킴벌리는 기후변화 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환경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친환경 원료의 도입 

및 적용,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제품 구매, 

생산에서부터 소비와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더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한킴벌리는 친환경정책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미래의 

환경경영 3.0시 를 열기 위해 별도의 환경경영추진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환경경영에 한 유한킴벌리 사원들의 지지도와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녹색구매, 친환경 인증, 

폐기물 재활용, 녹색물류 등 전과정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원 인식조사_2019년 1월, 430명 참여]

- 우리회사는 환경친화적 기업이다. 90.6%

- 나의 업무는 환경경영과 관련이 있다. 67.4%



83

여성_ 한국여성들의 리더십과  성평등,  인권 지원

- 유한킴벌리의 주요 제품중의 하나는 생리 입니다. 1970년 부터 한국에 생리 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위생 문화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생리라는 말조차 터부시된 

사회적 금기를 극복하고, 한국여성들의 생리  사용을 일상화 시키는데 공헌해왔습니다. 

또한 1972년부터 지난 47년간 여성들의 생애에서 겪는 생리적 현상인 월경을 이해하고, 

당당해지도록 청소녀들을 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누적 1,500만명)을 지속해왔습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검증된 생리건강 컨텐츠를 제공하는 오픈형의 생리정보백과사전

(http://onperiod.co.kr)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기존 사이트를 혁신해서 

청소년들과 보건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여성건강, 역량향상, 

월경과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유한킴벌리는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녀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숲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숲체험 캠프를 1988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최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으며, 이 기간동안 총 4,487명의 여고생이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 미래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NGO여성활동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와, NGO, 학의 3자 협업모델로 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젠더 관점을 

재정립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일부 저소득층 청소녀들이 생리 를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두되자, 2016년부터 생리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도 빈곤 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연간 생리  1백만패드를 기부했습니다. 

- 유한킴벌리 사원들은 매년 봄마다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기부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기부금은 여성들의 성평등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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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UNGC 가입일: 2007년 10월 31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 등 전국의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고 항공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합니다. 좋은 

일자리창출, 안전 및 보안체계 강화, 균형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UN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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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 야간돌봄교실 ‘포티야(夜)놀자’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들은 방임과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 책과 함께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2017년부터 공항 인근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상으로 야간돌봄교실인 포티야(夜)놀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티(Porty)’

는 한국공항공사의 표 캐릭터로 Airport(공항)와 Safety(안전)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며, 

아이들의 밤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사업의 취지를 담아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총 8개소를 지원 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주 5일, 1일 4시간씩 약 100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와 함께 음악교육과 같은 정서지원프로그램과 특별활동, 야간 귀가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인재 육성을 위한 ‘조종인력양성사업’

전세계 항공여객이 증가함에 따라 조종사에 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 하여 국내 조종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항공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종사를 

꿈꾸는 인재들을 지원하고자 조종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에 비행훈련 인프라를 설치하여 기초비행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제트전환과정을 직접 운영하고자 항공훈련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훈련용 제트항공기와 

모의비행장치(SIM)를 도입하고 이론교육, 모의비행훈련, 실비행훈련 등으로 구성된 타 기관 비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비용문제로 조종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훈련비를 저금리로 출해주는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였고, 

비행훈련환경이 제한적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에 비행훈련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청년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KAC와 손잡고, 청년창업육성센터’

외환위기 이후 최 의 청년실업률을 맞이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만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창업육성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어 

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고, 국내 최초로 항공분야 청년 스타트업에게 업무공간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2019년 1월 초에 청년창업육성센터를 열어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최  3년간의 임 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와 더불어 사무집기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더불어 창업 기업의 자립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판로확 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년 청년창업기업을 4개씩 추가로 선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도 확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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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양천가방협동조합 홍보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자활과 육성을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5년에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가방제조 소공인들의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양천가방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브랜드(LANTT)와 제품을 개발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판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3층에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양천가방 소상공인 판로지원 홍보관’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포공항 개항 60주년을 기념하여 

60일 동안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인 공항을 무상으로 공유한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상 무상임 구역인 ‘Social Market Zone(가칭)’을 김포공항 국내선에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계속하고, 사업을 전국 공항으로 확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2018년 6월에 정규직 전환 합의를 최초로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21명과 위탁용역분야 정규직 상자 

4,146명 중 297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3,849명은 출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도 함께 진행하였고, 정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항가족 모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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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폭염 극복 방안 ‘쿨루프 캠페인’

매년 여름 우리나라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소음 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쿨루프 캠페인을 시행하여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쿨루프 캠페인이란 옥상을 적외선 반사 흰색 특수안료를 

사용한 차열페인트로 칠하여 실내온도를 3~4℃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 직원 및 가족봉사단,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약 120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폭염에 취약한 30년 이상 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의 옥상을 차열페인트로 직접 

도색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구당 에너지 비용도 약 2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며,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집중호우, 열 야,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능동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30년간 기후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했고, 제주 폭설로 인한 규모 승객 체류사태 등 기후변화 피해사례를 모아 취약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65일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비전 아래 전국 14개 공항별 

적응 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매뉴얼을 추가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14개 공항의 책임자로 구성된 기후변화 적응협의회를 통해 적응 책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 공항 내 체류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응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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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UNGC 가입일: 2007년 6월 19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국가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국토정보 

전문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인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사업, 해외사업, 연구·교육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한 

혁신성장과 차별 없는 국민 국토정보 제공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X는 사회적 가치 전략을 

도출하여 각 전략방향과 UN SDGs 응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9번째 과제는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인프라 혁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LX는 사물인터넷(IoT), 드론(UAV)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국토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공간정보를 도입하면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이 가능해지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LX는 우선적으로 도로, 철도, 하천에 한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 범위를 확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토개발사업과의 연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국토개발 정책사업,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 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 상지구를 선별하여 

조사와 현장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공부 오류정비 사업과 지역(동경)측지계로 

사용 중인 지적도면을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정보는 국가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연동시켜 최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론(UAV)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LX는 드론(UAV)을 활용한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 활성화에 

따른 사고예방체계 구축 등 안전비행 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드론 영상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해상도 영상 기반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설물 영상정보 관리, 3D모델링 뷰어 서비스 제공 등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 비 196배에 달하는 드론 영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160여개의 기관이 드론 영상 통합플랫폼 고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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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째 과제는 완전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LX는 현 식 국토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한국형 

국토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들의 다양한 토지행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X는 공간정보, 지적조사 및 측량 관련 노하우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공간정보체계의 중요성

체계적인 공간정보체계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틀로써 해당 국가의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 내에서는 토지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정보의 기재 오류, 중복 생산, 실제 토지 상황과 토지 정보 간의 

불일치, 관련 부서 간 토지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게 만드며 토지 관련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토지 행정 및 관리 요건을 반영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X는 201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민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에 

따라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을 지난 7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선진 공간정보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토지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

LX는 지난 2년간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 내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는 50개의 상시관측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우즈베키스탄 측위체계(UzPOS)를 구축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3호와 아리랑-3A 위성으로 촬영한 

농경지 및 도시지역 121,000㎢에 한 0.7m급 모노영상, 사막 등 기타 지역 343,000㎢

에 한 0.7m급 스테레오영상을 제공하여 디지털 지형도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의 공간정보 정책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LX가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향후 5~7년간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인 부동산 및 공간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어 전자정부 연계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LX는 한민국의 우수한 공간정보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칠레, 

튀니지, 모로코,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17개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행정과 선진 

지적제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1번째 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에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민국을 표하는 지적·공간정보 공공기관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

우즈베키스탄 측위체계(UzPO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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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UNGC 가입일: 2017년 11월 10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산림 소득증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임업을 선도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임업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임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본연의 사업을 통해 경제·환경·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임업활동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흥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GSMA 지속가능경영 상('18.10.31.), LACP 

Vision Awards 금상 수상, TOP 100 선정(29위) ('19.2.2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흥원은 2017년 UNGC에 가입하여 양질의 교육,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후변화 응 등 9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2018년 개원 7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가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국민 행복을 

키우는 KOFPI’를 사회적 가치 비전으로 삼고, 기관장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국민 안전, 교육 기부 등 8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임업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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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은 임가 소득 증 를 위해 임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군을 예비 임업인(귀산촌 희망자), 현장 임업인(임산물 재배자), 전문임업인(임산물 CEO)

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 ·세분화하여 교육생들이 임산물 재배에 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18개 품목(7,542㎡)에서 24개

품목(10,684㎡)으로 임산물 재배품목과 면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업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및 온·오프라인 교육 채널 다각화로 ‘임가 소득 4,500만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최적 수단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 분야의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창업에 한 지원 부족(’18년도 정부 창업지원예산 2조 8,000억원 중, 산림청 

창업지원예산 350억원)으로 실질적인 창업·일자리는 타 산업 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분야 창업 및 산업 저변을 확 하고,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일자리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3,941명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년 4월 출범한 산림형 중간지원조직인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으로 산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그루매니저(창업지원가)를 통한 지역 착형 창업지원으로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분야 (예비)경영체 25개 발굴, 2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 판로개척 →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애로 및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토크콘서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금융상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91건의 제안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공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으로 

전년 비 기업 매출 133% 증가(’18년도 기준 220억원) 및 취약계층 211명 포함 전원 상용직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4 보험, 최저시급 이상 등) 제공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임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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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24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산림흡수원을 최초로 반영하여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도 제고 및 인센티브 

확 로 전년 비 산림탄소흡수량을 24.1% 확 (80,574 tCO2)하는 성과를 거두며, 제 12회 

지속가능경영 상 환경부장관상('18.6.8)을 수상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환경적 개최를 위한 공동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지원으로 ‘탄소 

ZERO’ 친환경 올림픽 개최에 성공하였습니다. 평창군 방림면 지역 98.2ha 면적의 산림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하고, 예탁결제원·이브자리·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수자원공사 

수변환경처 등 탄소흡수량이 필요한 기업에게 구매를 안내하여 거래 및 기부 유치하였습니다. 

올림픽 전 과정에서 발생한 41,560톤의 산림탄소흡수량을 통해 사회적 비용 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산림 탄소 활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 유관기관 협업 

탄소상쇄숲 조성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도는 전년 비 5.5% 상승한 61.9%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 

3,000여 명을 상으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정보 제공 및 탄소중립 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ton 줄이기 실천서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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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2년까지 매년 2ha씩 총 10ha 조성을 목표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업사업으로 

강서한강공원 산림탄소상쇄숲 조성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이브자리, 한국중부발전, 서울 시민 1500명과 함께 포플러나무 

4,300본(4ha) 식재하여 이산화탄소 121tCO2를 흡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은 산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산림탄소흡수량에 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으로 산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배출권거래제 산주 참여 사업유형을 신규 개발하여 산주의 거래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수종 갱신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에 한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형을 개발하여 

기존 수종보다 탄소 흡수가 우수한 수종으로 재조림하는 사업에 한 탄소흡수량 차이를 

인정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9,5848ha 기준 약 19억원의 산주 거래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

S
D

G
s 

달
성

을
 위

한
 지

속
가

능
한

 여
정

   
  2

0
19

 우
수

이
행

 기
업

 사
례

집

한국수력원자력
UNGC 가입일: 2007년 3월 17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TRUST 기반 지속가능경영 전략

한수원은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고자 기업의 핵심가치인 T.R.U.S.T에 맞춰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전략과 연계된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각 부문별 현업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표

경제, 환경,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성장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

추

진

전

략

전략방향 실천과제 추진현황(’17~’18)

Technology

(기술)

- 친환경 청정에너지 육성

- 해외 원전·수력 사업 확

-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6년 연속 RPS 의무량 이행

- EU-APR 유럽사업자협회 인증 획득

- 네팔 차멜리야 수력 발전소 준공

Respect

(존중)

- 열린고용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

- 맞춤형 인재 양성

-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통령 표창

- 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  기업 본상 수상

- 국가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상 수상

Ultimate Safety

(안전)

- 재난 유형별 관리체계 고도화

- 산업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 공개

- 산업안전 재해율 0.92%

-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 건립 확

- 원전 정보신뢰센터 신설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 환경경영 추진체계 강화

- 안전·행복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 지역상생 협력 확

-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재인증

- 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상 수상

- 원전지역수용성 3년 연속 향상

Timeless

Integrity

(정도경영)

- 윤리경영 체계 강화

- 청렴·윤리문화 확산

- ‘제5회 국민권익의날’ 부패방지부문 통령상 수상

- 한국감사인협회 주관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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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P APPROACH

한수원은 ‘글로벌 TOP 종합에너지 기술개발’을 비전으로 원전운영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재난에 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통 안전 및 방사선관리 기술 등을 연구하고, 원전 

기기 신뢰도와 재료 건정성 확보 및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력,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함께 원전수출 및 원전해체 등 

신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유럽으로 나아가다

2017년 10월 한수원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 신규 원전의 사업 입찰 시 

기술 요건서로 활용할 수 있는 유럽사업자 요건(EUR) 인증의 본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EU-APR 표준설계는 국내 및 UAE에 건설중인 APR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번 EUR 취득을 통해 유럽에 건설될 신형원전에 한 안전성,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한수원은 이제 유럽은 물론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의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전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다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2018 KHNP-IAEA HRD(인력 양성) 컨퍼런스’를 

2018년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60여 개 나라에서 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원자력 인력 양성에 한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UAE 바라카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형을 IAEA에 기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한국의 신형원전인 APR1400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증한 모형은 

현재 IAEA 오스트리아 본부에 상시 전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한국 원전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됩니다.

미국에서도 원전 안전성을 인정받다

2018년 9월 한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한 

표준설계승인서를 받았습니다. 표준 설계승인이란 NRC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의 만족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한국 APR1400 원전의 안전성이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안전성 입증으로 한수원의 원전 설계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KHNP APPROACH

한수원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안전문화 내재화와 설비품질 확보 등으로 안전 최우선 

원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극한 재난 및 중 사고에 한 선제적 응역량 향상을 위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내진 안전성 강화를 실시하였고, 사회재난, 방사능재난,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 재난 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회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원전운영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 이슈에 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원전 정보 검증기구인 KHNP 정보신뢰센터를 설립하여 원전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에 따라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 동안 원전본부를 비롯한 한수원 모든 사업소에서 지진 응, 방사선비상훈련 등 

32건의 복합재난 응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재난 응 역량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내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복합재난 응훈련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난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글로벌 Top 원전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수원」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 

우수성 입증

안전 최우선 원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원전, 행복한 국민」

복합재난 대응훈련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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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같은 훈련으로 재난 대비의 초석을 마련하다

2018년 5월 15일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10개 유관기관을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본부 인근 강진 발생에 의한 복합재난에 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CEO가 직접 주재한 토론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규모 5.4와 7.2의 지진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유해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화재 

등의 재난에 응 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실질적 재난 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재난 응 종합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훈련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계로 실제 상황 발생 비 지휘부와 현장간의 지휘, 보고체계를 

재점검하였습니다. 한수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신속한 상황보고와 전파 및 협업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재난 응 지휘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훈련 시간별 상황 및 대응

상황 발생 시간 상황 대응

14:00 경주지역 지진발생(규모 5.4) B급 비상 발령. 소내 인원 피

14:10 경주지역 지진발생(규모 7.2) A급 비상 및 청색 비상발령

14:15 ~ 14:22 송전탑 붕괴로 소내$외 전원 상실 이동형발전차 및 펌프차, 불탱크 펌프차 출동. 이동형발전차 체케이블 포설

14:45 ~ 14:53 황산누출사고 발생 우해화학물질 응조 및 119 특구단 제독 및 수거

14:53 ~ 15:00 원자로건물 격리기능 상실로 방사능 누출 적색비상 발령. 지역주민 피요청. 이동형발전차를 이용한 비상전원 공급

15:00 화재발생 자체소방  및 경주소방서 화재진화

빅데이터 활용 자동예측진단 시스템 개발

설비상태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기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24개 호기 전 원전 감시시스템을 온라인 연계하고 원전 핵심설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예측진단용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설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 체계적으로 

관리된 빅데이터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기기를 정비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수원은 자동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단 상을 확 하여 핵심설비 고장의 제로화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적용 E-Tower 기능 확대

E-Tower는 다양한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처가 가능한 Control Tower로 전 원전을 24시간 

통합 감시하여 발전소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발전소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진단 범위를 확 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요소 발굴 역량을 높임으로써 사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기존의 정상 100% 상태뿐 아니라 정지 및 저출력 상태일 때도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운전 변수를 재분류하여 2017년 고장 정지 3건을 예방하였습니다.

KHNP APPROACH

한수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체계를 정립하고, 안전·행복을 증진하는 

한수원 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밤길을 보장하는 안심가로등 사업을 비롯해 

지역아동 교육, 저소득층의 주거 개선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이전을 

계기로 경주시와 한수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주종합발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체코에서의 글로벌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의 불빛을 밝히다

한수원은 발전사의 특성을 살려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가로등은 어두운 골목길, 취약계층 거주지와 같은 안전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국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행복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4차 산업기술 기반 원전 

안전운영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업 확대



##

2017년 전국 7개 지역에 401본의 가로등이 설치 되었고, 누적 1,008본의 태양광 안심가로등이 

불을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 

한수원은 태양광 안심가로등을 설치한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정에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반딧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평창군을 포함한 7개 

지역의 394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 에 놓인 위기가정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의 불빛을 밝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시 강원도 평창에 안심가로등을 설치하여 선수, 관객,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밝은 거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평창의 올림픽선수촌과 횡계리 지역에서 2017년 

8월에 안심가로등 사업을 착공해 10월 기준으로 약 3km 구간에 걸쳐 가로등 90본을 설치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방범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한 보호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2017년‘

제2회 한민국 범죄예방 상’에서 범죄 예방활동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심가로등 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KHNP APPROACH

2017년 한수원은 사회적 가치인 인권과 안전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체계를 재구축하고, 

임직원의 채용과 우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인프라 강화를 위한 내부 규정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협력사 

참여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확 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을 

획득하여 반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내부감사와 외부 모니터링 등의 

내부 견제시스템을 운영하며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리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사내 청렴 의지를 제고하여 원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윤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윤리의식을 높이다

『찾아가는 청렴윤리연극』은 한수원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을 

상으로 실시하는 윤리 연극입니다. 주입식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연극을 활용한 감성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자 2015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한수원 맞춤형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직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원전 종사자의 윤리를 되새기다

2017년 윤리연극은‘온 유어 마크(On your mark)’를 부제로 청렴을 넘어 원전 종사자로서 갖는 

일의 의미와 사명감을 연출하였습니다. 연극의 주인공인 신입사원 한수연이 겪는 이야기를 통해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안전 원전 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재미가 어우러진 윤리를 경험하다

이번 연극은 원전 종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민과 고충을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직원들의 

공감을 이끎과 동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연극이라는 

장르를 넘어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의 공연을 도입하여 청렴교육에 한 직원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30%, 지상의 별빛을 만드는 우리는 꼭 필요한 원자력을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를“

- 온 유어 마크 中

윤리경영 체계 강화

「보고, 듣고, 깨닫고, 공감하고」

윤리연극 임직원·협력사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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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UNGC 가입일: 2007년 2월 21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water는 맞아 환경가치, 공익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서비스의 4  전략방향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9개 과제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현재와 미래세 ,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해 지구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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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전략 및 사례 

안전한고 깨끗한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K-water는 이상 기후에 비하여 수재해 응력 강화 및 수자원 시설 안정성 강화 사업 

추진으로 재난·재해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댐·보 및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가뭄, 홍수 등 물재해에 적극 응하고 물환경 전담조직 신설, 수량·수질 책 적극 시행 및 

과학적 수질예보로 수질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되고, 경기·인천지역에서 수돗물 냄새물질이 기준을 초과 

하는 등의 수질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 응용수를 154백만㎥을 확보·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맑은 물 공급

K-water는 파주시의 스마트물관리 성과를 기반으로 ‘건강한 물’ 패러다임을 전국적으로 

확 하고 광역·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로 물 소외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수혜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 검침,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고령군, 봉화군 등 K-water가 수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생활 모니터링과 검침원 방문검침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 를 발굴하고 관리사 SMS 알림, 취약계층 옥내누수 수리, 청소·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확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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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도시 융합서비스 서비스 확대

K-water는 물의 생태·문화적가치와 현명한 이용에 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지속가능 한 수변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로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K-water는 물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낙후지역 물 시설 보수(행복가득 水), 해외 물 부족 지역 

상수도 설치(상생가득 水), 사랑나문 의료 봉사(사랑가득 水), 청소년 해피워터 희망 

멘토링(희망가득 水) 등 지역사회와 세 별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 하고 있습니다.

또한 K-water 및 한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설립 ·운영중인 아시아물위원회 (AWC, Asia Water 

Council)를 주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를 처하고 물 문제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실질적 

실천방안을 시행을 통해 아시아 내에서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water는 물관리 기술 및 50년 경험을 토 로 진정성, 혁신 및 창의성을 더해 세계와 

다음세 에 깨끗하고 풍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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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아시아물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

아시아 물문제에 한 논의와 해결을 위한 국제 물협의체로 인도네시아, 중국 등 26개국 130여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

(의장으로 K-water CEO 참여)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1996년 설립된 물분야 국제기구로 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 역할 수행, ‘12년 기준 전세계 373개 기관이 참여

(이사기관으로 K-water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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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UNGC 가입일: 2005년 10월 5일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H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도적 참여, 스마트 시티 조성·확산 등을 

통해 SDGs의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LH는 2027년까지 주거안정지원가구 

340만 및 도시·경제기반조성 245㎢등의 전사적 경영 목표를 

세우고 국민이 행복한 미래 국토 가치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 주택 112만호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는 국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SDGs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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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임 주택 정책의 

수혜 상에 청년을 강화하여 다세  셰어형 임 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신혼부부의 임 주택 입주확 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 주택 공급제도로는 사각지 에 놓인 소외계층에 한 주거지원이 미흡함을 

인지하여 수요맞춤형 임 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42개소 마이홈센터를 통하여 지역 

및 특정 계층의 주거수요를 파악하여 사각지 를 발굴하여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층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주거생활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플랫폼 서비스 제공 단계를 넘어 향후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현재는 

육아∙돌봄 등 직접∙공유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 추진중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2. SDGs 전략 및 사례 

경제기반 조성을 통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시 를 맞아 산업 수요가 규모 제조업 위주에서 중·소규모 첨단 융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LH는 이러한 수요변화에 적극 응하여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혁신형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기존의 평면적 산업단지 구성을 탈피하여 기업생애주기별로 공공지원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창업에서 성장 및 재투자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는 혁신적 산업단지로서, 

창업기업을 위한 기업지원허브와 창업공간에서 배출된 성장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센터 등이 

조성되어 2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거점도시로 확산시켜 경제 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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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경쟁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LH는 쇠퇴하는 구도심의 회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물리적 재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주도의 

맞춤형 재생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결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등 시범사업 68개 중 32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였습니다.

부녀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독거노인의 

고독사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계량기 사용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케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스마트 

리사이클링 및 음식물자원화 바이오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 생활편익 및 쾌적한 단지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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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nd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 한다.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nance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는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한 전세계적인 합의를 계기로 도이치 은행, UBS와 같은 선진 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UNEP FI는 은행, 보험 회사 및 투자자를 포함한 23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성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산업 내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이슈에 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후 협상과 같은 범지구적인 과제에 

적극적인 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유엔책임투자원칙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니셔티브입니다.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처음 제시된 책임투자원칙은 자산 

투자자들이 PRI의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를 투자의사 결정 시 핵심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현재 1,800개가 넘는 서명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임은행원칙 UNEP Finance Initiative-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책임은행원칙(UNEP Finance Initiative-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은 2018년 11월 개최된 파리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UNEP FI Global Roundtable)에서 UNEP FI에 따라 책임은행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전세계의 28개 주요 은행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책임은행원칙은 지속가능한 은행 시스템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 49개 은행이 책임은행원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반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민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15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으로 

발족하였으며, We Mean Business Coalition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SBTi는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참여 기업의 과학적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가치 사슬 내의 확산을 촉진합니다. 현재 5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76개 기업이 자사의 과학적 감축 목표를 승인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는 기업, 도시, 지역의 환경적 정보에 한 자발적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기후 변화, 산림,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에 끼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CDP에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은 기업과 도시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및 관리하고 회복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게 장려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기업, 투자자, 정부 및 

도시가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킵니다. CDP는 현재 90여 국에 걸친 100개 이상의 주와 500개 

이상의 도시, 7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환경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EO 수자원관리 책무 The CEO Water Mandate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수자원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는 세계 수자원 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수립과 해결방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책무를 지지하는 CEO는 기업경영에서 수자원 관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다자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150여개의 기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는 2004년 설립된 이니셔티브로 공급망 내 협력과 

다자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팜유의 성장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SPO인증은 8가지 주요 원칙을 

통해 해당 기관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였음을 보장하며, 독립된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이 부여됩니다. RSPO

는 현재 87개 국가 4,000개 이상의 회원이 참여 중이며, 팜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여러 국가의 재배 기업, 가공 및 유통업체, 소비재 

제조업체, 팜유 제품 소매업체, 금융기관, 환경 및 사회적 NGO등을 포함합니다. 

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前 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CFSI)

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의 전신은 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CFSI)로 2008년 전자산업시민연  (EICC) 와 글로벌 

전자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 입니다.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로 표되는 분쟁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공개하여 책임 있는 원자재 구매를 장려합니다. RMI는 공급망 내 3TG를 사용하는 기업 

및 산업체를 상으로 다양한 툴과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분쟁광물 규제에 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미분쟁(Conflict-free) 광물 구매를 독려하여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여러 산업군에 

걸친 360개 이상의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3TG: 표적인 분쟁광물인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이르는 말로, 이는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C),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여개 국에서 채굴되며, 판매수익이 반군의 자금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책임감 있는 기업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前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

책임감 있는 기업 연합(RBA)의 전신은 전자산업시민연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EICC)로 2004년 Dell, HP, IBM 

등 8개의 전자산업분야 선도기업들이 모여 산업 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행동 규범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기업은 RBA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 표준(common 

standards)인 행동규범을 채택하며, 이는 수천 개에 달하는 1차 협력업체(Tier 1 Suppliers)에도 적용됩니다. RBA의 행동규범은 

전자산업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존중 받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제정한 표준으로 노동(7), 안전보건(8), 환경(8), 기업 윤리(8), 경영시스템(12) 5개 분야의 43개 규범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개 

이상의 전자산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학자,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 그룹 리더들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범지구적, 지역별, 산업별 의제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입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립니다. 1,000여 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 및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모색하고 최상위의 윤리기준을 요구합니다. 매년 국가별 경쟁력을 담은 <The Global Competiveness Report>, 글로벌 리스크 동향을 

담은 <The Global Risks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The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 2005년 

발족시킨 협의체 입니다.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서울 등의 메가시티 및 90개 이상의 도시들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및 기후 리스크 감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클레이(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1,500개 이상의 도시 및 지역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협업하여 기후 변화부터 도시화까지 전례 없는 글로벌 환경 변화의 지역적 영향을 다룸으로써 도시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사람 중심 및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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