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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표지 및 내지는 FSC®인증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보고서 개요

CJ대한통운은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당사의 경제·사회·환경적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소통창구로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CJ대한통운이 되겠습니다.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

고하고 있으며, 정량적 성과는 최근 3개년 이상의 데이터를 수록하여 추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중요한 정보의 경우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

기 위해 2019년 하반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CJ대한통운 

국내 전 사업장이며, 일부 내용은 해외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89의 

GRI Inde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제3자 검증을 통해 내용 및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내용은 p.93~9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본 보고서는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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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	CJ대한통운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그룹의 창업이념인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보호무역의 거센 파도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물류
산업을 선도하고, 공유가치창출(CSV)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CJ대한
통운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와 노력을 되돌아보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을 강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윤추구와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객과 임직원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종합물류 서비스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
로 선정되는 등 ‘고객’ 중심의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물류업계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경영을 기반으로 사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초격차 역량 확보를 통해 독보적인 1등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Cost-Leadership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초격차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이미 진출한 국가 별 사업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최적화된 역량과 전사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하겠
습니다.

CSV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국내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으
며,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는 경영철학을 토대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실버택배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참
여와 소득 창출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숲 조성 등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 활동
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 근 희 



BUSINESS
OVERVIEW

CJ대한통운은 국내 최대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물류기술 TES와 광범위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CJ대한통운만의 차별화된 
One-Stop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8
09
11
18

경영철학

회사소개

사업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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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Way
CJ는 ONLYONE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를 위해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최초(First), 최고(Best), 차별화(Different)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
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일상
생활 속 행복과 편의 제공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CJ대한통운 소개
CJ대한통운은 1930년 11월 설립 이래 한국의 물류산업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와 사업 포트폴리오 및 차별화된 사업 역량을 통해 ‘The Global SCM Innovator’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CJ건설을 합병하여 건설, 부동산, 리조트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열한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Top-Tier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핵심 사업
CJ대한통운은 계약물류, 포워딩&국제특송, 항만하역&운송사업, 프로젝트 물류, 택배,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지향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CSV 경영
CJ대한통운은 그룹의 CSV 경영철학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핵심방향으로 지역상생, 필(必)환경, 인재양성을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기업명 CJ대한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희, 박근태, 김춘학

설립일 1930년 11월 15일 발행주식 수 22,812,344주

본사소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임직원 수 
(정규직원 기준)

6,220명

주요사업 SCM, 택배, 건설 매출액 9조 2,197억 원
(2019년 06월 30일 기준)

신용등급(기업어음) 한국기업평가: A1 한국신용평가: A1 NICE신용평가: A1

(2019년 6월 말 기준)

중점 추진영역  

CJ대한통운
핵심사업

지역상생 필(必)환경 인재양성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 

CJ 경영철학  

MISSION

VISION

핵심가치

행동원칙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정직 열정 창의 존중

인재

일류인재
강유문화

ONLYONE

최초
최고 

차별화

상생

생태계 조성 
공유가치

계약물류

산업군별로 특화된 영업 노하우 
및 최첨단 IT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화물의 보관, 하역, 
수·배송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토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

차별화된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부동산 개발, 운영 등 
토털 솔루션 &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택배

압도적인 인프라와 
최첨단 물류 기술을 바탕으로 
택배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해온 CJ대한통운이 
이제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시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물류

남극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사업 현장의 특성에 맞는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워딩&국제특송

수출입화물의 
항공·해상운송 및 통관·보관 등 

토털 물류 서비스는 물론, 
전 세계  220여 개국을 연결하는 

국제특송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만하역&운송사업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와 
화물 특성에 맞는 직영 장비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화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동아시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철학 회사소개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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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SCM Innovator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물류의 편리함을 넘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세계를 무대로 WORLD BEST로 나아가는

The Global SCM Innovator

사업소개

계약물류 
CONTRACT LOGISTICS

최신 물류설비와 컨설팅 역량으로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국제적 규모의 Logis Park 동탄, Logis Park 
양지를 포함한 국내 최대 인프라와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최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S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 & 
Solutions)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SCM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물의 
보관 및 하역, 수·배송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계약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Business Overview  

Strong Points

물류 자동화 시스템 TES기반의 물류 자동화 – 무인화를 통해 물류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

SCM 컨설팅 역량 국내 최고의 SCM 컨설팅 전문 조직과 Smart IT 솔루션을 결합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

산업군별 
특화 서비스 제공

Health Care, Auto, Retail, Consumer 등 경제·산업별로 
특화된 인사이트를 지닌 전문연구가 확보

 

FULL-LINE-UP-SERVICE

Global

보관하역(생산) 수송 보관하역(판매)

산업군별 특화 : 식품(상온･저온), 패션(의류･액세서리) 등

배송 B2B B2C

영업 운영

컨설팅

진출국가 

37개국

국내 계약물류 

1위

물류 
자동화시스템

국내외 운송차량 

10,000여대

산업군별특화 
서비스

SCM 
컨설팅제공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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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Strong Points

Total Logistics 
Service

심층화된 물류 기반과 최고의 네트워크, 첨단 노하우로 물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추적하는 
Single Visibility Service를 통해 최적의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Single Visibility 
Service

모바일서비스, 고객 화물 실시간 Tracking 서비스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 대응은 물론,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 향상 동시 실현

Global SCM 
Consulting

전문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글로벌 SCM 컨설팅과 
현지 물류 운영 업무 일관화 실현

 

고객 화물 Tracking 정보 

3시간 단위 제공

Worldwide 
서비스

220여개국

특화사업 1

전시화물

특화사업 2

특수화물
운송

글로벌 e-Commerce

IT솔루션

핵심역량

사업소개

포워딩&국제특송  
FORWARDING & 
INTERNATIONAL 
EXPRESS

고객에게 최적화된 
최상의 물류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포워딩&국제특송 사업부문은 수출입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물류 서비스와 
전세계 220여 개국을 연결하는 국제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에서 
특수 화물까지 화물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수출입 화물의 
실시간 Tracking정보를 제공하여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 계약물류 연계

수･배송 창고보관 내륙운송 하역/통관 하역/통관 내륙운송 창고보관 수･배송

계약물류 연계 확대

해외

AIR

OCEAN

FORWARDING

사업소개

항만하역&운송사업  
STEVEDORING & 
TRANSPORTATION

화물 특성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만하역&운송사업 부문은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와 산업군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화물 특성화 솔루션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유통, 
정비 등 다양한 부가사업으로 Value Chain을 
확장하고 있으며, 크레인, 호크, 특수장비 
모듈 등의 중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화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항만하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Strong Points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

전국 20개 항만 120개 선석, 크레인 등 중기 196대, 
선박 5척 등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 보유

화물 특성화
솔루션

철강 및 자동차부터 위험물, 대형 중량물, 군수물류 등 산업군별 특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의 화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

밸류 체인
확대

국내 최대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유류·유통·정비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Business Overview  

선석 

120개

총 선박 보유 

5척

일일 차량 운영
평균7,000대

중기

196대

벌크하역
국내1위

직영 주유소

43개

핵심역량

운송사업(+장비)

VALUE CHAIN 확대

CONVENTIONAL LOGISTICS AREA

SYNERGY & VAS* AREA

항만(BULK)OCEAN

정비사업 유통사업 유류사업

수리부품 요소수(유록스)

W&D

*VAS(Value Add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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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Strong Points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정유, 석유화학, 수력발전, 담수처리시설 등 총 26개국 46개 이상의 프로젝트 물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플랜트 공사 종합 운송 노하우 확보

핵심 
자가장비 보유

SPMT(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 바지, 자항선 등 중요 운송장비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전문 
엔지니어링 역량

전문가 집단이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송 루트 개발부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역량 보유

Heavy Lifting & 
Erection

97m 길이의 증류탑 건설 등, 프로젝트 운송의 최종 단계인 초중량물 설치에 필요한 
리프팅 엔지니어링 기반의 토털 솔루션 제공

 

사업소개

프로젝트 물류   
PROJECT LOGISTICS

글로벌 EPC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물류 사업 부문은 26개국 
46개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전문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글로벌 TOP수준의 
프로젝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과 항공 운송은 물론 글로벌 내륙운송 및 
설치까지 체계적인 종합 물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가 장비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그룹 보유를 통해 글로벌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 
총700명

중량물 설치 

97m 증류탑

자가장비보유 

SPMT 192축

프로젝트 물류 수행 
총26개국

오프쇼어&온쇼어

200만CBM이상

엔지니어링
전문가그룹

TOP

핵심역량

SINGLE VISIBILITY IT MANAGEMENT

화물 추적, 일정 실시간 IT 관리

프로젝트 현장제조사

글로벌 현지
물류환경조사

루트 서베이 기술검토 최적 운송계획 
수립

글로벌 선적지
내륙운송

해상/항공 운송 글로벌 도착지 
내륙운송 

현지 운송 간 
보강공사 

헤비카고 설치

글로벌 현지 인프라,
통관 현지파트너사 등 

사전조사

EPC 고객사

제조사

선적지 파트너 / 
법인 코디네이션

선사/ 
항공사

도착지 파트너/ 
법인코디네이션

도착지
파트너

사업소개

택배 
PARCEL

택배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합니다

택배 사업부문은 국내 1위의 독보적인 
인프라와 배송망 밀집도, 최첨단 물류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품을 집화부터 배송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과 18,000여 대의 
운송차량, 업계 최초의 모바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Megahub 곤지암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rong Points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압도적 인프라

12개의 허브터미널, 전국 290여 개의 서브터미널 등 국내 1위의 독보적인 
인프라와 배송 밀집도

TES 기반의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휠소터(Wheel Sorter) 등 최첨단 기술 기반의 택배물류 자동화시스템 보유

업계 최초 
모바일 컨시어지 서비스

택배 App 및 업계 최초 인공지능(AI)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 보이는 ARS,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Business Overview

전국 운영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터미널 6개, 로컬 허브터미널 2개 해외 주요 거점  5개국 진출
수도권 콘솔 허브터미널 4개 2023년 해외  8개국 이상 확대 
서브터미널 290개 

 

전국 네트워크 

290여개

고객만족도 
7년연속 1위

글로벌 진출 국가

5개국

1일 최대 처리 물량

670만개 박스

운송차량
18,000여대

글로벌 네트워크

127개

핵심역량

허브터미널 로컬허브터미널 수도권콘솔
허브터미널

원삼
도척
곤지암

용인
청원
옥천

칠곡

군포

고촌

부곡

대전

장성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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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설
ENGINEERING & 
CONSTRUCTION 

차별화된 기술과 
Prestige Service로 내일의 
공간문화를 선도합니다

건설 사업부문은 플랜트, 물류인프라, 
리모델링, 연구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골프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시공 
경험과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시공중심에서 사업기획-부지확보-
인허가-설계-시공-운영 등 전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Global Infra PCM Company’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usiness Overview  

Strong Points

최고의 
코스 품질

최고품질 잔디(Bent Grass) 조성과 국내 최초 전 홀 그린 대상 자동 온·습도 관리시설 
도입을 통한 최상의 코스 컨디션 유지

세계적 수준의
명품 클럽

최고의 시설과 품질을 통한 국내 최초 세계 100대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

국제 대회 
운영

국내 최초 PGA Tour 정규 대회 ‘THE CJ CUP @ NINE BRIDGES’ 및 
World Club Championship 개최

 

Strong Points

특화사업 
기술 역량

건설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리모델링, R&D, 산업플랜트 등 특화사업 선정 
및 다양한 시공경험을 통한 지속적 기술력 제고

콘텐츠 
복합화 서비스

CJ그룹의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소비자 니즈 및 트렌드에 맞는 
공간 구성을 통한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부동산 개발 기획력 부동산 상품의 기획부터 자산 운영까지 포트폴리오 확산을 통한 차별화된 
종합 부동산 전략 제공

글로벌 
엔지니어링 경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역량 지속 확대

 

Business Overview  

2019 시공능력평가
(2018 기준)

해외 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

4건

2019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환경부장관 표창

핵심역량

사업소개

리조트   
RESORT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을 기반으로 한
명문 리조트를 구현합니다

리조트 사업 부문은 세계 100대 코스인 
클럽나인브릿지 및 플래티넘 클럽인 해슬리 
나인브릿지를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품격과 
자긍심을 만들어갑니다. 
클럽나인브릿지(제주)와 
해슬리 나인브릿지(여주)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코스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클럽하우스, 회원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로 
대한민국 골프 클럽의 격과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One-Stop Total Solution

세계100대 코스 
클럽나인브릿지 41위

The CJ CUP @ NINEBRIDGES
국내 최초 

PGA 투어 정규대회 개최

세계100대 플래티넘클럽 
해슬리나인브릿지 23위

해슬리나인브릿지 
영국 지속가능 골프장 
GEO 인증

핵심역량

사업기획 개발기획‧
전략수립

설계‧인허가
관리

시공‧
공사관리

분양‧마케팅 운영‧관리

• 입지분석
• 시장조사
• 	관련 정책 및 법규검토

• Needs & Seeds 분석
• 사업구도 기획
• 사업성 검토
• 금융전략 수립

• 기본·실시 설계
• 대관 업무·인허가
• 	사업비 및 일정 관리

• 시공 및 시공사 선정
• 사업·품질·안전 관리
• 	설계 변경 및 기성 관리
• 계약 및 민원 관리

• 임대·분양 마케팅
• 앵커테넌트 유치

• 자산 관리
• 유지 보수
• 임대 운영

	 토건	 49위

	 산업환경	 30위

	 비주거건축	 12위

	 상가시설	 12위

	 숙박시설	 12위

	 기타건축공사	 6위

클럽나인브릿지

클럽나인브릿지는 2001년 8월 그랜드 오픈 이후 4 
년 만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골프 잡지 ‘U.S. GOLF 
Magazine’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코스”에 국내 최
초로 진입하였고, 7회 연속 순위 상승의 쾌거 속 “2017 
세계 100대 코스 41 위”에 선정되며 세계적인 코스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 자연 유산인 한라산 600고지에 위치한 클럽나인브
릿지는 자연친화적 코스에서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골프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슬리 나인브릿지

해슬리 나인브릿지는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특별한 골프 경험을 통해 친목과 우애를 만들어가는 ‘A 
Private Members Club’입니다. 국내 최초 ‘세계 100대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되어 세계적 명문 클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Prestige Service, 차별화된 
클럽 문화 구현으로 세계적 명문 클럽으로 나아가고 있
습니다.



1918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8-2019

글로벌 네트워크
CJ대한통운은 전세계를 하나로 잇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One-stop 물류 솔루션을 실현해 나가고 있
습니다. 최고의 물류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각 국가 별 사업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탄자니아

중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독일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이라크

인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글로벌 인프라

Global Network 현황 (2019년 6월 기준)

New Family

사업 영역 미국 식품/CPG 위주 WM/
TM 수행 물류기업

육상, 해상운송 등 종합물류 인도 Local 수송 1위 
육상, 해상 운송 등 종합물류 기업

중동/CIS 지역
종합 프로젝트 물류 기업

HQ위치 미국 일리노이주 베트남 호치민시 인도 뉴델리 UAE 두바이

진출국가 미국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네팔 UAE, 독일,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이라크, 터키 등

  

육상, 해상 운송 등 종합 
물류 기업

TCL그룹 2PL중심 중국 Local W&D, 
저온 물류 중심 기업

프로젝트 물류 위주 기업

말레이시아 세랑고르 중국 광동성 중국 상하이 중국 칭다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중국 중국 중국

 

10,000여대

국내외 운송차량

120개

선석

5척

선박

2,000여대

하역장비

154

277

40
개

개

개국 진출
국가

진출
도시

해외
거점



SUSTAINABILITY
ISSUES

CJ대한통운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
28
34

사업경쟁력

안전보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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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중요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물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기술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물류 인프라 확대 및 자동화 서비스를 통
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나아가 고객만족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
다. CJ대한통운은 TES 기반의 융복합 물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비즈니스 패러다임 진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 이슈 맵

CJ대한통운의 활동

￭ 글로벌 시장 확대
￭ 첨단기술 기반의 R&D 혁신
￭ 물류, 건설 사업경쟁력 강화

향후 계획 및 목표

￭ 글로벌 사업기반 및 경쟁력 강화
￭ 핵심인력 및 기술 확보 강화
￭ Paradigm 전환을 통한 초격차 사업역량 확보

이슈 선정 배경

CJ대한통운의 대응

물류 사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의 도약
CJ대한통운은 2013년부터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중국에서 CJ Smart Cargo 인수를 시작으로, 아시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2018년 베트남의 CJ 
Gemadept, 미국의 DSC Logistics 인수를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확대‧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임직원 수는 2019년 6월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중 76.8%인 21,147명을 돌파하였으며, 글로벌 매출 역시 전체
의 42.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최첨단 물류 기술과 사업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차별화된 글로벌 
물류서비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경쟁력

CJ대한통운은 국내외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글로벌 초격차 역량
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부터 물류 올림픽인 ‘CJ Logistics Sales & Operation Competition’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에서 선발 된 43명의 현장 전문가들이 물류영업 및 운영노하우
를 공유하고, 각 국가 별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에서는 항만하역사업에서 화물 선적시 기존의 화물포장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효
율성과 수익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인 CJ대한통운 한국 P&D본부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운영부문
은 소비재 상품의 물류센터 보관에서 분류, 포장, 택배배송으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성과 고
객만족도를 극대화한 중국 CJ Rokin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임직원들이 글로벌 사업전략과 물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행사를 기획
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물류기업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사명	 : CJ Smart Cargo
• HQ	 : 중국

2013

• 사명	 : CJ ICM Logistics
• HQ	 : UAE

2017

• 사명	 : CJ Rokin Logistics
• HQ	 : 중국

2015 2016

• 사명	 : CJ Speedex Logistics
• HQ	 : 중국

• 사명	 : CJ Century Logistics
• HQ	 : 말레이시아

• 사명	 : CJ Darcl Logistics
• HQ	 : 인도

• 사명	 : 	CJ Gemadept Shipping  
            	 CJ Gemadept Logistics
• HQ	 : 베트남

2018

• 사명	 : DSC Logistics
• HQ	 : 미국

17개국 참여 
물류 올림픽 개최 

Business 
Case 

비
즈
니
스
 영
향
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물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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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기반의 융복합 물류 혁신체계
CJ대한통운은 기술(T), 엔지니어링(E), 시스템&솔루션(S) 기반의 융복합 물류 혁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TES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를 선도하고 물류 Digitalization 기술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
응하고 물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TES Innovation Center
CJ대한통운이 연구하고 개발한 첨단 물류 장비와 신기술, 솔루션 등을 만나볼 수 있는 TES Innovation 
Center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경기도 군포시 KIFT(한국복합화물터미널)에 센터를 개설 한 이후 2019
년에는 Logis Park 동탄에 새로운 컨셉의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TES Innovation Center 2.0은 현재 당사가 개발하여 활용중인 혁신기술들을 소개하는 “혁신의 場“ , 미래물
류를 선도하기 위해 준비중인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는 “도약의 場”, CJ대한통운의 혁신솔루션들을 직접 만
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의 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고, 데이터로 미래를 예
측하며, 언제나 연결되어 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통운의 이상이 표현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중국 상하
이 CJ Rokin 본사에는 R&D TES Innovation Center China를 추가 개설하여 중국 현지 사업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진행중 입니다. 

R&D 활동
CJ대한통운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과 솔루션 적용을 위해 첨단물류장비, 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CPG/유통, 섬유,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시
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J대한통운은 물류혁신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

Robogistics

로봇, Automation을 
통한 무인물류

Analygistics

최적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물류

Intelligistics

IoT, AI를 통한 
지능물류 

Logistics 4.0 선도

TES 기반 최첨단 물류기업

CONSULTING

T E S

택배물 자동분류장치 휠소터(Wheel Sorter)

CJ대한통운은 2016년 9월 분류 자동화에 1,227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택배 서브터미널에 휠소터를 도입하였으
며, 2019년 전국 173개 택배 터미널에 휠소터를 설치하여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휠소터는 택배 
상품에 부착된 송장 바코드를 ITS(Intelligent Scanner)로 빠르게 인식하여 컨베이어 벨트 곳곳에 설치 된 소형바퀴
를 통해 택배 상품을 배송지역 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비입니다. 휠소터 설치 이후 택배기사들이 상품을 인수, 분류하
는데 드는 작업 강도와 업무시간이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업무 편의성,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변
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방식도 1일 1배송이 아닌 1일 다회전 배송 방식으로 전환되어 고객 서비스 향
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휠소터의 도입으로 택배기사들의 상품 분류, 인수 등의 업무 강도를 대폭 완화하고 물류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작업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물류 안정성 역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 휠소터 
및 IT기기를 추가 설치하여 물류 자동화율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2019.06 UAE Abu Dhab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UAE Duba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CANAD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US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우수물류기업 인증 유지
택배 SUB터미널 5개(동해, 영주 등) 고속 ITS 현장적용

2019.05 택배 SUB터미널 5개(김천, 성북A 등) 고속 ITS 현장적용
2019.04 택배 SUB터미널 5개(남동B, 권선 등) 고속 ITS 현장적용

수송 배차 효율화를 위한 복화(왕복) 알고리즘 개발
2019.03 택배 SUB터미널 5개(구리, 송파C 등) 고속 ITS 현장적용
2019.02 AEO(통관취급법인 부문)인증 유지

택배 SUB터미널 2개(광주서A, 계양1) 고속 ITS 현장적용
2019.01 W-Navigator 인천센터 현장적용

택배 SUB터미널 5개(서초B, 부천2 등) 고속 ITS 현장적용
인천 i-herb GDC센터 구축
(QPS, Wearable Scanner, W-navi, 스마트패키징)

2018.12 택배 SUB터미널 3개(칠곡, 익산) 고속 ITS 현장적용
2018.11 AEO(하역업자 부문) 인증 유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계열사 SB 인증 유지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계열사 BND 인증 유지
천안P&G 물류센터 검수스캐너 현장 적용

2018.11 택배 SUB터미널 1개(홍성) 고속 ITS 현장적용
2018.10 택배 SUB터미널 3개(김해, 진주) 고속 ITS 현장적용

US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09 스마트 패키징 (에어캡 사면 포장) 김포OO센터 현장적용
2018.08 택배 SUB터미널 3개(경기광주, 여주, 함안) 고속 ITS 현장적용
2018.07 택배 SUB터미널 7개(포천, 강남C, 용산 등) 고속 ITS 현장적용

AEO(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인증 유지
2018.06 택배 롤테이너 하차자동화 설비 김포 터미널 현장 적용

택배 SUB터미널3개(안동, 충주, 동강원 등) 고속ITS 현장 적용
UAE Abu Dhab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UAE Duba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CANAD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AEO(보세운송업자 부문) 인증 유지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인증 유지

2018.05 택배 SUB터미널57개(성북, 구미, 전주 등) 고속ITS 현장 적용
2018.04 스마트 패키징(에어캡 사면 포장) 원삼 소재 센터 현장 적용

택배 SUB터미널7개(강동, 수원, 강북 등) 고속ITS 현장 적용
2018.03 스마트 패키징 덕평 소재 센터 현장 적용 

택배 SUB터미널7개(영천, 성주,연수 등) 고속ITS 현장 적용 
2018.02 택배 SUB터미널4개(광주, 성동 등) 고속ITS 현장 적용 

AEO(통관취급법인 부문) 인증 유지
2018.01 택배 SUB터미널6개(사하, 경주,아산 등) 고속ITS 현장 적용 

일자 연구개발활동 일자 연구개발활동

 

AI기반 가상비서

2019년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AI 기반의 가상비서 기능을 탑재하여 택배기사의 업무 편의성
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상비서’는 음성인식 및 합성,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AI기술을 기반으로  택배 배송 업
무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7단계로 세분화 된 택배 프로세스를 학습
하여 택배기사가 수행하는 배송, 집화 등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J대한
통운은 이러한 TES역량을 기반으로 초격차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택배 작업 환경의 고도화ㆍ첨단화를 통해 물
류 산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의 물류혁신Business 
Case 

로봇이 사람처럼 일합니다. 데이터로 미래를 봅니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1

2

31

2

3 1 2 3
현재 개발 적용중인 

혁신 솔루션을 
만날 수 있는

“혁신의 場”

미래 물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만날 수 있는 

“도약의 場”

혁신 솔루션을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의 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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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사업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기반 경쟁우위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건설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경험과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 물
류, 리모델링, R&D, 호텔 등 경쟁우위의 특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핵심기술 확보, 수주 영업력 강화 등을 통
해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복합화 역량 기반의 수주 경쟁력 확보
건축물 입지 및 용도에 부합하는 그룹 콘텐츠를 활용하여 타 건설사와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ONLYONE 수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사업 확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진출하여 식품·바이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고, 그룹 시너지를 제고하여 더욱 경쟁력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건설사로 도약하고
자 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특화기술 확보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2018년 3건, 2019년 6건의 특허출원을 통해 총 9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2019년도에 특허출원을 받은 공법은 첫째, 기계화 초평탄 시공법으로 이는 경량화된 타설 장비 및 평탄
화 장비를 활용한 기계화 시공법이며, 두번째로는 PC*접합부 건식화 공법으로 PC조립 시 접합부 콘크리트 
타설 양생 기간 없이 볼트를 조립하는 기술입니다. 세번째로는 물류시설 Way Finding System으로 대공간
에서 특정 위치를 찾아가야 하는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위치정보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네번째로는 PC갤
버보 공법으로 PC조립 시, 접합부 형상을 개선하여 기존 공법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접합 시공법
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공법은 테이퍼형 말뚝 시공법으로 원 지반에 테이퍼형 토사-고화제 교반체를 형성하
여, 10cm 이내 지반의 지지력를 증대시키는 지반보강 공법입니다. 여섯 번째 공법은 콘크리트경량벽체 공법
으로 경량의 단열재와 와이어 메쉬로 구성된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 후 숏크리트 현장을 타설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법입니다. 
*PC: Precast Concrete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품질경영을 통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및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ISO 9001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임직원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사 실적  

주요 실적 및 경쟁 우위  

주요실적 경쟁 우위

엔지니어링

 • CJ바이오 생산기지(말레이시아)
 • CJ식품생산기지(베트남)
 • CJ식품생산기지(진천)
 • 한국콜마 제약공장

 •	그룹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행 역량 
 •	식품/바이오/제약/뷰티/소재 산업플랜트 다수 시공 경험
 •	EPC One-Stop Solution Provider(설계-구매-시공 등)

리모델링

 • 현대시티 아울렛
 • 홈플러스(중계, 강서점)
 • 솔라리아 호텔(명동)
 • KT&G 상상마당 부산

 •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원사 네트워크(現 회장사)
 •	2016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대상(현대시티아울렛)
 •	2016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특선(명동 솔라리아호텔)

R&D

 • CJ블로썸파크
 • 데상트 글로벌 신발 R&D센터
 • 한국콜마 통합기술원
 • 도레이 한국 R&D센터

 •	R&D 시설 다수 시공 경험을 통한 기획·컨설팅 역량
 •	국내 최대 식품바이오 융복합 R&D센터 시공 경험
	 (CJ블로썸파크)
 •		국내 최초 3D 곡면 Sunshade, 커튼월 등 특수외장 시공

물류

 • Mega Hub 곤지암
 • 평택 포승 물류센터
 • IKEA 고양점
 • CS양산 물류센터

 •		대형 첨단 물류시설 다수 시공 경험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 시공 등)
 •	물류 상세설계/설비 엔지니어링 등 全단계 수행
 •	One-Stop Total Solution Provider
	 (부지확보, 개발, 시공 등)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형지 아트몰링
부산 사하구의 쇼핑 랜드마크인 아트몰링은 CJ대한통
운 건설부문에서 시공하였으며 복합화를 통해 CGV, 계
절밥상,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등 그룹 콘텐츠가 입점
하여 복합화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송도 타임스페이스
현재 CJ대한통운 건설 부문이 송도 신도시에 시공 중인 
타임스페이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대형 상업시설로 
시공 전 CGV 입점이 확정되어 그룹 콘텐츠와 연계한 또 
다른 복합화 사례입니다.

신유통

식품 
&

식품서비스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생명공학

중국
심양 BIO공장 물류창고

베트남
베트남 발효 대두박 공장
하남 사료공장
빈딘 사료공장
동나이 사료공장
호치민 Food Valley
메콩 사료공장
붕따우 제분공장 증설
호치민 국제학교 증축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L-메치오닌 신축 및 증설
인도네시아 깔리만딴 사료공장
인도네시아 스마랑 사료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사료공장
인도네시아 알지닌, 
시투룰린 공장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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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체계 구축

안전보건 체계
CJ대한통운은 CJ그룹의 안전경영 총괄조직인 ‘안전경영팀’과 함께 안전경영 중장기 계획에 따른 안전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안전보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사 SHE 표준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장 안전환경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자율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밝고 건강한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 교육 항목
선정,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 각 사업부문의 관련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Line조직에서도 별
도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택배부문의 안전보건 
관리의 고도화를 위하여 택배 안전환경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물류부문은 사업 운영상 발생가능한 안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및 사전 안전성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OHSAS 18001 시스템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안전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 개정과 더불어 영문본을 수립 및 배포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
였습니다.  건설부문 또한 OHSAS 18001 인증을 통해 법적 요구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관련 리스크 분석 및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안전보건경영시
스템 정착과 내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는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기존 국제 범용 규격 
OHSAS 18001을 대체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을 제정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OHSAS 18001을 ISO 45001로 전환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Top 수준의 안전보건경
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안전관리 조직강화

• 사업장 안전관계자	R&R	재정립
	 -	조직장 ➡ 관리책임자 역활 강화
	 -	중간관리자 ➡ 관리감독자 역활 강화
	 ※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강화

• 안전관리 Mind-set 교육 강화
	 -	전 임직원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
	 -	관리감독자 자체 집체교육 개설

• 안전관리 실무기준재정비
	 -	SHE 관련 실무기준 전반 재정비
	 -	실무기준에 따른 운영 내실화
	 	 ➡ Audit(내부심사)를 통한 점검 및 개선

• 전사 Audit 시행
	 -	Audit / 포상 시행 지침 수립
	 -	전 사업장 Audit 실행 및 정기보고
	 -	우수사업장 포상

• 보건관리 운영체계 구축
	 -	보건관리 운영절차 수립
	 	 : 전사 Staff R&R 재정립
	 -	건강진단 실시 및 유소견자 관리

이슈의 중요성

최근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이슈는 
기업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임직원의 인적 피
해로 직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업계 평판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
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
악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 이슈 맵

CJ대한통운의 활동

￭ 사전 리스크 제거 안전성평가 시행
￭ 협력업체 상생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체계 재점검 및 개선활동

향후 계획 및 목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 안전제일문화 정착
￭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이슈 선정 배경

CJ대한통운의 대응

추진전략  

CJ대한통운 ISO 45001 인증서

안전보건

• 핵심 Risk	개선 관리
	 -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개선
	 -	Risk 개선 투자 Process 개선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안전관리 활동 및 주요지표 관리

• SDR 실행력 강화
	 -	설계 단계 근로자 안전확보 작업환경 검토 및 개선
	 	 : 운영설비 및 안전설비 설치 등

• 저탄소녹색물류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녹색물류 활동 실천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 정부 할당목표 달성

비
즈
니
스
 영
향
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물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Risk 
관리 고도화

사업장주도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전사 
안전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사업장 실행력 中心 전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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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CJ대한통운은 건축물의 신·증설, 물류장비 설치 등과 관련한 투자 시, 사전 안전성평가(SDR)을 통해 계획 단
계에서부터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리스
크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폭우, 폭설, 한파, 태풍 등 계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시기에는 사전 안전점검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발굴 및 대책수립을 위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안전대책의 이행여부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스템과 모바일을 
연동하여 협력사와의 양방향 의사소통 강화, 즉각적인 위험요인 개선, 문서업무 시간 간소화 및 실시간 모니
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중대위험에 대
해서는 즉각적인 대응활동을 진행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그룹 안전의 날
CJ대한통운은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시행 중인 ‘그룹 안전의 날’에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
고 있으며, 경영진이 현장에서 안전 관련사항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안전을 적
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물류 부문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터미널 근무자를 대상으로 별도 워크숍 및 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마인드셋 교육(온라인) 및 분기별 정기안전보건교육(온라
인) 시행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 및 대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안전의식 고취와 안
전보건관리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안전현장을 구현하고자 전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독자적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활동

안전 수칙 제정
Safety Golden Rule(안전 기본 수칙)
물류부문은 전사 안전경영 목표 달성과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2018년도에 Safety Golden Rule
을 제정·도입하였습니다. 전사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등 경영진의 의지, 정부정책과 법적 요구사항, 전사 사
고 통계 분석을 토대로 한 고위험 리스크를 분석하여 9대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최고경영
자의 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홍보·안내, 임직원 실천 서약서 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Safety 
Golden Rule 이행 캠페인과 더불어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전 
근로자로 확대하여 경영 활동 간 전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안전제일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안전수칙 TOP 7
건설부문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관련 특별안전수칙 TOP 7을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중대재해와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 유형의 위험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高위험작업과 그룹 중
점관리 항목인 화재예방을 포함하여 ‘특별안전수칙 TOP 7’을 선정하였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등을 통한 홍
보 및 관리감독자, 전 근로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위반사항 이력관리 및 협력회사 안전 평가 시 위반 
내역 반영 등을 통해 전 근로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예방 활동과 더불어 당사 고유의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물류차량 안전운전 관리
물류부문은 차량 안전장치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차량의 사고 예방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의 후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감시 카메라 설치 외에도 국
내 물류회사 최초로 화물차량과 택배차량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하였습니다. ADAS에는 
전방추돌 경보기능 및 차선이탈 경보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원의 부주의에 따른 졸음운전
과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통합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관
제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 통신망(WCDMA)을 통해 차량 위치, 경로, 운송 중인 화물 상태, 연료 소모량, 속도 
등 차량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디지털 운행기록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관련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지시, 화물 정보, 상하차 지역지도, 공지사항, 인
근 교통사고 정보, 안전운행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안전수칙 TOP 7  

유형 안전수칙
고소작업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건설장비 작업계획 수립 및 제원 확인
화기작업 불티비산방지 및 인화성물질 격리
가설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확인

유형 안전수칙
가시설물 설치계획과 시공상태 일치 확인
양중작업 승인된 줄걸이 도구 사용
밀폐공간작업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택배SM 교통안전 인식개선 교육

Safety Golden Rule 9대 항목

2017.  12.  21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태

CJ대한통운
Safety Golden Rule

씨제이대한통운은 Global Top 수준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장 內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 및 모든 출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본수칙 (Safety Golden Rule)을 제정하여 선포합니다.

사업장 일일
안전패트롤 시행 철저

사업장
정리정돈 시행 철저

작업시작前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제거

안전환경 교육훈련
적극 참여

유해위험장소 및 
장비 작업 時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보행자 
통행로 外 무단통행 금지

차량운행 時
전방주시 및 양보운전 철저

지정된 흡연장소 外
모든장소 금연 실시

사고발생 時 대응프로세스 준수
[RM 보고체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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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지원
물류부문은 매년 임직원과 협력사의 산업재해 리스트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산업, 소방)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안전보건 관리
CJ대한통운 물류부문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발굴‧대응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 안전경영팀과 협력하여 각 국가 별 사업장 안전진단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도출된 예상 리스크 및 개선방안은 한국을 포함한 국가 별 사업장에 공유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
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업환경 개선 활동

택배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해 온 1,227억 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투자 외에 전사 안전환
경 개선을 목표로 2020년까지 6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장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기, 시
설물, 컨베이어 외에 소방, 인프라 등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선활동을 지속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을 위해 투자에 집중하였으며, 각 사업장 별 운영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TOP Risk 개선을 위하여 사내 안전관리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전사 SHE 안전관리 
기준 21개 과제의 제‧개정으로 기존 39건의 표준서를 53건으로 확대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표준 매뉴
얼을 현장에 공유하여 향후 사업장 진단 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택배 안전환경팀 신설

CJ대한통운은 택배부문 안전보건체계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조직인 본사 안전환경팀 외 
택배부문 자체 안전환경 전담부서를 2018년에 신설하였습니다. 택배 안전환경팀은 택배 터미널 (Hub/
Sub)의 구조적 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안전혁신학교 운영,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으로 全 구성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환경관리체계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상
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택배 안전환경팀은 택배부문 구성원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점
검을 강화하여 택배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사업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 개선 활동Business 
Case 

SHE Pre-Questionnaire 표준화 구축
물류부문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 확대와 체계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국제표준운영체계인 ISO 
45001을 기반으로 SHE Pre-Questionnaire 표준화를 통해 현장 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방
침, 보건관리, 안전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 비상대응 체계 등 총 11개 항목, 17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 SHE 
Pre-Questionnaire는 대외 안전평가기준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 니즈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작업장 클린데이
건설부문은 매주 1회 작업장 클린데이를 진행하여 현장 정리정돈 및 사업장 내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은 협력사의 유해화학물질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
사, 외부 전문기관, 전문 컨설팅사와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협력사 간 안
전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협력사 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협력사의 안전운송관리 매뉴얼 및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협력사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체계가 전체 협력사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산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체계

파트너십 구축 CJ대한통운-협력사 간 파트너십 구축
• CJ대한통운-협력사 간 파트너십 협약체결
• CJ대한통운 내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전략 수립

협력사 관리체계
구축

협력사 관리체계 고도화 반영
• 협력사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절차 개발
• 유해/독성물질 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협력사 평가 및 관리체계 내 반영

협력사 안전운송
관리지원

협력사 역량 강화
• 협력사, 운송조합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해화학물질 운송기반구축 관련 지원안 마련
• 사고대응, 안전관리 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동영상, 책자, 차량용품 등)

성과 확산 활동 비참여 협력사 확산방안 마련
• 우수사례 발굴/보급/확산
• 협력사 교육자료 및 지원 프로그램 보급

 



3534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8-2019

이슈의 중요성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외
부의 간접 배출 관리 강화가 이슈화 되면서 물류 및 배송 차원의 환경 
영향 감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은 CJ대한통운
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필수적입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친환경 
물류를 중대 이슈로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중요 이슈 맵

CJ대한통운의 활동

￭ 환경경영 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환경적 영향 감소

향후 계획 및 목표

￭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
￭ 친환경 기반의 사업환경 조성

이슈 선정 배경

CJ대한통운의 대응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환경경영 체계
CJ대한통운 물류부문은 글로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과제들을 수행하
고, 잠재적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설계, 시공, 사업관리 및 서비스 등 건설업 전 부문에서 건설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
고,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오염인자 관리 등 환경친화적 사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담당 임원, 본사 안전환경팀, 사업장 별 환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의 환경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CJ대한통운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은 1999년 인천지사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이후 2010년 전사로 인증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건설부문은 2001년 국내외 토목, 건축, 주택, 전기, 산업·환경설비,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및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 활동의 일환으로 각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자체 점검을 위한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의 환경경영 
시스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업장의 잠재적 환경 리스크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Vision 글로벌 TOP 수준의 녹색경영 실현

환경 리스크 사전 제거  미래의 지속가능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Mission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적응

환경 리스크 
최소화

 글로벌 환경관리 
표준화Role

건설부문 ISO14001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환경

비
즈
니
스
 영
향
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물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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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본사 및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취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으로 자동산정하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1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상쇄 활동
CJ대한통운은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폐도로 및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부
터는 강서한강공원 탄소상쇄숲 조성행사를 시행하여 녹지를 이용한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택배 등 사업활동에 전기 동력의 배송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친환경 전동 카트를 공동개발 
및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량 절감 활동
CJ대한통운의 에너지 사용은 물류 배송 활동 및 건물 에너지 사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류 배송 측면의 에
너지 절감을 위해 엔진 공회전 등 에너지 과소비 운전습관을 개선하고자 Eco-Driving 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류 효율화 달성 및 공차율 감소를 통한 에너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실내 조명
을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신규 설치 및 교체하고, 물류센터 옥상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
양한 감축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자원관리 
물류부문은 사업운영 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자동관수에 의존하는 일반 리조트들과 달
리 핸드워터링(Hand Watering)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용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전 골프장을 대상으로 저유량변기 및 물탱크 저장 압축기를 도입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기
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이용한 용수사용량 감축을 위해 2018년에는 총 63톤의 흙탕물을 여과하여 
재사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자원고갈의 예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겠습니다. 

친환경 물류 및 건설 실현

녹색 물류 확대
물류부문은 물류 운송 최적화를 통한 녹색물류의 실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하여 운행
경로 최적화, 통합 배차 및 복화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형 물류플랫폼
인 헬로(HELLO)는 업계 최초로 ‘지능형 능동 일치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화물 차주와 화물주를 빠르게 연결
하여 물류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 인프라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제주도에 전기화물차 시범 도입을 통해 친환
경 차량의 활용가능성을 연구해왔으며, 1톤 전기 트럭 상용화 시기를 고려하여 차량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녹색물류 선도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화율 : 편도 운송을 한 후 귀로에 복화운송을 어느정도 수행하는지 나타내는 비율

지속가능한 골프장 인증 획득
건설부문의 골프클럽 해슬리는 2014년 영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증 기관인 GEO로부터 ‘지속가
능한 골프장’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클럽나인브릿지는 2019년 GEO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GEO(Golf Environment Organization)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골프 시설의 지속가
능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권위 있는 친환경 골프장 인증기관 입니다. GEO의 친환경 골
프장 인증 시 평가항목은 자연(Nature), 자원(Resources), 커뮤니티(Community)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
집니다. GEO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총 2차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GEO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인증 획득 이후에도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GEO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천연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지형을 살린 코스를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매년 봄 코스 내 폰드에 우렁이를 방생하여 녹조현상을 완화하고, 가물치를 방생하여 날파리 및 모기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여주 해슬리 나인브릿지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멸종
위기종 2급인 말똥가리, 황조롱이, 작은옴개구리를 포함하여 총 6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환
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
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환경오염인자를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 저감과 환경오염원
의 배출 억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단순히 대응하기보다 
기업시민으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해온 노력들이 성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전 조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 녹색경영대상 환경부장관 표창Business 
Case 

환경 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7 2018 2019. 6월
환경보호 투자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백만 원 28 4,809 1,747

온실가스 배출	
(검증질의서 참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2eq 202,671 216,667 106,567 
	 Scope1 배출량 tCO2eq 137,978 125,319 63,245 
	 Scope2 배출량 tCO2eq 64,693 91,348 43,322 
원단위 배출량 tCO2eq/억 원 3.90 3.50 3.30 
온실가스 저감 실적 tCO2eq -34,057 -6,048 -14,519 

에너지 사용 에너지 총 사용량 TJ 3,273 3,842 1,904
	 전기 사용량 TJ 1,333 2,031 927
	 연료 사용량 TJ 1,958 1,811 977
원단위 사용량 TJ/억 원 0.06 0.09 0.1
에너지 저감 실적 TJ -143 -20 -140

용수 사용 용수 총 사용량 ton 11,654 500,291 229,104
폐수 및	
폐기물 배출

폐수 총 배출량 ton 11,654 49,154 47,721
폐기물 총 배출량 ton 133 119,175 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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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FUNDAMENTALS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시민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
45
48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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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재 확보

인재채용 정책
CJ대한통운의 인사 정책은 CJ그룹의 인사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창립이념인 ‘인재제일’의 
철학 하에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여 글로벌 Top-Tier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J(Junior)트랙, G(Global)트랙, 지역 인재 공채 등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채용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신입사원 육성
CJ대한통운은 모든 신입사원이 각 영역(물류, 건설, 부동산, 리조트) 별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신입사원은 입문교육, 사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현장교육 및 입사 1년 뒤의 비전 설계 캠프로 구성
된 4단계 교육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당사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직무 역량 강화 교육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컨설턴트 및 엔지니어 육성을 위하여 Level 4에서는 4단계 과정 (SCM 컨설
턴트-Basic-Advanced-Master)의 SCM 컨설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 또한 건설 엔지니
어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자 육성 프로그램인 ‘Global 
Expert(GE)’는 전략국가로 파견할 주재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으로 우수한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
해 운영되고 있습니다.‘Global Expatriate Pool(GEP)’을 통해서도 해외파견 후보자 Pool을 사전에 구축하여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스스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Global Knock, Global Voyage, Global Insight Program 
등 다양한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현황

구분 단위 인원
총 신규 채용 인원 명 449 
고용 형태별 정규직  359 

비정규직  90 
연령별 ~30세  314 

30세~50세  126 
50세~  9 

성별 남성  355 
여성  94 

(2019.6월기준)

미래 물류 인재 확보-
‘주니어트랙(Junior Track)’ 

CJ대한통운은 주니어트랙(Junior Track, 이하 
J트랙)을 통해 미래 물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
재를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협약
을 맺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우수 인력을 선발
하여 인턴십 및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에게는 재학 기간 동
안 물류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며, 인턴십을 통한 실무 경험 후 마지막으
로 진행되는 입문교육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됩니다.

글로벌 인재 확보-
‘글로벌트랙(Global Track)’

CJ대한통운은 2011년부터 물류 특성화 대학교 
및 외국어 특성화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글
로벌트랙(Global-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재학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인턴 과정을 통해 해외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실
무 경험의 기회를 경험하고 물류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기 우수 인
재로 선발된 대학생에게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
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지역인재 공개채용

CJ대한통운은 2018년 도입한 ‘지역인재 공개채
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
다. ‘지역인재 공개채용’은 전국각지에서 해당지
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직무와 
모집 대상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회사 모두의 니즈를 충족하고 윈-윈 하도록 지원 
시 사업장 및 직무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였습
니다.

열린 인재채용Business 
Case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GE (Global Expert)

• 	M&A, 신규거점 설립 등 사업확장에 대비한 전략 국
가 주재원 후보군 사전 육성 프로그램

• 	GE프로그램을 통한 우수한 예비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GEP (Global Expatriate Pool)

•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파견 후보자 Pool 육성 및 관리

해외 파견자
육성 프로그램

Global Knock

• 	글로벌 연수를 희망하는 구성원 
스스로가 설계하는 글로벌 프로
그램

    - 	어학연수, 글로벌 직무 교육‧
체험 등을 위한 무급 휴직 제도
(근속 인정)

• 	5년 이상 근속자 및                   
어학 Level 2 이상 보유자 대상

Global Voyage

• 	글로벌 주요 진출 국가 중심,      
3박 4일 일정의 해외 사업장 체험 
프로그램

• 	신임 리더 승진자 전원 대상

Global Insight Program

• 	해외출장과 연계하여 Global 
business insight 획득 및 확장
을 위한 Program 운영

  (	선진사 벤치마킹, 인적네트워킹, 
시장조사 등)

• 해외 출장 전 임직원 대상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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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 활동
조직 공감대 강화 
CJ대한통운은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CEO 정기 현장방문 및 구성원 간담회를 진행하여 CEO와 구성원의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찾아가는 변화혁신 워크샵’을 통하여 조직력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
일에는 '사내방송 CKN'을 통해 변화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현장 직원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려라 황금마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택배지사 및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CON Leader
CJ대한통운은 각각 혁신(Innov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성과창출(Outcome), 조직활성화
(Encouragement)를 의미하는 ‘ICON Leader’제도를 운영하며 조직문화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각 조직 별로 선발되는 ICON Leader는 매월 선정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조직별 변화혁신 활동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변화혁신 Camp 및 Forum
조직 내 여성, 주니어 등 다양한 계층의 역량개발 및 동기부여를 위해 ‘변화혁신 CAM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역량개발 및 동기 부여를 위해 경력개발 코칭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리더급 임직원을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변화혁신 
Foru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세대 간 이해 등 분기별 다양한 콘텐츠 공유
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사내 동호회 활성화 지원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의 증가를 위하여 사내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
준 139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 활동 동호회에 대해 시상을 진행하여 동호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제3회 CJ대한통운 동호회 FESTIVAL’을 시행하여 부문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심리상담(休 클리닉센터) 및 고충처리제도(통통통: 通+통+Tong)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인권보호 및 고
충처리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 고민부터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休 클리닉센터’는 
외부 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통통통’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상담 접수가 들어오
면 7일 이내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성과평가 및 보상

직무 중심 성과평가
성과주의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임직원들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가치와 성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위하여 목표설정-중간점검-성과평가의 3단계로 구성된 PMDS(Performance 
Management & Develop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코칭을 통하여 조
직의 성과 달성과 개인의 역량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기반 보상
CJ대한통운은 공정한 성과평가 기반의 투명한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성별
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등급별 임금을 기반으로 5개의 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 시 단기적인 업무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업무 진행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

조직문화 혁신 전략
WBC 2030 달성 경영전략 실행을 뒷받침하는 성과창출형 조직문화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
년 그룹문화진단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 변화혁신 4대 전략방향 및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새로이 수립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변화혁신 전략방향  

계층별 맞춤형 
Care Service 실행

인격적 존중과 배려 
우선의 사내문화 구축

사각지대 없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수립 및 실행

상호 존중, 
배려하는 
문화구축

권위적, 비효율적 
회의‧보고문화 탈피

‘자유롭고 쓸모 있는
회의’로의 탈바꿈

효율적 회의‧
보고문화

정체성 확립

해외 법인별 맞춤형 
조직문화 전략 수립/실행

New Family사에 대한 
안정적 조직문화 기반 
구축

글로벌 변화혁신
역량 전파

미션/비전에 
대한 구성원 
공감대 강화

사업 방향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구성원 
공감대 확산

회사와 구성원 동반 
성장을 통한 프라이드 
강화

2019년 전략방향

9대 중점 추진 과제

달려라 황금마차

ICON Leader

변화혁신 Camp 및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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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휴식문화 조성
계획형 연중휴가 제도인 ‘休브릿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연 2회 5일 이상의 휴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연간 징검다리 및 연결 전후 휴일을 활용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연간 휴가 스케줄의 수립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시간 단위로 사용가능한 시간단위 휴가제와 퇴근 이후 또는 휴일 시간
에 SNS를 활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는 Mobile-Off 캠페인 강화를 통해 임직원이 최대한 휴식할 수 있는 문
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제도 확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사내 가정친화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
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장직 맞춤형 휴가제도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휴가제도인 ‘가야지’를 신설하는 등 직원 복지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야지’제도는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로, 건설현
장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 시 120점의 마일리지와 유급휴가 3일 및 여행비용 
150만 원 지원 등을 통해 사내 가정 친화 문화의 확산 및 현장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운영
CJ대한통운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적인 노
사협의회와 더불어 임시협의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 안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계획,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상정되고 있습니다.

협력사 관리

협력사 관리 체계
CJ대한통운은 CJ 상생철학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협력사 지원 등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협력사와는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및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물류부문은 ‘공정거래 상생협약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
니다. 신규 협력사 선정은 연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신용평가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모집 후 협
력사 종합평가표에 의거한 최종 평가·심사를 진행하여 신규 협력사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시공 
및 기술 역량, 재무 안정성, 신용 평가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안전 및 상호협력 교육 등의 지속가능경영 항목
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거래 관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물류부문은 신규 및 기존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재무 측면(기술, 품질, 가격 등)과 지속가능성 측면(안전, 준
법 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연 2회 정기 협력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일정기간 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사
로, 현장평가와 본사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시공능력과 현장관리능력을 평가하며, 
본사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시공역량과 더불어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협력사에게는 포상, 입찰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보증보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결과

구 분 상정안건 합의건 합의율
2018 2019 2018 2019

사측 6 4 6 4 100%
조합측 5 4 5 4 100%
소계 11 8 11 8 100%

 (2018년~ 2019년 9월 기준)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제도

구 분 상세
자녀입학 돌봄 휴가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1회 분할 사용 가능한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2주 유급 휴가 사용 가능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 본인이 필요한 시기 지정하여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 생후 3개월 내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긴급 자료돌봄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 일시적 긴급한 육아이슈 발생 시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1개월 한도 내 사용 가능)
난임 지원 휴가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7일 유급휴가 부여
임신 휴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무급 휴직제도 사용 가능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2019 0751

씨제이대한통운(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서소문동)

2019.12.01~2022.11.30

2019 12 13

파트너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Process Map

신규
협력업체

신규거래
요청

등록신청서
및 등록제출
서류 제시

잠재 협력업체
Pool 관리

신규협력업체
등록 평가

선정업체
거래시행

기존
협력업체

신규협력업체
Pool관리

기존협력업체
평가

선정업체
거래유지

1년 이상 계속 거래 시

복리후생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 부여
를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J 
Members Card, 카페테리아 포인트, 경조사 지원, 자
녀 학자금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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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협력사 소통 강화
CJ대한통운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고충 및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확인
된 제보는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결과와 관련하여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ACTIVITY DAY, 분과별 협력사 간담회 등 협력사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품질안전, 
동향, 건의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협력사 시상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강
화해 나가고자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CJ 
Partners Day’를 2018년부터 정례화하였습니다. CJ 
Partners Day는 우수협력사 시상식으로서, 건설부
문은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공품질, 안전경
영, 기술개발 등을 평가하여 우수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개최된 행사에서는 2018년 650여 개 업체 평가 결과 선정된 15개 우수협력사를 시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2019년 건설부문의 공종별 정규 등록사로 선정된 44개 사에 대한 등록증 수여와 무재해 달성을 위한 
결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협력사 금융 및 기술 지원
물류부문은 2012년부터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중소협력사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0억 원의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을 통해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와 동시에 재무
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협력사 자녀 학자금 지원과 경
조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은 협력사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협력사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PC(Precast Concrete) 건식화 공법을 특허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협력사 교육 지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건설직무,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의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82명(하반기)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택배 협력사원 복리후생 지원
CJ대한통운은 택배 협력사원 대상의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협력사원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통해 전국 택배 지사 및 집배점 협력사원이 편하게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조
사 발생시 경조금 및 기타 현물 등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생일 선물 및 명절 선물세트 제공,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축하물품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확대

택배분류 장비 ‘휠소터’ 공동개발
CJ대한통운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화물 분류장비인 ‘휠소터’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장비는 전국 택
배사업장에 배치되어 사업 효율 향상 및 택배기사 업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사업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스타트업 물류 안정화 및 확대 협력
CJ대한통운은 그동안 쌓아온 식품‧유통 고객사들의 물류수행 노하우와 콜드체인 물류 전문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수제맥주 스타트업과 새롭
게 협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차량(저온보관 및 운송 가능)과 배송 노하우를 활영하여 스타
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챌린지 리그 개최
CJ대한통운은 ‘CJ대한통운 스타트업 챌린지 리그’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스
타트업 챌린지 리그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증강현실(AR), 이미지 인식(Vision)에서 뛰어난 기술
력을 가진 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물류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수
상팀에 대해 공동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홍보‧
마케팅 기회,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스타트업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상생의 생태계 활성화에 기
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CJ Partners Day

택배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종사자들(多)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따뜻한
(溫) 산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 프로젝트를 도입하였습니
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택배산업 핵심 5주체인 CJ대한통운, 택배기
사, 집배점, 택배회사 및 택배터미널 간 수송차량을 공급하는 간선사, 지역
별 상하차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사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
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국내 택배시장 관련 트렌드 및 작
업환경 개선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기금을 출연해 ‘올해의 택배인 대상’ 제도를 신설하여, 1
억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택배인 선정은 택배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핵심 5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의로
운 활동을 펼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혁신한 사례 
등 따뜻한 택배 서비스 구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택배산업 핵심 5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계획입니다.

택배온다(溫多) 
프로젝트

Busin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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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추진 체계

CJ대한통운은 CSV 경영의 체계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CSV 중장기 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습니다. 글
로벌 CSV 대표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창출-실버택배
CJ대한통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빈곤 문제 해소와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실버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 CSV 사업인 실버택배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배송
원이 친환경 전동카트를 이용해 인근지역에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회사의 
배송 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2019년까지 현재 약 1,4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성장 기반 조성- 노인생산품물류센터
CJ대한통운은 전국 노인생산품의 물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노인생산품물류센터’를 
2018년 1월 국내 최초로 오픈하였습니다. ‘노인생산품물류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노인일자리 성장 기
반 조성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사는 물류 전문 인력 배치, 창고 이용료 감면 및 택배비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니어가 생산한 상품 
판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발달장애인 택배
CJ대한통운은 CSV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택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택배는 
실버택배와 유사한 형태로, 택배차량이 일자리센터에 마련된 거점까지 물건을 싣고 오면 배송원들이 맡은 
구역별로 상자를 분리, 목적지까지 택배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
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공항 이용객 캐리어 당일 배송 서비스
CJ대한통운은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2019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여행객 여행가방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보다 편
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숙소와 공항으로 짐을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
업 및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당사는 인천국제공항 내 24시간 수하물 보관소 등 물류 인
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여행객의 편의 향상과 동시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CJ대한통운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내 인근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어린
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법규준수 캠페인
의 수행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아동 교통사고 발생률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의 빗길 보행 안전을 위해 제작된 빛반사 가방고리 지급 및 투명 안전우산 등을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
린이들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치안·범죄예방 지원
CJ대한통운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택배 인프라 및 택배 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을 확보하는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으로 18,000여 명의 택배 기사들은 지역 안전요원
의 역할을 담당하며 배달 중 배달지 이상징후 신고를 통한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은 그룹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CJ대한통운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단열설비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역노인종합복지관 연계 지원
CJ대한통운 임직원들과 지역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장보기 봉사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및 ‘사랑의 김장김
치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1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 

CSV 중장기 전략체계도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지원 확대

・환경보호 인식제고
・친환경 사회공헌 확대

・소외아동 교육지원
・소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지역상생 필(必)환경 인재양성

지역사회 가치창출 녹색물류 실천 꿈키움 교육기부

추진목표

핵심가치

추진방향

주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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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아동 지원
소아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학습을 위한 교재로 사용될 ‘컬러링북’ 100권과 CJ대한통운 임직원들의 
헌혈증 500여장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성탄절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타 클로스 
복장으로 택배를 배달하는 ‘산타 택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웃음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CJ대한
통운은 지역사회 아동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CJ대한통운은 경기도 광주시 '행복나눔센터'와 협력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만성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해 겨울철 한파에 대
비한 단열재 보강, LED 전등 설치, 도배-싱크대 교체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必)환경 선도

미세먼지 환경개선을 위한 UN SDGs 특별 캠페인 협약
CJ대한통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환경개선을 
위한 UN SDGs 특별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캠페인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제고 및 참
여 유도를 위해 택배송장 내 캠페인 지지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디아모스 공기정화액자 제작
CJ대한통운은 천연이끼인 ‘스칸디아모스’로 공기정화액자를 제작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천연이끼 스칸디아모스와 버
려진 목재를 재활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드는 ‘스칸디아모스 공기정화액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
다. 당사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공기정화액자’는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지원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모두 기부되어 그 의미를 더 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임직원들의 환경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
을 발굴하여 자연과 인류 공존을 위한 환경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목활동
CJ대한통운 물류부문은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을 위하여 매년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희망나
눔 숲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장애인, 시민봉사자 등 총 600명은 장애
인들이 직접 기른 포플러나무 묘목 1,000그루를 한강공원 일대에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200kg의 이산화탄소 및 135.3kg의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서울 잠실한강생태공원 내 식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와 함께 
진행한 활동을 통해 조팝나무 1,800주 가량을 심었으며, 이 외에도 본사 인근의 거리청소와 생태천 가꾸기 
등 환경개선 활동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과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소외아동‧청소년 지원

CJ대한통운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걸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공헌활동 ‘꿈키움원정대’
지역아동센터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당사가 지원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와 연계한 ‘슈퍼레이스 꿈키움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꿈키움원정대'는 모터스포츠 관람 및 다양한 문화체험프
로그램 지속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외아동 · 청소년 자립지원 
CJ대한통운은 지역 내 소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CJ도너스캠프 정기기부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소외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으며, CJ 주요 사업군과 연계한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취업 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성화 지원

모터 스포츠 후원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타이틀 후원
CJ대한통운은 2016년부터 국내 최대 자동차 경주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타이틀 스폰서 자격으로 
참여하며,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찾은 
총 관중은 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6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CJ Logistics Racing Team을 체계적으
로 후원하며 차세대 레이싱 선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골프 후원
골프 유망주 후원
골프 유망주 발굴을 후원 철학으로 삼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골프 꿈나무를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PGA투어 ‘THE PLAYERS Championship’ 최연소 우승자 김시우 선수를 포함하여, 아시아인 최
초의 PGA투어 신인상 수상자인 임성재 등 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골프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THE CJ CUP @ NINE BRIDGES 후원
대한민국 유일한 PGA투어 정규대회인 ‘THE CJ CUP @ NINE BRIDGES’ 후원을 통해 한국 골프 산업 활성
화와 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CJ대한통운만의 특별한 B2B Sales 
Tool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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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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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국내 No.1을 넘어 전 세계로 CJ대한통운만의 
새로운 물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종합물류기업으로서 
글로벌 물류혁신과 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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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Business Highlights
CJ대한통운, DSC Logistics 인수
2018년 CJ대한통운은 DSC로지스틱스를 인수하여 미국 물류시장 사업을 확
대하였습니다. 특히 DSC로지스틱스는 식품, 소비재(CPG) 산업에 특화된 물
류 기업으로서 미국 전역에 5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다국적 식품 및 소비재 제조업체, 의료 제품 유통업체들에게 보관, 하역, 
배송 등의 서비스와 장거리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물류컨
설팅 역량과 IT개발 능력을 보유하여 주요 고객들 중 10년 이상 장기 고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SC가 보
유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및 사업적 강점과 CJ대한통운의 운영 노하우, 첨
단 물류 기술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J대
한통운은 이러한 시너지 창출을 바탕으로 미국 주요물류 시장으로 비중을 확
대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북남미 지역 내 종합물류기업 선도그룹으
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Certifications 
DSC로지스틱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으며, ISO 9001 : 2015 표준을 통해 이를 인증 받고 있습니다. 버
지니아주에 위치한 Colonial Heights 물류 센터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Greensboro 물류센터가 ANSI-ASQ 국가 인증 위원회의 인가 회원인 Preferred 
Registrar Group으로부터 해당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USA

 

사명 DSC LOGISTICS
설립 1960년 7월
본사 미국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
사업내용 미국 식품/CPG 위주 WM/TM 수행 

 

American Institute of 
Baking (AIB) Certified

모든 필수 식품 등급에서 DSC로지스틱스는 AIB 인증을 받았습
니다.

American Standards 
Institute (ASI) Certified

모든 필수 식품 등급에서 DSC로지스틱스는 ASI 인증을 받았습
니다.

SmartWay 
Transport Partner

SmartWay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화물업계의 혁신적인 협
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
소, 에너지 보안 개선 등을 목표로 합니다. DSC로지스틱스는 물
류 제공업체 및 운송업체 파트너 두 가지 영역에서 인증을 받았
습니다.

Partner with HazMat 
Certified Carriers

HazMat Certified Carriers 파트너십을 통해 DSC는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관리를 승인받았습니다.

환경·안전 성과
Ocean Plastics Leadership 서밋 참여
DSC로지스틱스의 자문위원회 의장인 Ann Drake는 “해양의 공급망 협업, 
Ocean Plastics Leadership Summit”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Summit에는 
석유화학 생산업체, 플라스틱 포장업체, 소비자 포장재, 물류업체 등 공급망 각 
분야의 플라스틱 업계 임원과 NGO, 미디어 및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개인이 참
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해양 플라스틱 위기의 실상을 체험하고 전체 밸류체인
의 참여를 기반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Greensboro 물류센터, 10년 무사고 기록
DSC로지스틱스의 Greensboro 물류센터는 10년 동안 무사고 성과를 기록했습
니다. 이번 성과는 DSC 물류센터 중 임직원의 무사고 기간이 가장 길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DSC로지스틱스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안
전이 제일이라는 전사적 공감 하에 안전책임문화를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인 AI 기술 기반의 작업장 안전 강화 
DSC로지스틱스는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지도를 위한 도구 개발을 목표로 
Onetrack.AI와 협력하여 AI기반의 사업장 안전관리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지게차에 장착된 카메라는 비디오 및 관련 정보를 운영 책
임자에게 전송하여 안전규칙 및 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통
해 안전규칙의 미준수 사례 및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의 적용으로 사
용자가 자신의 작업 행동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사
업 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지게차 차량
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재고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다 효율적 경로 결정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Summer of Safety 프로그램
DSC로지스틱스는 안전 성과를 위하여, 직원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Summer of Safety’ 프
로그램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여름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
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SHA 기록물과 TIR 총계를 기
록적으로 낮출 수 있었으며, 또한 내부 안전 감사로서 각 현장에서는 전체 건물에 
대한 검토회 및 월간 안전보안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
글로벌 여성 리더십 강화 지원
CJ대한통운과 DSC로지스틱스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 된 2019년 어썸 심포지
움에 스폰서로 참여하여 미국 물류업계 여성리더들과 함께 여성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일곱번째로 개최 된 어썸심포지움
은 물류, SCM 관련 업계, 학계 여성리더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9년
에는 스타벅스 CEO 로즈 브루어와 전 우주비행사인 캐디 콜맨을 비롯하여 마이
크로소프트, 인텔, 월마트, 힐튼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세군 ‘Angel Tree’ 프로그램 지원
DSC로지스틱스 임직원들은 명절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들을 돕기 위해 구세군의 ‘Angel Tre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
은 데스 플레인즈에 위치한 DSC로지스틱스 본사에서 지역 아이들의 선물 소원
을 나타내는 엔젤트리의 엔젤 태그를 통해 선물과 상품권을 기부합니다.

구세군 데스블레인 지부는 지역 어린이, 청소년 및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수
천 개의 장난감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DSC로지스틱스 임직원들은 매년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세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CIL 경영개발 프로그램
DSC Successful Careers in Logistics (SCIL) 프로그램은 미래의 리더 개발에 초
점을 맞춘 DSC 로지스틱스의 경영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SCIL 참가자들은 12개
월에 걸쳐 직무 순환,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공급망 관리의 주요한 부
분을 배우고, DSC로지스틱스의 비즈니스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받습니다. 

경력이 많은 DSC로지스틱스 임직원들은 참가자들에게 개인적 혹은 경력 개발 
조언을 통해 우수한 성과 기준을 충족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SCIL 졸업생들
은 일반적으로 운영업무 혹은 기타 업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에, DSC로지스틱스는 본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이 회사에서 뛰어
난 성과를 내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DA Compliant

DSC로지스틱스는 식품, 의료 및 소비자 제품에 대한 cGMP/cGDP 
인증 유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 공공 안전 및 생물 테러 
준비 및 대응법 및 49 CFR 위험 물질 규정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VAWD® Accreditation

DSC로지스틱스는 미국 약국 이사회(NABP)로부터 건강관리 제품, 
의료기기 및 약품 취급 물류 센터로써 VAWD®(검증된 도매 유통업
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은 강도높은 기준의 법규 준수 검토, 
라이센스 검증, 백그라운드 점검 및 심층적인 현장 검사 등을 거쳐 획
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VAWD® 프로그램은 유통 시설들이 안전
한 제품 유통과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보안 인력을 채용하고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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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CJ Rokin Logistics
설립 1997년
본사 중국 상하이
사업내용 중국 Local W&D, 저온 물류 중심

 

사명 CJ Speedex Logistics
설립 2004년
본사 중국 광동성
사업내용 TCL 그룹 2PL, 현지W&D, 국제화물 운송

 

사명 CJ Smart Cargo
설립 2002년
본사 중국 칭다오
사업내용 프로젝트 물류 위주

환경·안전 성과
CJ Rokin 친환경물류
CJ Rokin은 정부 녹색 개발 전략에 따라 친환경물류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
습니다. 친환경물류 기술 및 장비 투자, 철도와 고속도로의 결합 수송 등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CJ Speedex는 정부의 녹색 개발 전략에 따라, 터미널 운송 부
문에서 750개의 신재생에너지 트럭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활동(1社1河)
‘1사 1하’ 환경보호활동은 CJ그룹의 사업진출지역에서 진행하는 장기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2015년부터 CJ그룹은 환경보호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중국의 공장 
부근에서 연 10회 정도의 하천 청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산
둥성 랴오청시와 랴오닝성 선양시이며 활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
니다. 이 밖에도 각 사업장에서 중국품질감독국과 환경보호기관에서 정한 배출
물 허가증 발급 표준 규정을 엄수하여 세계적 환경보호기업에 걸맞은 업계 모범
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 안전 인증서 
CJ Rokin, CJ Speedex, CJ Smart Cargo는 환경 ·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사회적 성과
CJ대한통운은 중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그룹 및 주요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헌활동
CJ꿈키움교실 | 중국우호평화발전기금과 협력하여 ‘화해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멀티미디어 교실, 무료영화 관람, 장학금 지원, 한류스타-농민공 자녀가 함께하
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 농민공 자녀들이 집중된 학교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청소년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중 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 | 2014년 시작된 ‘한중 청년 꿈나눔 단편 영화제’는 
영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취지로, 중국 영화사업 창작 생태환경 이념을 구축하
고, 미래의 한중 청년 영화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한중 양
국간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공익 성격의 영화제로 한중 양국 영화계 문화 교류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토의 작업실 | ‘토토의 작업실’은 단기 이론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의 꿈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만든 ‘영화 제작 여름캠프’ 입니다. 2008년 첫 프로
그램을 시행한 이후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지속 확대하
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CJ Rokin 임직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상하이 내 위치한 장애아동복지기
관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일, 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CJ Foodville 아카데미는 연구개발과 실무교육을 합친 외식 전문 교육 아카데미 
입니다. 로스팅, 외식 식음료 등 관련 커리큘럼 교육을 통해 제빵사를 육성하고 
제빵제조 기술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에게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사회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취업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
통운은 그룹 차원의 공헌활동에도 지속 동참 뿐 아니라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지
속 발굴하여 중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Rokin,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공식 식품운송업체 선정
CJ대한통운은 중국 물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물류 인프라와 네
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CJ Smart Cargo를 시작으로 CJ 
Speedex, CJ Rokin이 CJ대한통운에 편입되어 중국 물류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선양에 축구장 14개 규
모의 물류센터를 개소하고 둥북 3성 지역 내 물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CJ Rokin이 중국 상무부, 상하이 시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세계
무역기구(WTO), UN산하기구 등이 후원하는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의 공식 
식품운송 공식 업체로 선정되어 완벽한 식품, 식자재 운송업무 수행을 통해 
차별화 된 콜드체인 물류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중국 냉동·냉장물류 
상위 100대 기업’ 2위 선정 

2019년 6월,  중국물류구매연합회
(CFLP), 세계콜드체인연맹(GCCA)의 공
동 주최로 양일간 열린 제 11회 세계콜드
체인서밋에서 ‘2018년 중국 냉동·냉장물
류 상위 100대 기업’ 2위에 선정되었습니
다. 본 행사는 물류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서 CJ Rokin은 100대 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되며 중국 뿐만 아니라 세
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9 중국 우수 
요식물류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2019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
국 급식공급체인망 서밋에서 ‘2019 중국 
우수 요식물류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는 CJ Rokin의 TES핵심
기술과 맞춤 공급망 서비스 솔루션을 통
해 요식물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점
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CJ Rokin ‘중국의약품물류 50대 기업’
4위 선정

2019년 4월, 중국물류구매연합회와 중
국의약품물류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제4
차 제약공급체인서밋에서 기업역량과 우
수한 서비스를 인정받아 ‘중국의약품물류 
50대 기업’ 에서 4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류자산보호협회(TAPA) 
화물운송보안 부문 인증

2018년 물류자산보호협회(TAPA)
의 화물운송보안(Trucking Security 
Requirements) 부문 인증을 획득하며 
세계적인 물류보안 수준을 가진 업체임
을 인증받았습니다.

친환경물류 주요성과

신에너지 차량 도입 100개 도시, 800대 차량
철도 교통 결합 80개 도시, 15개 철도
덤핑 트레일러 수송 20 routes and 150 트레일러
지능형 스케쥴링 수송거리 천 만km 감소
창고 자동화 종이박스 360만 개 절약
Transfer boxes 2,600개 박스
스트레치 필름-fixing band 1,800톤 절약
LED 조명 20 million KWh 절감

ISO 9001          
(Qingdao 
Co., Ltd)

ISO 
9001         
(Tianjin 
Co., Ltd)

ISO 9001     
(Shanghai 
Co., Ltd)

CJ Logistics
China

ISO 14001: 
환경관리
체계 인증

OHSAS 18001 : 
직업건강안전
관리체계 인증

CJ Rokin 
Logistics

ISO 14001: 
환경관리
체계 인증

OHSAS 18001 : 
직업건강안전
관리체계 인증

CJ Speedex 
Logistics

Award & Certification
CJ Rokin은 최고 권위의 수상 및 인증을 다수 획득하며 우수한 첨단 물류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 년 1월 CJ Speedex는 “GUANGDONG 
TOP BRAND”에 선정되었습니다. CJ Speedex는 화물 운송 서비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품질 관리 및 독립적인 브랜드 측면 
등 모든 분야에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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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CJ Darcl Logistics 
설립 1986년 12월 10일
본사 인도, Tilak Bazar, Hisar
사업내용 육상, 해상 운송 등 종합물류 

환경·안전 성과
CJ Darcl은 안전보건, 환경, 품질을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QMS, QH&S & EMS' 시스템에 기반하여 따라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헌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시스템과 기술을 토대로 'Zero Accident, 
No Harm to People and Environment'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03년부터 품질향상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CJ Darcl은 
2018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환경, 품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사업목표로 설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CJ Darcl은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사고 방지 최소화
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교육
146명의 운전자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법규 준수 및 상황 별 대응교
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운전자들의 안전주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
량 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의료건강검진 지원
CJ Darcl은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ata Steel Foundation과 협력하여 참여자들에게 건강검진 및 HIV검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고대응 모니터링 및 훈련
CJ Darcl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도로 사고를 최소화 하
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사고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
도로사고 분석 및 조사'를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여 사고 유형 및 대처방안에 대
해 교육하고, 각 지역 별 운전자들에게 주요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
CJ Darcl은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핵심 기업가치인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기반으로 기업 시민
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관
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 Darcl은 지역 의과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
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민을 위한 ‘외양간(Gaushala)’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무료 안과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운전자들 안
전운행 및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J Darcl은 2019년 4월 새롭게 수립한 CSR 정책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역사회
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Darcl Logistics, CJ대한통운 글로벌 공략의 축
CJ Darcl은 육상·철도·해상·중량물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철강·화학·산업재·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CJ Darcl은 특히 인도 수송 분야 1위, 종합 물류 3위의 물류 기업으로 델
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4개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총 210개 거점을 두
고 물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00여대의 차량과 장비를 운영하
며 인도 대륙을 가로지르는 컨테이너·소비재 철도운송과 트럭·철도 병행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접해있는 네팔·방글라데시 국경 간 운
송과 해상운송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촘촘한 물류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류 사업간의 시너지를 창출해, 동남아시아 전역
에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Awards
CJ Darcl은 사업성과와 공급망 리더십을 인정받아 다음과 같은 상을 수상하
였습니다. 

Vision & Mission   
Vision
“전체 물류 가치사슬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선적 자원
(resource) 파트너가 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고객에게 최적
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겠습
니다.“ 

Mission
-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 비용 효율적이고 완전한 배송을 통한 고객 만족 향상 

- IT를 통합한 적절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채택을 통해 비용 및 시간 효율성 달성 

- 	물류 가치사슬의 플랫폼으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물류 공간의        
추동력 제공 

- 사회공헌, 환경보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 

CJ Darcl은 2019년 4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CSR Policy)을 새롭
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지역사
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
혔습니다.

CSR Policy Corporate 
Values

Business 
Case 

Ethics and 
Commitments Transparency

Discipline Performance 
Driven CultureInnovation

Adherence to 
Health, Safety, 
Security and 
Environment 

(HSSE)

Contribution 
towa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2019년 기준

Large Truck Fleet Operator of 
the Year Award by Apollo-CV 

Awards 수상(2018)

INDIAN ACHIEVERS’ AWARD 
FOR BUSINESS EXCELLENCE

수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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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Business Highlights
CJ Gemadept은 설립 이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8년 미·중 관계의 긴장 상태 및 국내 환경정책의 변화는 수출입 
시장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유연한 사업전략을 바
탕으로, CJ Gemadept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CJ Gemadept은 최신형 ‘Green Pacific’ 선박 구입, 200-Teus S1 선박 출범, 
물류 창고와 냉장 시설 시스템 개선, 자동화 도입 및 전국 각지 물류창고 건설 
등 다양한 물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도
입하여 CJ Gemadept의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ward
CJ Gemadept은 사업성과와 공급망 리더십을 인정받아 다음과 같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VIETNAM

 

사명 CJ GMD Logistics, CJ GMD Shipping
설립 1990년
본사 베트남 호치민시
사업내용 육상, 해상운송 등 종합물류

 

환경·안전 성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는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CJ Gemadept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해항구, 항공 화물 터미널, 유통 센터 등 CJ Gemadept의 다양한 사업분야에
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환경 영향은 모두 엄격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
젝트는 환경 친화적이며, 공간 최적화 및 에너지 절약의 방식으로 설계 및 구축
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연료 절약
전력 및 용수 요구사항 준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최신 전기 장비
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전기 계량기 점검을 통한 전력 소비 제어 및 오작
동 방지, 5S 방법론에 대한 교육 과정 설치 등, 각 부서 직원들의 전기 절약 실천 
등 CJ Gemadept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료 및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시스템
CJ Gemadept은 빗물을 지하 저수지로 배수시켜 소방 및 예방 용수와 식물 용
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하수도 위생 및 준설 작업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
행하고 있습니다. CJ Gemadept은 관련 당국의 환경보호 및 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폐수 및 하수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및 산업 안전 시스템
CJ Gemadept은 산업안전, 항만운영, 해상항법, 소방 및 예방, 폐수 및 하수 처
리, 에너지 및 연료 절약 등에 대한 규정 준수와 감독을 위해 각 사업부의 제어 메
커니즘을 설정하였습니다. 

해상 환경 센터와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환경 매개변수를 연구, 측정 및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OSH) 측면에서도 각 부서
에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여 규정을 점검하고 월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건강검진 및 수요에 따른 OSH 교육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사회적 성과
CSR 추진방향
CJ Gemadept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대
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헌신을 위해 CSR 정책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발
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CJ Gemadept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
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 장
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지원을 통해 경제
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
고 있는 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 Gemadept은 자회사 및 계열사와 함께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근무환경 및 복지혜택
CJ Gemadept은 인적 자원을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합리적인 정책에 따라 형성된 회사 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개방
적이고 평등하며 전문적인 업무 환경에서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우 작업자들을 위한 작업 도구 및 보호 장비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으
며, 산업 안전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매년 건강 검진
과 유급 휴가 및 근무 시간에 따른 휴가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혜택, 승진, 보수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하고 투명하게 대우받고 있습니
다. 또한 3개월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CJ Gemadept의 직원들
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op 50 Best Listed Companies in Vietnam

2018 포브스 베트남 선정 
3년 연속 베트남 Top 50 기업

Top 500 Largest Enterprises in Vietnam

Vietnam Report, Vietnam Net 선정
베트남 Top 500 대기업

Top 50 Best Annual Reports 2016

호찌민증권거래소(HOSE), Securities 
Investment Newspaper, Dragon Capital 
Management Company 선정 
우수 연차보고서 Top 50 기업

Certificate of Merit for Extraordinary Achievement 

베트남 산업무역부 선정 
성취도 우수 기업 

Leading in Top 10 Reputable Transport 
and Logistics Companies in 2018

Vietnam Report, VietnamNet 선정
2018 운송 물류 회사 평판 Top 10 

Top 50 Enterprises having the most 
effective business

Nhịp cầu đầu tư Magazine and Thien 
Viet Securities JSC 선정
가장 효율적인 사업 부문 Top 50

Gemadept Dung Quat international 
port : outstanding enterprise of Quang 
ngai Province

Quang Ngai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선정
Quang Ngai 지방의 뛰어난 기업

Top 1000 Enterprises having the largest 
contribution of corporate income tax to 
national budget (V1000)

Vietnam Report, VietnamNet, Taxation 
Newspaper 선정
국가 예산에 대한 법인세 기여도 Top 1000 기업
성취도 우수 기업 

*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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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프로젝트 물류 사업
CJ대한통운은 2018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간 대형 물류사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판타이(Pantai) 해안에서 채취한 
사석 46만 톤을 2,300여km 떨어진 방글라데시 마타바리(Matarbari) 인근 지역
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로서,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용 항만의 부지조성공사
에 필요한 사석을 조달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CJ대한통운은 범아
시아 지역을 망라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륙 동서를 
횡단하는 컨테이너 · 소비재 철도운송 및 트럭 · 철도 병행 수소 서비스, 인근 국
가인 네팔 · 방글라데시 국경 간 운송과 해상운송도 운영 중입니다. CJ대한통운
은 초중량물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물류 경험을 기반으로 쌓은 아시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 물류 강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예정이
며 향후에는 동남아를 물론 전세계를 잇는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
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 터키 고대유적 ‘무해체 운송’ 성공
CJ대한통운의 중동지역 패밀리사인 CJ ICM은 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빠졌
던 터키 고대유적 23개의 운송을 2019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하산케이프
(Hasankeyf) 프로젝트’는 총 무게 12,063톤에 이르는 고대유적을 4.7km 떨어
진 문화공원으로 옮기기 위해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초저속 운송 과정에서는 무게중심을 맞추는 것은 물론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다양한 초중량물 프로젝트 물류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CJ대한통운과 CJ ICM
만의 각종 노하우가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
해, 유적을 통째로 뜯어 운송하는 ‘무해체 통운송’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중량물 
운송에 사용되는 특수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SPMT) 88대 이상을 동원하였습
니다. CJ ICM은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물류 1위 기업으로 프로젝트 물류를 연이
어 성공시켜 CJ그룹의 브랜드와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패밀리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에 걸
맞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763톤 플랜트 기자재 1.7만㎞ ‘물류 대장정’
CJ ICM은 CJ대한통운과 함께 출발하여 2018년 9월부터 약 6개월동안 진행했던 
물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763톤에 달하는 초중량 플랜트 기자재 
5개가 중국 장자강에서 우즈베키스탄 카르시까지 운송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중국 CJ Smart Cargo와 중동 CJ ICM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운송 거리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포함하여 총 17,656㎞에 달하였으며, 육상
운송의 경우 중량을 버티기 위해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 220축이 투입되었고, 장
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토목 공사를 병행하는 등의 특수한 기술적 역량과 
장비 및 노하우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운송 프로젝트는 CJ대한통운의 사업역량과 각 지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부각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 Top-Tier로 도약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역량이 튼튼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
니다.

말레이시아

중동2018-2019 Business Highlights

태국 택배사업 비전선포식
2018년 9월, CJ대한통운은 2020년 태국 택배 1위 도약을 위한 기반 확보를 
비전으로 삼고 현지 택배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
해 지역 네트워크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전국 지점을 주
요 도시 포함 200여 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택배기사 역시 4,300명까지 확
충해 배송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또한 한국 택배사업 운영으로 검증
된 택배 배송체계, 최신 물류 IT에 기반한 택배기사 전용 스마트폰 업무용 어
플리케이션, 배송추적 시스템 등 서비스 및 운영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
니다. 

최첨단 택배터미널 오픈
CJ대한통운은 2019년 10월 태국 최대 규모의 택배터미널인 ‘스마트 허브 방
나’의 오프닝 세리머니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허브 방나는 7만1,900㎡(2만
2,000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로서 한국의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olution) 기술을 접목한 CJ대한통운 택배의 최초 해외 거점입니
다. 태국 내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이커머스 고객사 물류센터
와도 인접해 있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ITS(Intelligent Terminal System, 정밀화물체적시스
템)을 통해 스캔된 정보 값을 기반으로 택배박스를 배송지역별로 자동 분류하
는 휠소터(Wheel Sorter)를 도입하여 분류시간을 단축하고 일일 최대 40만 
개의 물량을 분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태국

 

사명 CJ Century Logistics
설립 1970년
본사 말레이시아 Selangor
사업내용 육상, 해상 운송 등 종합물류 

 

사명 CJ Logistics Thailand
설립 1988년
본사 태국 Bangkok
사업내용 국제화물 운송, 컨테이너 하역장 

사업 등 종합물류 

 

사명 CJ ICM Logistics
설립 1998년
본사 UAE 두바이 Jebel Ali
사업내용 종합 프로젝트 물류

1970	 Century Logistics 설립
1988	 대한통운 말레이시아 법인 사업 개시
2006	 		CJ GLS가 싱가포르 물류기업 Accord를 인수,        

CJ그룹 편입
2008	 	말레이시아 물류기업 EC Freight Forwarding 인수
2016	 	말레이시아 물류기업 Century Logistics 인수

1998	 	국제화물 운송 사업으로 태국 법인 설립
2006	 	람차방 허브(Lamchabang logistics hub) 컨테이너 

하역장 사업 개시
2010	 	람차방 허브(Lamchabang logistics hub) 국경운송 

사업 개시
2011	 	방콕 허브(Bangkok logistics hub) W&D 사업 개시
2012	 	라오스 지점 설립, 국경 간 트럭운송 사업 시작
2012	 택배 CDC / RDC 전국망 확장
2019	 스마트 허브 방나 Open

2013	 UAE 두바이 법인 최초 설립
2014	 	UAE 최초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물류 수행 위해 아부다비 법인 설립
2016	 	AT센터 아부다비(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중앙물류 창고 수주
2017	 	IBRAKOM 인수(CIS No.1 프로젝트 물류기업) 후    

CJ ICM Logistics로 명칭 변경

* 2019년 기준



6564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8-2019

SUSTAINABILITY 
MANAGEMENT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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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및 선임

이사회 구성
CJ대한통운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3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
하였습니다.

이사회 선임
CJ대한통운의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사
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는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연임 횟수, 타사 겸직현황 등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상
법 및 상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여 사외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도록 법률, 언론 및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 활동
정기이사회의 경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는 총 1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30건의 안건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은 총 8회의 이사회가 개
최되어 2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및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5.0%였으며, 이사회 주요 의
결사항, 참석 여부 등은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명 성명 임기 전문
분야

주요경력 이사회 내 위원회
보상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사내이사 박근희
(의장)

2019. 3~ 2022. 3 경영 現 CJ(주) 부회장
現 CJ대한통운㈜ 부회장

● ○

박근태 2019. 3~ 2022. 3 경영 現 CJ대한통운㈜ 사장
兼 CJ그룹 중국본사 대표

○

김춘학 2018. 3~ 2021. 3 경영 現 CJ대한통운(주) 
총괄부사장 (건설부문 대표)

○

사업내용 권도엽 2015. 3~ 2021. 3 법률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前 국토해양부 장관

○ ○ ● ○

윤영선 2015. 3~ 2021. 3 재무 現 법무법인 광장 고문 ○ ● ○ ○
정갑영 2018. 3~ 2021. 3 경제 現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 ○ ○ ○ ●
송영승 2018. 3~ 2021. 3 언론 現 삼성언론재단 비상임 이사 ○ ○ ○ ○

(2019년 10월 기준 / ● : 위원장, ○: 위원 )

지배구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과 견제가 중요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7번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16건의 안건을 심의 및 보고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참석률은 100%입니
다. 위원회 의결사항, 참석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와 보상

이사회 평가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은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독립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보수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활동내
용에 대해서는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핵심역량 구축 정도, CSV 활동,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상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
습니다. 2018년 CJ대한통운의 이사회 보수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활동 현황

사명 단위 2017 2018 2019
정기이사회 개최  회 8 8 7
임시이사회 개최  회 2 4 1
이사회 개최 회 10 12 8
안건/보고 수 건 25 32 25
사외이사 참석률 % 90.0 95.0 100.0

(2019년 말 기준)

활동 현황

구분 단위 2017 2018 2019
위원회 개최  회 5 7 10
위원회 안건/보고 수 회 8 16 17
사외이사 참석률 % 100.0 100.0 100.0

(2019년 말 기준)

2018년 이사회 보수 지급 현황

구분 단위 사내이사 사외이사* 총계
인원 수 명 3 4 7
보수총액 백만 원 2,256 273 2,529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752 68 361

(2018년 말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주요역할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  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부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심의 

•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상위원회 •  임원 보상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장기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임원 성과지표 평가 
•  임원 보상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년 말 기준)

*사외이사 3인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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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정의 및 관리

리스크 정의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종합적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해외 진출한 국가별 조세 법규 및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를 투
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는 전담조직이 유관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리스크 

CJ대한통운은 향후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중장기 리스크로 정
의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분석하여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전사 리스크 관리 조직
전사 리스크 관리 조직은 대표이사 산하 각 사업부문장 및 팀장(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
사를 포함한 경영지원총괄, 커뮤니케이션실, 인사지원실로 이루어진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리스크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내부 공유와 그룹 
신속 전파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
고 즉시 보고가 가능한 모바일 보고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또한 즉
시 공유와 신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CJ대한통운 CJ그룹

전사 리스크 관리 조직도  

대표이사

택배 부문SCM 부문 건설 부문

인사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법무 · Compliance실

경영지원총괄

•	 대표이사
•	 경영지원총괄
•	 법무 〮 Compliance실
•	 커뮤니케이션실
•	 인사지원실
   - 안전경영팀

•	 	그룹 비상상황실
	 (R1 등급 발생 시 운영)

CJ대한통운 단계별 리스크 대응

•	 	R1 등급 리스크 발생 시 : 
	 	위기대응 TF 운영 및 최고경영진 상황보고(중대이슈 판단 시)
•	 	R2 등급 리스크 발생 시 : 
	 	발생본부 또는 전사 유관부서 공동 대응
•	 	R3 등급 리스크 발생 시: 
	 발생부서 자체 대응

•	각 부문 별 담당부서 대응
•	전략지원팀 대응 등급 판정

그룹 신속
정보공유방

•		사고 발생부서 대응 및 
	 신속보고 공유

R1 등급 
사고 발생 · 
전환 시 
그룹 상황실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 TF 운영 건의
(중대이슈 판단 시)신속보고

(R1, R2)

신속보고
(R1, R2, R3)

리스크 유형 및 요인

구분 리스크 유형 리스크 요인
사업 운영 리스크 조직 프로세스 설계 등

시장 리스크 환위험, 이자율,  유동성 등
규제 리스크 관련 제도 및 정책 변동 등

임직원 노사문제 리스크 파업, 태업, 노사갈등 등
부정불법 리스크 불공정거래, 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
안전환경 리스크 인사·장비사고,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고객 고객관계 리스크 불만, 이의사항 접수 등
정보보호 리스크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리스크 유형 및 요인

구분 대두 배경 대응 방향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

는 물류업의 경우 시장 경쟁력은 신규 거
점 확보, 첨단 기술의 도입, 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글로벌 종합
물류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함께 
M&A 등 신규 글로벌 거점을 기반으로 한 신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사업 영역 확장에 힘쓰
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장 경쟁력
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등 정부의 규제가 변동하고 에너
지 패러다임 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
다.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경영활동
을 전개하는 물류기업에게는 환경규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자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전 사업
장에 적용하고, 전기화물차를 시험 운영하
는 등 친환경 물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전
략을 수립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더욱 고
도화 하는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
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객 정보보호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
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 
관리 체계의 수준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관리체계(ISO 27001, ISMS)인증
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인 정보전략팀을 중심으로 지속
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접근통제 강화를 통
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TF 그룹 위기대응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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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강화

고객 커뮤니케이션 확대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고객응대 구조혁신, 고객센터 역할 변화, 서비스 역량 강화’의 3대 추진 전략
과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원활한 고객소통과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
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센터, 상담전화 외에 기업 고객을 
위한 ‘고객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
택배업계 최초로 학습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
하여 고객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었
던 상담사례 36만 건, 대화모델 3.6만 개를 분석하
여 435개의 상담 시나리오를 학습하여 고객문의에 
적절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총 고객
문의 중 98% 이상을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상담직원의 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24시
간 대응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챗봇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고객문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VOC) 관리
CJ대한통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VOC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 VOC 및 중대 
클레임으로 분류된 경우 긴급 수준 확정 후 대표이사 즉시 보고, 혹은 본부장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
니다. 본부장은 사안에 따라 RM(Risk Management) 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수립 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진행되는 VOC협의회를 통해 고객 불만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CJ대한통운은 ‘소비자중심경영’ 실행 및 개선을 위해 최고 고객책임자(CCO)를 중심으로 고객만족 전담부서
를 통해 현장의 CCM 운영과 개선활동을 관리하고, 고객 민권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 발
생 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즉시 CCM 관련 조직으로 전파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VOC
의 ‘접수-분석-활용-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N-Plus)을 개발하여 유관부서 간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CCM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목표(KPI)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의 다양한 문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으로 구성된 ‘고객센터(온라인/오
프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CJ대한통운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2014년 처
음으로 인증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통해 2016년과 2018년 모두 재인증을 획득
하여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관리
기업 및 개인고객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
로 고객사 포털 시스템을 통해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고객 대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로 발굴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여 고
객 만족도 향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7년 연속 1위
CJ대한통운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종합물류기업으로서 CJ그룹의 나눔철학을 바탕으로 물류분야의 특성을 살
려 국가경제와 산업발전, 국민 생활편의 증진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인증제 시행
고객 서비스 향상 및 직원들 서비스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며, 서비스 우수 직
원에게는 인증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도 관련 12개의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선사항을 확인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관련 주요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7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0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6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3년 연속 1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2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2019년 8월, CJ대한통운은 택배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택배를 접수할 수 있는 서
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시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대학교, 아파트 관공서 등 전국에 설치된 무인락커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CJ대한통운 택배앱을 통해 상품접수부터 무인택배함 검색, 
결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술력이 높은 무인락커 중소기업들과 제휴해 전국 300여 지역에 접수, 발송기능이 더해
진 무인택배함 1,000대를 오픈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무인락커를 새 모델로 대체하지 않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전국의 무인함 스타트업, 중소업체들과 제휴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무인락커 택배 발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괄 집화가 가능해 택배기사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전문 무인락커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스템을 확산하고 택배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
일 계획입니다.

무인락커 기반 24시간 택배 도입Business 
Case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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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CJ대한통운은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수립과 동시에 정보보호 리스크
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종합물류업계 최초로 국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O 27001
의 취득 및 2017년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의 획득으로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시스템이 구축
되었음을 인증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정보유출방지솔루션 도입과 문서
중앙화 등을 통해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점검
정기적인 보안 점검 활동을 통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룹 정보보안센터와 협력하
여 자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한 네트워크 망의 취
약점을 확인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송 등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협력사의 개인
정보보호법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임직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사에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유출의 예방 및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외에도 보안 관련 뉴스레터, 퀴즈 
등을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택배 시스템 보안 적용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통합 택배 시스템 및 택배 운송장 상의 개인 정보 자료
에 대해 보안요소(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체계

정보보호 추진체계
IT정보기술 발전 및 모바일 시스템 확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정보보호 체계 및 전담 조직의 구축을 통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인 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정보보안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및 고객서비스 담당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 1회 개최되는 정보보호 
협의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보안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외에도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이용·관리·활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 수립
대내외 보안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 1회 정보보안 규정을 개정·관리하고 있으며, 정보자산에 대해 
중요 등급 분류 및 위험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는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운송장에 기입된 개인정보는 운송장 보관 및 전문 파쇄업체를 통해 파기하는 
등 상품을 집배송하는 과정에서의 유출·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부문 데이터의 경우 최
근 3개월 데이터만 업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백업 보관 후 삭제됩니다. 

정보보호

정보보호 조직 체계도  

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임원(부문장/실장)

위원장

대표이사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담당자

정보보안센터

인적보안부문

인사팀

기술부문

IT 서비스팀

물리부문

노사협력팀

본부정보보호

각 사업부문 기획팀

•	 대내·외 보안 이슈 도출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법적 요구사항
•	 보안 정책 검토 및 개정

•	 점검 후 개선
•	 통제 및 시정활동
•	 지속적인 개선

•	 정보보호 목표 및 계획
•	 위험평가
•	 위험조치
•	 운영 계획 및 통제

•	 정보보안 점검
•	 모니터링·분석·평가
•	 경영진 검토

PLAN 
(계획)

DO
( 실행)

ACT
(지속개선)

CHECK 
(점검)

ISO 27001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통합 택배 시스템 보안

구분 내용
통합 택배 시스템 
패스워드 암호화

시스템이 해킹되어도 로그인이 불가
능하도록  로그인용 패스워드를 암호
화하여 관리

집 / 배송 
개인 정보 암호화

시스템 내 택배운영을 위하여 수집
된 개인 정보 암호화

운송장 
개인정보 관리

배송을 위한 고객 정보 중 성명의 
마지막 글자, 전화번호 마지막 4자
리를 *로 처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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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개선
CJ대한통운은 사업부별 파악된 Risk에 대한 관리기준 도입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각 사업부(P&D본부, W&D본부, 택배부문) 영업부
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자의 인터뷰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합리적인 계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2019년에는 전사 인허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인허가에 대한 법령 가이드를 작성·배포하고, 인허가 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사 인허가 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회사 사규 전체를 표준화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규관리시스템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에 대한 하도급서면실태조
사 및 문서점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준법경영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Compliance 교육 
CJ대한통운은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Compliance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각 
사업부(택배부문, 포워딩본부, W&D본부)파트장 및 팀장 약 170명을 대상으로 사업부별 Compliance 이슈 
사례 등을 주제로 하여 Compliance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임직원들의 Compliance 역량 강
화 및 준법경영 중요성에 대한 Mind-Set 제고를 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Compliance 교육을 진행하였습니
다. 세부적으로 상반기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가이드, Global Compliance Risk Management,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특강을 진행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주제로 맞춤형 웹
드라마를 제작하여 사내방송을 통해 전 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사업부(P&D본부, W&D본
부, 택배부문) 대상으로 맞춤형 Compliance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THE CP NEWS
CJ대한통운은 2018년부터 Compliance 관련 임직원 관심도 향상과 자율적 준법경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Letter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최신 제·개정 법령 소식 및 위반 사례, 
규제기관 정책동향, 해외 법규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한글판/영문판 THE CP NEWS를 전 임직원에게 배
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해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외 
계열사에 대한 준법경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J대한통운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과 준법경영 문화 구축을 위하여 2017년 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
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준법경영 자율준수문화 전파를 위해 
283명의 자율준수담당자(Compliance Coordinator)를 임명하여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Compliance 운
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
CJ대한통운은 2017년 Compliance Program 도입 선포식을 통해 준법경영에 대한 자율준수 의지를 확인
한 바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확고한 준법경영  달성을 목표로 다시 한번 전 임직원의 준법경영 준수 및 실
천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자 2019년 5월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식을 통해 대
표이사 준법경영 의지천명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파 하는 한편, 전 임직원들은 준법경영 실천 서약을 
바탕으로 준법경영 준수 및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법경영위원회
규제 환경의 변화 및 경쟁의 심화로 기업은 더 많은 법령 위반 Risk에 노출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후적 Risk 대응 체계에서 사전적 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의 준법경영 기준 및 행동규범을 정립하고, 준법경영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의견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내 자문기구이자 준법경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준법경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준법경영위원회 조직도  

SCM 부문장 택배부문장 커뮤니케이션실장 법무·Compliance실장 인사지원실장 경영진단팀장 

위원장 : 대표이사

간사 :  Compliance리더 

부위원장 : 경영지원총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법준수
인센티브

명확한
행동기준 제시

준법경영

법위반
조기 예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준법경영위원회

준법경영 방침설정
준법경영 선포

준법규정 제정
운영기획 지원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점검

준법경영 보고
및 결과 평가

개선 방안
심의 / 의결

CP 8대 요소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준법경영 강화 선포

준법경영 실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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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과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노동 금지, 성차별 금지 등 인권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
니다. 

인권보호 환경조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CJ대한통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교육 내용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등 예방을 위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외에 고충처리기관 및 구제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추진환경 조성
글로벌 사업장의 인권경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장 운영
을 위해 노동·인권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권경영 도입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외 
사업장(물류,건설) 일부를 대상으로 사전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사는 UN 인권보고 가이드라인, OECD 다
국적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실사(Due Diligence) 기준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사업장의 인
권이슈와 사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권경영 확대를 위한 이행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
여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CJ대한통운은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본연의 창조적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CJ대한통운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UNGC가 제시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선언했으며, ‘WEPs(Women’s Empowerment Principle)’
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성별, 인종, 종교, 피부색, 나이,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않으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부당한 노동관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이러한 CJ대한통운의 인권경영이 CJ대
한통운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의 국내·외 사업장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 Whistle, 
통통통, 찾아가는 인사서비스, Round Table, 고객을 위한 전화상담 및 온라인 VOC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되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언제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 의식을 
발휘하여 인류사회의 풍요로운 미래에 공헌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 근 희

인권
선언

피해 처리 프로세스  

피해발생 신고/접수
고충처리위원회

경영진단팀

조사
조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처리
고충심의

(인사위원회)

인권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정의

CJ대한통운은 당사의 경영 활동 및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그룹을 이해관계자라 정의하며, 고
객,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 임직원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당사가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반으로,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환경 변화
를 예측하고, 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별 맞춤형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2019년 주요 이슈

고객 •	온라인 및 콜센터 고객상담센터 운영
•	고객만족도 조사
•	택배 어플리케이션
•	인공지능 챗봇 및 보이는 ARS

•	고객 소통채널 다양화
•	고객 만족도 제고
•	고객 불편사항 개선

협력사 •	협력사 간담회
•	사이버감사실
•	VOP (Voice of Partner)

•	상생협력
•	동반성장
•	공정거래 준수

주주 •	주주총회
•	분기별 연간 IR 활동
•	국내외 컨퍼런스 참가
•	1:1 미팅, E-mail 및 전화 상담

•	중‧장기 전략 수립 
•	사업 Portfolio

지역사회 •	CSV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	NGO 파트너십
•	스포츠 후원

•	임직원 사회공헌참여 확대
•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다양화
•	스포츠 연계 사회공헌

임직원 •	노동조합
•	채널CJ, CKN, Nim 사보
•		사내제안방, 지식 DB, ICON 광장, 동호회 (COP)
•		사내 캠페인, 구성원 간담회, 워크숍,  	전사협의체

•	임직원 역량강화
•	사내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킹
•	균형잡힌 일과 삶

CJ대한통운
인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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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개요

CJ대한통운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발
전해 나가고자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
차를 기획하였으며,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CJ대한통운은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중요한 중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
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경영 작성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중대성 
이슈 선정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및 비즈
니스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개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	 	GRI, UN SDGs, ISO 26000, DJSI, SASB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
제 표준 지표 검토 등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리
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	 	이슈 리스트를 중심으로 미디어 리서치, 벤치마킹 과정을 거쳐 CJ
대한통운과 연계성이 높은 41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 	미디어 리서치: 2018년 1월 1일~2019년 6월까지 미디어에 노출된 
주요 기사 분석

	 - 	벤치마킹: 동종산업 및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7개사의 지
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및 보고 트렌드 분석

Step 1. 
이슈 

리스트 확인

•	 	41개의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여 비즈니스 영
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J대한통
운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Step 2.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도출

•	 	중대성 평가를 통해 확인한 핵심 이슈를 토대로 GRI Standards 
Topic과 연계하여 보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보고 주제
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으며, 중요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자 영역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콘텐츠 및 데
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Step 3. 
핵심 보고 주제 
선정 및 보고서 

기획

이해관계자 관심도

비
즈

니
스

 영
향

도

1

4

7

2

5

8 3

6

9

10

보고 주제 선정

번호 영역 핵심 이슈 GRI Standards Topics 보고 주제 페이지 

1	 노동/인권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28-33

2	 노동/인권 국내외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근로환경 제공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28-33

3	 경제/경영 일반 안정적 경영성과 달성 경제성과 사업경쟁력 22-27

4	 환경 물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에너지
용수 
배출
폐수 및 폐기물

환경 34-37, 57, 85

5	 환경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에너지
배출

환경 34-37, 57, 85

6	 경제/경영 일반 글로벌 사업 확대 경제성과 사업경쟁력 22-27

7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배출 환경 34-37, 57, 85

8	 소비자 이슈 고객관계 및 만족도 관리 고객만족 사업경쟁력 70-71

9	 환경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효율 증대 에너지 환경 36

10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에너지 환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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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이행현황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등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협력 모델 구축

•	 	발달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	 	100% 전기로 움직이는 배송장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배송 시스템 구축

실버택배 확대

•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지원, 자원 재순환 기부 등 친환경 활동 진행

•	 	공공기관-NGO-지역민 협력체계 기반의 탄소상쇄숲 조성(매년 1,000그루 식재)

숲 조성

•	 	물류 업계 최초로 지능형 능동 일치 기술인 헬로(HELLO)를 적용해 화물칸이 빈 채로 운행하는 
공차율 낮춤

•	 드론 택배 서비스 상용화 개발과 전기차 도입 등 혁신 성장 추진

친환경 물류운송 실천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P 교육, 사전 모니터링, CP Letter를 제작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준법
경영체제 구축

•	 	준법경영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CP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

2019년 10월, 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루 갖춘 UN SDGBI(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siness Index) 국내 지수 1위 그룹에 선정되었습니다. SDGBI는 전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산출한 글로벌 평가지수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UN SDGs의 17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를 통해 170여 개 거점과 
1,400여 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국내 기업 1,000개 중 평가 그룹 중 최상위인 1
위 그룹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지수에 포함된 상위 3대 선도그룹은 향후 UN SDGs의 다양한 플랫폼에 
우수 지속가능경영 사례로 소개되며, 플라스틱 저감 가이드라인(GRP)의 파트너기업으로도 추천됩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SDGs를 달성하는 동시에 신규활동 발굴을 통해 글로벌 종
합물류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UN SDGBI 
‘국내 1위 그룹’ 선정

Business 
Case 

UN SDGs SDGs 참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노력
CJ대한통운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중장기적으로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여 지
속가능발전목표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SDGs를 
달성하는 동시에 신규활동 발굴을 통해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SDGs 상관성 분석
UN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전사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이행에 있어 SDGs와의 연계를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 과제에 반
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여 그 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으로 긍정적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SDGs 지지 성명서

적
극

적
기

여

영향 제한 비즈니스 영향 직접 영향

개
선

참
여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해소

2.	 	기아 근절, 식량안보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증진

3.	 건강한 삶 보장, 전 연령 인구의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보장,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6.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수 및 위생관리

7.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고용,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
화 증진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문화 구축

13.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긴급조치 시행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15.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산림, 사막, 토지 등)

16.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 확립

17.	이행목표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과제별 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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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요약연결재무상태표

구분 2017 2018 2019.6

유동자산 1,803,525 2,180,845 2,352,792
당좌자산 1,787,867 2,159,621 2,326,436
재고자산 15,658 21,224 26,356

비유동자산 4,505,424 5,695,887 6,748,440
투자자산 255,049 286,956 282,830
유형자산 2,429,543 3,306,402 3,389,301
투자부동산 124,867 102,896 97,627
무형자산 1,468,402 1,776,659 1,781,279
기타비유동자산 227,563 222,974 1,197,403

자산총계 6,308,949 7,876,732 9,101,232
유동부채 1,890,070 2,614,013 2,711,898
비유동부채 1,636,141 2,123,816 2,869,878
부채총계 3,526,211 4,737,829 5,581,77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371,659 2,662,238 3,019,109

자본금 114,062 114,062 114,062
자본잉여금 2,248,360 2,459,692 2,808,641
이익잉여금 573,527 600,311 594,914
기타자본 -511,106 -459,812 -459,80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184 -52,015 -38,700

비지배지분 411,079 476,665 500,346
자본총계 2,782,738 3,138,903 3,519,455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구분 2017 2018 2019.6

매출액 7,110,391 9,219,680 4,967,570
영업이익 235,651 242,687 117,135
계속사업이익 38,888 51,800 4,584
당기순이익 38,888 51,800 4,584
기본주당이익(손실) 1,786원 1,996원 (357원)
계속사업주당이익(손실) 1,786원 1,996원 (357원)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1,483 37,867 -1,972
비지배지분 7,405 13,933 6,556
총포괄이익 -11,404 55,379 32,539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98개 124개 129개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경제 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7 2018 2019.6 비고

사업부문별 매출 CL사업부문 백만 원 2,513,688 2,638,961 1,342,299 하역, 운송, 보관, 건설, 정비, 기타

택배사업부문 백만 원 1,989,154 3,655,756 1,184,208 집하, 배송

글로벌사업부문 백만 원 2,607,549 3,655,756 2,102,657 하역, 운송, 보관

건설부문 백만 원 908,492 663,020 338,405 건설, 리조트, 부동산

합계 백만 원 8,018,883 9,219,680 4,967,570  

이해관계자
경제가치 배분

협력사 백만 원 - 15,000 15,000 상생펀드

주주 및 투자자 * 백만 원 55,337 85,668 - 배당금, 차입금 이자

지역사회 백만 원 29,396 38,990 20,889 기부금

임직원 백만 원 145,668 156,967 155,632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정부 백만 원 34,248 33,219 12,910 법인세비용

*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2017-2018 보고서 데이터와 상이함

환경 성과

상세구분  Subject   단위 2017 2018 2019.6 비고

환경보호 투자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백만 원 28 4,809 1,747

온실가스 배출
(검증질의서 참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2eq 202,671 216,667 106,567 
Scope1 배출량 tCO2eq 137,978 125,319 63,245 
Scope2 배출량 tCO2eq 64,693 91,348 43,322 

원단위 배출량 tCO2eq/억 원 3.90 3.50 3.30 국내 매출액 기준

온실가스 저감 실적 tCO2eq -34,057 -6,048 -14,519 2016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에너지 사용 에너지 총 사용량 TJ 3,273 3,842 1,904
전기 사용량 TJ 1,333 2,031 927
연료 사용량 TJ 1,958 1,811 977 연료 사용량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음

원단위 사용량 TJ/억 원 0.06 0.09 0.1
에너지 저감 실적 TJ -143 -20 -140

용수 사용 용수 총 사용량 ton 11,654 500,291 229,104
폐수 및
폐기물 배출

폐수 총 배출량 ton 11,654 49,154 47,721
폐기물 총 배출량 ton 133 119,175 33,345

* 건설부문 편입에 따라 2018년 데이터부터 합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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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사회 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7 2018 2019.6 비고

임직원 현황 총 인원 명 5,543 6,343  6,377 
고용 형태별 경영임원 명 55 67  69 고문, 자문 포함

정규직 명 5,126 5,896  6,083 
계약직 명 362 380  225 

성별 남성 명 4,721 5,338  5,437 
여성 명 822 1,005  940 

신규채용 총 인원 명 562 1,056  449 
고용 형태별 정규직 명 381 815  359 

비정규직 명 181 241  90 파견직 제외

성별 30세 미만 명 344 574  314 
30세~50세 명 206 445  126 
50세 이상 명 12 37  9 

성별 남성 명 364 742  355 
여성 명 198 314  94 

사회적 약자
고용 현황

장애인 인원 명  80 81  77 비정규직 포함

여성 %  1.4 1.2  1.2 비정규직 포함,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장애인 비율

여성 인원 명  822 1,034  854 비정규직 포함

비율 %  14.8 16.3  9.1 비정규직 포함,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여성 비율

국가 보훈자 인원 명  70 59  58 비정규직 포함

비율 %  1.2 0.9  0.9 비정규직 포함, 전체 임직원 수 대비
국가보훈자 비율

이직 총 이직 인원 명 297 317  94 
고용 형태별 정규직 명 235 260  83 

비정규직 명 62 57  11 파견직 제외

연령별 30세 미만 명 112 57  38 
30세~50세 명 167 191  51 
50세 이상 명 18 69  5 

성별 남성 명 232 284  79 
여성 명 65 33  15 

전체 이직률 %  5.4 4.9  1.4 
자발적 이직률 %  3.6 4.9  1 전체 이직 인원에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제외한 인원

퇴직 총 퇴직 인원 명 463 853  426 
정규직 명 338 699  229 
비정규직 명 125 154  197 파견직 제외

희망 퇴직 정규직 명 81 106  20 
비정규직 명                    - -  1 파견직 제외

정년 퇴직 정규직 명 1 21  6 
비정규직 명 1 3  - 파견직 제외

권고사직
(해고, 징계 등)

정규직 명 14 4  2 
비정규직 명 4 1  - 파견직 제외

기타(개인사정, 육아, 
진학, 타사 이직 등)

정규직 명 242 569  200 
비정규직 명 120 149  197 파견직 제외

여성 관리자 전체 관리자 수 명  1,402 1,555  1,653 
여성 관리직 인원 명  109 128  158 

비율 %  7.8 8.2  9.6 

* 건설부문 편입에 따라 2018년 데이터부터 합산 공개

사회 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7 2018 2019.6 비고

성과평가 성과평가 대상 임직원 수 명 4,906 6,042  5,930 과장 이상

정규직(사무직) 명 3,135 3,897  4,061 과장 이상

정규직(현장직) 명 1,586 1,837  1,752 
계약직 명 185 308  205 
성과평가 심사 임직원 수 명 4,906 6,042  5,930 당해년 10월 이후 입사자, 휴직자 등 당해년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성과평가 심사 비율 % 100 100  10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명  39 46  30 
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

업무 복귀 인원 명  39 44  30 
업무 복귀 비율 %  100.0 95.6 100 출산휴가 사용자 대비 업무 복귀자 비율

육아휴직 사용자 명  57 57  39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업무 복귀 인원 명  29 33  7 
업무 복귀 비율 %  50.9 57.9 17.9 육아휴직 사용자 대비 업무 복귀자 비율

업무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 유지

유지 인원 명  24 30  6 
유지 비율 %  68.6 52.6  15.4 이전년도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자 대비 

12개월 이상 근무자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국내) % 0.22 0.6  0.2 
상시 근로자 명 9,780 13,762  12,882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기준

재해자 수 명 22 86  26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기준

임직원 교육 교육비 총 교육비 백만 원 5,289 7,210  3,621 
1인당 교육비 천 원/명 1,032 2,422  567 

교육 시간 총 교육 시간 시간 335,974 384,003  204,475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65.5 65.1 33.6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 시간 시간 5,435 6,143 6,145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5,435 6,143 6,145
1인당 교육시간 예방 교육 시간 시간/명 1 1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시간 시간 - 6,220 6,145 2018년 신설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 6,220 6,145
1인당 교육시간 예방 교육 시간 시간/명 - 1 1

윤리경영 교육 사무직 교육 시간 시간 - 4,019 4,612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 4,019 4,612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 1 1

정보보안 교육 사무직 교육 시간 시간 3,583 4,519 4,360 *2019년 12월부터 현장직 포함 시행 예정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3,583 4,519 4,360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 1 1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총 참여 시간 시간 20,913 21,318 9,053  

총 참여 인원 명 3,017 2,899 1,807 
사회공헌 기부금 총 기부금액  백만원 2,205 3,199 2,360  

* 건설부문 편입에 따라 2018년 데이터부터 합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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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인증 현황

주요수상현황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	선정

FORTUNE(US)

7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17 2019 2019

수상 및 인증 현황

수상
2018.07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이행상 수상 UN지원SDGs한국협회

2018.12 2018 올해의 앱 콘텐츠 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

2018.11 2018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019.06 한중경제협력 대상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인증
2018.0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03 K-BPI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03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1위 브랜드스탁
2018.02 AEO(통관취급법인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8.06 UAE Abu Dhab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06 UAE Duba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8.06 CANAD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8.06 AEO(보세운송업자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8.06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8.07 AEO(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8.10 US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11 AEO(하역업자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8.11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11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계열사 SB 인증 유지 관세청
2018.11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계열사 BND 인증 유지 관세청
2018.12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유지 국토교통부
2018.12 KNPS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02 AEO(통관취급법인 부문)인증 유지 관세청
2019.0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05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DNV-GL
2019.05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환 획득 DNV-GL
2019.05 CANADA 법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TUV-NORD
2019.06 CANADA 법인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TUV-NORD
2019.06 UAE Abu Dhab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6 UAE Duba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6 CANAD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6 US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6 우수물류기업 인증 유지 국토교통부

GRI Index

Universal Standard	 	 	 	

 	 	 	 	 	

지표 설명 페이지 ISO 26000 비고
Organizational Profile
102-1 기업의 이름 9 6.3.10, 6.4.1-6.4.5, 

7.8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9-17 6.3.10, 6.4.1-6.4.5, 7.8  

102-3 본사의 위치 9 6.3.10, 6.4.1-6.4.5, 7.8  

102-4 사업 지역 18-19 6.3.10, 6.4.1-6.4.5, 7.8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9, 66-67 6.3.10, 6.4.1-6.4.5, 7.8  

102-6 시장 영역 18~19 6.3.10, 6.4.1-6.4.5, 7.8  

102-7 조직의 규모 9, 18-19 6.3.10, 6.4.1-6.4.5, 7.8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9, 40 6.3.10, 6.4.1-6.4.5, 7.8  

102-9 조직의 공급망 45-46, 73 6.3.10, 6.4.1-6.4.5, 7.8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45-46 6.3.10, 6.4.1-6.4.5, 7.8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29-33 6.3.10, 6.4.1-6.4.5, 7.8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88, 95 6.3.10, 6.4.1-6.4.5, 7.8  

102-13 협회 멤버쉽 95 6.3.10, 6.4.1-6.4.5, 7.8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5 4.7, 6.2, 7.4.2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22, 28, 34 4.7, 6.2, 7.4.2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76 4.4, 6.6.3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76, 43 4.4, 6.6.3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66-67 6.2, 7.4.3, 7.7.5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66-67 6.2, 7.4.3, 7.7.5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66-67 6.2, 7.4.3, 7.7.5  

102-35 보상 정책 67 6.2, 7.4.3, 7.7.5  

102-36 보수 결정 절차 67 6.2, 7.4.3, 7.7.5  

102-37 보수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자 67 6.2, 7.4.3, 7.7.5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77 5.3  

102-4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 6.3.10, 6.4.1-6.4.5, 7.8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77 5.3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77 5.3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78-79 5.3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 5.2, 7.3.2-7.3.4 2018년 

사업보고서 참조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78-79 5.2, 7.3.2-7.3.4  

102-47 주요 토픽 리스트 78-79 5.2, 7.3.2-7.3.4  

102-48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 5.2, 7.3.2-7.3.4  

102-49 보고의 변화 2 5.2, 7.3.2-7.3.4  

102-50 보고 기간 2 7.5.3, 7.6.2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2 7.5.3, 7.6.2  

102-52 보고 주기 2 7.5.3, 7.6.2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7.5.3, 7.6.2  

102-54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보고 2 7.5.3, 7.6.2  

102-55 선택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89-91 7.5.3, 7.6.2  

102-56 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 참조 기입 93-94 7.5.3, 7.6.2  

경영 접근법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78-79 6, 7.3.1, 7.4.3, 7.7.3, 

7.7.5
1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22, 28, 34 6.3.6, 6.6.1-6.6.2,	

6.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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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경제적 성과 (GRI 200)	 	 	 	 	 	

지표 설명 페이지 ISO 26000 비고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85 6.8.1-6.8.3, 6.8.7, 

6.8.9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34-37 6.5.5  
간접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22-27, 45-47 6.3.9, 6.6.6-6.6.7, 6.7.8,	

6.8.1-6.8.2, 6.8.5, 6.8.7,	
6.8.9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74-76 6.6.1-6.6.3, 6.6.6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6.6.1-6.6.3 해당사례 없음

환경적 성과 (GRI 300)	 	 	 	 	 	 	 	 	

지표 설명 페이지 ISO 26000 비고

에너지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85 6.5.4  
302-3 에너지 집약도 85 6.5.4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36, 85 6.5.4-6.5.5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36, 85 6.5.4-6.5.5  
용수
303-1 공급원별 취수량 85 6.5.4
생물다양성
304-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이트
37 6.5.6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37 6.5.6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37 6.5.6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6, 85 6.5.5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6, 85 6.5.5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6, 85 6.5.5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36, 85 6.5.5
폐수 및 폐기물
306-1 수질 및 목적지에 따른 폐수 배출 36, 85 6.5.3-6.5.4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36, 85 6.5.3

GRI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사회적 성과 (GRI 400)	 	 	 	 	 	 	

지표 설명 페이지 ISO 26000 비고
사회적 성과 (GRI 400)
401-1 신규채용과 이직 40, 86 6.4.3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40, 86 6.4.4, 6.8.7
401-3 육아휴직 83 6.4.4
산업안전보건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율, 업무 관련

사망자 수
87 6.4.6, 6.8.8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87 6.4.7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87 6.4.7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86 6.2.3, 6.3.7, 6.3.10, 

6.4.3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금 및 보상 비율 42 6.3.7, 6.3.10, 6.4.3, 
6.4.4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 6.3.6.-6.3.7, 6.3.10, 

6.4.3
해당사례 없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 및 협력회사
46-47 6.3.3-6.3.5, 6.3.8, 

6.3.10,	
6.4.5, 6.6.6

아동노동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46-47 6.3.3-6.3.5, 6.3.7, 

6.3.10,	
6.6.6, 6.8.4

강제노동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46-47 6.3.3-6.3.5, 6.3.10, 

6.6.6
인권평가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76 6.3.5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31-32 6.3.9, 6.5.1-6.5.3, 6.8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 6.3.9, 6.5.3, 6.8 해당사례 없음

공급망 사회 평가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스크리닝된 신규 협력회사 47 6.3.3-6.3.5, 6.4.3, 

6.6.1-6.6.2, 6.6.6, 
6.8.1-6.8.2, 7.3.1

414-2 공급망 내에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취해진 조치 - 6.3.3-6.3.5, 6.4.3, 
6.6.1-6.6.2, 6.6.6, 
6.8.1-6.8.2, 7.3.1

해당사례 없음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31-32 6.7.1-6.7.2, 6.7.4-

6.7.5, 6.8.8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 4.6, 6.7.1-6.7.2, 

6.7.4-6.7.5, 6.8.8
해당사례 없음

마케팅 및 라벨링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 4.6, 6.7.1-6.7.5, 6.7.9 해당사례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 4.6, 6.7.1-6.7.3 해당사례 없음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6.7.1-6.7.2, 6.7.7 해당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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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온실가스 : CO
2
, CH

4
, N

2
O, HFCs, PFCs, SF

6  
주2) 1 tCO

2
-eq :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계 (단위: tCO
2
-eq)

2018년도 128,581 88,085 216,648

2018년도 1,831 1,814 0 3,625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전기사용량 스팀사용량 총계 (단위: TJ)

2017년도 위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ISO 14064-1 (2006), ISO 14064-3 (2006), WRI/WBCSD GHG Protocol (200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고시 제2016-104호)

KMR 온실가스·에너지 검증매뉴얼 및 절차서, IPCC Guidelines (2006)

조직경계 및 운영경계 : 해당조직 운영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배출시설

검증대상 사업장 : 서울 본사 외 36개 사업소 (CJ건설 포함)

검증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배출원 검증범위 : 직접배출원(Scope1), 간접배출원(Scope2)

보증수준 : 합리적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총 배출량의 ±5.0%)

●

●

●

●

●

●

●

●

CJ대한통운(주)는 쿄토 프로토콜의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매년 ISO 14064 등 검증표준에 근거한

MRV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MR은 CJ대한통운(주)의 2018년도 검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년 3월 31일

CJ대한통운(주)

Independent Verification Statement

한국경영인증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담당 경영평가본부 지속가능경영팀 ㅣ T 02 6309 9041 ㅣ M sun8055@ikmr.co.kr ㅣ www.ikmr.co.kr ㅣ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성명서 제3자 검증의견서

2018-2019 CJ대한통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18-2019 CJ대한통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
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CJ대한통운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의 
SRV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
(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
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2
-반부패(Anti-Corruption): 205-2, 205-3
-에너지(Energy): 302-1, 302-3, 302-4, 302-5
-용수(Water): 303-1 
-생물다양성(Biodiversity): 304-1, 304-2, 304-3
-배출(Emissions): 305-1, 305-2, 305-4, 305-5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306-1, 306-2
-고용(Employment): 401-1, 401-2, 401-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2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3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405-2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406-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407-1
-아동노동(Child Labor): 408-1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2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413-2
-공급망 사회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1, 414-2
-고객 안전 보건(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1, 416-2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2, 417-3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CJ대한통운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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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CJ대한통운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
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상
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

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

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

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CJ대한통운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CJ대한통운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CJ대한통운은 비즈니스 영역별 핵심역량을 표와 아이콘 등으로 간략하게 표기하고,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Business Case 섹터
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직과 관련된 중대 이슈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보고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여 내부 관리 목적으로 사
용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을 내재화시키는데 적극 활용하길 권고 드립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CJ대한통운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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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및 관련 활동

구분 원칙 관련활동 페이지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
중해야 하고,

〮 		CJ대한통운은 UNGC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등 국제적 인권 선언을 
지지하고 준수

〮 	전사 임직원 대상 (사무실 및 기술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76, 87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을 지지하고,
〮 	노사협의회 운영 44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규정 준수

〮 	국내 근로기준법 준수

76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직무성과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 		사내 비밀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성차별 피해자 방지

43, 87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전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유지 (ISO 14001)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35~37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에너지 과소비를 야기하는 운전습관 개선을 위하여 Eco-Driving 교육을 
진행

〮 		골프 카트 가동 시 전기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
〮 		'탄소상쇄 목재에너지림 조성업무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상쇄활동 실시
〮 		폐도로에 조성된 에너지림에서 생산된 친환경 목재펠릿을 복지시설 등 

에 운송 지원
〮 		도심녹화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생태체험 교육 진행
〮 		GEO(Golf Environment Organization)로부터 지속가능한 골프장 인

증 획득

36~37

9.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운송수단전환(Modal Shift)을 통한 친환경 물류 실현 37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 		상생조정위원회 도입 및 운영
〮 		사회공헌위원회 도입 및 운영

45~47

CJ대한통운은 2016년 7월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나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