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유형별 사회공헌 사업 사례

구분

사례

<아모레퍼시픽> ‘뷰티 인사이드’
UN SDGs
․일상 속에서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획저널 정기
(지속가능발전목표) 발간, 출판 수익금 전액을 WWF(세계자연기금)에 기부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활용
<BGF리테일> ‘아이CU’

․전국 CU편의점 13,500여개소를 거점으로 하는 미아 예방 및 찾기 네트워크 구축, POS를
Problem-solving
(문제해결)

통한 신고접수 및 실시간 전국 CU 공유를 통해 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안전 인계

<현대해상> ‘하이챌린지스쿨’
․고교생 대상 사회문제 공감, 발굴, 해결방안 모색, 실행 등 팀 프로젝트형 교육 실시
<삼성전자>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교육, 건강․의료, 지역사회, 환경․안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굴 과제 심사, 임직원

및 전문가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 지원, 사내벤처프로그램 및 NGO 연계한 상용화․유통 지원

Green
(친환경)
Relationship
(관계개선)
Analysis
(가치분석)

<CJ제일제당> ‘햇반가드닝’

․당사 제품 활용 후 발생하는 햇반용기 폐기물 회수, 용기 및 폐목재를 활용한 임직원
․참여 화분 만들기, 햇반가드닝으로 제작한 수직정원의 지역아동센터 기부

<금호타이어> ‘학교로 굴러간 굴링’

․폐타이어로 제작된 굴링을 놀이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이용한 지역사회 예술놀이 대회 개최

<신한카드> ‘을지로 3가 프로젝트’

․본사가 위치한 을지로 3가를 다양한 테마별로 정리한 컬처맵 제작 및 배포, 지역주민 및 인근
직장인을 위한 편의공간(북카페 등) 마련

<롯데손해보험> ‘맘편한 공부방’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내 환경이 열악한 기존의 타 용도 시설을 공부방으로 리모델링

<두산인프라코어> 2018 Sustainable Value Creation 측정

․재무·경제·사회·환경 부문에 대한 주요 토픽, 정량지표, 단위당 화폐가치 등을 분석해
매년 지속가능가치 창출 결과 도출 및 공개

<카카오> ‘카카오같이가치’
Donation
(기부)

․온라인으로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접하고 모금함에 응원․공유시 당사가

100원씩 대신 기부, 시간 기부 활동을 소개하거나 마음건강을 개선하는 공익증진 서비스 연계

<㈜두산> ‘디딤씨앗사업’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 지원금으로 마련된 후원금을 전국 15개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에 적립․기부하여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

Education
(교육)

<포스코ICT>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장애 청소년 대상 유튜브 교육 및 촬영 스튜디오 설치, 무료대관, 콘텐츠 공모전 실시
<현대모비스> ‘어린이 양궁교실’
․양궁단 전․현직 선수들의 재능기부 기반으로 어린이 양궁 체험교실 운영 및 시설 지원
※ 「2018년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조사」개요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E-Mail, 팩스, 전화조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기업별 외부공개자료 분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업종협회 사회공헌보고서, 기업 결산경영공시, 홈페이지 등)
□ 조사기간 : 2019년 7월 말 ~ 9월 초
□ 조사대상 :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상장 및 외감기업, 별도재무제표 기준)
□ 분석기업 수 : 220개사(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