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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Readers,

"Ethics is the Source of Innovation and Growth" was 

the theme of the ‘2019 CEO Pledging Ceremony’ 

of the B.E.S.T (Business Ethics is the Source of Top 

performance) Forum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IPS) in April 2019 in Korea. 

At this annual event which started in 2004 and 

has ever since assembled entrepreneurs and 

executives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operating in Korea to declare their commitment to 

ethics management across the society KGCCI was 

appointed CSR Ambassador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German Chamber 

organization and its member companies has 

always been “The Honorable Merchant”. We 

also believe that ethics management is a key 

source of competitiveness beyond national 

boundaries.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German companies have a century-long tradi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 l i t y and that 

subsidiaries of German companies abroad also take 

responsibility as an integral part of the societies of 

the countries they do business in.

In this report we feature the versatile examples 

of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German businesses in Korea are not only engaged 

employers to around 100,000 employees, but 

have been growing together with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long bilateral partnership. 

They have initiated various programs to support 

underprivileged groups, initiated charity projects 

and much more as an active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This is already the fifth edition of the “KGCCI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We are 

proud of the growing number of CSR/CSV projects 

featured in this brochure. We hope to encourage 

even more German companies in Korea in the 

future to present their CSR activities through this 

report to publicly share their manifold stories of 

how they engage and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Barbara Zollmann

President & CEO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GCCI)

Dear Readers,

Tackling the ke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requires efforts by all parts of societ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keholders need to join 

forces to meet the social, ecological and economic 

challenges of globalization. Because neither 

Germany, nor the EU is able to rise to global 

challenges alone, a close-knit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partners is vitally important.

As a major breakthrough in this context, the 

international communit y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2015. Goal 

16 is rooted in human right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s it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anti-

corruption.

South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this goal as it 

will start measuring the private sector’s corruption 

level for the first time in the hopes of creating a 

more transparent society. The government has also 

made a significant effort to impl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and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discussions, together with 

globally recognized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Boosting profits is no longer the sole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 Therefore, companies from 

all secto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having a 

generally accepted system of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which, if implemented, will grant them 

the social license to operate. Along with political 

action and civil society activism, it is therefore 

above all responsible businesses that should aim 

at fostering the CSR concept within the whole 

business community.

German companies in Korea commit to that 

responsibility and started reporting on CSR a 

while ago, following increasing demands from 

consumers and the society. As an example, 

Mercedes-Benz Korea already celebrates the 5th 

anniversary of its CSR committee this year, while 

others like SAP Korea are participating in the 

Korean-German Chamber’s CSR Report for the first 

time.

As German Ambassador to Korea, I encourage 

companies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grow 

together with Korean society for a brighter and 

promising future through sincer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 activities.

Stephan Auer 

Germ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윤리는 혁신과 성장의 원천입니다.” 본 모토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의 윤경SM포럼이 2019년 4월에 개최한 ‘제16회 윤경 CEO  

서약식’의 주제였습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 

되는 윤경CEO서약식에서 ‘CSR 앰버서더’로 임명되었으며, 한국

에서 운영되는 기업 및 단체의 기업인과 임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

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독일상공회의소 조직과 회원사들은 ‘존경스런 상인’을 주요 원칙 

으로 여깁니다. 당소 역시 윤리경영이 국경을 넘어선 경쟁력의 핵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독일 기업은 한 세기에 걸쳐 쌓아온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

며, 해외 주재 독일 기업의 자회사들 또한 각 나라의 사회 구성원으

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음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 주재 독일 기업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CSR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주재 독일 기업들

은 현재 한국 내에서 약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양국의  

오랜 협력 기간을 거쳐 한국의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훨씬 더 많은 사회 공헌에 기여하

고자,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활동과 자선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어느덧 “KGCCI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의 다섯 번째 발간입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이번 리포트 

에 소개된 사회 공헌 활동이 크게 증가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 

니다. 아울러 앞으로 보다 많은 한국 주재 독일 기업들이 본 리포트 

에 참여하여,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지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21세기의 주요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야만 세계화의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

다. 독일이나 유럽연합 단독으로는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국제 파트너들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와 17

개 지속 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17개 목표 중 16번 목표는 인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투명성, 책임감, 

부정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와 거버넌스의 강화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다 투명한 사회 구축을 위해 최초로 민간 부문의 청

렴수준을 진단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CSR)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수기업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유일한 경영성과지표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원칙 및 모범규준 중

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기업은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 시민

사회활동과 더불어 무엇보다 책임 있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 공동체

에서 CSR 컨셉을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들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얼

마 전부터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보고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기업

에 대한 소비자 및 사회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경우, 올해 사회 공헌 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이했으며, 

SAP 코리아 등은 올해 처음 한독상공회의소 사회 공헌 활동 보고

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주한독일대사로서 사회 및 환경 부문에서의 진심 어린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함께 보다 밝고 유망한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장려합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We believe that 

ethics management 

is a key source of 

competitiveness 

beyond national 

boundaries."

"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keholders need to 

join forces to meet the 

social, ecological and 

economic challenges 

of globalization."

 5Preface / 4



Audi Volk swagen Korea (AVK ) is  a 

national sales company in Korea, a 

100% investment by Audi AG. AVK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mport car market by offering a wide 

range of brands – from Volkswagen 

to Audi, Bentley, and Lamborghini – in 

correspondence with the lifestyl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ustomers. 

As of March 2019, each brand has own 

dealers in operation and AVK has 91 

showrooms and 77 services centers in 

total.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아우디그룹에서 

100% 투자한 국내 판매법인이다. 

폭스바겐(Volkswagen)과 아우디(Audi), 벤틀리 

(Bentley), 람보르기니(Lamborghini) 등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부합하는 폭넓은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며 한국 수입차 시장의 성장 

을 견인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각 브랜드별

로 딜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91의 전시장과 77

곳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Audi 
Volkswagen
Korea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utomotive Supply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186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04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09

Website
홈페이지
 www.avknewsroom.com

AUDI VOLKSWAGEN KOREA’S 
TOMOROAD 

In 2018, Audi Volkswagen Korea first unveiled its social contribution initiative, “TOMOROAD”, a 

combination of tomorrow and road. TOMOROAD is designed to have young talents learn about 

and experience future mobility and help them lead the future of the Industry 4.0. TOMOROAD 

is the foundation of all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at Audi Volkswagen Korea will pursue. 

It will focus on education and culture, and utilize powerful assets such as its HQ's strategy and 

experience. AVK'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re conducted with non-profit organization, 

Korea Social Investment.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도에 사회 공헌 이니셔티브 ‘투모로드(TOMOROAD)’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투모로드는 미래(Tomorrow)와 길(Road)의 합성어로, 젊은 인재들이 퓨처 모빌리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며 미래 4차산업
의 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동행을 의미한다. 투모로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모든 사회 공헌 활동의 근간으로, 교육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본사의 전략과 경험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활용해 다각도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AVK의 사회 공헌 활동은 비영리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TOMOROAD School  Since 2018

TOMOROAD Activities :  
Future Mobility Challenge  Since 2018

AVK Future Mobility Challenge is an idea challenge 

contest for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to 

find new ideas about future mobility. More than 100 

teams of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five finalists AVK FMC, which was sponsored by Seoul 

city, KAIS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ISED), were selected after the 1st round of document 

screening and 2nd round of presentation.

The final winner of the AVK Future Mobility Challenge 

was the team “Linka”, which proposed personalization 

of car sharing service through hologram technology, 

and was awarded on behalf of “Seoul Mayor”. 2nd 

place was the team “Serbus”, which proposed a 

mobility service platform that combines buses and 

commercial spaces while the 3rd place was given 

to team “Betterlife” that proposed an idea in which 

enables drivers to communicate more smoothly with 

each via V2V technology using rear lamp display.

‘AVK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AVK FMC)’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퓨처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전국의 대학

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진대회이다. 

서울특별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진흥원이 후원한 본 경진대회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팀이 

참여하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총 5개의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AVK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의 최종 우승 팀으로는 홀로그램 기술

을 통한 카셰어링 서비스의 개인 맞춤화를 제안한 ‘린카(Linka)’

팀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장상’이 수여되었다. 버스와 상업공간을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한 ‘서버스(Serbus)’팀은 2

등을 수상하였고, 운전자들이 서로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리어램프 디스플레이와 영상처리 기반 V2V(차량 대 차량) 아이디

어를 낸 ‘베터라이프(Betterlife)’팀은 3등을 수상했다.  

The TOMOROAD School is the main program of Audi Volkswagen Korea’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 specialized program offered during the free semester system int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to develop their aptitudes and qualities through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It is a convergence program that teaches about cars, future mobility technology and 

software coding skills. The TOMOROAD School prepares students to develop 4Cs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which are required for future talents.

A total of 331 students from 14 middle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TOMOROAD School program 

in the form of either 16-week or 8-week program depending on their schedule. For the coming semester 

in fall, 360 students from 15 schools will receive the curriculum.

TOMOROAD Activities :  
Secret Santa  Since 2018

Audi Volkswagen Korea hosted "We will be your Secret 

Santa" on December 19th, 2018 to deliver Christmas 

gifts to 85 children in need in Gyeonggi province. 

The event was designed to support the children to 

continue living their dreams.

The company received a wish list from each child, and 

each employee was individually assigned to become 

their Secret Santa. The relevant employees donated 

50% of the fund required to purchase the gift, while 

the company covered the remaining 50%. Majority of 

beneficiaries were first to third graders at elementary 

school.

AVK will continue to do various donation activities 

with an active involvement of its employees.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 12월 19일 임직원과 회사의 1대1 

매칭펀드를 통해 경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85명에게 성탄

절 선물을 전달하는 ‘시크릿 산타’ 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선물 희망 목록을 받은 후 이들의 ‘시크릿 산타’가 되고자 하는 임

직원과 아동을 맺어주었다. 선물과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에 회사가 1대1 매칭펀드를 더해 마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앞으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TOMOROAD Activities : 
Green School Walkway  Since 2019

Audi Volkswagen Korea and its NPO partner, the 

Korea Social Investment,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 the city hall 

in Mugyo-dong, Jung-gu, Seoul, to participate in 

the city’s project to create green school walkways in 

Seoul. 

Through this signing, Audi Volkswagen Korea will 

suppor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ver the 

next three years and will be in charge of the actual 

process of selecting and managing third parties for 

this project with its NPO partner, the Korea Social 

Investment. Gangmyeong Elementary School was 

chosen as the first school for the project and the 

school walkway was opened on July 9th, 20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총괄사장 르네 코네베아그)와 사회 

공헌 비영리단체(NPO) 파트너인 (재)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시청 별관 

에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울특별시의 ‘학교  

통학로 녹화 사업’에 향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NPO 파트너

인 한국사회투자와 실제 녹지조성 공사에 필요한 업체 선정, 관리  

감독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첫 번째 학교로는 서울 

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명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7월 9일 

완공식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투모로드스쿨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회 공헌 활동 주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중학생들로 하여금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 이다. 

퓨처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투모로드스쿨은 학생들이 친숙한  

자동차를 활용해 미래사회의 기술들을 학습하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해 실제 구현해보는 문제 해결형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다. 또한, 미래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 Communication, 창의력 Creativity, 협업능력 

Collaboration)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봄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투모로드스쿨은 서울시내 

14개 중학교, 총 331명의 학생들이 참여,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16차시 또는 8차시로 진행되었다. 가을학기에는 15개 학교 360명

의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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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Kids’ Lab  Since 2003 

BASF social engagement activities in Korea are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4 “Quality Education.” Since 2003, BASF in Korea has held annual science class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uwon, Yeosu, and Ulsan, localtion of BASF sites to foster their interest 

in chemistry through safe and interesting experiment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food and electricity, public transportation and residential space. BASF believes that "chemistr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is problem. 

So far, over 7,500 children have experienced hands-on experiments at various BASF Kids’ Lab activities in 

Korea. To commemorate the 20th year of Kids' Lab, BASF released an online experience called Virtual Kids' 

Lab to inspire hopes and dreams, and cultivate talents of children anytime, anywhere. 

바스프의 사회참여 활동은 UN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SDG)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SDG 4,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 한국에 처음 선보인 바스프의 키즈랩 프로그램은 수원, 여수, 울산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그 외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먹거리와 전기 등의 에너지 부족과 대중교통 및 주거 공간의 부족 등 미래의 많은 문제 해결에 “화학”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키즈랩이라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화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화학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7,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바스프 키즈랩에 참여했으며, 또한 바스프는 키즈랩 창립 20주년을 기념

해 참여형 온라인 과학 실험 교실인 ‘바스프 온라인 키즈랩(Virtual Kids’ Lab)’을 새롭게 선보이며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화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Local matching donation program   Since 2019

Since 2018, people won't be able to find a single cup in BASF Korea’s office. The 

employees use their own mug instead of disposable paper-cups and Seoul office 

has started the unique matching donation program with it's coffee. The employees 

have the option to pay for a cup of capsule coffee with "matching donations" to the 

office. The company has promised to match the donated amount by the end of the 

year and this matching donation has reached 14.8 mio. KRW altogether. The whole 

amount was donated to Joseph’s house in Sejong city where they care for the 

elderly with no family or people struggling with Alzheimer’s disease. This matching 

donation is not the first relationship with Joseph's House, as some employees have 

already volunteered their services over the decade and many employees have 

joined the monthly donation for long time. 

2018년 한국바스프 사무실의 커피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사내 일회용 컵을 없애고, 

개인 컵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서울사무소에서는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캡슐커피 구매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캡슐커피를 방문 고객과 나누면서 커피값은 자유롭게 기부하며 

회사에서는 이에 같은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matching donation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1년간의 자율적인 진행으로 2018년 말, 서울 임직원과 회사는 총 1,480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했으며, 

이 모금액은 세종시 인근의 ‘전의 요셉의 집’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치매노인을 돌보

는 요셉의 집과 한국바스프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돕던 직원

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서울 임직원들이 동참하여 현재 정기적인 모금을 하고 있으며,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이번 모금액도 함께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t BASF, we create chemistr y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approximately 

122,000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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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g business in Korea 

since 1954, and is a leading foreign 

investor in the Korean chemical industry. 

BASF’s Korean entity, BASF Company 

Ltd.,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BASF SE and operates eight world-scale 

production sites in Korea. BASF also 

maintains a global electronic materials 

R & D  c e n t e r  i n  S u w o n  a n d  t h r e e 

technical development centers. The 

sales and administration office as well as 

the Asia 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of 

BASF electronic materials business are 

located in Seoul.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전 세계 약 12만 2천 

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스프(주)는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외국 

투자기업으로서 국내 화학 업계를 선도해왔습니다. 

글로벌 바스프의 100% 자회사로 전국 각지에 8개

의 대형 생산시설, 수원에 글로벌 전자소재 R&D 

센터, 3개의 기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에는 영업 및 관리 총괄 사무소와 아태지역 전자

소재 사업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BASF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Chemicals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1,182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54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5

Website
홈페이지
www.basf.com/kr 

BASF's SOCIAL ENGAGEMENT

BASF’s social engagement contributes to solving current and future social challenges. In doing 

so, we combine impact-oriented social activities with long-term corporate success. With 

our Social Engagement Strategy, we want to open up learning opportunities.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align our social engagement in an impact-oriented way. We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se goals with donations and our own not-for-profit activities (Corporate 

Citizenship) as well as with business-orientated projects (Starting Ventures).

바스프는 사회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인 기업의 성공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사회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기부 및 비영리 활동과 비즈니스 관련 프로젝트 등을 실천합니다. 

The representatives of BASF Korea and Joseph’s house for sharing donation 
and appreciation.

기부금 전달을 위해 요셉의 집을 방문한 김영률 대표이사 

Students conduct the “Color-color change” experiment at BASF Kids’ Lab 

바스프 키즈랩의 ‘색 변화 실험’에 참여 중인 학생들 

Connected to Care  Since 2015

BASF has launched a global volunteering team contest ‘Connected to Care’ to make 

a social impact. BASF employees from all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by submitting idea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2 social commitment 

programs from BASF Korea were selected: ‘connecting disabled children with 

nature’ and ‘summer camp for single moms & their children’. These 2 programs  

have been voluntarily and continuously implemented since it launched. At the same 

time, BASF’S 8 production Sites in cities such as Ulsan, Yeosu, Gunsan, Ansan and 

Yesan cooperate with and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through  volunteering 

such as making kimchi and caring for kid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activities like 

donations to those in need. Based on these activities for long time, the company 

and local communities have built strong relationship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sustainability of the area.

2015년 바스프는 전 세계 임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대회, ‘Connected to Care’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 아동들과 함께 직접 텃밭을 가꾸고, 미혼모 가정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줄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이 활동은 지금까지도 임직원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임직원들의  

서울맹학교 산책 봉사를 비롯하여 바스프의 울산, 여수, 군산, 안산 및 예산 등지의 사업장에서도 오랫

동안 지역의 사회 기관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도움이 필요한 곳

에 지급하는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pen to local neighbors  Since 2003

BASF cooperates with local communities for sustainability of the area. In 2003, BASF 

established CAP (Community Advisory Panel) in Yeosu, which was the first dialogue 

group between local leaders and a chemical company in Korea. The CAP at BASF’s 

site in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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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바스프가 전 세계 사업장에서 84개 운영하고 있는 CAP(Community Advisory 

Panel)은 2003년 여수에서 국내 화학기업으로는 최초로 발족하여 지역사회가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기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 

협의회는 창립 이후 안전 환경 소식지(CAP Newsletter: “환경사랑 안전사랑”)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임직원과 고객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Industry-academic relationship  Since 2009

BASF grants scholarships to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each year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the chemical engineering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summer course for promising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worldwide in 

Ludwigshafen, Germany is one good example. Selected Korean students have been 

invited since 2009. 

바스프는 매년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화학공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스프 본사 국제 하계프로그램에 2009년부터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Seoul office employee holding company mug cups

머그잔을 사용하는 서울사무소 임직원들 

Voluntary service to make Kimchi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y

지역사회 김치 만들기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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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 CSR ACTIVITIES IN KOREA

Bayer is a global enterprise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life science fields of 

health care and nutrition. Its products and 

services are designed to benefit people 

by supporting ef forts to overcome the 

major challenges presented by a growing 

and aging global population.Bayer Korea 

started its business in 1955 and has around 

750 employees. Bayer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t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s a 

corporate citizen.

바이엘은 생명 과학 영역인 헬스케어와 농업 분야

에서 핵심 역량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바이엘

의 제품과 서비스는 세계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현시대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

다. 바이엘은 1955년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

하여 현재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지속 가능개발이라는 원칙을 갖고 사회

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

을 다하고 있습니다.

BAYER ‘A Great Cheer for Youth’ Program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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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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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Pharmaceutical, 
Consumer Health & Agriculture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720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55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3

Website
홈페이지
www.bayer.co.kr

Bayer has started ‘A Great Cheer for Youth’ campaign to encourage young generation to revive 

hope and motivation since 2017 through social media and offline. At its first year, Bayer has 

collaborated with popular rabbit character ‘Benny’ and its creator and held “Thriving Youth talk” 

event where the young speakers and young people could communicate in one place about 

adventures in their lives. This year, Bayer held an offline event under the new theme of “Thriving 

Youth Salon, a Place to Discover Yourself“ with young participants in their 20s and 30s in 18th 

of May as an extension of the campaign. It provided a more in-depth self-discovery session to 

encourage youths to find their own way of thrive.

Volunteering for Drawing Conte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ince 2017 

Bayer is continuing it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life of people in a local society. 

As a part of it, Bayer has participated in ‘Drawing 

Conte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eoul Rehabilitation 

Center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e second time since 2017. As volunteers, Bayer’s 

employees have got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awareness and break the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by actively communicate and enjoy with 

them.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봉사활동: 바이엘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나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는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에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실시, 3년  

연속 참여하며 임직원들이 직접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즐기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Bayer Health Day & Kimchi for a 
Cause  Since 2012 

Bayer is socially responsible company and is actively 

performing volunteer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Seoul Gwanak Senior Welfare Service Center since 

2012. In this regard, Bayer has hosted ‘Bayer Health 

Day’, offering free health checkups, and lunch service 

to 100 low-income elders who live alone in the 

community. Bayer also has hosted Kim Jang event for 

the past 5 years on every winter, and each year, Kimchi 

made by Bayer employees has been provided to 

approximately 300 underprivileged families especially 

for the senior living alone.

바이엘 헬스 데이 및 직원 김장 봉사활동: 바이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2012년부터 서울관악노인복지센터와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바이엘 헬스 데이’를 열고, 

100여 명의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건

강차 나눔 및 점심 배식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임직원들이 독거노인 돕기 김장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의 약 30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Bayer Youth Academy on Life 
Science  Si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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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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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y experiment and 

field activities.

바이엘 유스 아카데미: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지난 2010년도부터  

평택 개발센터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진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생명과학을 주제로 농업의 미래와 건강한 작물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행하는 ‘바이엘 유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진위고 자연계열 2학년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초청해 생명과학, 식물과 질병, 해충 방제기술 교육 및  

실습 등 실험실과 농업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Bayer Agriculture Class for Children 

Since 2004

Bayer Crop Science has held rice transplantation 

activity since 2004 at its development center in 

Pyeongtaek as a part of the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 About 80 children of Bay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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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어린이 농업 교실: 바이엘의 농업사업부인 바이엘 크롭사이

언스는 2004년부터 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택 개발 센터 

에서 모내기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바이엘 직원 자녀 및 외국인  

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즐거운 현장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바이엘 어린이 농업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모내기를 체험하고,  

건강한 작물, 농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식량 문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ducation Program for Veterinary 
Medicine School Students  Si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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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at the production facilities. Moreover, Bayer has been 

providing internship for students of veterinary schools 

at university. Especially, Bayer has signed an MOU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vet school students, who are in 4th year in their med 

school, with an aim to provide practical education. 

By these, Bayer hopes to contribute to the industry 

development of Korean Veterinary medicine.

바이엘 수의대 교육 프로그램: 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는 국내  

주요 수의대 학생들이 약리학 수업의 일환으로 바이엘의 반월 공장 

을 방문해 동물 의약품 제조 시설과 프로세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의약 제조 시설을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회사는 바이엘

이 유일합니다. 또한, 국내 주요 수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을 운영하고, 특히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와는 협약을 통해 선발 

된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8주간 현장실습 및 실습 학점

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내 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ayer Korea Internship Program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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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공채 인턴십 프로그램: 바이엘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인턴 

공개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 

되는 공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기수 별로 약 20여 명의 인턴 

사원들이 입사하여 5개월간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인턴 기간 중 실무 참여 기회와 함께 비즈니스 매너, 리더십,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 등 커리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워크숍 및 고객 현장/공장 방문 등의 활동들을 제공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흥해라 청춘’ 캠페인: 바이엘은 2017년부터 현실에 지쳐 흥을 잃어버린 청춘들이 삶을 ‘흥’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

하는 청춘 응원 프로젝트 ‘바이엘 흥해라 청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2018

년에는 유명 캐릭터 ‘베니’ 작가와의 협업이 이루어졌으며, 도전을 시작한 청년 연설자들과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흥톡’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나를 발견하는 곳, 흥살롱(이하 흥살롱)’을 테마로 2030세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오프 라인 이벤트를 열고, 청춘들이 자신만의 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아 발견 세션을 통해 청년들의 주도적인 삶을 응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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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Campus 
Since 2013

Junior Campus is a science & creativity education program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wo 

types of Junior Campus are currently operating; at BMW Driving Center in Yeongjongdo and at Mobile 

Junior Campus. BMW Driving Center Junior Campus holds ‘Workshop’, where groups of three students 

make eco-friendly model car, and ‘Laboratory’, where students learn basic science theories through 10 

kinds of experiential learning tools. Mobile Junior Campus, an 11-ton truck remodeled as a lab-based 

learning facility, holds an educational outreach program visiting schools and welfare centers in rural 

areas. In 2018, 23,271 children (cumulative total of 118,732) has participated in Junior Campus.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주니어 캠퍼스는 초등학교 대상의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상설 체험

학습 시설인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 11.5톤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을 이용해 지방의 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는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2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해

하고 3인 1조로 친환경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워크숍’ 수업과 10가지 체험 시설물을 이용하여 자동차 속에 숨은 기초과학 

원리를 탐색하는 ‘실험실’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23,271명의 어린이가 주니어 캠퍼스에 참여했습니다 

(누적인원 118,732명).

Hope Sharing School

Since 2012

‘Hope Sharing School’ is a summer and winter school 

operated by BMW Korea Future Fund and Good 

Neighbors, an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Hope Sharing School provides lunch 

provision, various educational and experimental 

learning program for children whose families at stake. 

In 2018, 6,234 children (cumulative total of 47,011) 

participated in the program. 

미래재단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방학교실 ‘희망나눔학교’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학교는 방학 중 위기 가정 어린이들에게 중식과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8년에는 6,234명

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누적인원47,011명).

BMW KOREA FUTUR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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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showrooms, 81 service centers and 7 

dealers represents the BMW Group across 

the country.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BMW 그룹이 

100% 출자한 한국 법인으로 1995년 수입차 업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BMW와 MINI, 

BMW모토라드의 수입 및 부품 공급 등을 중심으

로 국내 딜러와 영업망 개발 및 기술 교육을 진행 

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 공식

딜러사 하에 전시장 72개, 서비스센터 81개로 수입 

차 최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BMW Group 
Korea

BMW Korea Future Fund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BMW Group Korea and 

Dealerships, which manages various businesses under the vision of 'responsible leader for 

future', and core values of 'constructing eco-friendly leadership', 'cultivating global talent' and 

'enh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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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하고자 BMW 그룹 코리아와 딜러사에서 함께 설립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Since 2013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is a mentoring 

program for underprivilege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automobile maintenance in 

Technical High Schools or Meister Schools. Annually, 

12 BMW and MINI technicians and 36 students 

participate as mentors and mentees and this group 

of mentors and mentees visits motor shows, dealer 

headquarters and BMW global sites. So far, 222 

students have been benefited from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공업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동차학과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2명의 BMW 및 MINI 전문 기술인이 36명

의 학생에게 진로 멘토링을 비롯하여 모터쇼 탐방, 트레이닝 아카

데미 기본 교육, 글로벌 필드트립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총 222명의 학생이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했

습니다.

NEXT GREEN

Since 2015

NEXT GREEN is a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to build their broader 

perspectives and responsible leadership. BMW Korea 

Future Fund also provides Next Green Talk Concert 

and an online training course for school teachers. In 

2018, 3,840 number of people (cumulative total of 

11,301) participated in the NEXT GREEN program. 

NEXT GREEN은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을 확산하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NEXT GREEN 토크 콘서트와 초등 

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직무연수도 진행합니다. 2018년에는  

3,840명이 NEXT GREEN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누적인원 

11,301명).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Wholesale, Retail, Service, 
Offer, Automobile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235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95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16

Website
홈페이지
www.bm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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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Student Social Entrepreneurs to Run Better 

Since 2016 

SAP is a proud sponsor of ENAC TUS, 

who connects aspiring student social 

entrepreneurs with SAP employees as 

mentors to collaborate in improving 

c o m m u n i t i e s  t h r o u g h  i n n o v a t i v e 

solutions. We invited 56 students from 

11 universities to the SAP Korea of fice. 

There, they met volunteer employee 

mentors who provided consultations for 

students’ business models, prototypes, 

and guidance for innovative thinking.

A s  m e n t o r s  a n d  s t u d e n t s  b o n d e d 

over sharing their visions for a better 

w o r l d ,  s o m e s t u d e nt s  e v e n i nv i te d 

their mentors to their MVP experiment 

o u t s i d e  o f  t h e  o f f i ce !  We h o p e t h e 

s t u d e n t s  a l l  a c h i e v e  t h e i r  y o u n g 

entrepreneurial dreams!

SAP 코리아는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비영리 단체 ENACTUS의 자랑스러운 후원사입니다.  

SAP 코리아 임직원들은 학생들이 각자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SAP 코리아는 11개 대학, 56명의 학생 

들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학생들은 멘토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및 프로토타입 등을 논의하며 피드백 

을 받고, 비즈니스에 관한 통찰력 및 혁신적 사고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MVP 실행 현장에 멘토를 초대하기도 했습 

니다. SAP 코리아는 모든 ENACTUS 학생들의 사회적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CSR ACTIVITIES OF  
BOEHRINGER INGELHEIM KOREA

Wunsch Medical Award  Since 1990

Boehringer Ingelheim Korea i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medical research in Korea through W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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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for main prize, two for young scientist prize 

winners) whos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research have 

l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With a 29 

year history, it is one of the most honored medical awards in 

Korea, with fair screening and a long tradition.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 최초의 독일인 의사 리하르트 분쉬 박사의 정신을 기리고 국내 의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0년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분쉬의학상’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후원해오고 있다.

분쉬의학상은 매년 뛰어난 연구 성과로 국내 의학 연구 발전을 이끈 3명의 의과학자에게 수여된다 (본상 1명, 젊은 의학자상 2명). 분쉬의

학상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9년의 역사 동안 공정한 심사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상으로 자리 잡았다.

Boehringer Ingelheim Korea is a Korean 

subsidiary of Boehringer Ingelheim, one 

of the top 20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Boehringer Ingelheim Korea 

was founded in 1976, and now there 

are around 200 employees committing 

to supplying and marketing innovative 

products in Human Pharma and Animal 

Health.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세계 20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베링거인겔하임의 한국법인으로 1976년  

설립되어 현재 2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인

체의약품과 동물약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의약품

을 공급하고 있다. 

Boehringer 
Ingelheim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 
Project  Since 2014

Making More Health is a long-term global initiative driven by 

Boehringer Ingelheim based on a global partnership with 

Ashoka,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new and innovative ways 

to improve health globally. As a long-term CSR activity aligned 

to its corporate vision, ‘Value Through Innovation’, Making 

More Health aims to discover innovative social entrepreneurs 

who can transform healthcare sector with innovative 

solutions and improv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As of 

2018, Making More Health networks grows to more than 80 

MMH fellows in over 30 countries. In Korea,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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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healthcare sector.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 project in Korea is designed to discover and support potential social entrepreneurs who will 

make positive differences to the healthcare sector in Korea. Teams or individuals who take healthcare issues as 

opportunities, or approach new and innovative ways to resolve issues can apply for the project. 

Applicants go through fair screening process and four finalist teams of ‘Making More Health Change-makers’ 

are given the benefits of mentoring session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such as joining Alumni network. A 

winning team is granted 20 million KRW and a roadmap mentoring workshop for its project. Since its launch in 

Korea, Making More Health has selected 19 teams of change-makers as of 2018, continuing to innovative in our 

healthcare sector.

Making More Health는 베링거인겔하임 본사가 세계 최대 사회혁신기업가 네트워크 조직인 아쇼카와의 파트너십 하에 헬스케어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여 보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업 비

전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헬스

케어 분야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2018년 현재, Making More Health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약 80명 이

상의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로 2014년 런칭한 이후 국내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혁신기업가 발

굴 프로젝트로 제약업계와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는 국내 헬스케어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잠재적인 사회혁신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국내 헬스케어 분야의 이슈를 기회로 바라보고 혁신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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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최종 우승자 1팀은 프로젝트 지원금 2,000만원과 프로젝트 로드맵 멘토링 워크숍 등의 혜택이 제공

된다. 2018년까지 총 5회의 프로젝트를 통해 19팀의 체인지메이커가 선발되어 한국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POWERING OPPORTUNITY THROUGH 
DIGITAL INCLUSION

Walking with Students of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

Since 2014

SAP Korea employees visited the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 to spend time 

with the fellow students. As employees 

joined the classroom and even tried to read 

braille, they were able to connect more 

with the young friends. After bonding, the 

employees and students went on a walk 

together through the beautiful autumn 

trails of Namsan Park. There, the students 

opened up to us and shared stories about 

their dreams. We thank the students for this 

precious experience.

SAP 코리아 임직원은 서울맹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점자를 읽으며, 맹학교 학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SAP 코리아 임직원들은 손을 잡고 

남산공원의 아름다운 단풍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마음을 열게 된 학우들은 그들의 장래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SAP 코리아 임직원들

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학우들은 직원들에게 고귀한 시간과 소중한 경험을 선물하여 주었습니다.

SAP Korea is the market leader in enterprise 

application software. SAP Korea helps 

turn customers’ business into intelligent 

enterprises and helps give people and 

organizations deep business insight and 

fosters collaboration that helps them stay 

ahead of their competition. More than 

437,000 business and public customers use 

SAP services to operate profitably, adapt 

continuously, and make a difference. SAP 

continues to help the world run better and 

improve people’s lives.

SAP 코리아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SAP 코리아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전환을 지원

하며, 나아가 고객사가 풍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

와 다양한 협업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전 세계 43만 7천여 고객사

가 수익 경영, 신속한 적응력, 지속적 성장을 위해 

SA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AP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SAP Korea 

Corporate citizenship is an integral part of our corporate culture. Our CSR activities, therefore, 

emanate from our operating units in the countries and embrace patients, neighboring 

communities and society at large. 

Boehringer Ingelheim Korea has been conducting long-term CSR activities to fulfill its duty as a 

trusted-corporate citizen through supporting innovative projects that improve local healthcare 

system, supporting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and consistently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and society. 

Technological innovation rapidly changes the competencies needed to succeed in today’s 

digital world. SAP tackles this challenge by powering opportunity for all people through digital 

inclusion initiatives to ensure everyone can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oday’s digital 

world. The initiative focuses on three pillars: building digital skills, accelerating best-run non-

profits and social enterprises, and connecting employees with purpose.

오늘날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개인 혹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SAP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기회를 창출해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역량 교육, 비영리 및 사회적 기업 강화, 직원들의 역량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초점을 맞
추고 있습니다.

http://www.bikr.co.kr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Pharmaceutical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208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76

1885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www.sap.com/korea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Enterprise Application Software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SAP Korea: 520   
SAP Labs Korea: 230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95

1972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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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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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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enkel reported sales of around 

20 billion euros and adjusted operating 

profit of around 3.5 billion euros. Henkel 

employs around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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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켈은 전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비즈니스를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헨켈

의 세 개 사업 부문은 강력한 브랜드,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 산업 분야 및 소비재 부문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헨켈의 접착 테크놀로

지스 사업 부문은 글로벌 리더로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세제 & 홈케어 사업 부문과 뷰티 케어 사업 

부문은 전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1876년 설립된 헨켈은 143년의 긴 역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2018년 기준 약 200억 유로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 5만 3천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헨켈은 지속 

가능성장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로서 수많은  

국제적 지수와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Henkel

www.henkel.co.kr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dhesive Technologies, Beauty 
Care, Laundry & Home Care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700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9

1876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As par t of MIT (Make an Impact on Tomorrow) 

projec t ,  Henkel Home Care Korea CARE TEAM 

planned a volunteer activity to make dolls for children 

fighting rare incurable diseases, children tumors 

and rehabilitation. The employees made about 200 

dolls and successfully delivered them to the Purme 

Foundation Nexon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The delivery ceremony was held in the morning on 

May 24th, 2019, at Purme Foundation Nexon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With a genuine wish for young 

patients to overcome their illnesses, Henkel Home 

Care Korea employees made dolls by their hands, 

hoping they would become the children’s friends and 

companions to talk to. Also, they wrote warm-hearted 

letters to give out with each doll, telling them that 

there are neighbors around them to hold their hands.

헨켈홈케어코리아 CARE TEAM은 MIT(Make an Impact on 

Tomorrow) 프로젝트 일환으로 희귀난치병, 소아암, 재활치료  

어린이들을 위한 애착 인형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직원  

150여 명이 참여하고 200여 개의 인형을 제작하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전달했다. 인형 전달식은 지난 5월 24일  

오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진행됐다. 

헨켈홈케어코리아 직원들은 환아들이 힘든 투병생활을 잘 이겨내

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말벗이 되어줄 애착 

인형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더불어 인형과 함께 전달된 편지에

는 손을 잡아 줄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Henkel Korea engaged in a volunteer service to 

produce audiobooks as part of a global socially 

responsible activity for a better future, the so-called 

MIT (Make an Impact Tomorrow) project. 5,000 

children in need of social care occur every year due 

to abuse and abandonment in South Korea. However, 

as toys and educational materials are often scarce 

in social care facilities, Henkel Korea conducted this 

audiobook volunteer activity for children waiting 

for adoption in the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Before recording, Henkel employees received a voice 

training from a professional voice actor to learn the 

proper vocalization. 19 employees were divided into 

six teams and recorded three books per team. When 

the first three teams were recording, the remaining 

three teams wrote a warm-hearted letter with a 

cute drawing that would be included with their 

audiobooks. 

Henkel Korea delivered the audiobooks recorded 

directly by its employees’ voices with 900 storybooks 

on May 28th, 2019, to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Eastern Society Welfare Society. The books will be 

delivered to 300 children waiting for adoption in 

Jacob’s House of Eastern Society Welfare Society, 

temporary protection centers and foster houses. In 

addition, Henkel Korea will create a library space, 

provide 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 for reading 

program and replace a safety gate to ensure a secure 

living environment in Jacob’s House.  “We hope our 

small yet warm efforts are well delivered to children 

waiting for adoption through these audiobooks. 

Further, we hope our society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m and join in this kind of effort for the future,” 

said Henkel Korea president Yuseok Kim.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헨켈의 글로벌 

사회 공헌활동인 MIT(Make an Impact on Tomorrow)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헨켈코리아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을 위한 음

성 동화책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학대 및 유기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한 해 5,000여 명씩 발생하

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는 장

난감과 교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동방사회복지회 

에서 돌보고 있는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한 음성 동화책 봉사를 진행 

하게 되었다. 동화책 녹음 봉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헨켈코리아  

직원들은 정확한 발성을 배우기 위해 전문 성우에게 보이스 트레

이닝을 받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19명의 직원들은 6개의  

팀으로 나뉘어 한 팀당 3권의 동화책을 녹음했다. 선발대 팀이 녹

음하는 동안 후발대 팀원들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 전달될 귀여운 그림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응원의 엽서

를 썼다. 

헨켈코리아는 임직원들이 직접 녹음한 동화가 저장된 오디오북

과 함께 동화책 900여권을 지난 5월 28일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 

복지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동방사회복지회 야곱의 집과 

일시보호소,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입양 대기 아동 300여 명

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헨켈코리아는 입양 대기 아동들

이 거주하는 야곱의 집에 도서 공간 조성과 독서 프로그램 교육 

자제, 도서 비치 및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문 

교체를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헨켈코리아 김유석 대표는 “녹음한 동화책을 통해 입양을 기다 

리는 아이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입양 대기 아동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에 동참해주

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Liquid detergent brand Persil engaged in volunteer 

work with Red Cross at Red Cross South Blood Bank 

on May 17th, 2019, in Gaepo-dong, Gangnam-gu, 

Seoul. This laundry volunteer activity is a consistent 

volunteer effort by Henkel Home Care Korea for the 

past three years. This year, 20 employees participated 

to support the elderly in Guryong village living alone 

or having difficulty moving around. With Red Cross 

members and volunteers, Henkel employees moved 

collected comforters to a basin, prewashed them, 

and then proceeded with a dewatering and drying 

process in a moving laundry vehicle. Henkel Home 

Care Korea also donated a thousand of Persil products 

famous for the excellent cleaning power on this 

day.  Moreover, this year Henkel Home Care Korea 

expanded its volunteer work from laundry service 

to bakery, and its employees delivered their hand-

made breads together with the premium dishwashing 

detergent ‘Pril.’ 

액체세제 브랜드 퍼실이 5월 17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강남

구 개포동 대한적십자 남부혈액원에서 세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세탁 봉사활동은 헨켈홈케어코리아가 3년째 진행 중인 봉사

활동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구룡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임직원 20여 명이 직접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리 수거된 이불을 세탁  

대야에 옮겨 직접 밟으며 애벌빨래를 한 뒤, 이동 세탁 차량에서  

탈수와 건조 과정을 진행하는 세탁 봉사를 펼쳤다. 헨켈홈케어 

코리아는 더불어 탁월한 세척력으로 유명한 퍼실 1000개를 기증

했다. 또 올해는 기존 진행했던 세탁 봉사에서 제빵까지 확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헨켈홈케어코리아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빵도 프리미엄 주방 세제 ‘프릴’과 함께 전달됐다. 

Henkel Korea shared warm hearts through their voices  
Since 2019

Early this year, Henkel Korea’s employees working at 

Gasan site in Seoul volunteered for coal briquettes 

delivery to 11 low-income households in Guro. 

This briquette delivery volunteer activity has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together with social 

welfare foundation Babsang Gongdongche since 2017 

to support lower-income brackets who often face 

energy scarcity in winter time through briquette 

delivery and donation. 36 employees from the Gasan 

and Henkel Innovation Center (HIC) site delivered 

3,500 briquettes along with donations to 11 low-

income households to ensure a warm winter. Some 

low-income residences in Seoul rely on briquettes 

as their energy source during winter but struggle to 

find purchase because of the decreasing demand 

of briquettes coupled with the decreasing number 

of briquette producers. Also, a charge of 10 won per 

briquette is added as a delivery fee for houses located 

in hilly areas, which adds further pressure to the low-

income households in need of briquettes. Therefore, 

all the employees involved in this volunteer activity 

happily delivered briquettes with their warm hearts to 

the households in need of help.  

서울 가산 사이트에서 근무 중인 헨켈코리아 임직원들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던 올 초 구로에 거주하는 11개 저소득 가구에게 

연탄 배달을 하였다.

이번 연탄봉사활동은 헨켈코리아와 사회복지재단 밥상공동체가  

함께 기획한 것으로 연탄으로 추위를 버티는 저소득층 가구들 

에게 연탄 기부와 배달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헨켈코리아 

가산과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근무 중인 36명의 직원들은 후원금

과 함께 11개 저소득 가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3,500개의  

연탄을 전달했다. 일부 저소득층 가구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연탄을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의지하고 있지만 연탄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탄 생산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에 연탄 구하

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언덕에 위치한 가구층들에게 연탄  

배달비는 연탄 하나 당 10원이 추가되며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연탄이 필요한 저소득층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봉사를 통해 꼭 필요한 가구들에게 연탄을 배달 

할 수 있어 참여한 직원들 모두 기쁘게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배달

하였다.

Henkel Korea’s MIT Project Delivered Coal Briquettes to Low-income Households in Guro  Since 2017

Henkel Home Care Korea Volunteered for Laundry Service with Persil Brand in Guryong Village  Since 2017

Henkel Home Care Korea CARE TEAM made dolls as part of MIT project  Si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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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GIVE’ series have initiated with its representative event, ‘GIVE ’N RACE’ to spread a new 

donation culture and value of sharing with the combination of sports and donation. 

In 2017, Mercedes-Benz CSR Committee started the ‘GIVE ’N RACE’ for the first time to cultivate donation 

culture with running. Based on the success of the first campaign, the 2nd ‘GIVE ’N RACE’ was held in 6 

months with 10,000 people which is 5 times more participants than previous event and the 3rd event in 

2018 has received great response from public by closing registration in three days.

On 26 May 2019, Mercedes-Benz CSR Committee held the 4th ‘GIVE ’N RACE’ in collaborati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largest scale ever with almost 20,000 participants and raised 

over KRW 917 million of donation fund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Throughout the 4 events, ‘GIVE 

’N RACE’ has been positioned as the most exciting run festivals as well as the most influential CSR 

campaign spreading donation culture in public, recording over 40,000 participants and KRW 2.2 billion 

on accumulative basis.  

In addition to ‘GIVE ’N RACE’, ‘Mercedes-Benz GIVE’ has been conducting various ‘Sports’ initiatives to 

expand CSR Campaign with public such as ‘GIVE ’N BIKE’ as bike race and ‘GIVE ’N DRIVE’ as charity golf 

event.

In 2018, ‘GIVE ’N BIKE’ was held for the first time at AMG Speedway as a new charity event to support 

medical aids for children and teenagers suffering from rare incurable diseases and the 2nd event will 

be held in October 2019. Also, ‘GIVE ’N DRIVE’ was held in April 2019, as another donation culture spread 

campaign that combines sports and donation, delivering KRW 100 million for medical expenses of 

underprivileged children. 

Mercedes-Benz Korea Ltd. (President 

& CEO Dimitris Psillakis) was founded 

in January, 2003 as a local subsidiary of 

Daimler AG. In the spirit of its founding 

fathers Gottlieb Daimler, “The best 

or nothing”, and Carl Benz, “The love 

of inventing never dies”, Mercedes-

Benz Korea offers customers a diverse 

selection of cutting-edge products and 

differentiated services at 56 showrooms 

and 65 service centers across the country. 

Contributing to Korean society with long-

term endeavors to fulfill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a sustainable scale, 

Mercedes-Benz Korea, in partnership with 

Daimler affiliates in Korea and 11 official 

dealer companies, is actively engaged in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 

‘Mercedes-Benz Promis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대표이사 사장 디미

트리스 실라키스)는 끊임없는 혁신과 최고의 기

술력을 선보이며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메

르세데스-벤츠의 한국 법인으로 2003년 1월 1일  

출범했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 발명가이자 다임

러 AG의 창립자인 칼 벤츠의 “발명을 향한 우리

의 열정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와 고틀립 다임러

의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창업 정신 

을 바탕으로,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국 총 56개 공식 전시장 및 65개 공식 서비스 

센터 운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장기적인 기

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다임러 계열

사 및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의 약속’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Mercedes-Benz 

www.mercedes-benz.co.kr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utomobile wholesale,  
retail and import business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255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03

1886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MERCEDES-BENZ PROMISE

On June 2014, Mercedes-Benz Korea officially launched its CSR initiative, ‘Mercedes-Benz 

Promise’ to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with long term endeavors in partnership with 

Daimler affiliates in Korea (Mercedes-Benz Korea, Daimler Truck Korea, and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Korea) and its 11 authorized dealer companies. It has steadily conducted 

sincere commitment for Korean Society with four big pillars of programs utilizing its core 

competencies as global leading automotive brand.

2014년 6월 2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등 국내 다임러 
3개 계열사와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Mercedes-Benz Promise)’ 공
식 출범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은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특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에 보다 장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Mercedes-Benz GIVE :  
Donation Culture Spreading Campaign with Sports Initiative
Since 2017

As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Mercedes-Benz CSR Committee will 

continuously make efforts to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in the long-term 

leading donation culture spread through various programs where all can 

enjoy sharing. 

‘메르세데스-벤츠 기브’는 ‘스포츠’와 ‘기부’를 결합한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2017년 참가비 전액이 중증 환아의 의료비로 기부되는 기부문화확산캠페인 ‘기브앤 레이스’

에서 시작되었다.  

기브앤 레이스는 첫 대회의 성원에 힘입어 제2회 대회를 6개월 만에 참가 인원을 5배 늘린  

1만명 규모로 개최했으며, 2018년 제3회 대회는 참가 접수가 3일만에 마감될 정도로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2019년 5월에 열린 제4회 ‘기브앤 레이스’는 서울특별시와의 협업을 통해 18,220여 명의 참

가 인원과 약 9억 2천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2017년부터 4차

례의 대회를 통해 ‘기브앤 레이스’는 누적 참가자 4만 여명, 총 기부액 약 22억원을 기록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달리기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신나는 러닝 축제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시리즈는 ‘기브앤 레이스’에 이어, 기부 자전거 대회 ‘기브앤 바이크’,  

자선 골프 장타대회 ‘기브앤 드라이브’ 등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사회 공헌 캠페인으로 나눔

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 첫 개최된 ‘기브앤 바이크(GIVE ’N BIKE)’는 사회취약계층 중증 희귀 난치 질환 아동 

과 청소년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AMG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되었고, 올가을 2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아마추어 대상 자선  

골프 장타대회인 ‘기브앤 드라이브(GIVE ’N DRIVE)’를 개최하여, 1억여원의 기금이 중증  

환아 의료비로 전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 공헌 위원회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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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 has started for children 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ho have relatively less opportunities of education to learn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and hands-on training on how to prevent and 

handle in case of accident. By June 2019, a total of 17,307 children at 812 of social 

welfare centers and elementary schoo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Busan have 

participated in MobileKids program.

In addition, ‘Play the Safety’ has launched as traffic safety campaign for children in 

2017 and it has been conducting with various event activities such as traffic safety 

drawing contest, experience event on road safety from children’s perspective so 

that they can learn traffic safety education as a ‘joyful play’.  

Last September 2018, Mercedes-Benz CSR Committee concluded an MOU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Kids&Future foundation for a joint campaign 

to improve awareness of traffic safety of children and citizens. Through this ‘Public-

"Mercedes-Benz MobileKids" :  Traffic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Si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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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Mobile Academy provides opportunities for 12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utomotive with Mercedes-Benz’s outstanding technical skills and 

global education know-how to assist students to develop a solid career path to 

grow into experts in associated fields. 

This program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a foothold towards the future for 

students and to enable more practical industry-academy cooperation.

As of June 2019, the program provides lecture and training vehicles for practice to 

12 automotive universities with Mercedes-Benz’s global expertise and its leading 

technology by designated expert trainers. It has supported a total 662 graduates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throughout the 1st to 10th classes and 127 of top 

selected students receive the opportunity to visit Daimler headquarters in Germany. 

As the many of the graduated have been successfully employed by Mercedes-

Benz’s network continuing their careers in the automotive industry, it has become 

an exemplary virtuous model of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rogram receiving 

Mercedes-Benz All Together is a company-wide employee participation program 

for the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Entir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Mercedes-Benz CSR Fund raising proposes the volunteer theme with detailed 

activities and it has been creating ‘Partner Culture with the local community’. 

Over 2,000 employees have been engaging over 190 volunteer projects together 

including Kimjang Sharing, Briquette Delivery, and School Wall Painting Project etc. 

In particular, Mercedes-Benz CSR Committee set the new Guinness World Records 

titles for ‘The Most People Making Kimchi Simultaneously’ delivering over 90 tons 

of Kimchi to expand sharing culture for the underprivileged in winter with a total of 

3,452 participants in Mercedes-Benz in Korea including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on November 2018.

In addition, since 2016, MB CSR Committee has been supporting children and 

teenagers at 645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nationwide selected 

through Open Grant and Employee Recommendation Program with approx. KRW 

500 million of educational funds every year and it has been recorded approx. KRW 3 

billion on accumulative basis. Also, a total 18 units of Mercedes-Benz vehicles have 

been donated to loc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o 

improve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to medical and social, cultural 

activiti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since 2017.

Moreover, in 2017, ‘FC Benz Kids’ program has rolled out and has been providing 

professional sports education and activities for 586 children who have been living 

in culturally disadvantaged area. 

Mercedes-Benz is steadily trying to expand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메르세데스-벤츠 올 투게더(All Together)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사적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

램으로, 사회 공헌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임직원들이 직접 지원 프로젝트

의 주제 및 활동 내용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00여 명의 임직원이 연탄 나르기, 벽화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추천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임직원 기관 추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총 19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 말, 겨울철 사회취약계층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총 3,452명의 임직원 및 가족 봉사

자가 함께 90톤의 김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최다 인원 동시 김장 담그기’ 부문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외에도 2016년부터는 매년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국 645개의 사회복지기관•시설 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교육기금을 배분해오고 있으며, 누적 약 30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또한 2017년 

부터 전국 장애인•사회복지기관 내 사회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사회, 문화활동 및 의료 접근

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현재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총 18대를 기증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 체육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FC 어린이 벤츠’  

축구교실을 통해 586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문 스포츠 교육과 스포츠 용품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Mercedes-Benz Mobile Academy" :  
Academy-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for automotive universities and high school students   Since 2014

Mercedes-Benz All Together :  
Employee Participation Program for local empowerment project  Since 2014

Private Cooperation’, ‘Play the Safety’ has expanded nominally and virtually as 

public campaign to practice traffic safety in daily lives. In May 2019, the 3rd ‘Play 

the Safety’ campaign was successfully held with great response from Seoul citizen 

at Seoul Plaza with 50 awarded children’s artwork exhibitions from ‘Traffic Safety 

Drawing Contest’ and public events to promote advanced traffic safety culture. 

Until 2019, it has recorded 2,461 elementary school student participants nationwide 

in contest. 

Moreover, Mercedes-Benz CSR Committee is leading to improve children’s 

traffic safety environment through ‘Radio Campaign’ and ‘School Wall Painting’ 

emphasizing safe driving at school zone with regulatory speed limit of 30km. In 

recognition of continuous effort on establishing safer traffic culture for children and 

public, Mercedes-Benz CSR Committee won the 1st priz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raffic Culture Award’ in Nov 2017.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MobileKids)는 독일 다임러 본사에서 200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교통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2014년 국내에 처음 소개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 중요성과 위기 상황 시 예방 및 대처법 등의 맞춤형 체험교육을 진행해왔다. 2019년 6월까지 서울·

수도권 및 부산지역 내 812개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복지관 내 아동 17,307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즐거운 놀이’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어린

이가 만드는 교통안전캠페인 ‘플레이 더 세이프티(Play the Safety)’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온라인

그림 공모전과 다양한 오프라인 교통안전체험 이벤트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와  

아이들 그리고 미래재단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및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캠페인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지난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3회 ‘Play the Safety’ 캠페인은 ‘내가 만드는 교통안전 콘테스

트’를 통해 수상한 초등학생 작품 50점의 전시와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 시민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전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교통안전 그림 공모전 ‘플레이더세

이프티’ 온라인 캠페인은 지금까지 2,461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행을 강조하는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 

준수 등의 ‘안심 학교 담벼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 문제 해결

에 앞장서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 공헌 위원회는 어린이 및 시민의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11월 ‘2017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great response from stakeholders.

Also, Mobile Academy conducts ‘Career Development Workshop’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rough mentoring by the Top 

management of Daimler-Dealer networks and Senior/Junior mentors. 

Meanwhile, from 2018, Mercedes-Benz Mobile Academy has started to support 

providing ‘Special Lecture’ and 1,600 students in technical high schools and 

institutes had an opportunity to learn trend of automotive industry and business 

future.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Mobile Academy)는 국내 총 12개 대학 내 자동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교육 노하우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산학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2019년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관련 대학 12곳에 전담 강사진을 통한 강의와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기부터 10기까지 총 66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우수학생 총 125명에게 독일 본사 탐방의  

기회를 지원했다. 졸업생 중 대다수가 전문성을 살려 메르세데스-벤츠 네트워크 취업 및 자동차 산업

으로 진로를 이어가는 등 성공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정기 교육 외 경력개발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직업 선택과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2018년 3월부터는 1,600여 명의 자동차 관련 전문 기술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 자동차 산업 동향과 미래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며 기술 인재 양성과 진로 준비

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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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k is a leading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y in healthcare, life science and 

performance materials. Around 53,000 

employees work to fur ther develop 

technologies that improve and enhance 

life – from biopharmaceutical therapies to 

treat cancer or multiple sclerosis, cutting-

edge systems for scienti f ic research 

and production, to liquid crystals for 

smartphones and LCD televisions. 

Founded in 1668, Merck is the world's oldest 

pharmaceutical and chemical company. 

The founding family remains the majority 

owner of the publicly listed corporate 

group. Merck holds the global rights to the 

Merck name and brand. The only exceptions 

ar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ere 

the company operates as EMD Serono, 

MilliporeSigma and EMD Performance 

Materials.

머크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  

선도적인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전 세계 약 5만 3천명이 암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바이오파마나 과학적인 연구와 생산

을 위한 첨단 시스템부터 스마트폰과 LCD TV용 

액정까지 기술 개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 

하고 있습니다.  

1668년 설립된 머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를 가진 의약 및 화학회사이며, 현재 창립 가문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 

니다. 머크는 전 세계적으로 머크라는 이름과 브

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예외이며, 그곳에서는 EMD세로노, 밀리

포아씨그마, EMD 기능성 소재 사업부로 활동합

니다.

Merck Korea

www.merck.co.kr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Healthcare, Life Science, 
Performance Materials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698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9

1668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WE TAKE ON RESPONSIBILITY
머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This is something we've been doing for 351 years. Responsible conduct means looking, listening 

and doing better. Listening is especially important to us because we want to know what matters 

to our employees, customers,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There is no better way to protect 

their interests, meet their needs – and secure our company's long-term success. In fact, we've 

made this aspiration an integral pillar of our corporate strategy. Our corporate responsibility 

strategy builds on this approach, leading us to practice responsible governance each and every 

day. In our CR efforts, we focus our resources on those areas where we can make the biggest 

difference, which is why we pursue three strategic spheres of activity: health, environment, and 

education & culture. In doing so, we constantly seek to secure the future of society while honing 

our competitive edge.

이는 지난 351년 동안 유지된 머크의 자세입니다. 책임있는 행동은 더 잘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머크가 직
원, 고객, 투자자,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게 하고, 충족시키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머크는 이러한 포부를 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머
크의 기업책임(CR) 전략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머크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인 건강, 환경, 교육 및 문화 3 가지 전략 분야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
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1) R&D Support

Merck Award  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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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f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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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관하는 IMID에서 제정된 

기술 논문상으로, 머크 그룹이 1888년 세계 최초로 액정 물질을 

발견한 이후, 1904년부터 액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100년이 넘

도록 액정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며 디스플레이 기술 부문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지원하기 위해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로 

확대되었고 액정 발견 125주년이었던 2013년 제10회 머크 어워드

부터 한국 머크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는 시상 내역 및 포상

을 논문상에서 학술상으로 변경하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디스플레이 전 분야의 연구를 지원

함으로써 차세대 혁신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

고자 한다.

Merck 350 Future Researcher Award   
Since 2018

Merck 350 Future Researcher Award was co established  

by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and Merck Korea to celebrate the 350th anniversary 

of Merck in 2018, and the winners receive an award 

plaque, cash prize and a memento. Three winners 

are selected among research professors and post-

doc researchers who have made significant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last three years in the area of 

molecular biology after a final review by the award 

committee of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Merck Korea and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have an awarding ceremony and 

provide lectures at the annual regular conference 

to contr ibute to sc ient i f i c  and te chnolo gica l 

advancements through continuous support for 

research in the next-generation biotech industry.

‘머크 350 미래연구자상’은 2018년 머크 창립 350주년을 기념

하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한국 머크가 공동으로 제정했으

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머크에서 기증한 상금 및 기념품이  

전달된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탁월한 분자세포생물학 관련  

연구 업적을 수행한 연구교수 및 박사 후 연구원 중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학술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매년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한국 머크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차세대 바이오 

산업 분야 연구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매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시상 및 기념 강연을 개최한다. 

Korean Cancer Association-Merck 
Scientific Award  Since 2011

The award is to encourag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in colorectal cancer and head and neck 

cancer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oncology 

medical science in Korea unde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ncer Association and established in 2011.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대장암 및 두경부암 분야 연구 및 학술  

지원을 위해 2011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Merck Scientific Award  

Since 2012

The award is to encourage clinical research in 

colorectal cancer and contr ibute to onc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Korea unde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 and established in 2012.

한국임상암학회와 함께 국내 대장암 임상 연구 분야 연구 및 학술

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Merck Scientific Award  

Since 2013

The award is to contribute to recognize scientific 

a c h i e v e m e n t  a n d  e n c o u r a g e  t e c h n o l o g y 

development in the fertility research field under 

partnership with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nd established in 2013.

대한생식의학회와 함께 생식의학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2013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2) Support for Young Talents

Merck Young Supporters  

Since 2019

For the first in-take in life science industry, Merck’s 

Research & Applied Solutions of Life Science business 

launched the ‘Merck Young Supporters’ campaign 

in Korea in June. Through this campaign, students  

pursue curiosity as the core value of Merck, which 

has led the scientific development over 350 years 

and Merck tries to shine bright ideas of supporters via 

employees act as a mentor for them. 

머크의 생명과학 사업 리서치 & 어플라이드 솔루션 사업부문은 

2019년 6월 ‘머크 영 서포터즈’를 국내 생명과학 업계에서 처음으

로 런칭했다. 머크 영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이 머크의 핵심 가치이

자 지난 350여 년 동안 머크의 과학 발전을 견인해 온 호기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머크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해 

서포터즈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한다.

Volunteer Club 'Onnuriae'

Since 2012

Merck employees of Anseong-shi, Gyeonggi-do, 

organized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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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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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with money from employees and company, 

employees visit hous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 

supporting things, repairing facilities and cleaning. 

On children’s day, club gives gimmicks to children and 

students invited from Anseong volunteer center. In 

every November, employees make Kimchi and give to 

about 20 people including the underprivileged, the 

elderly living alone, facilities.

경기도 안성의 한국 머크 직원들은 2012년 1월 자발적으로 온누리

애(愛) 클럽을 조직하여 안성시에 등록, 활동해오고 있다. 직원 개

인이 회사와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연탄, 쌀, 의류 등을 장애우와 

독거노인에게 약 5년간 지원해오던 활동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로 확대해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지원해오고 있다. 2

년마다 관내 학교에서 저소득층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추천받아 

졸업 시까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모은 회비와 사내 클럽 지원비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

은 독거노인 가정을 분기마다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시설 

보수, 청소 등을 해오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에서 초청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

년 11월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시설에 김치를 담가 나누고 있다.

Good Morning Campaign & LOVE 
LINK Campaign Since 2017

Merck Korea’s biopharma business delivered funds 

to the Elderly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which 

is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 theme of "One Heart for Patients and One 

Hea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Alone Elderly 

Support Center is a partner institution of Merck Korea. 

This event was held for a total of three months since 

the 'Good Morning Campaign' in December 2017. The 

'Good Morning Campaign' means that the elderly 

living alone in our society will be able to reach out to 

them by asking their best regards last night. Medical 

staff and employees visiting the 'GM Academy Plus' 

website, the medical information digital channel of 

biopharma business in Korea, it is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that we participated together. In-house social 

contribution volunteer team voluntarily organized 

the event, collecting goods through the donation 

of employees, and opening funds in the company's 

bazaar. The Bio Pharma division also participated 

in the 'Matching Grant' format, which donates the 

same amount as the donations collected through in-

house bazaars. In December 2018, the entire amount 

of funds was donated to the Comprehensive Elderly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and the 'volunteer 

service' of Merck volunteer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five cities in Korea. In addition, we have concluded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support the "Love for the elderly." Both 

organizations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upport solitary affairs of the elderly and build a 

social safety net.

바이오파마 사업부는 ‘환자를 위한 한 마음, 독거노인을 위한  

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사내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보건

복지부 위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독거노인종합지

원센터는 한국 머크의 파트너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2017년 12월 진행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굿모닝 캠

페인’ 이후 총 3개월간 진행됐다. ‘굿모닝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독거노인에게 지난밤 안부를 물으며 손을 내민다는 의미

를 담고 있으며, 한국 머크 바이오파마 사업부의 의학정보 디지털 

채널인 ‘GM 아카데미 플러스’ 사이트에 방문하는 의료진과 임직 

원이 함께 참여한 사회 공헌 활동이다. 사내 사회 공헌 활동 자원 

봉사팀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획했고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물건을 수집한 뒤 사내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조성했다. 

바이오파마 사업부도 사내 바자회를 통해 모은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2018년 12월 기금 전액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기부됐고, 국내 

5개 도시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머크 자원봉사자들의 ‘말벗 봉사’ 

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후원 연계, 방문 자원봉사활동 등에 상호 적극 협력 

한다.

CORPORATE LEADING ACTIVITIES

EMPLOYEE LEADING VOLUNTEER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Merck Korea /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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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 ia l  asp e c t  of  success f ul ly 

implementing the company ’s  s trate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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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한 세기 전, 창립자 베르너 폰 지멘스는 “나는 단기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지속 가능성은 지멘
스의 3가지 기업 가치 - 책임감, 탁월성, 혁신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지멘스의 지속 가능성은 기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
행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멘스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수익성 있는 장기적 성장을 이루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외부적으로는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아젠
다’ 에 경영 목표를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사람과 환경,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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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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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
고 있다. 지멘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Siemen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is also 

widely recognized in numerous, significant 

ratings and rankings. In 2018, among many, 

Siemens has earned the 1st place on the 

annual list of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 by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ranked #1 on the Carbon 

Clean 200 list published by Corporate Knights 

and As You Sow.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지멘스의 노력은 다수의 주요 기업 평가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평가 
산업 재벌 부문 1위에 올랐으며, 캐나다 유력 경제전문지인 
‘Corporate Knights’와 환경 및 사회 책임 비영리 단체인 ‘As 
You Sow’가 선정하는 ‘Carbon Clean 200’ 리스트에서 1위
를 차지했다.  

Only clean business is Siemens business and 

compliance as part of corporate responsibility 

is top priority at Siemens. This means that 

the focus does not rest purely on adherence 

to laws bu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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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경영만이 지멘스의 경영이며, 윤리 경영의 일환인 준법은 
지멘스에서 최우선시 되는 덕목 중 하나이다. 법 준수에만 초점
을 두는 것이 아닌, 책임감 있는 경영과 직원 개개인의 청렴성, 이
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지멘스 준법 시스템은 예방(Prevent), 발견(Detect), 
대응(Respond)과 같이 세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는 내부 원칙
이나 규칙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에 완벽히 부합하는 
경영을 위해 지멘스가 추구하는 포괄적인 행동 체계가 함축되어 
있다. 지멘스에서 준법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Siemens is also committed to the societies 

through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In 

doing so, Siemens applies high management 

standards and strategically focuses in areas 

where company competencies, resources and 

employee volunteering can make a meaningful 

dif ference such as education and science, 

society, environment and arts and culture. In 

particular, Siemens in Korea has run several 

corporate citizenship programs successfully.

지멘스는 또한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높은 경영 표준을 적용하고, 교육 및 과학, 사회, 환
경, 예술, 문화 등 회사 역량과 리소스, 임직원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업 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멘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iemens Green School Si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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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any to donate the same amount of money 

donated by its employees every month. 

‘지멘스 그린 스쿨’은 미래의 인재가 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과학 관련 체험식 교육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한국지멘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로 모금되는 ‘아이사랑

기금’으로 전액 운영된다.

Siemens Mobile Clinic Si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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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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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및 초음파 등이 포함된다.

Siemens The NANUM Volunteer Corps Since 2013

The NANUM Volunteer Corps, an in-house employee volunteering group was established for 

conducting tailored eco-friendly activities. Siemens employees have participated in activiti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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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자원봉사단인 ‘더 나눔 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한국지멘스 임직원들은 연탄 나르기, 독거 어르신 물품 배달, 한강 환경 정화활동 및 배식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Siemens (B er l in  and Munich)  i s  a 

global powerhouse positioned along 

the electrification value chain from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to smart grid solutions 

a n d  t h e  e f f i c i e n t  a p p l i c a t i o n  o f 

electrical energy. With about 379,000 

employees working in 200 countries, 

Siemens focuses its core capabilities 

on electrif 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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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기업이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7만 9천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멘스는 전력화, 자동

화, 디지털화 영역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SIEMENS

www.siemens.co.kr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Manufacturing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2,450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71

1847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SUSTAINABILITY AT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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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V SÜD CSR STRATEGY IN KOREA

TÜV SÜD Korea continues to support a shelter for mothers and children

Since 2018

TÜV SÜD Korea made the second donation to a shelter located in Guro, Seoul in 2019. The shelter is a support 

facility which takes care of mothers and children who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Employees contributed 

part of their salary, and the company doubled the amount up. The final amount 3,500,000 KRW was delivered 

to the facility in a donation ceremony on January 29th, 2019. “TÜV SÜD works on making the world a safer place, 

and this support facility also provides safety and security to mothers and children who need help. We are happy 

that we can support them again this year,” said Wolfgang Hock, President & CEO of TÜV SÜD Korea during the 

ceremony. “To protect the victims who ran away from their violent environment, we could not appeal for funds 

in public as the offenders might try to find the victims. It is grateful for us to have the second donation from TÜV 

SÜD Korea this year,” said Mr. Sang-Lim Kim, Director of the shelter.  

Prior to the donation event, some of TÜV SÜD Korea employees joined a Year-End event in December 2018, 

organized by the facility and had a chance to get closer with mothers and children. On behalf of all employees, 

they sang songs together and one of them wearing a Santa Claus costume presented Christmas gifts to the 

children. 

Headquartered in Munich, Germany 

and founded in 1866, TÜV SÜD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technical service 

prov iders  o f  tes t ing and pro duc t 

certification, inspection, auditing and 

system certification as well as training 

solutions. Represented in more than 

1,000 locations worldwide, TÜV SÜD 

operates globally with a team of more 

than 24,000 multi-disciplinary experts 

re co gnize d as sp e cia l is t s  in thei r 

respective fields.  

TÜV SÜD Korea began operations in 

1992 and was incorporated in 1994 with 

the headquarter in Seoul and three 

more locations in Korea. TÜV SÜD Korea 

has a solid reputation for partnering 

customers in their business process, 

helping them achieve domestic and 

global market acceptance of their 

products and systems.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1866년 설립된 T V 

S D는 시험, 인증, 검사, 시스템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술 서비스 기업

입니다. 

T V S D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24,000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 V S D Korea는 1992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여 1994년 한국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서울, 부산 사무소, 구로 및 수원 시험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T V S D Korea는 독일의 우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시험 인증 및 경영시스템 

인증, 교육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제품 및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ÜV SÜD

www.tuv-sud.kr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Company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수
120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94

1866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Website
홈페이지

We are passionate about people, the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progress. We anticipat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facilitate change – defining standards and going beyond 

regulatory compliance. Staying true to our founding principle, we add value by creating a safer and 

more sustainable future. Our vision is to be the trusted partner of choice for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solutions that add tangible value to our clients in a physical and digital world.

우리는 사람, 환경, 기술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기대하며 표준을 정립하고 규제 준수를 넘어 변화를 가능 

하게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물리적, 디지털 세계에서 고객에게 확실한 가치를 더하는 안전, 보안 및 지속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GER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mbassador  Since 2019

On April 18, 2019, KGCCI was appointed CSR Ambassador at the ‘2019 CEO Pledging Ceremony’ of the B.E.S.T 

(Business Ethics is the Source of Top performance) Forum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IPS) at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About 100 entrepreneurs and executives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operating in Korea, including KGCCI and KGCCI member companies, were assembled to declare 

their commitment to promote ethical and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across the society. Since 2015, KGCCI has 

annually released its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and supported CSR work in German companies in Korea 

through its CSR Circle or partner events with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or Siemens’ Fair Player Club. 

한독상공회의소는 2019년 4월 18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2019 윤경SM포럼 CEO 서약식’에서 CSR 앰버서더로 위촉됐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국내의 약 100명의 기업 및 기관들의 CEO들은 앞으로 윤리적인 기업문화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 경영을 만들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2015년부터 매년 국내 독일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CSR 리포트를 발간해왔으며 CSR 

Circle활동과 한국투명성기구나 지멘스 페어플레이클럽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 기업들의 CSR 활동을 독려해왔습니다.

T h e  K o r e a n - G e r m a n  C h a m b e r  o f 

Commerce and Industry (KGCCI) has been 

promot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since its foundation 

in 1981. With the steady rise in bilateral 

trade to over 27.3 bil. USD and German 

investments of more than 10 bil. USD 

in Korea, the activities of KGCCI and the 

demand for its professional services have 

increased accordingly. This is reflected 

by the growing membership of around 

500 members and a full-time staff of 22 

bilingual professionals, making KGCCI the 

second-largest bilateral Chamber in Korea. 

KGCCI is part of the worldwide German 

Chamber Network with 79 Chambers in 

Germany (IHK), 140 offices abroad (AHK) 

and its umbrella organization DIHK with 

offices in Berlin and Brussels.

지난 1981년 설립 이래 한독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73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양국 교역의 꾸준한 성장, 독일의 한국에 대한 투자

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독상공

회의소의 활동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해왔으며 약 500개의 회원사와 2개국어에 능통한 

22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한독상공회의소는 국내에

서 두 번째로 큰 외국상공회의소이다. 한독상공회

의소는 전 세계 140개의 외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 

(AHK)와 독일 내 79개의 지역 상공회의소(IHK)  

그리고 독일 베를린과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는 AHK 및 IHK의 상부단체인 독일연방상공회의

소(DIHK)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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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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leading principles of 

German companies and the German Chamber organization for centuries. It emphasizes that merchants 

shall create value to their communities and act according to an honorable set of codes, wherever they 

do business. While being active in Korea, these ideals are also emphasized and practiced by German 

companies and their Korean subsidiaries. The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are numerous 

and diverse in their forms. From free healthcare services or scholarship programs to the support of 

underprivileged children or single parent households, German companies have shown that they are 

active and engaged in their local Korean communities and the Korean society.

독일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관례를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상인’이라는 개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독일 기업과 상공회의소들의 주요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상인

은 지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명예로운 상인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 

서 독일 기업들과 그들의 국내 자회사들에 의해 여전히 중요시되고 행해지고 있다. 독일기업의 CSR 활동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무료 의료 서비스, 장학금 프로그램부터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의 지원까지 독일 기업들은 주민들과 한국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 V S D Korea가 임직원들의 기부 금액을 더블 매칭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성금을 마련해 구로에 위치한 복지 시설에 전달

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T V S D Korea는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350만원의 성금을 가정폭력 피해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복지시설

에 기부했습니다. T V S D Korea 볼프강 혹 대표이사는 “T V S D는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복지 시설 

도 가정 폭력 피해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 

니다. 시설 관계자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위한 공개적인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T V S D Korea

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기부금을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T V S D Korea는 기부 이외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해당 복지시설에서 마련한 2018년 연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T V S D 

Korea 일부 직원들은 노래를 준비해 작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산타로 변신한 직원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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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ak" is an All Volunteer Organisation (AVO) which 

prepares Korean teenagers living in children welfare 

homes without the care of parents and families on the 

life after the children welfare home. Through a 6-year 

mentoring, program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Sessak 

aims to support and inspire these teenagers to achieve 

their fullest potential. The program is based on three 

main pillars: value teaching through various culture 

programs, academic tutoring & career guidance and 

scholarship for college student. Currently, around 60 

teenagers and young adults are Sessak family members.

KGCCI donated 5.6 Mio. KRW to Sessak to support these 

young adults before and after leaving the Children’s 

Welfare Homes, which is a critical transition in their life. 

This donation was made from the proceeds of KGCCI’s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2017/2018 and the 

proceeds of the 2018 KGCCI Christmas Dinner charity 

raffle for which many member companies had donated 

various items.

“새싹”은 가족의 보살핌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이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

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6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원 친구

들 개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활동으로 잠재력 을 최대로 활성

화하게 지지합니다. 새싹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지원활동으로 이

루어집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가치관 전달, 진학 (입시)/취업 

상담 및 멘토링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생계 장학금 후원입니다. 현재 

약 60명의 학생들과 퇴소생들이 새싹 식구들입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560만원의 기부금을 통해 이 친구들이 매우 중

요한 전환 시기인 보육원 퇴소 이전과 이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한독상공회의소 2017/2018 CSR 활동

보고서 수익금의 일부 및 2018년 한독상공회의소 크리스마스 만

찬에서 다수의 회원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기부하여 진행된 자선 

경품행사의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Sessak –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Si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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