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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companies in Korea know about these changes and challenges because they 
have been growing together with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past decades. They do 
meaningful work such as giving vocational education to North Korean refugees, engaging 
in environmental and local community issues, providing food for elderly people and much 
more. They regard themselves as part of society and try to be active as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his is the tradition German companies bring along when they invest in 
Korea and establish a subsidiary.

Germany and Korea have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e,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e also a part of this very proud bilateral history – with our 
growing number of members, friends and the very fact that we are celebrating our 35th 
anniversary this year. With the second “KGCCI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
rea”, we want to show you that German companies in Korea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 
Korean society and do sustainable work which future generations will benefit from.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부유해지고 다양한 변화를 즐길 수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이로 인해 일부 사회적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빠른 경제

성장 뒤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독일 기업들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도

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로서 적극적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새터민을 위한 직업교육, 환경과 사회 이슈 그리고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

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지사를 설립할 

때 이미 함께 고려하는 전통적인 독일 기업의 정신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올해 35주년을 맞는 한독상공회의소 역시 점점 더 증가하는 

회원사와 수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양국의 관계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독상공회의소의 

두 번째 “한국에서 활동 중인 독일 기업의 CSR 보고서 "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독일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 기여에 앞장서는 독일

기업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rbara Zollmann
Secretary General & Executive Director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GCCI)

Dear Readers, 

Korea is a country that has gone through a sig-
nificant development during the past decades. 
The country has turned itself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modern democracy and a high tech 
nation with a thriving economy. This incredible 
development and growth has brought wealth 
and benefits to the Korean society but has also 
created some social frustration. As in any other 
country, accelerated economic growth impacts 
society and generates multiple social changes. 

The European Union’s revised definition of CSR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for their impacts on society". 
Today not only governments but also consumers, investors and often employees consider whether an enterprise is in 
a strong sustainable and social responsible position. Many companies in Germany already have mad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the central part of their business philosophy, since it is a parameter for sustainable economic manage-
ment success. Companies, which act socially responsible,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olution of socially relevant 
problems. Today, more than before, economic succes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long together.

As the German Ambassador to Korea, I fully support and appreciate the manifold efforts of the German companies in 
promoting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which, in my opinion, contribute to the Korean-German economic 
relation. My thanks go also to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or publishing this brochure as 
visible collection of the various endeavors engagemen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지난 2년 간 독일과 국제사회 모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흥공업국과 개도국 내 외국기업 생산공장에

서 발생한 비극적 재해를 비롯해서 인구변화, 기후변화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8일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 정상

회담(G7) 선언문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촉진을 위한 사기

업의 노력을 비롯해서 전세계 공급망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근로, 사회, 환경 기준의 적용 등을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피고용인들까

지도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사 기업철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지속적

인 경제/경영의 성공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기업들은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성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한독일대사로서 저는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려는 독일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한/독 경제관계

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모습이 담긴 책자를 발행해준 한독상공회의소측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Rolf Mafael
Germ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Dear Readers,

In the past few years, the understand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 both in Germany and internationally. Im-
portant contributing factors were tragic disasters at production sites of foreign 
companies in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demographical changes 
and climate change. 

In the declaration of the G7 summit under the German presidency on 8 June 
2015, CSR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G7 leaders welcomed international 
effort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s input, to promote saf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 well as a better applica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global supply chains.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일상에서의 에너지 

소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다. 납부된 상쇄금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이루기 위한 나무심기를 통한 숲 

조성 지원, 에너지 소외 계층에 고효율 기기 보급,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등

의 사업에 쓰인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의

식을 함양하고 저감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으

며, 아우디 코리아는 지역사회와 연대를 높이는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자동차 브랜

드 중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프로그

램’에 2012년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시키기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아

우디 코리아는 2015년, 에너지관리공단에 한화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였다. 

이는 2014년도 기금의 2배 수준이며 1만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수

준의 엄청난 금액(1톤 상쇄 비용 1만5천원)이다. 납부된 상쇄금은 주로 아우디 코리

아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고 에너지 소외 계층에 고효율 보일러 및 LED 조명을 보

급하는데 쓰였다.  아우디는 친환경을 선도하는 자동차 브랜드로서 현재 “A3 스포

트백 e-트론(PHEV)과 같은 최고급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140g/km미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유한 친환경 자동차 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아우디의 환

경 보호 노력에 발맞추어, 아우디 코리아는 사회 공헌 활동을 증대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환경 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 편 에너지 소외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Carbon Offset Program 

The “Carbon Offset Program” refers to a program that 
launches campaigns to reduce CO2 emissions and pre-
pare activity funds to offset CO2 generated by everyday 
energy consumption. The CO2 offset fund is used for 
realizing carbon neutrality by planting trees to foster 
healthy forests, distributing energy-efficient devices to 
energy have-nots, and assisting in installing renewable 
energy devices, among other projects. The “Carbon 
Offset Program” was introduced in 2008 to raise pub-
lic awareness and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Greenhouse Gas (GHG) mitigation activities. 

Audi Korea, as part of its activities to strengthen bonds 
with the local community, became the first auto brand 
in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arbon Offset Program 
hea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d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
tion (KEMCO) since 2012.

In 2015, Audi Korea provided funds amounting to 200 
million KRW to KEMCO, which is twice of the amount 
from 2014 and enough to offset 13,000 tons (15,000 
KRW/ton) of emissions in order to help offset carbon 
dioxide emission after joining the “Carbon Neutral Pro-
gram”. This contribution was used mainly to foster for-
ests and to distribute energy-efficient boilers and LED 
lighting for the needy under the name of Audi Korea. 
Audi is one of the most environment-friendly brands 
among other automotive brands, currently developing 
top-notch electric vehicles like (PHEV) “A3 Sportback 
e-tron” and others and having over 100 kinds of vehicles 
that produce less than 140g/km of CO2 emissions. In 
accordance with Audi’s commitment towards the pro-
tection of environment, Audi Korea plans to increase its 
social contributions, especially through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as well as by help-
ing the energy poor to spend a warm winter.

3. Audi Apprentice Program (academic industrial program)

Audi Korea has been operating 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titled “Audi Apprentice Program” together with a total of 
eight Korean colleges. In 2010 the company collaborated with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Osan University and Shinheung College; 
in 2012 with Busan Polytechnic College, Changwon Polytechnic College and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and in 2013 with Kookje 
College and Ajou Motor College. In this program, those participants who pass the interview receive a special three-month education 
course combining both theory and practice, established under the premise of future recruitment. Each education course was system-
atically formed similar to an internship to allow students to study Audi’s advanced technology so that trainees can directly learn from 
practical work. What is more, each student receives financial assistance of 1.2 million KRW during the training period. Until now, Audi 
Korea has hired a total of 94 service advisors and technicians through this special course and plans to hire 50 more engineering stu-
dents by the end of 2015(with the total cumulative head count then amounting to 144).

아우디 코리아는 총 8개 대학과 함께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아우디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udi Korea Apprentice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대

학은2010년 여주대, 오산대, 신흥대, 2012년 폴리텍 부산, 폴리텍 창원, 동의과학대, 2013년 국제대학, 아주자동차대학 등이다. 면접을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3개월간의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향후 채용 기회가 부여된다. 각 교육 과정은 아

우디의 앞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턴십과 유사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실전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1인당 

한화 120만원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아우디 코리아는 현재까지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94명의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테크니션을 고용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50명의 학생을 추가로 아우디 코리아에 채용(누적 총 144명)할 예정이다.

2. Vehicles assistance for FAU Busan Campus 

In 2015, Audi Korea assisted the first overseas campus of Germany’s 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FAU) in Busan with 
three of Audi’s vehicles, one Audi A6 and two Audi A4 through a vehicle assistance ceremony. Audi Korea has been main-
taining close ties with FAU Busan Campus, providing the school with Audi vehicles every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0. In Germany, Audi and FAU have been launching various cooperative programs together in the past, as well as con-
ducting joint research activities and managing support funds, among others collaborations. Audi Korea has furthermore 
been assisting FAU Busan Campus with Audi vehicles to support the school’s fostering of excellent talents to lead in the 
sector of state-of-the-art science and industry. FAU Busan Campus stands as the first German campus established in Asia 
and as the first overseas education institute built in the city of Busan. The 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where the 
campus is located also serves as a base to many other renowned global automotive parts companies that advanced into 
Korea, including Visteon, Calsonic Kansei, and SKF. As a result, the site is currently emerging as an important car industry 
hub in Northeast Asia.

아우디 코리아는 독일 명문 국립대학인 FAU(프레드리히 알렉산더 대학)의 첫 해외 캠퍼스인 FAU 부산캠퍼스에 2015년 현재 A6 1대와 

A4 2대 등 총 3대의 차량을 차량 지원 기념식을 통해 지원하였다. 아우디 코리아는 2010년 FAU 부산캠퍼스가 설립된 이래로 매년 아

우디 차량을 지원하는 등 본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우디는 독일 명문 FAU와 이전부

터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동연구활동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후원해왔다. 아우디 코리아는 FAU 부산캠퍼스에 아우

디 차량을 지원하여, 본 대학이 최첨단 과학 산업을 선도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FAU 부산캠퍼스

는 아시아에 진출한 첫 독일 대학이며 부산에 설립된 첫 번째 외국 교육기관이다. 캠퍼스가 위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비스티온

(Visteon), 칼소닉 칸세이(Calsonic Kansei), 그리고 SKF 등, 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

으로, 현재 자동차 업계의 동북 아시아 중요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Audi Korea’s CSR Activiti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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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브랜드와 철학이 담긴 창작 디자인을 공모하는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Audi Design Challenge, 

ADC)’를 201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아우디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최근 열렸던 2015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는 아우디 라이프스타일과 드라이빙 경험이라는 주

제로, 뮤직, 모션 그래픽, 제품 및 가구 등 4개 부문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뮤직 디자인’ 부문은 아우디의 브랜드 감

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음악 작품을 장르 및 악기 제한 없이 1~3분 길이로 자유롭게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모션 

그래픽 디자인’ 부문은 5분 이내 길이로 아우디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표현한 영상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장르의 제

한은 없으나 타사 브랜드 로고 노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제품 디자인’ 부문은 아우디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아우

디 자동차의 내/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제품을 디자인하되 즉시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해야 한다. 다

만 기존에 자동차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의 디자인은 제외하였다. (예: 사이드 브레이크 디자인, 에어컨 그릴 디자

인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가구 디자인’ 부문은 아우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즉시 양산 가능한 리빙

룸 가구 디자인을 하면된다.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공모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파이널리스트 16명(팀)에게 제공되는 전문가들

의 멘토 프로그램이다.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파이널리스트들의 멘토가 되어 참가자들이 한 단

계 더 발전된 작품으로 최종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코칭과 조언을 제공한다. SJ 쿤스트할레(SJ Kunsthalle)에

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2015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공모전 수상 작품들은 대중에게 공개했다.

4. Audi Design Challenge 
Mentorship Program 

Since 2013, Audi Korea has organized a design compe-
tition titled “Audi Design Challenge” (ADC) to seek and 
reward creative designs which carry the philosophy of 
the Audi brand. Anyone who is interested in Audi and 
design is qualified to join the competition as an individ-
ual or a team of two people. The latest competition, 
“Audi Design Challenge 2015”, was opened for four 
categories including music, motion graphics, prod-
ucts, and furniture under the theme of Audi lifestyle 
and driving experience. In the “music design” category, 
contestants could compose one to three minute long 
pieces without any restrictions on the genre or musical 
instruments as long as the pieces delivered the sensi-
tivities and values of Audi. Within the “motion graphics 
design” category, Audi’s challenging spirit and creativ-
ity was to be represented in a 5-minute long video in 
which other brand logos were not to be exposed. While 
contestants within the “product design” category again 
were supposed to reflect Audi’s design philosophy, the 
subjective products encompassed all products and de-
vices used on the inside and outside of a car - another 
condition was, however,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mass-produce them immediately. Only product used 
inside the car such as side brake design or A/C grill 
designs were excluded from this rule. Lastly, the “fur-
niture design” category included living room furniture 
design for immediate mass production, based on the 
solid understanding of Audi lifestyle. 

In each Audi Design Challenge, the 16 finalists who re-
ceive the highest scores during the first round can join 
a special mentoring program which is led by experts 
from each category well known for their capabiliti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ese experts encourage com-
petitors to improve further on their designs before en-
tering the final round of the competition. The winning 
artworks of the “Audi Design Challenge 2015” were 
showcased on SJ Kunsthalle.

6. Industry-academy Cooperation MOU with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t KAIST

Audi Korea has been signed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MOU for founding ‘Audi-KAIST Innovation Lounge’ with the De-
partment of Industrial Desi gn at KAIST. ‘Audi-KAIST Innovation 
Lounge’ which is co-founded by Audi Korea and KAIST Indus-
trial Design Department, is to be run as a start-up incubation 
center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cultivate 
the entrepreneurial spirit with a flair for the international mar-
ket. For this purpose, Audi Korea is expected to support the 
funding of a total of 275 m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Audi-KAIST Innovation Lounge’ is to assist and support stu-
dents to further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ir various ideas 
that will be created from the curriculum such as lesson out-
comes, graduate work, and self-induced ideas. Professional 
mentoring in design/technology/business areas by phase will 
be provided for new design solutions and business opportuni-
ties and design prototyping will also support students’ design, 
us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such as 3D printers, etc.

아우디 코리아는 KAIST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이건표)와 ‘아우

디-KAIST 이노베이션 라운지(Audi-KAIST Innovation Lounge)’ 설립

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아우디 코리아와 KAIST 산업디

자인학과가 함께 설립하는 ‘아우디-KAIST 이노베이션 라운지’는 학부

생 및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감각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스

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우디 코리아

는 향후 5년 동안 총 2억7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우

디-KAIST 이노베이션 라운지’는 수업결과물, 졸업작품, 자체 제안 아

이디어 등 학교 커리큘럼에서 도출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

탐색-발전-상업화’와 같은 단계 별 인큐베이션을 거쳐 상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디자인 솔루션 탐색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

을 위해 각 단계별 디자인/기술/비즈니스 분야 전문 멘토링 진행을 비

롯해, 3D 프린터 등 제작 설비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도 지원

할 예정이다.

5. Audi Expert Coaching Program 

Audi Korea has been operating Audi Expert Coaching (AEC) 
Program that provides special training course for repairing ve-
hicles and a chance to get a new job for baby boomers who 
are aged 45 or above. Audi Korea is the first among the im-
ported car brands in Korea to implement such program. Audi 
Korea concluded an industrial-academic memorandum of un-
derstanding (MOU) with the Korea Polytechnics II vocational 
school for the re-training of baby boomers aged from 45 and 
over. The company kicks off with the retraining program for 25 
technicians who applied for and passed the interviews. Once 
the ‘technician-to-be’s complete this special course at Korea 
Polytechnics II, they will go through another six week-long 
additional training headed by Audi Korea before finally facing 
the job interview with Audi’s official dealer companies. After 
internship period, the official dealer companies will decide to 
hire the candidates as their permanent technicians. ‘Audi Ex-
pert Coaching’ program is meaningful in sense that it not only 
allows the company to secure a stable A/S personnel through 
re-training and recruitment of well-seasoned workers who tend 
to be more loyal in their duty and less likely to transfer, but also 
creates jobs for the middle-aged workers.

아우디 코리아는 만 45세 이상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실무 교육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아우디 엑스퍼트 코칭 프로그램 

(AEC, Audi Expert Coaching)’을 진행해왔다. 아우디 코리아는 한국에 

진출한 수입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

며, 만 45세 이상 베이비부머 인력 대상 교육을 위해 아우디 코리아는 

한국폴리텍II 대학(학장 김소림)과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였다. 사전 접수와 면접을 거친 25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실무과정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폴리텍II 대학의 교육 과정을 마친 

예비 테크니션들은 아우디 코리아가 진행하는 6주간의 추가 교육과정 

이수 후 아우디 공식 딜러사들과의 개별 면접을 통해 채용이 진행될 예

정이다. 이후 인턴쉽 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 된다. 아우디 

엑스퍼트 코칭 프로그램은 업무 충성도가 높아 이직 또는 전직 비율이 

매우 낮은 45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의 실무 재교육과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A/S 서비스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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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Kid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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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1,200 students participating 
at Yeosu and Ulsan as well as Seoul in 2015 celebrating BASF 150 year’s anniversary. More than 5,000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South Korea since the program began. In the Asia Pacific region, 23,575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BASF Kids’ Lab. BASF 
plans to continue expanding the program in the future.

바스프 키즈랩은 직접 체험하는 화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6세부터 12세의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선정된 

안전한 실험에 참여하고 즐겁고 창조적인 화학의 세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2003년에 한국에 처음 선보인 바스프의 키즈랩 프로그램은 매해 참가하는 학

생들의 수가 증가하여 바스프 창립 150주년을 맞은 2015년에는 서울을 비롯, 여수와 울산에서 총 1,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3년 이후 약 5,000여 명

의 한국 어린이들이 바스프 키즈랩에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4년 2만 3,575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매년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BASF, We create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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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BASF,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 We combine economic success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approximately 112,000 em-
ploye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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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써, 경제적 성공뿐 아니

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만 2천명

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4년 한

국에 진출한 이래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Students conduct the “Red Cabbage Indicator” experiment at BASF Kids’ Lab 

Connected to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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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500 proposal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3 themes 
– Food, Smart Energy and Urban Living. In total, 150 proposals were chosen through employees’ votes, and each team were given 5,000 
Euro to carry out the projects. 2 teams from BASF Korea were also selected ‘connecting disabled children with nature’ and ‘summer camp 
for single moms & their children’. The employees of BASF Korea continue to participate actively in volunteering in their local communities.

2015년 바스프는 전세계 임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대회, ‘Connected to Care’를 개최했습니다. 식량, 스마트 에너지, 도시의 삶 이라는 

세가지 주제로 개최된 이 대회에는 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었던 500여개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선정된 150개의 프로그램이 각각 5,000유

로의 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아동들과 함께 직접 텃밭을 가꾸고, 미혼모 가정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줄 여름캠프를 운영하

는 등 2개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Open to local neighbors
BASF has 7 production Sites over cities such as Ulsan, Yeosu, Gunsan, Ansan and Yesan. The company and local communities 
has built strong relationship for long time and cooperate each other for sustainability of the area. Specially, there are various social 
activities everywhere to celebrate together with neighbors as the year of 2015 was BASF’s 150 anniversary. 
Employees and neighbors in Seoul, Yeosu and Ulsan have been invited to the classic concert and the company has donated the 
scholarship for local talents development in Yeosu as well. . In 2003, BASF has established CAP (Community Advisory Panel) 
in Yeosu already which was the first dialogue group with local opinion leaders from the company in Korea. There are 84 CAPs 
worldwide.

바스프는 서울 외에도 울산, 여수, 군산, 안산 및 예산에 사업장을 운영

하면서 지역사회와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바스프 그룹 

창립 150주년을 맞아, 서울, 여수 및 울산에서는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

여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하였으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기부하

였습니다. 바스프가 전세계 사업장에서 84개 운영하고 있는 CAP(Com-

munity Advisory Panel)은 2003년 여수에서 국내 화학기업으로는 최초

로 발족하여 지역사회가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기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Industry-academic relationship
BASF grants scholarships to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each year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the chemical / engineer-
ing majored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summer course for promising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worldwide in Lud-
wigshafen, Germany is one good example. Selected Korean students are invited there since 2009.

바스프는 매년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후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화학공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스프 본사 국

제 하계프로그램에 2009년부터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Classic concert to celebrate BASF 150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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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ing Children and Students through Beautiful Sharing Initiative
For over 10 years, B. Braun Korea has supported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with after school programs and summer camp spon-
sorship through Sanggye Community Welfare Center. In addition to monetary support, our employees actively interact with them during 
the summer camp activities so that the kids gain more self-confidence and share happiness and hope. Furthermore, B. Braun Korea has 
sponsored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through Saeil Academy, helping them both financially and mentally to adjust smoothly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s part of this initiative, we provide a mentorship program for them where they gain insights and practical advice 
from our employees on career development, job searching strategies and other issues of general interests. 

비브라운코리아에서는 2006년 설립된 “아름다운 나눔회(아눔)”라는 사내 기부 및 봉사 단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새터민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기부하여 마련된 매칭펀드 기금으로 상계복지관을 통해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교실 및 여름캠프를 지원하

고, 직원들이 일일 교사로 자원하여 아이들과의 즐거운 상호작용 속에서 꿈과 희망을 나눕니다. 또한 새일아카데미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

원하고 멘토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진로결정, 취업전략 등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조

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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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aun: Sharing Expertise

About B. Braun
B. Braun is a global manufacturer and provider of innovative healthcare solutions with an annual 
turnover of €5.4 billion. For over 170 years, it has protected and improved the health of people 
around the world and will continue to do so by “Sharing Expertise”. This means to actively 
engage with customers and partners to find progressive solutions through constructive dialog 
and collaboration. B. Braun has expertise in 18 therapy fields that virtually cover all medical are-
as including laparoscopy, general open surgery, spine & neuro surgery , interventional vascular 
diagnostics & treatment, orthopedic joint replacement, infusion therapy, anesthesia, nutrition 
therapy, hemodialysis, wound management and infection prevention. Since 1990, it has estab-
lished B. Braun Korea to best serve the local customers by optimizing the solutions for whole 
therapies. 

비브라운은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계 글로벌 의료기기 및 의약품 기업으로, 1990년 한국에 진출

하여 3D 복강경, 개복 수술기구, 인공 관절, 심혈관 스텐트 및 벌룬, 혈액투석기 및 필터, 마취제, 영양수액

제 등의 제품을 공급하며 국내외 의료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64개국에서 55,000명의 직원이 근

무하며, 연간 8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브라운은 “Sharing Expertise(전문성의 공유)”라는 경

영철학에 기반, 고객과 사업파트너와의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 Braun Korea Wins Creating Shared Value Award
Sustainability is one of the key guiding principles behind B. Braun’s corporate activities. It strive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by taking full responsibility as a corporate citizen while ensuring the 
long-term, organic growth. In alignment with the principle, B. Braun Korea runs successful CSR/CSV 
initiatives and for its significant contribution in creating shared value, it was awarded the “First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 in 2014. 

지속가능성은 비브라운의 가장 중요한 경영원칙 중 하나로서,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비브라운코리아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및 공유가치창출 (CSR/CS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2014

년 “제1회  CSV 포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경영전략의 거장으로 불리는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와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 제정한 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 기업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상입니다.

Investing i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esculap Academy 
Since 1995, B. Braun has established the Aesculap Academy to provid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healthcare practitioners. It offers a wide range of high-quali-
ty seminars, hands-on workshops and international symposia on the latest medical 
knowledge and techniques. Each year, about 80,000 healthcare experts are trained 
worldwide through its global network. In Korea, for example, exchange training pro-
grams are organized in partnership with local institutions such as Korea University 
Hospital,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and Pusan University Yangsan Hospital to 
train doctor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on orthopedic and liver transplant surgery 
techniques. Surgeons from Mongolia and South East Asian countries can learn Ko-
rea’s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and patient management system, otherwise not 
accessible in their home countries due to limited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For the 
past three years, more than 60 trainings have been conducted, 12 Mongolian doctors 
trained and more than 1,000 patients properly treated as a result when they returned 
home. B. Braun Korea is also planning to increase such trainings on liver transplant 
surgery by collaborating with a renowned professor Chong Woo Chu, Pusan Univer-
sity Hospital to teach state-of-the-art surgical techniques to South East Asian doctors. 
This can significantly help them save more lives and improve overall patient outcome 
in their countries. 

비브라운은 1995년 애스큘랍 아카데미라는 평생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한 이래로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학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50개국에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저명한 교수진 및 병원과 협력하여 최신 의료 지식 및 기술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국제 심포지

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간 80,00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려대병원, 중앙대병원, 부산양산대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몽골,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의 의사들을 위해 의술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최근 3년 동안, 60회에 걸쳐 12명의 몽골 정형외과 의사들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고국으로 

돌아가 전수받은 인공관절 수술 기술을 토대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습니

다. 더 나아가, 비브라운코리아는 간이식수술의 대가로 알려진 부산양산대병원 주종우 교수와 협

력하여 동남아시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간이식 및 간담췌 수술 분야로까지 교육을 대폭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간이식이 필요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Saving Lives through Medical Volunteering Abroad
Sometimes, the right to live a healthy life is simply a luxury for some people in regions 
like Africa and South East Asia due to lack of technology, economic stability, scientific 
knowledge and manpower to receive proper treatment. Since 2012, employees of B. 
Braun Korea have actively involved in overseas medical volunteering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charities and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Kosin University Hospital. More 
than 4,000 patients were treated during 10 missions to countries like Nepal, Cambo-
dia, Philippines, Mongolia, Uzbekistan and Ethiopia. Our employees mainly assist in 
health education and other aspects of administrative duties to help doctors and nurs-
es to focus on diagnosing, treating and prescribing patients. 

아직까지 지구 한편에서는 기술부족, 경제불안,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이 제

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브라운코리아에서는 이들을 위해 2012년부터 

국내 의료진 및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

아 등의 개발도상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비브라운코리아의 직원들은 열악한 환

경 속에서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진을 도와 현지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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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ployee volunteer 

BMW Korea Future Fund, BMW Group Korea and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have conducted Employee Volunteer activity for 
Kangnam Dream Vill since October 2015. About 150 employees 
have participated in working and gardening to improve their house 
and support children’s experiential activities by visiting Kids Café, 
Aquarium, etc. BMW employees will continue their volunteering 
activities in 2016. 

미래재단은 BMW 그룹 코리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함께 2015

년 10월부터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 환경정비 및 아동 체험활동을 돕

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봉사활동을 지

속하며, 약 60명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즐거운 체험의 기회를 선

물할 예정입니다.

BMW Group Korea,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 CSR Report

BMW Korea Future Fund
BMW Korea Future Fund is a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manages various businesses under the vision of ‘Responsible 
Leader for Future’ and core values of eco-friendly leadership, 
global talent cultivation and dissemination of culture of sharing. 
It manages through its unique fundraising system – Matching 
Fund, which BMW and MINI customers, BMW Group Korea,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and Dealers participate in.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책임 있는 리더 양

성'의 비전 아래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

을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특히, 

BMW 및 MINI 고객과 BMW 그룹 코리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

리아 그리고 공식 딜러사가 참여하는 독특한 매칭펀드를 통해 운영

됩니다.

1. Junior Campus

Junior Campus is a science and creativity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ere they learn science and sustainable energy through ex-
periments and car-making activity. It is operated in two formats of BMW Driv-
ing Center Junior Campus and Mobile Junior Campus which visits schools 
and welfare centers in rural areas. In 2015, 21,716 children participated in 
Junior Campus. And it obtained the ‘Youth Activity Accreditation’ by Korea 
Youth Work Agency in February and the ‘superior organization of donation 
for education’ by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
ativity in September last year.

주니어 캠퍼스는 자동차에 숨은 기초과학원리를 배우고,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초등학생 대상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으로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와 방

문형 교육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015년에만 총 21,716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2월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을 받았으며,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is a mentoring support program for underpriv-
ileged students majoring in automobile maintenance engineering in Techni-
cal High Schools and Meister Schools. 36 students get advices on life goal 
and career from 12 mentors, BMW and MINI technicians with various expe-
riential opportunities such as Motor Show visit, dealer headquarter visit and 
a global field trip. 

공업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자동차학과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2명의 BMW 및 MINI 전문기술인이 36명의 학생들

에게 1년간 정기적인 멘토링과 함께 모터쇼 탐방, 딜러사 본사 견학, 글로벌 필드 트립 

등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3. NEXT GREEN 

NEXT GREEN is a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develop new perspectives and responsible 
leadership for sustainable future with various 
areas from ecology and natural science to so-
cial science. In order to maximize its impact, 
BMW Korea Future Fund provides with on-
line training for teachers. 1,555 teachers have 
completed the training since its start in August 
2015.

융합적 콘텐츠와 철학적 발문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

도록 돕는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연수(1학점)도 함께 

제공합니다. 온라인 연수는 2015년 8월 시작하여 12월

까지 1,555명의 교사가 수료했습니다.

4. Hope Sharing School

BMW Korea Future Fund has supported ‘Hope Sharing School’, a 
vacation program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since 2012. Hope 
Sharing School provides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emotion-
al programs with lunch for children in every summer and winter 
vacation. In 2015, 7,262 children have participated in and 80 stu-
dents among them had been supported middle school uniforms.

미래재단은 2012년부터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방학교실 ‘희망나눔

학교’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방임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중

식과 함께 다양한 교육 및 심리정서적 치유와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

다. 2015년 한해만 총 7,262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였으며, 이 중 80명의 예

비 중학생은 교복 장학금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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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 Korea’s CSR Activities

About Bayer 
Bayer is a global enterprise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Life Science fields of health 
care and agriculture.We develop new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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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employees with 3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development facilities. Bayer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
ment and to it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s a corporate citizen.

1. Bayer Clinical Medicine Award
Bayer Clinical Medicine Award was estab-

lished jointly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n 2004 to encourage 
research in clinical science and practic-
es. The award has been granted to the 
physicians who are recognized for their 
dedication and achievement in diagnosing 
and treating life-threatening and chronic 
diseases in particular.

한국의 우수한 임상의의 연구 업적을 발굴, 한국 

의료 수준의 선진화와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복 돋우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임상업적 평가를 위해 우리나

라 임상의학에 대한 공헌도, 학문적 창의성, 진

료에 임하는 자세와 품성 등 세 가지 평가 항목

을 설정하여 업적에 대한 공적 조사를 실시 한 

후 해마다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연구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류 질병 치

료에 기여할 수 있는 총 11명의 의학자들이 선

정되었습니다.

2. Wunsch Medical Award
Boehringer Ingel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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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
man physician in Korea. The Wunsch Medical Award is annually giv-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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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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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 최초의 독일인 의사 리하르트 분쉬 박사의 정

신을 기리고자 1990년 대한의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분쉬의학상’을 제정하

고 후원함으로써, 국내 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분쉬의학상

은 매년 뛰어난 연구 성과로 국내 의학 연구 발전을 이끈 3명의 의과학자에

게 수여됩니다(본상 1명, 젊은 의학자상 2명 - 기초, 임상 부문). 분쉬의학상

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6년의 역사 동안, 공정한 심사와 오랜 전통으로 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상으로 자리잡았으며, ‘국내 의학 분야의 노벨상’

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2. Bayer Health Day for Senior’s  
Better Life
Bayer Health Day is an employee volun-
teer program supporting seniors to re-
main healthy, providing shining shoes and 
serving free lunch. Especially volunteers 
licensed nurse and pharmacists ran a 
health consultation booth as part of their 
talent sharing.

매년 독거노인의 건강한 겨울철 나기와 건강한 

활동을 돕기 위한 직원 자원 봉사 프로그램입니

다. 무료 식사 제공, 구두 닦기, 외에 간호사 및 

약사 자격 임직원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건강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30여명의 

어르신들이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 및 

복약 상담을 받습니다.

3. Kimchi for a Cause
Bayer Korea has hosted Kim Jang event 
for the last 4 years at Gwankak Senior 
Welfare Center. Kimchi made by employ-
ees has been provided to underprivileged 
families especially for the senior leaving 
alone.

2012년부터 해마다 관악노인복지센터에서 바이

엘 코리아 임직원들이 김장 활동을 실시해 지역

의 300여명의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들에게 김치

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 Let’s Walkathon
In 2015, Bayer Korea hosted “Let’s Walk-

athon!” in Yeouido Han River Park to cele-
brate 60 years of Bayer’s business in Ko-
rea since 1955 and express its gratitude 
to the public. Around 1,000 people took 
part in the walkathon and approx. 5 million 
steps were counted, which translated into 
a donation of 10 million Won to the Child-
Fund Korea.

2015년에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한국 시장 진

출 60주년을 기념하는 ‘Let’s Walkathon! (렛츠 

워커톤)’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바이엘 코리아 직원뿐만 아니라 대중을 포함해 

총 1000 여 명이 바이엘 걷기 마라톤에 참여했

으며 1걸음당 1원으로 환산, 이에 해당하는 기금

의 두 배인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5. Support employee’s social 
commitment project
The global Bayer Cares Foundation annual-
ly supported employees around the world 
who endeavor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the communities 2 Korea employees re-
ceived awards: one who involved in caring 
handicapped children over 10 years and 
the other provided transportation service 
for the disabled over 11 years.

글로벌 바이엘 재단은 매년 지역사회에 자원봉

사 활동을 지속해 온 전 세계 직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10년간 

시각 장애인 차량 이송 활동을 해온 직원과 가

정 형편이나 선천적 장애를 이유로 버려지는 아

이들을 8년간 돌봐온 사내 봉사 동호회 직원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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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SR Miss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the most important el-
ement in the corporate culture of Boehringer Ingelheim Korea, 
which has not only fulfilled its duty as a pharmaceutical compa-
ny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but 
also has consistently contributed to the community and society 
as a trusted corporate citizen.

1.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s Competition 
Making More Health is a long-term global initiative driven by Boeh- 
ringer Ingelheim based on a partnership with Ashoka, the world’s 
largest social entrepreneur network organization,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new and innovative ways to improve health globally. As 
an innovative long-term CSR activities aligned to its corporate 
vision ‘Value through Innovation’, the competition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industry and media as the first attempt 
to find innovative social entrepreneurs in Korean healthcare  
sector. 

After the successful first launch in 2014, the 2nd year’s competition 
introduced the strengthened ‘Chanagemaker 5 Benefits’. The pro-
ject grant has been increased to 20 million won to help improve pro-
ject feasibility, and there will be expanded opportunities to network 
with social entrepreneurs such as mentoring session and Change-
makers Alumni opportunity, which the future Changemakers think 
the most valuable asset for their project development and imple-
mentation. As a result, top 4 teams had been selected as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s’ and among them ‘Fun-Move Team’ 
with the ‘Solution to manufacture prosthetic limbs for arm ampu-
tees using open source technology’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competiton. 

‘Making More Health’는 베링거인겔하임 본사가 세계 최대 사회혁신기업가 

네트워크 조직인 아쇼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여 보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

자 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는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업 비전인 ‘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Value through Innovation)’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내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혁신

기업가 발굴 프로젝트로써 제약업계 및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한 이후, 2015년 ‘제 2회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에서는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5가지 혜택’이 도입됐습

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높이고,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 및 

구체성을 더하기 위한 멘토링 세션,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 동문

회 모임 참여 등 국내외 사회혁신기업가들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

습니다. 진행 결과, 상위 4개의 팀이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로 

선발됐고, 그 중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한 전자 의수 제작 솔루션’을 제안한 

펀무브(Fun Move)팀이 최종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Our Major CSR Activit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Boehringer Ingelheim Korea



The Bosch Group is a leading global supplier of technology and services. The Bosch 
Group comprises Robert Bosch GmbH and its roughly 440 subsidiaries and regional 
companies in some 60 countries. If its sales and service partners are included, then 
Bosch is represented in roughly 150 countries. Bosch in Korea manufactures and mar-
kets automotive original equipment and aftermarket products, industrial automation 
and mobile products, power tools and accessories, and security systems. The com-
pany opened an office in Seoul in 1985. Bosch operates Robert Bosch Korea Limited 
Company, Bosch Electrical Drives Co., Ltd., Bosch Rexroth Korea Ltd., and ETAS Korea 
Co., Ltd. It employs some 1,900 associates and has a strong R&D presence in Kore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below.

보쉬그룹은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로버트 보쉬 GmbH(Robert Bosch 

GmbH) 및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440여 개의 자회사 및 현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일즈 

및 서비스 파트너를 포함, 보쉬는 15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 한국에서 보쉬는 자동차 부품 및 애

프터마켓 제품, 산업 자동화 및 모바일 제품, 전동 공구 및 액세서리, 보안 시스템을 생산, 제공하

고 있다. 보쉬는 1985년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로버트보쉬코리아, 보쉬전장, 보쉬렉스로스

코리아, 이타스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쉬는 1,9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국내 

R&D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bosch.co.kr
http://blog.naver.com/bosch_korea
https://www.facebook.com/Recruit.BoschKorea

Donation Activities & Social Responsibility
The Bosch Group is always keen to remind all its business 
units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s part of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the group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dona-
tion activities, giving due consideration to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In accordance with its guidelines for social respon-
sibility, Robert Bosc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organizing 
various donation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ies since 2002. 
It has been granting scholarships to students in need of fi-
nancial aid,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caring for the hand-
icapped and underprivileged. Besides, it has been providing 
support for families in need of social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Since 2013, as part of it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t has 
been supporting the Love House of Hope Inc., and the Social 
Security Culture Foundation with various Bosch power tools 
that are needed for volunteer work to repair the houses of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families; many of its associ-
ates have heartily participated in the volunteer work.

As a reward for these activities, Robert Bosch Korea has been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ies, gain-
ing recognition from local governments. Many metropolitan 
mayors, city council chairmen, and ward office heads have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Robert Bosch Korea.

보쉬그룹은 모든 사업 단위 별로 사회적 책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기부활동 또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방안으

로 여겨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보쉬의 사회적 책임 정신

이 반영된 기부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본사의 적극적인 장

려 지침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꾸준히 인근 지역사회에 기부를 해 

오고 있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인근 지역 학교를 통한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기관들을 지원하

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협력 

아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 찾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보쉬전동공구사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사)희

망의 러브하우스 및 (사)사회안전문화재단 등을 통해 저소득층 및 주

거약자 집수리 봉사에 필요한 다양한 보쉬전동공구를 후원하고 있으

며 당사 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로버트보쉬코리아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인정을 받아 광역시장 및 시

의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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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CSR Activities in Korea under 
the Name of “Bosch Sharing Committee”
The labor and management of Robert Bosch Korea are keenly aware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thus, will continue and expand their 
don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The “Bosch Sharing Committee” was launched in 2013 and has since 
been engaged in organizing and implementing Bosch’s variou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Bosch Sharing Committee” was estab-
lished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labor and manage-
ment of Robert Bosch Korea. The name was chosen from over 70 
proposals in a contest to name the new organization. The committee, 
with over 170 members, includes a steering committee consisting 
of the same number of members from both labor and management. 
Donation funds are raised by way of monthly donations from each 
member, and from additional donations from the company. The 
funds raised are used to meet the expenses incurred in undertaking 
volunteer work, or set aside for donations. The committee members, 
Bosch associate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In 2015, the committee donated power tools 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provided free meals to over 100 underprivileged 
elderly citizens, undertook volunteer work to help make 1,000kg of 
kimchi for shelters for unmarried mothers, and donated 20,000 bri-
quettes to the underprivileged. During the year, over 150 people par-
ticipated in volunteer work. Since its launch in 2013, the Bosch Shar-
ing Committee has undertaken volunteer work 7 times, in which an 
accumulated total of over 470 people participated. Robert Bosch Ko-
rea and the Bosch Sharing Committee will fulfill their commitments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tinue their donation and volunteer ac-
tivities in the hope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will share the joy of 
living together.

로버트보쉬코리아의 노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임직원 스스로

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매년 기부

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보쉬나눔위

원회”’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보쉬나눔위원회”는 노사간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된 단체로 설립 당시 명칭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70여 개 후보 가운데 그 이름이 결정되었다. 이는 노사

동수의 운영위원회 및 1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부 및 봉사활동 단체로 

매월 각 회원이 희망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가 추

가로 지원하여 기부 기금을 마련하는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

금된 기금은 각종 봉사활동을 위한 운영비 및 기부금액의 재원이 되며 보쉬

나눔위원회 회원 및 임직원과 가족들은 매년 개최되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

로 참여 하게 된다. 

2015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동공구 기증, 100여명

의 소외계층 노인 분들에게 무료급식제공, 미혼모쉼터 시설에 1,000kg의 김장

봉사활동, 인근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20,000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연간150여명의 봉사활동 참여를 이뤘다. 보쉬나눔위원회는 2013년 설립 이후 

7회의 봉사활동을 실시 하며 누적기준으로 47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의 봉

사활동 참가를 이끌었다. 로버트보쉬코리아와 보쉬나눔위원회는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인식과 사명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부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쳐 공존하는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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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Values with Young Talents
Bosch has been greatly interested in cultivating talents with 
great potential and, as part of its social responsibility activ-
ities, actively implementing programs to support them. As 
part of its educational aid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Robert Bosch Korea has been delivering special lectures to 
university students, the leaders of our future. The lectures, 
given by Bosch associates, have been held since 2010 at 
Hanya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olbridge In-
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Korea University, KAIST and 
Kookmin University.

Dr. Frank Schaefers, President of Robert Bosch Korea Limited 
Company, delivered a lecture to undergraduate and MBA stu-
dents at Korea University. In his lecture titled ‘Shared Compa-
ny Values: The “Unspectacular” Key Factors of Success’, he 
described the main factors for Bosch’s success as a leading 
global company and held a question-and-answer session. 
He gave another lecture titled ‘Leadership in a Time of 
Change’ to professors and over 200 students at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In his lecture, he described 
the core values of Bosch, the philosophy and entrepreneur-
ship of the founder Robert Bosch, and the three components 
of leadership—competence, connection and character—and 
held a question-and-answer session.

The HR team hosted an introduction session for the students 
present at the lectures, in which a briefing on recruitment for 
regular and intern positions at Bosch was provided. Robert 
Bosch Korea will continue its commitment to social responsi-
bility; in 2016, it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share its values with 
the young talents, and help them design their own futures.

Bosch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중시

하여 이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전사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젊

은 세대를 위한 교육지원 및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

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부터 임직원들의 참여로 강연을 시작했으며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

교, 솔브릿지 국제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국민대학교 등에서 

강연을 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프랑크셰퍼스 로버트보쉬코리아 대표이사

는 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10월 솔브릿지 국제대학교에서 특별강연

을 진행했다. 프랑크 셰퍼스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학부 및 글로벌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기업 가치의 공유, 성공의 열쇠가 항상 특

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인 보쉬의 성공 

요인과 핵심 가치에 대한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Leadership in a Time of Change’라는 주제를 갖고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교수 및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 

강연을 통해 프랑크 셰퍼스 대표는 글로벌 기업인 보쉬의 핵심 가치

와 창립자 로버트 보쉬의 철학 및 기업가 정신, 리더십의 3가지 요소 

Competence, Connection, Character에 대한 강연 및 질의응답 시

간을 가졌다. 

이러한 특별강연과 함께 인사팀에서는 정규직 및 인턴 채용 설명회

를 통해 학생들과 글로벌 기업 취업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

간을 가졌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앞으로도 사회적 공헌의 측면에서 

이러한 특별강연과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2016년에

도 젊은 세대와의 가치공유와 그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지원을 해 나

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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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Promise

Children traffic safety education program: “Mercedes-Benz Mobile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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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5, the program covered more than 3,000 children at 150 
social welfare and local children facilities in Seoul and other major areas, doubling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children benefited. 
Its official website at www.mobilekids.kr offers videos and interactive contents as open sources. Furthermore, Mercedes-Benz CSR 
Committee has signed MOU with the Road Traffic Authority (KoRoad) in 2015 for the renovation of Shincheon Children’s Traffic 
Park located in Jamsil, Seoul. The renovated park will be newly opened in June 2016 and will be utilized as the offline platform of 
MobileKids for various activities and outdoor education.

세계 최초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모바일키즈(MobileKids)’는 한국의 교통상황 및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여 재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수혜기관과 아동수를 두 배로 확대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총 150개의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3,00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모바일키즈의 다양한 컨텐츠는 공식 웹사이트 (www.mobilekids.kr)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유되고 있다. 또한 서울 잠실에 위치한 신천어

린이교통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교통공단(KoRoad)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2016년 6월에 오프닝을 준비중이다. 추후 이곳은 모바일키즈의 오

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어린이들이 실제 도로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외 체험 현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rogram: “Mercedes-Benz Mobile Academy” 
As of July 2014, Mercedes-Benz CSR Committee concluded MOU with10 colleges to assist their students to develop a solid 
career path to grow into experts in associated fields. The program provides students with valuable training opportunities utilizing 
Mercedes-Benz’s global expertise and its leading technology. Expert trainers lead lectures at each college, offering classes for 
both theories and actual practices. Moreover, Mercedes-Benz enhanced practical learning experiences for students by donating 10 
vehicles to participating colleges nationwide in March, 2015.
Participating students are given priority to take part in Mercedes-Benz’s Automotive Mechatronic Traineeship (AMT), which is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that nurtures professional technicians. Selected outstanding participants receive opportunity to visit 
Mercedes-Benz headquarters in Germany. Mobile Academy has 169 graduate students and all the applicants got successfully 
employed in Mercedes-Benz service centers as of Dec 2015.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는 국내 총 10개 대학 자동차 관련학과 학생들이 관련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

갈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7월 총 10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우수한 기술력 및 글로벌 교육 노하우를 접목

시킨 특성화된 교육을 전문강사가 직접 제공하며, 각 대학에서 이론 학습 및 실습이 병행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참여학생들에게는 메

르세데스-벤츠의 전문 테크니션 양성 프로그램인 AMT(Automotive Mechatronic Traineeship) 의 우선 참여 자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학

생을 선발하여, 독일 본사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에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전국의 모바일 아카데미 참여대학에 10

대의 자동차를 기부하였다. 2015년까지 16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지원자 전원이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 센터에 채용이 되어 취업률 향상

에도 기여하고 있다.

Dealership and employee participation program: “Mercedes-Benz All Together”   
‘Mercedes-Benz All Together’ is a program that allows dealers and employees to suggest ideas for volunteer activities, and later 
participate in those activities. In 2015, 48 projects were successfully implemented including activities such as Love House, Habitat, 
Blood Donation, Picnic with Love and Santa Day. More than 600 Daimler entities and dealership employees volunteered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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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 주제 및 활동 내용을 직접 제안하고 향후 봉사 활동에까

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러브하우스, 해비타트, 헌혈, 사랑의 가을나들이 및 산타데이등을 포함한 48개의 프로젝트를 수

행했으며, 600명 이상의 다임러 계열사 및 딜러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앞으로도 책임감있는 기업시민으로

서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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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2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등 다임러 계열사와 국

내 11개 공식 딜러사들이 모두 동참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메르세

데스-벤츠의 약속’을 공식 출범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은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특화된 핵심 역량을 활용한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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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iving Responsibility” as its motto, DHL practic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 GoGreen, GoHelp, and GoTeach
With “Living Responsibility” as its motto, DPDHL aims to practi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ake a better future for 
the humanity. DHL especially conducts a community outreach program called DHL Global Volunteer Day, which all employe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 in a variety of community initiatives in their region voluntarily. This group-wide program includes 
DPDHL’s three Corporate Responsibility programs – GoGreen (Protecting the Environment), GoHelp (Delivering Help), and 
GoTeach (Championing Education) Last year, 11 million employees devoted 260,000 hours to over 1,000 volunteer projects. 

DPDHL 그룹은 ‘책임을 다하는 삶(Living Responsibility)’이라는 모토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전세계 직원들이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DHL 글로벌 발룬티어 데이(DHL Global Volunteer Day)

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 보호를 위한 고그린(GoGreen), 재난 구호를 위한 고헬프(GoHelp),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고티치(GoTeach)라

는 3가지 테마에 맞춰 진행되는 글로벌 발룬티어 데이는 DPDHL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같은 시기에 전세계 DPDHL 그룹 

직원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11만명이 1,000개가 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총 26만 시간을 할애했다.

CSR Activities of DHL Express Korea
In order to fulfill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HL Express Korea practices various CSR activities in the slogan of ‘Deliver DHL - 
Dream, Hope, Love’. In recognition of the effort, DHL Express Korea awarded the grand prize at ‘2012 Korea Sejong Sharing Volunteer 
Awards’ and ‘2013 KOTRA CSR Awards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DHL 코리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Deliver DHL - Dream, Hope, Love’ 이라고 불리는 현지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2 대한민국 세종나눔봉사 대상’, ‘2013 KOTRA 외국인투자기업 CSR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DHL Express Korea
DHL is the leading global brand in the logistics industry 
that offers an unrivalled portfolio of logistics services. In 
over 220 countries and territories, 280,000 DHL employ-
ees are providing innovative solutions for a wide range 
of logistics needs. Since 1977, when DHL Express Korea 
started its international parcel delive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largest mar-
ket share and earned a reputation as a global business 
partner by providing rapid and accurate delivery and logis-
tics services. DHL Express Korea, where 1,230 Certified 
International Specialists work at 1 gateway, 22 service 
centers, and 106 service points and alliance branches as 
of 2016, is achieving the utmost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fast, accurate, and safe service.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 DHL은 도이치 포스트 DHL 그룹(DPDHL: 

Deutsche Post DHL Group)의 자회사로 특송 및 물류 산업의 글

로벌 선두주자이다. 약 28만 명의 직원들은 전세계 220여개 국

가, 26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위해 각 국가에 대한 전문적인 현

장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HL 코

리아는 1977년 국내 최초로 국제특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빠

르고 정확한 특송서비스는 물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39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국제비즈니스 동반자로

서 명성을 쌓아왔다. 2016년 현재 1개 게이트웨이, 22개 서비스센

터, 106개 직영 및 제휴 접수처에서 1,230여명의 국제특송 전문

가들(Certified International Specialist)이 근무하고 있는 DHL 코

리아는 국내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단연 업계 1위 기업으로 신속, 

정확,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Volunteering Club 
The employees of DHL Express Korea voluntarily formed volun-
teering club and regularly visit senior centers and house nurser-
ies to help clean the surrounding and take care of the elderlies 
and underprivileged young students.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DHL의 봉사활동 동호회에서는 지역사

회 양로원 및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보조 등의 도움을 지속적으

로 이어가고 있다.

3. Global Volunteer Day  
Following the group-wide program, Global Volunteer Day 
which all employe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 in a variety of 
community initiatives, DHL Express Korea employees carry out 
regional volunteering activities every year. In 2015, 800 of DHL 
Express Korea employees participated in 23 different volunteer 
programs.  

글로벌 발룬티어데이는 전세계 DPDHL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봉사활

동 프로젝트로, DHL 코리아 역시 해마다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5년 글로벌 발룬티어 데이에

는 약 800여명의 DHL코리아 임직원들이 총 23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에 참여했다.

2. Quarterly Volunteer Activity 
DHL Express Korea develop volunteer activities every quarter to 
promote the spirit of volunteerism. In 2015, DHL Express Korea 
held ‘Greeting Happy Spring with DHL’, ‘Clean-up Changdeok Pal-
ace’, ‘Volunteer activity at Seoul SOS Children Town'. 

DHL 코리아는 사회봉사의 건전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분기별 자원봉

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2015년에는 ‘봄 행복

충전 프로젝트’, ‘창덕궁 환경 가꾸기’, ‘서울 SOS 어린이 마을’ 등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4. Employee Fund Raising 
The employees of DHL Express Korea voluntarily raise the fund 
when internation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flood out-
break. For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Nepal happened in 2015, 
DHL Express Korea raised KRW 14 million.

DHL 코리아는 전세계 지진,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들이 자발

적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당시에는 총 

1,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Merck Korea’s CSV (Creating Shared Value)

In compliance with the headquarters’ guideline, Merck Korea has advanced 
efforts in Creating Shared Value and these efforts can break down to sev-
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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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D Support

A.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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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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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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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논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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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하기 위해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로 확대되었고 액정발견 125주년이었

던 2013년 제 10회 머크 어워드부터 한국 머크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

회는 시상 내역 및 포상을 논문상에서 학술상으로 변경하여, 한국 디스

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OLED/OTFT & PDP),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 디스

플레이 전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혁신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한다.

2) Cultur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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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quar-
ters in Germany and it is significant Korea has been included. 
This initiative aims to help more people get to know Korean art-
ists and their artwork through the calendar as they use it every 
day. This program continues every year. Oh In-Soon, well known 
for her brilliant color images, was the first painter selected for 
the 2010 Merck Calendar. For 2011, Lee Kye-Song was selec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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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ned culture. The artist for 
2013 Merck Calendar was Kim Ji-Hye, who has gained promi-
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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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
nasty. For 2014, Hong Ji-Yeun, an artist who depicts the image 
and motives of Korean folk painting with values of traditional 
and modern, Western and Eastern culture, was selected. Kim 
Geon-Il, who has used Anamorphosis to his painting, metaphor-
ically expresses that knowing the truths is important, but how 
the truths are preserved and applied in real life is even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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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rporate-l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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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in the area of colorectal cancer and head & neck cancer. Every year, three awards are selected 
by Korean Cance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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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크의 화학부문과 더불어 의약부문 학술지원을 위한 '머크 학술상'은 한국 머크의 전문의약품 사업부인 바이오파마 사업부가 2011년 국내 대장암과 두

경부암 분야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암학회와 제정한 상으로, 대한암학회가 매년 대장암과 두경부암 관련 논문 3편을 선정하며, 대

한암학회 학술대회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수여한다.

2009년부터 한국 머크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미술 작가를 발

굴해 달력을 제작, 전세계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

했다. 이같은 활동은 머크가 본사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연

장으로, 그 활동범위를 한국으로 넓힌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일상 생

활에서 쉽게 접하는 달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작가와 작품을 알게 되

고,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

작하게 되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첫번째 달력

의 주인공으로는 화려한 색채 이미지로 알려진 오인순 작가가 선정되었

고, 2011년 달력의 주인공으로는 한국 고유의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빛

과 선 속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이계송 작가가 선정되었다. 2012년 

달력은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소재로 그리고 있는 정명조 작가를 

선정, 한국의 역사와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소개했으며, 2013년에

는 조선시대 책가도나 화조화, 그리고 산수화 등의 이미지와 개념을 우

리 시대의 감수성과 미감으로 재구성하는 김지혜 작가를 선정했다. 2014

년에는 민화의 이미지와 개념을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의 이중적인 

가치들로 표현하는 홍지연 작가가 선정됐고, 2015년에는 왜상기법을 통

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바르게 보존하여 현실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을 표현하는 김건일 작가가 선정됐다. 2016년에는 이야기들을 텍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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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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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내게 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자각

하게끔 하는 권두현 작가가 선정됐다.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Merck 
Colorec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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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
ation for Clinical Oncology selects two excellent papers on 
colorectal cancer and awards will be given during the associ-
ation’s annual general meeting. 

'한국임상암학회 머크 대장암학술상'은 2012년 바이오파마 사업부가 국

내 대장암 임상 연구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임상암학회와 제정한 상

으로, 한국임상암학회가 매년 대장암 관련 논문2편을 선정하여 한국임

상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Merck Scientific Award for Reproductive Medicine 
Researchers
This award was launch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in November 2013 to 
support for scientific achievement and encourage technolo-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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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의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연구실적을 널

리 알리기 위한 ‘머크 학술상’은 바이오파마 사업부가 대한생식의학회

와 2013년 제정한 상으로, 생식의학 부분에서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

헌도가 인정되고 전년도SCI (SCI-E)지에 출간완료된 논문 중 국내 연구

진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논문을 매년 총 2편(기초 1편, 임상 1편)을 선

정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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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pporting Patients

Supporting costs of treatment for children in need with short height
Biopharma Division has supported cost of growth treatment for children in need with short height with ChildFund.

바이오파마 사업부는 어린이 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저신장 아동을 위한 성장 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4) Knowledge sharing

Consulting with top experts in each field
Merck Korea has continued efforts to invite authorities in chem-
istry and life engineering to speak at lectures and conferences 
host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help share 
their knowledge with Korea industries and communities.

한국 머크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지원

하며 화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초청, 머크의 혁신기술과 

함께 전문가들의 강연과 컨설팅을 통해서 국내 산업계와 한국 사회에 공

유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5)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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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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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ain the right room temperature. In the case of the 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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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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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CO2 emission in 2010 increased 50% from 2006. However, 
Merck Korea has executed EDISON Project, reducing the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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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에너지 효율화 및 기후보호를 위해 독일 머크 본사에서 시작한 에디슨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 절감(2006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본사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한국 머크는 창문에 단열필름 부착을 통해 실내적정온도 유지, 의약품 창고의 경우 밖으

로 새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구내 식당에서는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여 1/2 국그릇을 사용하고 매주 수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하였으며, 일부 구역을 제외한 머그컵 혼용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종

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 자료 인쇄 시 한 면에 2개 슬라이드씩 인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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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CO2 배출량을 줄였다. 한국 머크는 독일 본사, 대만 머크에 이어 3번째로 ISO50001(국제표준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Sharing Merck’s success strategies with future leaders 
Merck Korea has also deepened its exchanges with Korean students through EBS Program ‘Global CEO Lectures.’ The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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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of Business. Merck also shared its business 
strategy and management values as a family-owned company operating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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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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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with the younger 
generation via direct communication.

한국 머크는 2005~2007년 고려대학교 MBA, 2007년 서울대학교, 2009년 연세대학교 MBA 및 경영대학과 함께한 EBS 글로벌 CEO 특강을 비롯

하여 2012년 연세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2013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2014년 연세대학교, 2015년 고려대학교 등 국내 학생들과 가족 소유 기업으로

서 머크가 340년이 넘게 다양한 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던 전략과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한국 가족기업들이 오랜 시간동안 영

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등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매 강연마다 한국 머크 대표와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젊은 인재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PARK Global Volunteer Event
In 2016, Merck launched SPARK, community engagement 
program specifically designed to focus on giving back through 
science education and skills-based volunteering, which simply 
means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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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
ture to help drive curiosity. Through Curiosity Labs, one of the 
SPARK program, Merck is inspiring curiosity in the next genera-
tion of scientists by providing hands-on, interactive science les-
sons meant to stimulate inquiry and to encourage students to 
ask why. Students apply scientific principles to “real world” con-
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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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
als and equipment necessary for a complete hands-on science 
experience. Most impor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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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Merck will inspire today’s stu-
dents to become tomorrow’s great scientific minds. It will help 
improve the ecosystem in which Merck lives and works.

머크는 2016년 전문적이고 일상 업무 스킬을 이용한 과학교육과 기술 

기반의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SPARK를 런칭했다. 지역사회 및 미래의 젊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

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머크는 SPARK 

프로그램 중 하나인 Curiosity Lab을 통해 차세대 과학자들에게 직접 상

호작용할 수 있는 과학 수업을 진행,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장려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생명과학 사업부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실험용 

자료와 장비를 모두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과학적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과 직업 목표로 연결시킨다. 또한 

SPARK는 어린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과학 교육을 교육자들과 공유한다. 머크의 지식과 과

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함으로써,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의 위대한 과학자

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머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발전

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Volunteer Club ‘Onnuriae’
Merck employees of Anseong-shi, Gyeonggi-do, organized vol-
unteer club ‘Onnuriae’ 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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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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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2 stu-
dents has been supported. Also, with money from employees 
and company, employees visit hous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 supporting things, repairing facilities and cleaning. On chil-
dren’s day, club gives gimmicks to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students invited from Anseong volunteer center. In every No-
vember, employees make Kimchi and give to about 20 people 
including the underprivileged, the elderly living alone, facilities. 
On November 28, 2015, Kimchi has been shared with warm 
heart.

경기도 안성의 한국 머크 직원들은 2012년 1월 자발적으로 온누리애(愛) 

클럽 기업봉사대를 조직하여 안성시에 등록, 활동해오고 있다. 직원 개

인이 회사와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연탄, 쌀, 의류 등을 장애우와 독거

노인에게 약 5년간 지원해오던 활동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해 

2012년 온누리애(愛) 클럽을 조직,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지

원해오고 있다. 2년마다 관내 학교에서 저소득층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을 추천받아 졸업 시까지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명째 지원 중이

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모은 회비와 사내 클럽지원비로 안

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 가정을 분기마다 방문해 물

품을 전달하고 가정 시설 보수, 청소 등을 해오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안

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초청한 불우시설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작은 기

념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시설에 김

치를 담가 나누고 있다. 2015년 11월 28일에는 김치를 담가 불우이웃들

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Beautiful Store
In 2004, Merck Korea employees voluntarily joined the Beautiful 
Store’s charity initiative and this led to “Beautiful Saturday with 
Merck” held in 2012 at the Beautiful Store’s branch in Pyeong-
taek, where Merck’s R&D center is located. The proceeds from 
the event were donated to Oseongmyeon Childcare Center and 
were used for purchasing book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2004년 한국 머크 직원들의 자발적인 아름다운 가게 참여가 이루어졌으

며 2012년에는 머크가 연구소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에서 행사를 개최했

다. 행사 수익금은 오성면 아동센터에 기증되었으며, 다문화 가정의 어

린이들이 위한 도서구매를 위해 쓰여졌다. 

Donations through a year-end party to the needy
Since 2009, Merck Korea employees raise donations through a 
year-end party and deliver them to the needy in Jongro District, 
Seoul. 

한국 머크는 2009년부터 매년 직원들이 연말파티 때 즐거운 마음으로 

모은 자선행사 수익금을 종로구 쪽방촌 주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전

해오고 있다.

JA Korea - 
Youth business education volunteer program
In 2008, Merck Korea employees participated in JA Korea’s pro-
gram on economy education for the youth. Employees served 

as one-day teachers for children.

2008년에는 한국 머크 직원들이 청소년 경제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JA Korea의 일일 교사 프로그램에 참가, 활동하기도 했다.

2. Employee Leading Volunteer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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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ssenkrupp Elevator Korea’s CSR Activities

Introduction to thyssenkrupp Elevator AG
ThyssenKrupp Elevator AG is the elevator technology business area brings together the ThyssenKrupp Group’s global activi-
ties in passenger transportation systems. With 51,000 employees, sales of 7.2 billion euros in fiscal 2014/2015 and customers 
in 150 countries, ThyssenKrupp Elevator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elevator companies. The company’s portfolio includes 
passenger and freight elevator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passenger boarding bridges, stair and platform lifts as well as 
tailored service solutions for all products. 900 locations around the world provide an extensive sales and service network to 
guarantee closeness to customers.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AG는 티센크루프 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승객수송 시스템에 접목시킨 테크놀로지 사업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의 승강

기 기업 가운데 하나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2014/2015 회계연도 기준 72억 유로(약 9조 2천 억)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전세계 51,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50여개국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객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탑승교, 

어세서빌리티(계단 및 플랫폼 리프트) 등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전

세계 900여 지역에서 고객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to thyssenkrupp Elevator Korea Co., Ltd.
Founded as Dongyang Elevator Co., Ltd., in Feb. 1966, thyssenkrupp Elevator Korea Co., Ltd., whose head office is located in Mok-
dong, Seoul, has been specializing in elevator business over the last 50 years. By releasing innovative products, including ‘synergy’ 
the company is ranked the 1st position as a foreign elevator enterprise in domestic market, recording KRW 540 billion as of fiscal 
year 2014/15. Among foreign elevator companies entering in the Korean market, thyssenkrupp Elevator Korea is the only enterprise 
that has a local factory in Korea. With the production activity in its own factory, the company supplies customized products in Korean 
market.  With the mission of “We aim to be No. 1 company by putting people first and customer value”, and with the vision of Moving 
Pride 2020,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ompany put their efforts together to achieve the goal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great work place” by 2020. As shown in its strong will to develop talented human resources, thyssenkrupp Elevator Korea 
opened the training institute named SEED Campus in Cheonan Plant in 2015, where around 1,000 employees and 2,000 subcon-
tractor employees get a chance to develop themselves and their career. As such, the company puts its human-based management 
philosophy in practice.

서울 목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1966년 2월 설립된 동양엘리베이터(주)를 전신으로 하는 50년 역사의 승강기 전문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제품 시너지 출시를 통해 국내 시장 외국계 승강기 1위 기업으로 2014/2015 회계연도 기준 5,400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승강기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여 한국 시장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

이 되어 고객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일등기업” 이라는 사명과 Moving Pride 2020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고객 감동”과 “일하기 좋

은 기업” 달성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재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듯 저희는 지난 2015년 천안공장에 SEED 

Campus라는 이름의 연수원을 마련하여 1,000여 명의 임직원과 2,000여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자신들의 경력개발과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

록 본격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Philosophy of Social Contribution 
thyssenkrupp Elevator Korea’s philosophy of social contribution focuses not onl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but on 
Creating Shared Value (CSV). It may be necessary to catch a fish sometimes. But, the company believes that the true support is to 
teach how to catch a fish. It is quite meaningful from the Win-Win standpoint for both the company and beneficiaries. In particular, 
education is the pivot of the CSR.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의 사회 공헌 철학은 CSR(사회적책임활동)뿐 아니라 CSV(공유가치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

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수혜자 간 상생의 관점에

서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교육은 저희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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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U Signing with Korea Lift College: Raising Young Talented People & Employment Connection
thyssenkrupp Elevator Korea signed “Agreement for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Agree-
ment” with Korea Lift College in the end of 2015.

The agreement made first in elevator industry targets achieving on the goal of the academic-industry education program required by 
the government l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t is the most active academic-industry cooperation in which corporate 
opens an educational program jointly with school and invests the cost in need. The program looks similar to German Meister pro-
gram. For ‘thyssenkrupp class’ which is opened to new students in 2016, twenty students who finish the 1st semester of the 1st year 
in the school will be selected and get a scholarship until their graduation. The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and the school together. The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get employed by the company after their graduation, if they meet 
certain criteria. (10 students get hired annually during the agreement period.)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한국승강기대학교와 2015년말 “취업 약정형 교육과정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승강기 업계 최초로 시도한 이 협약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산학맞춤형 교육과정의 목적달성을 기반으로 하

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산학협동으로, 독일의 마이스터 과

정과 흡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티센크루프 전공반’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 가운데 20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

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며 당사와 대학이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공반 학생들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 후 당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협약기간 중 매년 10명 채용)

2. thyssenkrupp Elevator Installation Apprentice Program: Increasing successful social independence rate, 
beyond education level
Since 2014, thyssenkrupp Elevator Korea has been operating ‘thyssenkrupp Elevator Installation Apprentice Program’ in which hu-
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elevator installation get hired as contract employees and take specialized training during a given period 
to become professional technicians of elevator installation. The program is open to all types of job-seekers with the spirit of challenge 
and passion regardless of age and education, includi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field of elevator installation, it is hard secure 
enough technicians, because of the aging of existing technicians and lack of new technicians. In this sense, the program is meaning-
ful to not only the elevator industry, but people who feel a barrier to enter the society, like North Korean refugees. The program helps 
the isolated people land a stable job and become a social member firmly, and contributes to providing enough human resources to 
the elevator installation industry.  
People who complete the program can work as elevator installation technician.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 
applicants, we hope social network is established for the applicants who want to learn elevator installation skills.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2014년부터 승강기 설치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교육 후 승강기 업계 전문 기술자로 양성하는 ‘티

센크루프 승강기 설치견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연령, 학력에 구애 없이 도전의식과 열정이 있

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분야는 기존 인력의 노령화와 더불어 신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승강기 업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진출에 제한이 있는 우리 이웃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

니다. 소외 계층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승강기 업계 전체의 설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승강기 설치 기술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가 많아져 승강기 설치 기술을 배우

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Main Activities

1. Social Contribution to Local Communities: Donation of small changes from salaries, 
Matching Fund and Voluntary Activity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yssenkrupp Elevator Korea voluntarily donate small changes from their salaries every month. The 
donated money ranges from a thousand to ten thousands won. Some people donate a fixed amount of money monthly. The collect-
ed money is sent to Child Fund Korea and UNICEF. The company also monthly provides matching fund as much as the donation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hich is spent for meaningful things in local communities. Aside from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participate in the Kimchi Making and Sharing Event held in Yangcheon-gu and Cheonan-si in which the head office and the factory 
are located. Now, the company tries to open English Library for educating the children of low-income family.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임직원은 자발적 신청에 따라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원 또는 천원 미만의 끝전을 기부하거나 월 정

액을 기부하는 등 형태는 다양하며 이렇게 모인 금액은 국내로는 어린이재단, 해외로는 유니세프를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월 임직원들

의 기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하여 펀딩하고 있으며 모인 성금은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 양

천구와 천안시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매년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한 영어도서관 마련을 진행 중입니다.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received the eyesight check up to 
get new Zeiss eyeglasses as a gif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fascinated experiences a ZEISS 
microscopy at the “ZEISS Class of Optics”. 

The CEO Peter Tiedemann of Zeiss Korea delivered welcome remarks of ‘ZEISS Experience cam-
paign’ event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chooses his new eye glasses: 
frame, color and style was very important to him and needs to be 
carefully chosen. 

자이스 코리아는 2014년 11월 서울 상수동에 위치한 본사 쇼룸에서 마

포구 내 초등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제 1회 ZEISS Experience’ 캠페

인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공헌 행사를 개최했다. ZEISS Experience 캠

페인은 학생들이 자이스 광학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광학에 대한 흥미

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광학이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학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자 기획되었다. 

자이스코리아는 170년 광학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자이스 광

학 교실’을 진행하였고, 자이스 정밀 검안 시스템을 이용한 시력 검

사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안경을 제작해주는 ‘자이스 안경 지원 사업’ 

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이스 광학 교실에는 자이스 코

리아 임직원이 직접 일일 교사로 참여해 안경렌즈, 현미경, 3차원 측

정기, 의료기기, 반도체에서 쓰이는 광학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현미

경, 3차원 측정기 등의 광학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였다. 또한 자이스 비전케어 사업부에서는 서부 안경 프라자 안경

원(서울 서대문구 소재)과 협력 하여 정밀한 시력검사를 진행하고, 학

생들의 눈에 정확하게 맞는 자이스 렌즈를 처방한 안경을 모든 참여

자에게 지원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예쁜 안경도 선물 받고, 직접 현미경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3차원 측정기라는 장비도 만져볼 수 있어 광학 과학

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이스 코리아 피터 티데만 사장은 “자이스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

이스의 광학 기술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항상 노력해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이스와 함

께 광학 세계를 체험하고, 건강한 눈으로 미래의 과학발전을 위한 꿈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The CEO Peter Tiedemann of Zeiss Korea delivered welcome 
remarks of ‘ZEISS Experience campaign’ event to elementa-
ry school students. ZEISS Korea invited about 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Mapo-gu area to the ZEISS Seoul 
Office in Sangsu-dong and held the ‘ZEISS Experience’ cam-
paign as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ent in November 
2014.  ZEISS Experience campaign was designed to teach 
children and let them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science 
of optics and how the technology of optics improves the qual-
ity of life of all people around the globe. 

The ZEISS Experience campaign consisted of 2 programs, 
which was “ZEISS Class of Optics” for learning about optical 
technology with an experience of more than 70 years. Sec-
ondly providing eye glasses with customized ZEISS lenses 
after eyesight test on the spot to the children. Some Employ-
ees of ZEISS Korea participated as teachers for the “ZEISS 
Class of Optics”. They explained the principle of eye glasses 
lenses      and how the technology applies to microscopy, me-
trology systems, medical instrument and the semiconductor 
area. The children could directly experience microscopy and 
3D metrology systems under the guidance of the ZEISS em-
ployees. ZEISS Korea Vision Care and the Seobu Optical Pla-
za, in Seodaemun-gu Seoul, collaborated for this project and 
lead through an eye sight test for every child and gave them 
new eyeglasses with ZEISS lenses as a gift. “I was very happy 
that I got new pretty eyeglasses and experienced the use of 
microscopes. I tried measuring machines and learned about 
“optics science””, said one elementary school at the event.  

Peter Tiedemann, the CEO of ZEISS Korea said “ZEISS sup-
ports science, educational,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s at 
its sites.” He added “We hope the ZEISS Experience fascinat-
ed and inspired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echnolo-
gy and science and I also hope the children will have a better 
sight with their new ZEISS eyeglasses.”

1st ‘ZEISS Experience’ Event 
● Opened “ZEISS Class of Optics” for children to 

experience optical science.
● Contributed to children’s vision care for the “Eye Day” 

(November 11th).
● Provided eyesight tests and ZEISS lens eye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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