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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Readers,

Last year, on December 1st,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sumed for one year the presidency 
of the G20. One of the pillars on which the German G20 Agenda is based carries the title “assuming 
responsibility”. That responsibility naturally includ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e Germ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promote CSR even stronger than already in the past – in Germany and 
globally via the G20 channels. 

The DCGK (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from 
2002, since then updated several times by a special commission, is implementing the model of the 
“Honourable Merchant” (Ehrbarer Kaufmann) as an overall concept for responsible company manage-
ment. The term is much older than “CSR” and was coined in medieval Italy and Hanseatic cities as a 
way to prevent ir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trade) robbery”. It depicts a unity of ethics 
and economy as an instrument to enhance the merchant’s credibility, a keystone for good faith in busi-
ness. The “Honourable Merchant” cultivates these virtues both on a company- and on a society-level.

The motivation, however, to be an “Honourable Merchant” does not just lie in honour itself: Voluntary commitment benefits 
companies economically in various ways, the most significant being the improvement of their reputation. This usually leads to 
an improvement of the working atmosphere and motivates the employees, who will subsequently identify themselves further 
with their company.
Nowadays, an environment-friendly reputation is also not just something nice to have, but connected to concrete economic 
benefits. Business measures that save water and energy, save costs as well. Market chances for greener products are growing 
considerably. And a positive environmental as well as social reputation attracts new clients − consumer awareness has been 
rising for years now and will further do so, especially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s of Asia.

As German Ambassador to Korea, I am thus very glad that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ogether 
with the German companies most active in Korea are spreading the very European idea of the “Honourable Merchant” through 
many impressive examples.

Stephan Auer Germ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독일연방공화국은 작년 12월 1일자로 G20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G20 어젠다의 기초가 되는 기둥 중 하나는 “책임지기(assuming responsibility)”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포함됩니다. 독일연방정부는 독일 내에서, 그리고 G20 채널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

던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독일 기업 지배구조 지침(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은 2002년 이래 특별위원회에 의해 수 차례 업데이트 되면서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의 종합적 콘

셉트로서의 “Honourable Merchant(존경스러운 상인)”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Honourable Merchant”는 CSR 보다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된 개념으로 중세 

이탈리아와 한자동맹 도시들에서 “상거래 상의 강도짓”을 포함한 무책임한 상업 관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용어입니다. 이는 비즈니스에서 선의의 핵심

인 상인의 신용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와 윤리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Honourable Merchant”는 이러한 덕목을 기업과 사회 차원에서 키워줍니다. 

“Honourable Merchant”가 되려는 동기부여는 단지 명예 자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약속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

져다 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명망이 높아진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의 개선과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과 

자신을 더욱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친환경 기업이라는 명성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적 결정들은 

결국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냅니다. 친환경 제품의 시장기회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친환경 명성과 사회적 명성은 신규 고객 확보에도 도

움이 됩니다. 소비자 의식은 지금까지 매년 높아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에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한독일대사로서 한독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수의 인상 깊은 사례를 통해 

“Honourable Merchant”라는 매우 유럽적인 아이디어를 널리 확산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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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Readers,  

In 2016, Korea experienced major changes 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Scan-
dals surrounding some of the largest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have caused 
country-wide weekly protests where people demanded reforms in politics and society. 
This has caused many people in Korea and as well us, the Korean-German business com-
munity, to reconsider the role of businesses in the Korean society as well as its long-term 
contribution.

With about 450 German companies in Korea, German companies play a vital role in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 They are major employers for numerous 
Korean worker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cal communities. As a representative of 
the German business community, KGCCI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 dynamic and 
knowledge-based Korean society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e are actively cooperating with other Korean organizations to level the playing field in 
this regard. In this context we are especially proud to introduce the project “Ausbildung” in Korea this year. 

“Ausbildung” represents a promising approach to lower Korea’s rising youth unemployment and the lack of adequate work-
force in certain industries and occupations. This year 90 high school graduates have entered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German companies to be trained as “Vehicle Maintenance Specialist” according to the German dual vocational edu-
cation and training system. An expansion of the program, with more high school graduates, and hopefully also additional 
professions, is planned for the following generations of graduates. 

This is just one out of many programs and activities German companies in Korea undertake to support and connect with the 
Korean society. This report displays many more commitments and contributions of our member companies to support the 
Korean society. Both the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take much joy and pride in doing so. Enjoy the reading! 

Ms. Barbara Zollmann
President & CEO of KGCCI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주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스캔들은 매주 전국에 걸쳐 

정치와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이 시위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 한독 비즈니스 공동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50여 개의 한국 주재 독일 기업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독상

공회의소는 독일 비즈니스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저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아우스빌둥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스빌둥은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과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유망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9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독일 

자동차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독일식 일 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기업들이 한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후원하는 많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 외의 저희 회원사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이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사와 임직원 모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부디 즐겁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바라 촐만 

KGCCI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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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 we create chemistry
At BASF,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 We combine economic 
success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Approximately 
112,000 employees in BASF Group work on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our 
customers in nearly all sectors and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BASF has 
been a committed partner to Korea since 1954 and creating chemistry with local 
community 

BASF Kids’ Lab

Connected to Care
Designed as an interactive, educational program, BASF Kids’ 
Lab enables children in kindergartens and primary schools to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chemistry in everyday life. Safe 
experiments are chosen which can effectively demonstrate 
the wonders of chemistry. 
The number of participan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BASF Kids’ Lab was first launched in 2003, more than 5,200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South Korea since 
the program began.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energy such as food and electricity, lack of public transporta-
tion, and residential space. BASF believes that "chemistr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is problem. 
BASF makes children realize the importance of chemistry in 
everyday life and to prepare for sustainable future through 
chemistry by experiencing an easy and fun chemical experi-
ments which called BASF Kids' Lab. Through continuous and 
long-term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ASF aims to contribute 
dreams and hopes to the children of the community and to 
cultivate future talents.

BASF has launched a global volunteering team contest 
‘Connected to Care’ to make a social development. BASF 
employees from all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submitting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2 social 
commitment program from BASF Korea were also selected 
‘connecting disabled children with nature’ and ‘summer 
camp for single moms & their children’. Those 2 programs 
selected have been voluntarily and continuously implemented 
since it launched. At the same time, BASF cooperates with 
and contributes to local communities in Korea through 
employee volunteering such as making kimchi and caring 
for kid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activities like donations to 
those in need. 

바스프 키즈랩은 직접 체험하는 화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6세부터 12세의 어

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선정

된 안전한 실험에 참여하고 즐겁고 창조적인 화학의 세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2003년에 한국에 처음 선보인 바스프의 키즈랩 프로그램은 매해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여 약 5,200여 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바스프 

키즈랩에 참여했습니다.  

미래에는 먹을 거리와 전기 등의 에너지 부족과 대중 교통 및 주거 공간의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바스프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화학”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키즈랩이라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화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화학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준

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바스프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공헌 활동

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

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 바스프는 전세계 임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대회, 

‘Connected to Care’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아동들과 함께 직접 

텃밭을 가꾸고, 미혼모 가정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줄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이 활동은 지금까지도 임직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 기관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도움이 필요

한 곳에 지급하는 성금 모금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기업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키즈랩의 ‘겔리젤리 만들기 실험’에 참여 중인 학생들 

Students conduct the “Gelly-Jelly” experiment at BASF Kids’ Lab

장애아동들과 함께 하는 텃밭 가꾸기 (좌)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바스프 임직원 및 가족들 (우) 

Connecting disabled children to Nature. Employees and family members make kimchi for those in need.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써,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 세계 약 11만 2천 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4년 한국에 진

출한 이래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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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 we create chemistry

Open to local neighbors

Industry-academic relationship

BASF has 7 production sites over cities such as Ulsan, Yeosu, 
Gunsan, Ansan and Yesan. The company and local communi-
ties has built strong relationship for long time and cooperate 
each other for sustainability of the area. In 2003, BASF has es-
tablished CAP (Community Advisory Panel) in Yeosu already 
which was the first dialogue group with local opinion leaders 
from the company in Korea. The CAP at BASF’s site in Yeo-
su publishes a quarterly newsletter titled “Love Environment, 
Love Safety”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issues. There are 84 CAPs worldwide. 

바스프는 서울 외에도 울산, 여수, 군산, 안산 및 예산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오랫동

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가 전세계 사업장에서 84개 운영하고 있는 CAP(Community Advisory Panel)은 2003년 여수에

서 국내 화학기업으로는 최초로 발족하여 지역사회가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기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협의회는 창립 이후 

안전 환경 소식지(CAP Newsletter: “환경사랑 안전사랑”)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임직원과 고객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매년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후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화학

공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스프 본사 국제 하계

프로그램에 2009년부터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BASF grants scholarships to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each year and provides oppor-
tunities to the chemical / engineering majored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summer course 
for promising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worldwide in Ludwigshafen, Germany is one 
good example. Selected Korean students are 
invited there since 2009.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안전협의회(CAP)의 정기 회의 (위)
환경안전협의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소식지 “환경사랑 안전사랑” (아래) 

Community Advisory Panels at BASF site in Yeosu holds regular meetings to discuss key topics 
relating to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CAP Newsletter “Love Environment, Love Safety”, quarterly published by the CAP at BASF Yeosu site

바스프 국제 하계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 Participants at the BASF International Summer Course

장애아동들과 함께 하는 텃밭 가꾸기 (좌)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바스프 임직원 및 가족들 (우) 

Connecting disabled children to Nature. Employees and family members make kimchi for those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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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yer 

CSR Activities in Korea

Bayer is a global enterprise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Life Science fields of health care and agriculture. We develop new mol-
ecules for use in innovative products and solutions to improve the health of humans, animals and plants. Bayer Korea started its 
business in 1955 and has around 750 employees with 3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development facilities. Bayer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t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s a corporate citizen.

In line with corporate mission ‘Science for A Better Life’, Bayer has been contributed to make people’s ‘Better Life’ in the field of health 
and social needs in Korea with various activities as below. 

바이엘은 생명 과학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업으로 헬스케어와 농작물 분야에서 핵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동물, 식물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혁

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분자를 개발합니다. 바이엘은 1995년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750여 명의 직원이 서울 본사를 포함해 

3개의 공장과 개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지속 가능개발이라는 원칙을 갖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의 기업 미션인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 실현을 위해 헬스 및 농업 분야에서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며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Bayer Clinical Medicine Award 
We work to improve health services and medical 
technology in Korea. Bayer Clinical Medicine Award 
was established jointly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n 2004 to contribute to the ad-
vancement of cli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With an aim to encourage research in clinical 
science and practices, the award has been granted 
to the physicians who are recognized for their ded-
ication and achievement in diagnosing and treating 
life-threatening and chronic diseases in particular. 
The award has been given to over 13 outstanding 
researchers who contribute to the treatment of hu-
man diseases.

3. Bayer Sharing Box 
Bayer has been donating Chuseok (Korean 
Thanksgiving) gifts to the Seoul Gwanak Se-
nior Welfare Service Center for many years. 
In 2016, Bayer Korea expanded the campaign 
to encourage employee participation for the 
good cause. Employees were asked to do-
nate items, such as daily necessities, nutri-
ents, and personal items, through a ‘Sharing 
Box’ placed in the office. The items were then 
collected and delivered to the seniors before 
Chuseok along with the gifts. 

대한의학회와 바이엘코리아가 운영하고 있

는 임상의학상은 한국의 우수한 임상의의 

연구 업적을 발굴하여 한국 의료 수준의 선

진화와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복돋우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임상 업적 평

가를 위해 임상의학에 대한 공헌도, 학문적 

창의성, 진료에 임하는 자세와 품성 등 세 

가지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업적에 대한 공

적 조사를 실시 한 후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

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류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총 13명의 

의학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엘코리아는 매해 명절 선물을 서울관

악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석에는 바

이엘 직원들이 직접 기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엘 사무실 내에 ‘바이엘 쉐

어링 박스’를 비치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모아, 명

절 선물세트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께 전

달하였습니다.

바이엘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

년부터 해마다 바이엘 본사와 인접

한 서울관악노인복지센터에서 바이

엘코리아 임직원들이 독거 노인 돕

기 김장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매년 

관악구 및 동작구 지역의 약 300명

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전달

하고 있습니다.

2. Kimchi for a Cause 
Bayer Korea is socially responsible company and 
is actively involved in a local community. In this re-
gard, Bayer Korea has hosted Kim Jang event for 
the past 5 years on every winter at Seoul Gwanak 
Senior Welfare Service Center. Each year, Kimchi 
made by Bayer employees has been provided to 
approximately 300 underprivileged families es-
pecially for the senior living alone in Gwanak and 
Dongjak areas, nearby the Bayer Korea headquar-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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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ducation Program for Veterinary Medicine School Students
Animal Health division of Bayer has been offering an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studying veterinary medicine at university to visit its production site in 
Banwol and learn about the process of how drugs for animal health are being 
made. Currently, Bayer is the only company in Korea that can offer filed edu-
cation at the production facilities. Moreover, Bayer offers internship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s vet school students, who are in 4th 
year in their med school, with an aim to provide practical education and field 
experience. By providing internship, Bayer hopes to contribute to the industry 
development of Korean Veterinary medicine.  

바이엘의 농업사업부인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2004년부터 평택 개발센터에서 

모내기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도부터는 한층 더 나아가 바이엘 직원 자

녀 및 외국인 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즐거운 현장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바이엘 어린이 농업교실’을 개최했

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모내기를 체험하고, 건강한 작물, 농업의 중요성

과 글로벌 식량 문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는 국내 주요 수의대 학생들이 약리학 수업의 일환으로 매년 바이엘의 반월 공장을 방문해 동물 의약품 제조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의약 제조 시설을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바이엘코리아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및 건국대

학교 수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8주간 현장실습을 하는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며 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Bayer Korea Internship Program
Bayer has started to recruit interns through open recruitment system since June in 2016. Internship program is conducted 2 times per 
year (about 20 interns each) The Bayer interns ar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have actual work experience for 5 months, as well 
as education programs which includes training sessions on leadership and business manner, to strengthen capabilities in relation to 
their career. The program also includes activities such as visiting Bayer’s production sites and business workshop. 

7. University Education Program and University Lecture
Bayer supports talent development by providing lectures and education programs to university students in the area of business man-
agement, and sharing the story of CEO during class and job counseling session. Together with Korea Institute of Advertising, Bayer’s 

Consumer Health division held ‘OTC Drug Digital Marketing Strategy Planning Support 
Program’ in 2016. For the program, Bayer created a course on digital marketing at 
Hanyang and Hanrim University, and provided lectures on social media and shared 
successful campaign cases. At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present their digital marketing ideas to deepen the knowledge they have learnt and to 
experience the competitive presentation done in actual advertising industry. 

바이엘은 지속적으로 대학 특강 및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생한 

경영 현장 및 경영자(CEO)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인재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에는 한국광고연구소와 함께 ‘일반의약품 디지털마케팅 전략기획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양

대와 한림대에 디지털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여 소셜미디어와 성공적인 캠페인에 대한 강의를 진

행한 후, 대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경쟁 PT를 실시해 실제 광고 현장의 느

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이엘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인턴 공개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되는 공채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1기에는 16명이, 2기에는 

총 22명의 인턴 사원들이 입사하여 약 5개월간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커리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및 현장/공

장 방문 등의 활동들에 참여했습니다. 

Bayer Crop Science has held rice transplantation activity since 
2004 at its development center in Pyeongtaek, and in 2016, the 
company has expanded to the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 so 
that children could also experience and learn about the impor-
tance of agriculture. Annually about 50 children of Bayer employ-
ees and from foreign schools were invited to the event with an 
aim to educat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healthy food and 
global food security through actual field experience. 

Bayer Crop Science has been offering ‘Bayer Youth Academy on 
Life Science’ education program for the students of Jinwi High 
School, which is located near its development center in Pyeo-
ngtaek, since 2010. In the beginning of each year, students who 
have decided to take subjects related to natural sciences and 
are becoming 8th grade at Jinwi High School are invited to the 
program. The program aims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modern agriculture, plant diseases and pest control through lab-
oratory experiment and field activities. 

4. Bayer Agriculture Class for Children 5. Bayer Youth Academy on Life Science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지난 2010년도부터 평택 개발센터 인근에 위치한 진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과학을 주제로 농업의 미래와 건강한 작물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행하는 ‘바이엘 유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

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진위고 자연계열 2학년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초청해 

식물과 질병, 해충 방제기술 교육 및 실습 등을 실험실과 실제 농업현장에서 제

공하고 있습니다.

09



Established in 1995 as the first import car company, BMW Group Korea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BMW Group. BMW Group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BMW luxury performance automobiles, Sports Activity Vehicles, 
Motorcycles, and MINI. A total network of 67 showrooms, 77 service centers and 8 
dealers represents the BMW Group across the country.
As a commitment to the society, BMW Group Korea established the BMW Korea 
Future Fund, a nonprofit foundation in 2011 and BMW and MINI Driving Center, the 
world’s first automotive multicultural complex within the BMW Group in 2014.

BMW Group Korea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BMW 그룹이 100% 출자한 한국 법인으로 1995년 7월 수입차 업

체 최초로 출범했다. 국내에서는 BMW와 MINI, BMW 모토라드의 수입 및 부품 공급 등을 중심으로 

국내 딜러와 영업망 개발 및 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공식 딜러사 하에 전시장 67개, 서비스센터 77개로 수입차 최대 규모의 네

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수입차 최초의 비영리 사회공헌 재단인 BMW 코리아 미래재단, 2014년 세계 최초 

콘셉트의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등을 설립하며 국내 사회에 헌신하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차량 판매 및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자동차 관련 대학 학과와 고등학교에 연구용 자동차 기증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Social Contribution
BMW Group Korea donated BMW X5 to Seoul 
Fire Department in commemoration of the 
group’s 100th year. The seven donated vehicles 
are used in patrolling and inspecting depart-
mental facilities, and saving lives during emer-
gencies. Not only donating the vehicle itself, 
BMW Group Korea will be funding the entire 
maintenance expenses for the next 5 years.  

BMW 그룹 코리아는 그룹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시민

들의 안전을 위해 수입 차 최초로 소방재난 본부에 X5를 

기증하였습니다. 7대의 차량은 소방시설물 점검, 순찰 및 

재난 발생시 인명 구조 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차량과 더불어 5년 동안의 유지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cademia Support
BMW Group Korea is actively seeking mutual growth with aca-
demia through industry- universities. Furthermore, BMW Group 
Korea engages in joint research, nurturing talents, and selecting 
and funding scholarship students.

BMW 그룹 코리아는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 그룹은 현재 4개의 대학과 MOU체결을 하였

고, 이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술, 전문 인재 양성,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ultural Support
BMW Group Korea is supporting reunification of Korea by sponsoring Ajou University’s 
‘Tong Tong Steps’ which is part of a ‘Pleasant Innovations’, a project that German 
Embassy in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jou University partake in. ‘Tong 
Tong Steps’ is a project that plans, develops and implements unification related 
education, research, and projects. Moreover ‘Pleasant Innovations’ aim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spread consensus on the need for unification.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대사관, 통일부, 아주 대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주 대학교의        

‘유쾌한 반란’의 일환인 ‘통통 걸음’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통통 걸음’은 통일 관련 교육과 연구, 통일 

인식 재고 캠페인, 남·북한 관련 국제 협력 관계 증진, 통일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실

행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



BMW Korea Future Fund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BMW Group Korea and Dealerships, which manages various busi-
nesses under the vision of responsible leader for future, constructing eco-friendly leadership, cultivating global talent and heightening the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건강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친환경 리더십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

하고자 BMW 그룹 코리아와 딜러사에서 함께 설립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BMW Korea Future Fund 

1. Junior Campus

Junior Campus is operated in two ways; BMW Driving Center Junior 
Campus, a science and creativity program that teaches scientific princi-
ples and sustainable energy through experiments and car-making activity 
and Mobile Junior Campus, a program which visits schools and organi-
zations in rural areas with a truck converted into a laboratory. In 2016, 
26,023(cumulative total of 69,905) children participated in Junior Campus.

주니어 캠퍼스는 초등학교 대상의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험과 자동차 만들기

를 통해 기초과학 원리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배우는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

어 캠퍼스, 그리고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을 이용해 지방의 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

는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2016년 총 26,023(누적인

원 69,905)명의 어린이가 주니어 캠퍼스에 참여하였습니다.

2.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is a mentoring program aimed at stu-
dents from low income family majoring in automobile maintenance in 
Technical High Schools and Meister Schools. Annually, 12 BMW and 
MINI technicians and 36 students participate as mentors and mentees. 
The group visits motor shows, dealer headquarters and BMW global 
sites. 131 students benefited from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공업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동차학과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2명의 BMW 및 MINI 전

문 기술인이 36명의 학생에게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며 모터쇼 탐방, 트레이닝 아카데미 

기본교육, 글로벌 필드트립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131명의 학생을 배출해 냈습니다. 

3. NEXT GREEN

NEXT GREEN is an environmental educational program for elementa-
ry students to build broader perspectives and responsible leadership. 
BMW Future Fund also provides NEXT GREEN Talk Concert and an on-
line training course for school teachers. In 2016, 5,743(cumulative total 
of 7,298) number of people participated in the NEXT GREEN program.  

NEXT GREEN은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한 초등

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NEXT GREEN 토크 콘서트와 초등학교 교

사를 위한 온라인 직무연수도 진행합니다. 2016년 5,743(누적인원 7,298)명이 NEXT 

GREEN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4. Hope Sharing School and Other Sponsorships

‘Hope Sharing School’ is a summer and winter school for the underpriv-
ileged children, providing lunch provision, medical support, extra-curric-
ular classes, and counseling. In 2016, 6,757(cumulative total of 34,050)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program. Moreover, BMW Korea Future 
Fund organizes and encourages the regular employee volunteer ac-
tivities at Kangnam Dream Vill. In 2016, 133(cumulative total of 279) 
employees have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미래재단은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에게 방학교실 ‘희망나눔학교’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

다. 어린이들에게 점심 급식 및 의무 지원, 문화적 활동, 심리 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합니다. 2016년에는 6,757(누적인원 34,05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

다. 또한 미래재단은 BMW 그룹 코리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직원들과 강

남드림빌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환경정비 및 아동 체험활동을 돕습니다. 2016년에는 

133(누적인원 279)명이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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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itizenship is an integral part of our corporate culture. Our social activities, therefore, emanate from our operating units 
in the countries and embrace patients, neighboring communities and society at large.

BoehringerIngelheim Korea has been conducting long-term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o fulfill its duty as a trusted corporate cit-
izen through supporting innovative projects that improve local healthcare system, supporting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and consistently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and society. 

Corporate Citizenship of Boehringer Ingelheim

Corporate Social Activities of Boehringer Ingelheim Korea 

Our Major CSR Activities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 최초의 독일인 의사 리하르트 분쉬 박사의 정신을 기리고 

국내 의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0년 대한의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분쉬

의학상’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후원해 오고 있다. 분쉬의학상은 매년 뛰어난 연구 성

과로 국내 의학 연구 발전을 이끈 3명의 의과학자에게 수여된다. (본상 1명, 젊은 의

Making More Health는 베링거인겔하임 본사가 세계 최대 사회혁신기업가 네트

워크 조직인 아쇼카와의 파트너십 하에 헬스케어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혁신

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여 보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업 비전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를 바탕으로 헬스케

어 분야를 변화시킬 혁신적 솔루션을 가진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지원함으로

써 헬스케어 분야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2016년 현재 

Making More Health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80명의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

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로 2014년 런칭한 이후 국내 헬

스케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혁신기업가 발굴 프로젝트로 제약업계와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

커 프로젝트는 국내 헬스케어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잠재적인 사

회혁신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국내 헬스케어 분야의 이슈를 기회로 바라보

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역량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4팀의 ‘체인지메이커’와 1팀의 우승자가 

선발되며, ‘체인지메이커’로 선발되면 프로젝트의 방향 및 구체성을 더하기 위한 

‘멘토링 세션, 네트워킹 기회 및 Alumni(동문회)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되

고, 최종 우승자 1팀은 프로젝트 지원금 2,000만 원과 프로젝트 로드맵 멘토링 워

크숍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16년까지 총 3회의 프로젝트를 통해 11팀의 체인지

메이커가 선발되어 한국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학자상 2명 - 기초, 임상 부문). 분쉬의학상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7년의 역사 동

안 공정한 심사와 오랜 전통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상으로 자리잡았

으며, ‘국내 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써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1.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 Project 

2. Wunsch Medical Award

Making More Health is a long-term global initiative driven by Boeh-
ringerIngelheim based on a partnership with Ashoka,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new and innovative ways to improve health globally. 
As a long-term CSR activities aligned to its corporate vision ‘Value 
through Innovation’, Making More Health aims to discover innova-
tive social entrepreneurs who can transform healthcare field with 
innovative solutions and improv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In 
2016, Making More Health network grows to more than 80 MMH 
fellows in over 30 countries. 
In Korea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 project was launched 
in 2014. It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industry and media 
as the first attempt to find innovative social entrepreneurs in Kore-
an healthcare sector.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 in Korea 
is designed to discover and support potential social entrepreneurs 
who will make positive difference to the healthcare services.  Teams 
or individuals who take healthcare issues as opportunities, or ap-

BoehringerIngelheim Korea i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medical research in Korea through the Wunsch Medical Award, 
which the company established in 1990 with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n honor of Dr.Richard Wunsch, the first 
German physician in Korea. The Wunsch Medical Award is annually 
given to three physicians (1 main prize winner, 2 young scientist 
prize winners(basic, clinic)  whos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research have l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With a 27 year history, it is one of the most honored medical awards 
in Korea, with fair screening and a long tradition, and is widely 
renowned as the “Korean Nobel Prize in Medicine.”

proach new and innovative ways to resolve issues can apply for 
the project.  Applicants go through fair screening process and 4 fi-
nalist teams of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s' and 1 winner 
are finally selected. Teams selected as ‘Changemakers’ are given 
the benefits of mentoring session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such as joining in Alumni network. A winning team is granted 20 
million won and a roadmap mentoring workshop for its project. 
Since its launch in Korea, Making More Health has selected 11 
teams of changemakers from 3 times of projects, continuing to 
innovate in our health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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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Researchers Get a Closer Look
꿈나무 과학자들 발견에 열광하다

Discovering ZEISS in South Korea: Employees’ children and their friends 
experienced the company up close during an open house event.
자이스 코리아 투어: 자녀들과 친구들이 자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가져  

Around 4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seven 
and fifteen had the opportunity to explore ZEISS during an open house designed 
especially for children. Employees from the Medical Technology (MED), Micros-
copy (MIC), Industrial Metrology (IMT) and Vision Care (VIS) business groups gave 
presentations at different stations. The children also had the chance to get some 
hands-on experience. Using a ZEISS Axio Lab microscope, the young researchers 
examined liver cells from a rat. Eleven-year-old Isaak Kang, whose mother works 
at Vision Care, was impressed: “At first I thought it was a bit strange, but then 
someone told me that the technology is used for medical purposes. Now I under-
stand why Microscopy is so important.” 
At IMT the children learned what ZEISS products have to do with cars, cell phones 
and wristband watches. At the Training Center, they were even able to operate a 
measuring machine themselves. Thanks to childfriendly explanations, the young 
visitors learned what ZEISS applications are used in hospitals, such as how the 
ZEISS ReLEx smile technique – one of the most common operations in South 
Korea – can correct visual impairments, what eyeglass lenses the company manu-
factures and how ZEISS technologies are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different inventions and technologies from ZEISS,” says 
fourteen-year-old Nam Ju Kang. Peter Tiedemann, Head of ZEISS in South Ko-
rea, shared his experience: “Both employees and their children really enjoyed the 

event. Parents were proud to be able to introduce ZEISS 
as their employer and the kids were extremely enthusi-
astic participants. The feedback was incredibly positive.” 

자이스 코리아가 7세에서 15세의 40여 

명의 초·중학생들을 초청해 어린이를 

위한 자이스 오픈 도어 행사를 개최했다. 

자이스 코리아 임직원들이 직접 행사에 참

여해 의료기기 사업부, 현미경 사업부, 3차

원 측정기 사업부, 비전케어 사업부 등 각 

사업부에 대해 소개하고 ZEISS Axio Lab 

현미경으로 쥐의 간세포를 관찰하는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가한 강이삭(11세) 군은 “처음

에는 현미경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들이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는 이야기를 들으니 왜 현미경이 중요한

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이들은 3차원 측정기 사업부 전시장

에서 자이스 제품들이 자동차, 휴대폰, 

손목시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웠으

며,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측정 기계를 

직접 작동해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력 교정술 중 

하나인 릴렉스 스마일(ReLEX smile)과 

같은 자이스의 기술이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이스가 어떤 안경 렌즈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서 어떻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 등에 대해 어린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설명이 진행되었다. 

강남주(14세) 양은 “자이스의 발명품과 

기술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자이스 코리아 피터 티데만 사장은 “직

원과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

었던 행사였다. 직원들은 자신의 회사인 

자이스를 소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

했고, 아이들은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

를 했다.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고 전했다.

ZEISS Group / ZEISS Korea 
ZEISS is an internationally leading technology enterprise 
operating in the optics and optoelectronics industries. The 
ZEISS Group develops, produces and distributes measuring 
technology, microscopes, medical technology, eyeglass lens-
es, camera and cine lenses, binocula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With its solutions, the company 
constantly advances the world of optics and helps shape 
technological progress.
ZEISS Korea (Carl Zeiss Co., Ltd) was established in 1986. 
Since then ZEISS Korea offers eyeglasses as well as solutions 
for biomedical research, medical technology and semicon-
ductor, automotive and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ies. 
ZEISS Korea has offices locat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Bundang, Changwon and Daegu. The company has 
over 200 employees and provides prompt and precise sup-
port on sales and service to their customers throughout the 
region. 
More information you can find on the official webpage: www.zeiss.co.kr

자이스 그룹 / 자이스 코리아

자이스는 광학 및 광전자 산업 분야를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첨단 기술 

기업이다. 자이스 그룹은 반도체 제조 장비, 3차원 측정기, 현미경, 의료 

기기, 안경 렌즈, 카메라 및 영화 촬영 렌즈, 망원경, 플라네타리움 기술

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 자이스 그룹은 다양한 솔루션으로 광학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기술 진보에 기여하고 있다.

자이스 코리아 (Carl Zeiss Co., Ltd) 는 1986년 창립되었다. 자이스 코

리아는 의료기기, 현미경, 3차원 측정기, 반도체 생산 및 검측 제품, 안경 

렌즈 등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분당. 창원.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소재하고 있으며, 총 200명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

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www.zei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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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iming to make a better world for future generations, Henkel actively 
engages in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MIT Projects in 1998, Henkel offices worldwid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rporate volunteering activities in their regions. With the goal of creating a better future through volunteering 
activities today, Henkel actively supports children, the elderly, local communities, and poor countries through its MIT Projects.

Henkel Korea CSR activities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헨켈은 기업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세계 지사 공동 차원에서는 1998년부터 

헨켈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MIT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다. 현재의 봉사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MIT 프로젝트를 

통해 헨켈은 어린이, 노약자, 지역사회, 빈민국가를 돕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Company-wide campaign to knit hand-made 
caps for newborns

In 2016, Henkel Korea initiated a campaign to knit 
wool caps for vulnerable newborns. As part of efforts 
by the NGO “Save the Children” to send wool caps to 
vulnerable newborns in impoverished regions of Africa 
and Asia, Henkel Korea initiated this company-wide 
campaign to realize our corporate aim of caring for the 
vulnerable around us. Henkel employees hand-made 
72 caps and sent them to children in Tajikistan via 
Save the Children, and through this campaign, Henkel 
employees were able to share our love and caring with 
vulnerable newborns in Tajikistan.

헨켈은 2016년 신생아를 위한 모자 뜨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NGO 

단체인 Save The Children 활동의 일환

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신생아들에게 

체온유지를 위한 털 모자를 만들어 보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헨켈 코리아는 사회

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하자는 취지로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헨켈 직원들이 직접 72개의 모자를 제작

했으며, 이를 전량 Save The Children에 

전달해 타지키스탄 아이들에게 나눔을 선

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Henkel operates globally with a well-balanced and diversified portfolio. The company holds leading positions with its three business 
units in both industrial and consumer businesses thanks to strong brands, innovations and technologies. Henkel Adhesive Tech-
nologies is the global leader in the adhesives market – across all industry segments worldwide. In its Laundry & Home Care and 
Beauty Care businesses, Henkel holds leading positions in many markets and categories around the world. Founded in 1876, Henkel 
looks back on more than 140 years of success. In 2016, Henkel reported sales of 18.7 billion euros and adjusted operating profit of 3.2 
billion euros. Combined sales of the respective top brands of the three business units – Loctite, Schwarzkopf and Persil – amounted 
to more than 6 billion euros. Henkel employs more than 50,000 people globally – a passionate and highly diverse team, united by a 
strong company culture, a common purpose to create sustainable value, and shared values. As a recognized leader in sustainability, 
Henkel holds top positions in many international indices and rankings. Henkel began operations in Korea in 1989 and currently 
employs more than 700 people inside Korea.

헨켈은 전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비즈니스를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헨켈의 3개 사업 부문은 강력한 브랜드, 이노베이션, 테크놀러지를 통

해 산업 및 소비재 사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접착 테크놀러지스 사업 부문은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접착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세제 & 홈케어 

및 뷰티 케어 사업 부문은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1876년 설립된 헨켈은 142년의 긴 역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2016년 기준 총 187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고, 조정 영업 이익은 32억 유로에 달했다. 헨켈의 탑 브랜드인 Loctite, Schwarzkopf, Persil 브랜드로 발생하는 매출은 60억 유로 이상이며, 

헨켈은 전 세계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헨켈은 지속가능성장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로서 수많은 국제적 지수와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

지하고 있다. 헨켈 코리아는 1989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현재 700여 명의 직원들이 서울, 안산, 음성, 천안, 부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About He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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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nating items to the Goodwill Store

Last March, Henkel Korea organized an event at Mapo Tower to 
collect items to be donated to the Goodwill Store. Goodwill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gives employment opportuniti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or low-income families by using the 
proceeds from selling the donated items. Employees of Henkel 
Korea collected items that are still in good condition but not being 
used at home and donated these items to the Goodwill Store. 
Through this activity, the employees of Henkel Korea participated 
in helping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s well as the envi-
ronment by recycling unused items. The collected items were 
donated to the Millal Songpa branch of the Goodwill Store and 
some employees also volunteered for the day at the Goodwill 
Store as part of this overall campaign.

지난 3월 헨켈은 마포타워에서 굿윌스토어 물품 기부활동을 펼쳤다. 굿윌은 

장애인이나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부된 물품을 저렴한 가

격에 판매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다. 헨켈 임직원들은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물품들을 

굿윌스토어에 기증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고, 물품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했다. 기증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전달되었으며, 자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굿윌스토어를 위한 

일일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Since 1999, Henkel Korea has supported Samdong Boys’ 
Orphanage through donations and various volunteering activ-
ities. Last February, as part of MIT initiative, Henkel Korea do-
nated movable chairs, desks, and indoor athletic equipment 
to Samdong Boys’ Orphanage, and with this donation, the 
underground auditorium in Samdong Boys’ Orphanage can 
now also function as an indoor gymnasium for the children. 
To honor the opening of this indoor gymnasium, Henkel Korea 
organized indoor sports events for the children of Samdong 
Boys’ Orphanage. Henkel staff prepared and participated in 
various indoor sports activities with the children and also host-
ed a pizza party and a balloon art session. Henkel Korea looks 
forward to further volunteering and charitable activities with 
the children of Samdong Boys’ Orphanage.

2. Donation and volunteering at Samdong Boys’ Orphanage

헨켈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남아보육시설 삼동소년촌에 기부, 봉사활동

을 이어오며 꾸준한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 2월에는 MIT 프로젝트 일환으로 

삼동소년촌에 이동 의자, 책상 및 실내 체육 장비를 후원했다. 헨켈의 후원으로 

삼동소년촌 내 지하 강당은 실내 체육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모하게 됐

다. 더불어 헨켈은 실내체육관 오픈을 기념해 헨켈 직원들과 삼동소년촌 아이

들이 함께하는 실내 체육대회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직접 다양한 실내 액티비

티를 준비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렸으며 피자파티, 풍선아트 등으로 즐거운 시

간도 가졌다. 앞으로도 헨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삼동소년촌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와 기부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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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Promise 
On 29 June 2014, Mercedes-Benz Korea officially launched its CSR initiative, ‘Mercedes-Benz Promise’, with joint efforts of 
Mercedes-Benz Korea, Daimler Trucks Korea,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 Korea and 11 authorized dealer companies. 
Mercedes-Benz Promise is comprised of three programs.

“Mercedes-Benz All Together” : Dealership and employee participation program

2014년 6월 2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등 다임러 계열사와 국내 11개 공식 딜러사들이 

모두 동참하는 사회 공헌 활동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을 공식 출범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은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특화된 핵심 

역량을 활용한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Mercedes-Benz All Together’ is a program that allows dealers 
and employees to suggest ideas for volunteer activities, and 
later participate in those activities. As of 2016 over 100 projects 
were successfully implemented including activities such as 
Love House, Habitat, Blood Donation, Picnic with Love and 
Santa Day. More than 900 Daimler entities and dealership 
employees volunteered in the programs. For major CSR pro-
grams, a charity run ‘Give N Race’ took place on May 28th as a 
representative program of Mercedes-Benz All Together. Total 
amount of participation fee together with MB CSR matching 
fund of 200 mil. has been donated to Seoul Children’s Hospital.
Moreover, open grant program has been expanded and more 
systematically, with the newly-launched application website, 
delivered 1.1 bil KRW since its launch in 2016. Through this 
website, institutions and employees will now be able to freely 
make proposals and to deeply participate more than ever. As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Mercedes-Benz Korea will 

continue putting in efforts to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in 
the long term.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는 딜러사 및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

이 직접 봉사 주제 및 활동 내용을 직접 제안해, 지난 2016년까지 러브하우스, 

해비타트, 헌혈, 사랑의 가을 나들이 및 산타 데이 등을 포함한 109개의 프로

젝트를 수행했으며, 9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2017

년 상반기의 주요 행사로는, 수입차 업계 최초로 기부 마라톤인 ‘기브 앤 레이

스’를 개최했다. 참가비 전액과 함께 현장에서 조성된 추가 후원금은 메르세

데스-벤츠 사회공헌기금과 함께 약 2억여원이 조성되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

원에 전달되었으며, 앞으로도 올 투게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진행 해오던 공모사업은 보다 더 확대되어 지금까

지 총 130개 기관에 약 11억을 전달하였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

을 구축하여 기관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도 자유로이 웹사이트를 통해 봉

사활동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앞

으로도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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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MobileKids’ in Korea has been developed based on 
Daimler’s world’s first traffic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hile 
reflecting Korea’s traffic environment and regulations. By June 2017, the 
program covered more than 10,000 children at 360 social welfare centers 
and 150 elementary schools. Furthermore, in 2017, it has collaborated with 
Seoul City Volunteer Center to reach out entir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Moreover, ‘Play the Safety’ campaign is on-going encourag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spontaneously think over on road safety. In addition, 
throughout the year 2017, Mercedes-Benz CSR Committee plans to carry 
out a public service radio advertisem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safe 
driving while passing school zones as well as making greater efforts on 
children’s road safety.

“Mercedes-Benz MobileKids” : Children Traffic safety education program

세계 최초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모바일키즈(MobileKids)’는 한국의 교통상황 및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여 재구성되었다. 2017년까지 6월까지 총 

360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50개 초등학교의 10,00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7 상반기부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모바일키즈 교육이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플레이 더 세이프티’ 캠페인을 진행하며, 초등학생들이 보다 

더 깊게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하반기 각 두 달씩, 스쿨존 안전운행을 강조하는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도 

진행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는 국내 총 12개 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총 12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우수한 기술력 및 글로벌 교육 노하우를 접목시킨 특성화된 교육을 전문 강사가 직접 제공하며, 

각 대학에서 이론 학습 및 실습이 병행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10대의 자동차도 기부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문 테크니션 양성 프로그램인 AMT(Automotive Mechatronic Traineeship)의 우선 참여 자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독일 본사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 년에 2번 ‘모바일 아카데미 경력개발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직종,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직업 선택과 경력 개발

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고교생을 위한 모바일 아카데미 체험 캠프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도 브랜드에 대한 설명과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총 3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메르세데스-벤츠 네트워크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대부분이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 센터에 채용이 되는 등 취

업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Mercedes-Benz Mobile Academy” : 
Academy-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Mercedes-Benz CSR Committee concluded MOU with 12 colleges to 
assist their students to develop a solid career path to grow into experts 
in associated fields.
The program provides students with training opportunities utilizing 
Mercedes-Benz’s global expertise and its leading technology. Expert 
trainers designated for lectures at each college, offering both theories 
and actual practice classes with 10 donated Mercedes-Benz vehicles. 
Participating students are given a scholarship and priority to apply in 
Mercedes-Benz’s Automotive Mecha tronic Traineeship (AMT), which is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that nurtures professional technicians. Moreover, selected outstanding students receive opportunity to 
visit Daimler headquarters in Germany. Furthermore, ‘Mobile Academy Career Workshop’ takes place twice a year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regarding careers in the automobile business by mentoring and other various programs. Not only that, MB CSR Committee 
thrive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hrough Summer Camp for high school students to experience Mobile Academy. Mobile Academy 
has 382 graduate students and most of the applicants who have wished to work in Mercedes-Benz Korea’s network, got successfully 
employed in Mercedes-Benz service centers as of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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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Support 연구지원

A. Performance Materials

Merck Award
“Merck Award” was established for technology 
papers in 2004 during the IMID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organized by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The year 
2004 marked the 100th anniversary of Merck’s 
liquid crystal research and the award was 
designed to recognize outstanding scientific 
contributions to display technologies. Since 
1904, Merck had started R&D of liquid crystals 
after the worldwide first discovery of liquid 
crystal phenomenon in 1888 and has celebrated 
and led the display industry over 100 years with 
continuous efforts and contributions. In 2006, 
the scope of Merck Award enlarged from 
liquid crystal display technology to all display 
technology along with young scientists by 
establishing “Merck Young Scientist Award.” 
In 2013, when the 125th anniversary of liquid 
crystal discovery was celebrated, Merck Korea 
and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deci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eligibility criteria 
from published papers to research activities 
from the 10th Merck Award, another milestone 
in effor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play industry. Merck will remain committed 
to supporting future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involve research in all areas: liquid crystal, 
flat panel display (OLED/OTFT & PDP), flexible 
display, transparent display.

2004년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관하는 IMID에서 제정된 기술논문상으로, 머크 그룹이 

1888년 세계 최초로 액정 물질을 발견한 이후, 1904년부터 액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100년이 

넘도록 액정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며 디스플레이 기술 부문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지원하기 

위해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

로 확대되었고 액정발견 125주년이었던 2013년 제 10회 머크 어워드부터 한국 머크와 한국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는 시상 내역 및 포상을 논문상에서 학술상으로 변경하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OLED/OTFT & PDP), 플렉서블 디스플

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전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혁신 기술에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한다.

머크 어워드

A. 기능성 소재

1. Corporate Leading Activities 회사 주도 활동

Merck Korea's CSV (Creating Shared Value)
한국 머크의 CSV 활동

In compliance with the headquarters’ guideline, Merck Korea has advanced efforts in Creating Shared Value and these efforts can 
break down to several areas: science education, cultural support and community activities led by the company and/or supported by 
employees on a voluntary basis.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머크의 CSV 활동은 과학교육, 문화지원, 지역사회의 범주에서 회사 주도 활동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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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Korean Fine Art through Merck Calendar 
Since 2009, Merck Korea has been introducing Korean fine art 
through Merck Calendar distributed to Merck’s global network. 
The activity is the extension of a program run by the headquarters 
in Germany and it is significant Korea has been included. This initia-
tive aims to help more people get to know Korean artists and their 
artwork through the calendar as they use it every day. This pro-
gram continues every year. Oh In-Soon, well known for her brilliant 
color images, was the first painter selected for the 2010 Merck Cal-
endar. For 2011, Lee Kye-Song was selected. He has expressed a 
balance and harmony with light and lines by using Korea’s unique 
five traditional colors. For 2012, Jeong Myoung-Jo, an artist who 
uses Hanbok as her painting motifs, was selected. The calendar 
with her paintings helped introduce Korea’s long history and re-
fined culture. The artist for 2013 Merck Calendar was Kim Ji-Hye, 
who has gained prominence through her reconstructive work with 
today’s sensibility and aesthetic sense into the image and concept 
of traditional bookshelves paintings, flower and bird paintings and 
landscape paintings commonly seen in the paintings of Korea’s 
Joseon Dynasty. For 2014, Hong Ji-Yeun, an artist who depicts 
the image and motives of Korean folk painting with values of tra-

대장암과 두경부암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 위한 '머크 학술상' 

머크의 화학부문과 더불어 의약부문 학술지원을 위한 '머크 학술상'은 한국 머크의 

전문의약품 사업부인 바이오파마 사업부가 2011년 국내 대장암과 두경부암 분야

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암학회와 제정한 상으로, 대한암학회

가 매년 대장암과 두경부암 관련 논문 3편을 선정하며,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수여한다.

대장암 임상 연구분야 지원 위한 '한국임상암학회 머크 대장암학술상' 

'한국임상암학회 머크 대장암학술상'은 2012년 바이오파마 사업부가 국내 대장

암 임상 연구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임상암학회와 제정한 상으로, 한국임상

암학회가 매년 대장암 관련 논문2편을 선정하여 한국임상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생식의학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 위한 '머크 학술상'

생식의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연구실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머크 학술상’은 바이오파마 사업부가 대한생식의학회와 2013년 제정한 상

으로, 생식의학 부분에서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고 전년도 SCI 

(SCI-E)지에 출간완료된 논문 중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논문을 매년 

총 2편(기초 1편, 임상 1편)을 선정해 수여한다. 

B. 의약

    2) Cultural Support 문화지원

ditional and modern, Western and Eastern culture, was selected. 
Kim Geon-Il, who has used Anamorphosis to his painting, meta-
phorically expresses that knowing the truths is important, but how 
the truths are preserved and applied in real life is even more im-
portant, was selected for the sixth calendar(2015). For 2016, Kwon 
Doo-Hyoun, who leaves his story as images rather than texts. It is 
people’s own story built with an organic exchange of private life, 
experience and memory between people and what is seen, was 
selected. Choi Seung-Yoon, the Korean artist selected for Merck’s 
2017 calendar, describes the basic principle of the world as ‘the 
rule of opposition.’ He completes the canvas using various colors, 
and his use of various equipment makes spectators feel indefinite 
dynamics and energy.

한국 작가 작품으로 머크 달력 제작

2009년부터 한국 머크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미술 작가를 발굴해 달

력을 제작, 전세계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같은 활

동은 머크가 본사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그 활동범위를 한

국으로 넓힌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달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작가와 작품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

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첫번째 달력의 주인공으로는 화려한 색채 이미지로 알려진 오인순 작가

가 선정되었고, 2011년 달력의 주인공으로는 한국 고유의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빛과 선 속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이계송 작가가 선정되었다. 2012년 달력

은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소재로 그리고 있는 정명조 작가를 선정, 한국의 

역사와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소개했으며, 2013년에는 조선시대 책가도나 

화조화, 그리고 산수화 등의 이미지와 개념을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 미감으로 

재구성하는 김지혜 작가를 선정했다. 2014년에는 민화의 이미지와 개념을 전통

과 현대, 서양과 동양의 이중적인 가치들로 표현하는 홍지연 작가가 선정됐고, 

2015년에는 왜상기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바르게 보존하여 현실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김건일 작가가 선정됐다. 2016년에는 이야기들을 텍

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남기면서 보여지는 대상과 보는 이의 극히 사적인 삶, 경

험, 기억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하여 만들어 낸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자각하게끔 하는 권두

현 작가가 선정됐다. 2017년도 머크 캘린더 작가로 선정된 최승윤 작가는 모든 

것은 반대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색과 

사물을 이용해 그려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역동성과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B. Pharmaceuticals

Scientific Award to support for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in the area of colorectal cancer and head & neck 
cancer
This award was established by Merck Korea’s Biopharma division 
in 2011 with Korean Cancer Association to encourag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in the area of colorectal cancer and head & neck 
cancer. Every year, three awards are selected by Korean Cancer As-
sociation in the area of colorectal cancer and head & neck cancer 
and the award ceremony is held at the annual conference or the 
board meeting of Korea Cancer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Merck Colorec-
tal Cancer Research Award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Merck Colorectal Cancer 
Research Award was established in 2012 to support for research in 
the area of colorectal cancer.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
ogy selects two excellent papers on colorectal cancer and awards 
will be given during the association’s annual general meeting. .

Merck Scientific Award for Reproductive Medicine Re-
searchers
This award was launch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in November 2013 to support for sci-
entific achievement and encourag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ertility research field. Merck selects two excellent research papers 
(basic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led by a Korean scientist and 
published in SCI (SCI-E)-indexed journals in the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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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nowledge Sharing 지식과 경험 공유

b. Sharing Merck’s success strategies with future leaders

Merck Korea has also deepened its exchanges with Korean stu-
dents through EBS Program ‘Global CEO Lectures.’ The broad-
casting program was attended by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from 2005 to 2007,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in 2007 and Yonsei University Business School and its 

4) Environment 환경을 위한 노력

EDISON project – Climate protection program
EDISON Project is a global project to reduce carbon emission by 
20% compared to 2006 until 2020. The project started in 2009 as 
part of the team’s efforts to contribute to improving energy effi-
ciency and addressing the climate change challenge. In line with 
this project, Merck Korea installed window films at Technical 
Center(TC) Building and renovated the pharmaceutical storage. In 
the case of TC building, where insulation efficiency has weakened 
due to aging, we installed insulation films on the windows to main-
tain the right room temperature. In the case of the pharmaceu-
ticals storage, we improved the interior environment to prevent 
heat from escaping. Cafeteria designated every Wednesday as 
“No food waste day” we halved the usage of soup balls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food waste. Merck Korea is having the cam-
paign to use mugs instead of paper cups except for some areas 
and print 2 presentation slides on 1 page. With such apparently 
simple ideas we are contributing towards significant saving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long with business growth, Merck Ko-
rea’s CO2 emission in 2010 increased 50% from 2006. However, 
Merck Korea has executed EDISON Project, reducing the emis-
sion in 2014 to a level equal to what was in 2006. Merck Korea 
has earned ISO50001(International Standard Energ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for the third time following headquarter in 
Germany and Merck in Taiwan.

Merck Korea has continued efforts to invite authorities in chemis-
try and life engineering to speak at lectures and conferences host-
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help share their 
knowledge with Korea industries and communities.

a.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한국 머크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지원하며 화

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 머크의 혁신기술과 함께 전문가

들의 강연과 컨설팅을 통해서 국내 산업계와 한국 사회에 공유하는 노력을 지

속해오고 있다.

에디슨 프로젝트 – 기후 보호 프로그램 

지난 2009년 에너지 효율화 및 기후 보호를 위해 독일 머크 본사에서 시작한 

에디슨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 절감(2006년 대비)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본사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한국 머크는 

창문에 단열필름 부착을 통해 실내적정온도 유지, 의약품 창고의 경우 밖으로 

새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구내 식당에서는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빈그

릇 운동을 전개하여 1/2 국그릇을 사용하고 매주 수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하였으며, 일부 구역을 제외한 머그컵 혼용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 자료 인쇄 시 한 면에 2개 슬라이드씩 인

쇄하는 등 사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전직원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성장으로 인해 한국 머크의 CO2 배출량은 2010년에는 2006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에디슨 프로젝트를 통하여 2014년에는 2006년과 동

일한 수준으로 CO2 배출량을 줄였다. 한국 머크는 독일 본사, 대만 머크에 이어 

3번째로 ISO50001(국제표준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a. Consulting with top experts in each field

School of Business. Merck also shared its business strategy and 
management values as a family-owned company operating in vari-
ous industry areas for more than 340 years with students of Yonsei 
University and Kyunghee University in 2012, SNU Business School 
in 2013, Yonsei University in 2014 and Korea University in 2015 and 
2017, suggesting ideas for how Korean family-run companies can 
last for a long time. During each lecture, Merck Korea provides a 
Q&A session between its head and students to share its experi-
ence with the younger generation via direct communication. 

b. 젊은 인재들을 위한 머크의 성공전략 공유

한국 머크는 2005~2007년 고려대학교 MBA, 2007년 서울대학교, 2009년 연

세대학교 MBA 및 경영대학과 함께한 EBS 글로벌 CEO 특강을 비롯하여 2012

년 연세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2013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2014년 연세대학교, 

2015년 및 2017년 고려대학교 등 국내 학생들과 가족 소유 기업으로서 머크가 

340년이 넘게 다양한 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던 전략과 기술개발 성

공사례를 공유하여 한국 가족기업들이 오랜 시간동안 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모색하는 등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매 강연마다 한국 머

크 대표와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젊은 인재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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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ployee Leading Volunteer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직원 주도 활동 

머크는 2016년 전문적이고 일상 업무 스킬을 이용한 과학교육

과 기술 기반의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SPARK를 런칭했다. 지역사회 및 미래의 젊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머크는 SPARK 프로그램 중 하나인 Curiosity 

Lab을 통해 차세대 과학자들에게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과

학 수업을 진행,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생명과학 사업부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실험용 자료

와 장비를 모두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과학적 원

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과 직업 목표로 연결

시킨다. 또한 SPARK는 어린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에 대한 열정

을 불러일으키고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과학 교육을 교육자

들과 공유한다. 머크의 지식과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함으로

써,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의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장

려하여 머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머크 직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겨울 3개월 간 연탄 5,200장과 떡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되었다.

Briquette Delivery Volunteer
Merck employees started briquette delivery volunteer since December 2016. 5,200 briquettes and rice cake were delivered to the households 
for 3 consecutive months (winter season). 

사랑의 연탄나눔

Volunteer Club ‘Onnuriae’
Merck employees of Anseong-shi, Gyeonggi-do, organized volunteer club ‘Onnuriae’ in Jan-
uary 2012 and it was registered in Anseong-shi. During 5 years before established, one 
employee donated briquettes, rice, clothes to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 
supporting from company and acquaintance. In 2012, Onnuriae club was organized to ex-
pand to employee leading activity and has supported the underprivileged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in Anseong-shi. And it has supported high-school student in 2nd grade per year 
until graduation. Also, with money from employees and company, employees visit hous-
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 supporting things, repairing facilities and cleaning. On 
children’s day, club gives gimmicks to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students invited from 
Anseong volunteer center. In every November, employees make Kimchi and give to the 
underprivileged, the elderly living alone, facilities. 

경기도 안성의 한국 머크 직원들은 2012년 1월 자발적으로 온누리애(愛) 클럽 기업봉사대를 조직하여 안성시에 등록, 활동해오고 있다. 직원 개인이 회사와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연탄, 쌀, 의류 등을 장애우와 독거노인에게 약 5년간 지원해오던 활동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해 2012년 온누리애(愛) 클럽을 조직,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지원해오고 있다. 2년마다 관내 학교에서 저소득층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추천받아 졸업 시까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모은 

회비와 사내 클럽지원비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 가정을 분기마다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시설 보수, 청소 등을 해오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초청한 불우시설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시설에 김치를 담가 나누고 있다.  

온누리애(愛) 클럽 기업봉사대

Global Volunteer Event SPARK SPARK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

In 2016, Merck launched SPARK, community engagement pro-
gra specifically designed to focus on giving back through science 
education and skills-based volunteering, which simply means vol-
unteering using one’s professional or everyday work skills. As a 
company, Merck has a valuable skillset that can be shared with 
communities and the young scientists of the future to help drive 
curiosity. Through Curiosity Labs, one of the SPARK program, 
Merck is inspiring curiosity in the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by 
providing hands-on, interactive science lessons meant to stimu-
late inquiry and to encourage students to ask why. Students ap-
ply scientific principles to “real world” concepts and challenges, 
while connecting educational and career goals. Lessons are led 
by trained life science employees who guide the students through 
the experience and bring all materials and equipment necessary 
for a complete hands-on science experience. Most important-
ly, SPARK ignites passion for life science in young people and 
helps educators deliver science education to drive tomorrow’s 
economy. By sharing knowledge of Merck and passion for sci-
ence, Merck will inspire today’s students to become tomorrow’s 
great scientific minds. It will help improve the ecosystem in which 
Merck lives an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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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a century ago, the company’s founder Werner von 
Siemens insisted: “I won't sell the future of my company 
for a short-term profit”. Sustainability is the cornerstone 
of the company values – responsible, excellent and innovative. 
Siemens’ sustainability initiatives are an essential aspect of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company’s strategy program 
‘Vision 2020’. Siemens defines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means to achieve profitable and long-term growth. In doing so, 
Siemens externally aligns its goals with the U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internally, strives to balance 
people, environment and profit.

Environmental and climate protection is a key component of 
business strategies at Siemens. The company runs businesses 
in the areas of energy technology and climate protection 
to address glob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iemens is already taking significant steps towards 
achieving the goal of becoming a carbon neutral company by 2030.

약 한 세기 전, 창립자 베르너 폰 지멘스는 “나는 단기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

겠다”라고 선언했다. 지속 가능성은 지멘스의 3가지 기업 가치 - 책임감, 탁월성, 

혁신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지멘스의 지속 가능성은 기업 전략인 ‘비전 2020’

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멘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익성 있는 장기적 성장을 이루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적으

로는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아젠다’에 경영 목표를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사

람과 환경,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 보호는 지멘스의 경영 전략 중 핵심적인 요소이다. 에너지 기술 및 

기후 보호 분야의 사업을 통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멘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Siemens (Headquarters in Berlin and Munich) is a global powerhouse   
     positioned along the electrification value chain from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to smart grid solutions and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electrical energy. With about 351,000 
employees working in 200 countries, Siemens focuses its core capabilities on electrification, automation, and digitalization.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 전자기업 지멘스는 발전, 송/변전,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전력 에너지의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전력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5만 1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멘스는 전력화, 자동화, 디지털화 영역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의 지속가능경영

Siemen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is also widely recognized 
in numerous, significant ratings and rankings. Among many, 
Siemens has earned the top spot on the annual list of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 and the 
#1 ranking on the 2017 Carbon Clean 200 list published by 
Corporate Knights and As You sow.

Only clean business is Siemens business and Compliance as 
part of corporate responsibility is the 1st priority at Siemens. 
This means that the focus does not rest purely on adherence 
to laws but is actually much wider encompassing responsible 
business management, the integrity of individual employees 
and the formation of lasting relationships with the 
stakeholders. The Siemens Compliance System is divided 
into three action level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hese 
action levels encompass a comprehensive system 
of activities by which Siemens intends to ensure that its 
business is completely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with internal principles and 
rules. Compliance in Siemens is not a one-time program, but 
the way of doing business.

투명한 경영만이 지멘스의 경영이며, 윤리 경영의 일환인 준법은 지멘스에

서 최우선시 되는 덕목이다. 법 준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책임감 있

는 경영과 직원 개개인의 청렴성,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

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지멘스 준법 시스템은 예방(Prevent), 발

견(Detect), 대응(Respond)과 같이 세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는 내부 원칙이

나 규칙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에 완벽히 부합하는 경영을 위해 

지멘스가 추구하는 포괄적인 행동 체계가 함축되어 있다. 지멘스에서 준법

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지멘스의 노력은 다수의 주요 기업 평가 순위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중 상위에 이름

을 올렸으며, 2017년에는 캐나다 유력 경제전문지인 'Corporate Knights’와 

환경 및 사회책임 비영리 단체인 'As You Sow’가 선정하는 'Carbon Clean 

20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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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원 봉사단인 ‘더 나눔 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

한 곳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 지멘스㈜ 임직원들은 연탄 나르기, 독거 어르

신 물품 배달, 한강 환경 정화활동 및 배식봉사 등의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지멘스는 또한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높은 경영 표준을 적용하고, 교육 및 

과학, 사회, 환경, 예술, 문화 등 회사 역량과 리소스, 임직원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업 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멘스㈜는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 여러 사회 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The Siemens Green School is an eco-friendly science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foster talents in the environment and science 
fields which is fully financed by ‘Ai SaRang 
KiKeum’ fund, a matching grant program that 
requires Siemens to donate the same amount of 
money donated by its employees every month.

Siemens is also committed to society through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In doing so, Siemens applies high management standards and strategically focuses in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where the company's competencies, resources and 
employee volunteering can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areas such as education 
and science, society, environment, arts and culture. In particular, Siemens in Korea 
has run several corporate citizenship programs successfully.

1. Siemens Green School

지멘스 이동건강검진(Siemens Mobile Clinic)은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지멘스 초음파진단 기기 및 각종 진단 기기 

등이 설치된 대형버스와 전문 의료진 및 지멘스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건강 검진을 진행한다. 건강검진은 키/몸무

게,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및 초음파 등이 포함된다.

2. Siemens Mobile Clinic

The Siemens Mobile Clinic provides nationwide free healthcare check-up service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 right 
at their doorstep who lack of proper healthcare service, utilizing a full-size bus that features ultrasound equipment and 
other diagnostic medical devices combined with the help of a volunteer group consisting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Siemens employees. The check up service includes height, weight, body-fat, eyesight, blood, urine, hearing and 
ultrasound examinations.

The NANUM Volunteer Corps, an in-house volunteer 
corps is to conduct tailored volunteer activities and 
contributing on eco-friendly activities. Siemens 
employees have participated in activities which 
include briquette delivery, delivery of food supplies 
to the elderly living alone, environmental cleaning 
activities along the Han River, serving meal to the 
needy neighbors and more.

3. Siemens The NANUM Volunteer Corps

‘지멘스 그린스쿨’은 미래의 인재가 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과학 관련 체험식 교육을 제

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지멘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로 모금되는 ‘아이사랑

기금’으로 전액 운영된다.

Siemens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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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CI & KGCCI DEinternational

Since its foundation in 1981, KGCCI has been promoting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The commerci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teadily increased so that the number of member companies 
increased to about 500 and the size of investments by German companies in Korea accumulated to more than 535 
Million USD as of 2015.
German companies have a longstanding tradition with CSR, long before this term was even coined. The idea of the 
“honorable merchant”, a concept which has been one leading principles of German companies and the German Chamber 
organization for centuries, emphasized that merchants should create value to their communities and act according to 
an honorable set of codes. In modern Korea, these ideas are still emphasized and practiced by German companies. The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are numerous and diverse in their forms. From the promotion of cultural exchange 
or the re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to the support of underprivileged children or single parent households, German 
companies have shown that they are active and engag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its people.

1981년 설립 이래로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과 한국의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양국간의 상업적, 경제적인 교류는 꾸준하게 증대되어 한독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는 약 500여개로 증가하였고, 독일기업의 국내 투자의 규모 또한 2015년 현재 5억 35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독일 

기업들은 용어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하여 오래된 관례를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상인”이라는 개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독일 기업과상공회의소들의 주요 원칙이었다. 이 개념은 상인은 지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명예로운 상이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한다

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독일기업들에 의해 여전히 중요시되고 행해지고 있다. 독일기업의 CSR 활동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문화적 교류의 촉진, 문화유산의 재건부터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의 지원까지 독일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

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Dasom Study Room is a charity project run by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aims 
to help children from underprivileged families with 
tutoring and mentoring on their academic path. In 
December 2016, KGCCI arranged a charity ruffle 
and collected 2.6 Mio KRW, which equals the an-
nual budget of the project and donated the money 
to Dasom. In return, some of the children which 
are supported by Dasom visited KGCCI’s office 
in 2017. They were introduced to the chamber’s 
work and got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Germany. KGCCI hopes that someday these chil-
dren will turn into future leaders of Korea. 

다솜공부방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지

난 2016년 12월 한독상공회의소는 자선행사를 통해 260만원상

의 기금을 모아 이를 다솜에 기부하였다. 이 기금은 다솜공부방

의 1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다솜의 

후원을 받는 학생들은 한독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과 독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한독상공회

의소는 이 학생들이 한국을 이끌 미래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Dasom Study Room

German compa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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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utiful Foundation 

Deutsche Schule Seoul International 

Project “Ausbildung”  

Since 2004, the Beautiful Foundation has helped sin-
gle mothers opening their own businesses through its  
"Hope Store" project. Through various courses, women 
learn about basic business practices and how to run a
successful store. KGCCI donated a portion of the pro-
ceeds of the 2015/2016 CSR report in order to help the 
foundation to open its 300th store in 2016. 

In 2016, the Deutsche Schule Seoul International wa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At its celebration, KGCCI 
and its first Secretary General, Mr. Florian Schuffner, do-
nated 50 Mio KRW to honor the school on being part of a 
cultural exchange of German culture in Korea.

On March 6th,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KGCCI, BMW Group Korea 
and Mercedes-Benz Korea gathered for the signing of a MoU to support the 
launch of the Ausbildung program in Korea. The global promotion of the 
German “Ausbildung” program is one of the key projects which was initiated 
and supported by the German Chambers Abroad(AHK). While “Ausbildung” 
is a general term for dual vocational and on-the-job training system in Ger-
many, it will be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the form of an automobile main-
tenance program. Participating students are to officially sign a labor contract 
with the dealerships of the two German automakers, which entails the pro-
vision of a stable salary, a high quality working environment. The Korean cur-
riculu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German Ausbildung curriculum 
and adapted to the Korean circumstances. This was done in cooperation 
with field instructors who have completed a German trainer workshop, pro-
fessors from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nd Yeoju Institue of Technology 
and a German Ausbildungs counselor.

아름다운 재단은 미혼모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2015/16 CSR 

리포트의 수익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였다.

서울독일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독일계 외국인학교이며, 이 학교의 학생

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독일 졸업장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서울

독일학교는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였다. 한독상공회의소와 초대 소장인 

플로리안 슈프너 씨는 서울독일학교가 한국에서 독일 문화의 교류에 이

바지 한 공을 높이 사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5천만원을 기부하였다.

다가오는 2017년 9월부터 시작하는 한독상공회의소의 “아

우스빌둥” 프로젝트는 한국 학생들을 ‘아우토 메트로니카

(Auto-Mechatroniker)’로서 양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

로그램은 독일 직업교육을 한국에 도입한 것인데, 학생들은 

산업과 관련된 특정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참여함과 동시에 

기업으로부터 수련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총 3년 간의 도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BMW 코리아

와 벤츠 코리아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두원공과대학 혹은 

여주대학교를 다니게 된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는 인증

을 획득한 44명의 트레이너들이 최대 90명의 학생들을 지

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정부가 후원하며 졸업생

은 A레벨 자격증(A-level certificate)과 더불어 독일 이중 직

업 교육(German Dual Vocational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인증을 받게 된다. 한국은 유럽 외 국가 중에 학

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얻는 첫 번째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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