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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YUHAN-KIMBERLY SUSTAINABILITY
2021 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 요약본

| 2021 요약본 발간 취지와 구성

유한킴벌리는 이해관계자 소통강화를 위하여 2021년 지속가능성보고서 요약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요약본에는 유한킴벌리의 ESG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와 목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 Overview

2. 지속가능경영전반

3. 지속가능경영성과

CEO 메시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목표

주요활동 성과

가치사슬과 가치 재배분

신규 ESG 전략 과제 및 목표

환경성과

유한킴벌리 비전과 활동범위

ESG 이니셔티브

경제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거버넌스 체계

사회성과

4. Data 다운받기

* 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 전체 내용은 하단 우측의 Q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1 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 원칙

GRI Standard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보고 경계

국내 전 사업장 및 주요 공급망

보고 기간

2020. 01 ~ 12(2021년 상반기 활동 성과 포함) 보고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소 3개년 이상 시계열 제시 보고 검증 제3자 검증

보고 주기

매년 보고(최초 발간 2006년) 구성 특징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중대이슈 중심 보고

공개 원칙

웹보고서(csr.yuhan-kimberly.co.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 담당자 Tel. 02-6411-0506 / Email. ran.yoo@y-k.co.k

www.csr.yuhan-kimber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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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한킴벌리의 노력
CEO Message

“2021년 성장과 변혁을 추진합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의 일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민하고

둘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숲과 사람을 위한 사회책임활동을 위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어느때 보다 생활과 건강, 그리고 지구환경이 환경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매년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발달장애 여학생을 위한 ‘처음생리팬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제공, 이른둥이를 위한 초소형 기저귀와 마스크 기부 등 고객의 생활 건강을 위한 사회공헌

을 이뤄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지속하고 확장하면서 가치소비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숲ㆍ환경보호 캠페인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안전 우선, 개인정보 보호, 다양성과 포용, 공정거래와

따라서 2021년 3월,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한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동반성장, 고객만족 등 사회 책임 원 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수립하였고, 새 비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환경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E(환경)와 S(사회)를 지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SG

첫째,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며,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경영을 위한 과제를 진단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동하겠습니다. 2020년에 환경경영 3.0을 선언한 이래, 우리의 꿈은 2030년까지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조직과 개인의 성장 역시 함께 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과 포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제 제품에 적용 하며,

존중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업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제조 생산 과정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정보 공개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해

만들어가겠습니다.

갈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실천해온 원료의 선택, 제품 설계, 제조 및 물류와 고객서비스
전반에서의 환경경영도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2021년 7월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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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가치사슬과 가치 재배분
Yuhan-Kimberly Sustainability Value Chain
유한킴벌리는 투명한 가치사슬 공개정책을 통해,

폐기

가치 재배분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서비스 구매비용

소비자

63.1%

지역사회

협력회사

원료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19.1%

주주

사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사용

제조
유통
2020년
창출된 경제가치
(매출액+기타수입)

15,171

매출액 14,978
기타수입(이자수입) 193

주주

배당금

9.4%

법인세 및 기타
정부

제세공과금

4.7%

지역
사회

사회공헌비용

0.4%

기타비용
기타

(임차료, 감가상각비,
사내유보액 등)

3.5%

| Overview

유한킴벌리의 비전과 활동영역
Vision and Action for Sustainability

유한킴벌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활과 건강, 그리고 지구환경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뤄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Vision

① Good for People

Action for
Sustainability

사람과 환경
생활, 건강, 지구환경을 위한 행동
Act for Life, Health, Planet

사람의 생활과 건강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혁신

② Good for Planet

지구환경을 위한 숲·환경 보호와 사회책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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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소통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으로 매년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토픽을 선정해 경영에 반영합니다. 2021년은 제품안전이 1순위 입니다

전략적 중요도(내부)

2021년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중대 토픽

유한킴벌리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95

•주주총회

•타운홀미팅

•이사회

•웹사이트/이메일 레터

•영업보고서
1
90

유연하고 스마트한 조직문화

12

19

리스크 관리

17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

5

2

제품안전
고객 위생과
건강관리

윤리 및 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10
제품 혁신 16

3

개인정보 보호

탄소중립(또는 온실가스 저감) 6
자원순환과 폐기물 저감
인권 및 다양성과 포용
11 7
4
친환경 제품과
8
9 탈플라스틱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강화 13
투명한 정보공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강화 14
15 인재개발과 육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18

85

여성역량 증진 22

80

21 20 소비자 참여 확대

서비스

•인트라넷/뉴스레터
•경영현황 설명회

70

75

80

85

90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외부)

•자사몰(맘큐, 브랜드스토어)
•소비자 교육정보 블로그
(우생중, 우월해)

•노경협의회/간담회/워크숍
•안전보건환경위원회
•ESG 위원회
•여성네트워크(KWIN)

•소비자 교육(육아포럼)

사원

•임산부간담회

고객

•소비자 조사
•소셜리스닝 시스템

•시민단체(NGO) 교류

•동반성장 웹사이트

•지속가능성보고서

•공급업체 포털

•유한킴벌리 웹사이트/SNS

노경협업 활성화

•통합고객지원센터

주주

•사원 정기 설문조사

•지역 자원봉사 활동
65

•유한킴벌리 홈페이지/SNS

•열린임원회의

지역사회

협력회사

•상생협력정보 공유 시스템
•공정거래 동반성장 협약

•이해관계자위원회

•동반성장 대표자 설명회

•정부정책 참여

•협력회사 제보/제안/멘토링

•이메일 레터

•상생아카데미

| 지속가능경영 전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한킴벌리 행동 목표
Yuhan-Kimberly Action for Sustainability _ 2030 Initiatives &
and
Goals
Goals

Purpose

Core Value

2030 Initiatives and Goals 2030

목적

핵심 가치

과제와 목표

Good for People

Accountability+

지속가능제품 매출 95%

기업시민의 책임+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 제품과 포장재)

Collaboration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30 누적 6,000만 그루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협력

사람과 환경

Agility

+500만 그루 심고 가꾸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대응

삶의 질 개선
2030 누적 5,600만명

Transformation
Good for Planet

UN SDGs 연계

우선순위
6대 분야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혁

수혜자 및 참여자 3,400만명

지속적인 혁신(제품과 서비스)

선한 영향력(숲과 사람)

환경경영(기후변화 대응)

노동/인권/안전경영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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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ESG 이니셔티브

Yuhan-Kimberly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Initiatives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
ㆍ플라스틱 원료 사용 최소화
ㆍ바이오플라스틱 적용 확대
ㆍ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ㆍ저탄소비전 수립
ㆍ온실가스 배출저감
ㆍ에너지 저감활동
ㆍ환경경영 3.0 선언
ㆍ공급망 탄소관리 확대
ㆍ지속가능한 산림인증 펄프 소재
ㆍ환경표지인증 제품 확대
ㆍ친환경소재 전환 확대
ㆍ포장재 재생플라스틱 적용
ㆍ재활용지 사용 확대
ㆍ부자재의 공정 재투입 확대
ㆍ물사용 원단위 저감

Social 사회
ㆍ스마트워크(재택/유연 근무 시스템)
ㆍ노경 공동 산업안전보건환경위원회 운영

ㆍ제품 안전관리시스템
ㆍ킴벌리클라크 사전안전성검토
ㆍ소비자 정보 제공 비중 94%
ㆍ소비자 불만 조기경보
ㆍ소비자 교육
ㆍ상생협력프로그램
ㆍ협력회사 역량평가시스템
ㆍ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ㆍ탄소중립의 숲
ㆍ시민참여 나무심기
ㆍ청소년 환경교육
ㆍ신혼부부 소통학교
ㆍNGO 여성활동가 장학사업
ㆍ취약계층 제품기부
ㆍ사원참여 기부캠페인

Governance 지배구조
ㆍ주요 ESG 활동 모니터링 및 의제 심의
ㆍ중장기 ESG 정책 결정
ㆍESG 소위원회 통한 실행 및 모니터링
ㆍ윤리경영선언
ㆍ윤리경영 전담조직
ㆍ윤리행동규범 및 윤리문화 실천
ㆍ행동규범 위반신고 채널
ㆍ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윤리교육
ㆍ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ㆍ반부패정책 및 공정거래정책 사내 상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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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신규 ESG 전략 과제 및 목표(Draft*)
Yuhan-Kimberly Action for Sustainability_ 2030 Initiatives and Goals
Purpose

6대 우선 분야
거버넌스/윤리경영

Good for People

노동/인권/안전경영

공급망 관리

사람과 환경
사회책임경영(숲과 사람)

Good for Planet

환경경영(기후변화 대응)

지속적인 혁신(제품과 서비스)
*주요 추진 이니셔티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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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
Yuhan-Kimberly Sustainability Governance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지속적인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해 ESG 관점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ESG 위원회 : ’21년 7월 출범_사회책임위원회 확대(‘12-’21년, 36회)

ESG위원회 (CEO 직속)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 : ESG 관련 이사회 의제개발 및 산정, ESG 진단과 대응방안 검토, ESG 정책논의 및 승인, ESG 소위원회 관장
•위원장 : CEO •위원: 이사회 사내이사 및 감사 •간사 : 지속가능경영부문장

ESG 소위원회

경영협의체

소위원회별 실행과제 계획, 이행 및 보고

E
(환경/경제)

전담 조직

•위원장 : 제조생산부문장
•간사 : 환경경영 리더
•위원
- 사업부문장
(가정/여성/유아/B2B/B2C)
- 제조생산부문장
- 생활혁신연구소장
- 구매물류부문장

S
(사회)

•위원장 : CEO
•간사 : CSR 담당
•위원
- Culture, I&D Chief Officer
- SR&E본부장
- HR본부장/노경본부장
- DX본부장
- 상생품질경영본부장
- Comm. & PR본부장
- 고객만족본부장

ESG 사무국 (사회책임 및 환경경영본부)
각 소위원회 아젠다 협의 (사업부별 이슈 발굴 및 개선)

G
(거버넌스)

•위원장 : CFO
•간사 : SR&E 본부장
•위원
- 감사
- 지속가능경영부문장
- 윤리법무본부장
- 재무본부장
- 내부통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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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주요활동 성과(2020)
Yuhan-Kimberly Sustainability Performance Summary
분류

2020년 목표

2020년 성과
전년 대비 주요 카테고리 11.6% 성장

1. 주요사업 전년 대비 성장
2. 신규사업 매출 성장
경제

3.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티슈, 마스크, 기저귀, 산업용품 ▲

생리대 ▼

초과
노력필요

2020년 액트 카테고리 매출 성과 전년 대비 16.7% 증가

초과

벤더플렉스 출범 및 운영
D2MP(Direct to Market Place) 이커머스 모델 확장 및 라이브 커머스 강화
맘큐 누적회원수 100만 명 초과 달성
단순 업무 자동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충족
초과

5. 창립 50주년 본사이전

미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본사이전 완료(2020년 4월)

6. 조직문화 혁신

조직문화의 3대 혁신방향(비즈니스, 공간, 사람)실행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GT 프로젝트 진행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활용 강화
본사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 강화

초과

안전성 우려물질 확대 정책 지속 – 안전성 우려물질

74종 관리, 안전성과 법규 검토 건수 2,029건

충족

소비자 중심 상담서비스 –
이커머스 상담 보이는 ARS 도입

고객소통 경쟁력 강화(재구매 의향률 86.7점)

이해관계자 참여와 공감 지속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20,732명)

기부 플랫폼 통한 이해관계자 소통 참여(492,034명)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7. 제품안전 및 소비자
중심경영 강화
사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지속(536,315그루)
생리대 기부(108만 패드)

2021년 목표
- 주요 사업 전년 대비 시장점유율 개선
- 제품 프리미엄 전략과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신규 사업 매출 성장
- 이커머스 및 오프라인 신규 채널의
핵심역량과 자원 집중

초과

윤리경영 CEO 서약 참여(5월)
8. 사회책임활동 지속

환경

평가

충족
충족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 제품안전 및 소비자중심경영 강화
- 사회책임활동 강화

충족
시니어 CSV 일자리 사업 185명 일자리 창출

충족

동반성장 5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초과

9.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2020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202,435tCO2e 대비 532tCO2e 감축한 201,903tCO2e 배출

초과

10. 환경제품 출시 강화

화장지 20종, 수세용 타월 15종, 방향제 2종 등 총 37종에 대해 환경표지인증 획득

충족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저감 목표 달성)
- 환경제품 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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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 COVID19 위기에도 매출성장 기록
Economic Performance

Yuhan-Kimberly Value, Enterpreneurship

사원수

1971년 180명

2020년 1,526명

매출액

1971년 3억원

2020년 1조 5천억원

역사 속에서 찾는 유한킴벌리 가치, 주주사의 정신

1조 5천억원

3억원
1970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 고 유일한 박사(1895~1971). 1926년 유한양행 창립 -

1971

1980

1990

2000

2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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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① 2030년 미래가치 창출 위한 환경목표
Environmental Performance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미래가치 환경목표3.0을 수립하고,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3.0

미래가치 환경목표 수립

탄소 경영 실천

생산과정에서의 탄소중립체계 구축
저탄소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현황 (단위 : tCO2e)

유한킴벌리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앞장서 실천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약속1

약속2

2020년 목표
227,169
2010년 실적
178,787

유한킴벌리 탄소중립을 위하여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지수를 관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75,527

2020

2015

유한킴벌리 사원은 미래세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환경경영 3.0선언에 동참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20년 실적
201,903

신규설비
(UCTAD 신설)

2010

약속3

유한킴벌리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BAU
324,527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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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② 2030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혁신
Environmental Performance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과 패키지 개발 가이드라인 원칙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한 제품과 패키지 개발 가이드 라인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우선 순위 도출 및 원칙 수립

탈플라스틱 | 환경표지인증제품

1. Reduce

우선
순위

원료사용 최소화

최우선과제

제품

패키지

2. Recycle
재활용성증대

-제품원료사용최소화
-공정폐기물저감

If possible

최우선과제

재활용성 증대

포장과다발생억제

3.Replace
탈플라스틱

지속가능
원료 적용
(비석유계)

-고지, 재생 플라스틱 적용확대

재생플라스틱 포장재 적용 목표(단위 : %)

지속가능
원료 적용
(비석유계)

생분해
플라스틱
적용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율(%)

50

Not
allowed*

25

* *생분해플라스틱은 환경유출 위험있는 경우 사용 권장하며, 소각 폐기되는 제품과 재활용성 증대를 위한 패키지 사용은 제한적 적용

|

2030

실적

7

2025

2020

유한킴벌리 제품개발 환경성 개선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환경 정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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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③ 환경친화적 제조 및 환경관리 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사업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보건 법규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발자국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rbon Footprint

Water Footprint

Forest Footprint

Plastic Footprint

탄소 배출
저감

물 사용 절감
재사용

지속가능한
펄프 및 고지

자원순환증대
폐기물 저감

15,596tCO e

1,450,446m

100%

2,357ton

(온실가스, 2018-2020)

(2020 물 재사용량, 김천공장)

(K-C 친환경펄프구매 정책 인증 기준)

(대전 부직포공장 trim 및
충주공장 순환자원인정 폐기물)

3

2

환경친화 사업장

안전이 최우선

Eco-Friendly Workplace
구분
녹색기업

인증기간
2019.11~2022.11

인증처
환경부

2018.10~2021.10
ISO14001

2019.11~2022.11
2018.10~2021.10

(국내기반 제조생산 기업으로서의 환경적 책임)

Safety is core value
사업장
충주공장
대전공장

SGS

김천공장
충주공장

1. Crystal Tree Awards 수상
•우수사업장: 대전 (2015, 2017, 2021년), 충주 (2016년)
•Team: 김천 (2020년) / Hero: 제조생산부문장 (2020년)
2. 이사회 안건보건계획 승인
•2021년 안전보건계획에 대해 이사회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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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① 사원 : 일하는 방식의 혁신 통한 사회 변화 주도
Social Performance

유한킴벌리는 사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사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와 문화 두 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원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6가지 윤리문화 실천 원칙 준수 등 윤리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
Flexible Time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몰입·효율·협업 증가

•생산, 영업, 사무직
•4조2교대, 시차출퇴근제

업무몰입도

공간
Flexible Space

자원
Flexible Resources

•스마트오피스(전국 6개 운영)
•자유좌석제 운영
•재택근무(전면 시행)
•Digital Work System

•유연한 인력 & 조직운영
•경험/정보공유 → 지식경영

기업
•소통이 원활한 열린문화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사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사회 혁신
모델 제안

업무효율성

66.7
52.8

2019

62.3
51.5

2020

2019

2020

업무협업

57.6

2019

60.1

2020

“2020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 사원수 1,526명(현장직 사원 노조가입율 99.7%)

HR Asia 주관, 생활용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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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② 고객: 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Social Performance

유한킴벌리는 제품 안전 정책을 적극 공개하는 동시에 제품 원료부터 출시까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법 준수는 물론 사전안전성 검토, 킴벌리클라크의 사전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법규 준수 및 제품안전보증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R&E,
품질, 안전, 제조, 고객만족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우려 물질은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성 보증 통합 프로세스
법규 안전기준(원료, 제품) 인허가
기능성 심사, 수입 신고표시기재, 광고

유한킴벌리 제품안전 관리 시스템
1. 제품 개발 단계

2. 제품 생산 단계

3 소비자 사용 단계
원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 검토

글로벌 제품안전
(Global Product Safety)
전문가 검증

4. 안전성 모니터링 단계

•안전성 우려 물질 사용 제한
•신제품 사전점검 통합 프로세스 운영
•안전함이 입증된 원료 사용
•제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ISO9001* 획득
•화장품 GMP** 획득
•제품 출시 후 안전관리
•소비자 불만 정보 수집
•사전예방시스템
•유통 중인 제품 안전성 모니터링
•유해사례 안전성
* 	ISO9001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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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③ 협력회사 : 상생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지원
Social Performance

유한킴벌리는 전담 조직인 상생경영본부를 통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매년 협력회사 역량평가를 실시해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부문 72개 점검 항목 중 사회책임 비중 44%)

협력회사 역량평가 시스템 (평가 항목)

동반성장 5년 연속 최우수 선정

평가도구 : 파트너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사용
평가내용 : 4개 부문 72개 세부 점검항목으로 진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

공정능력

사업장관리

•작업인원관리

•3정 SS

•원료 및 제품창고 관리

•생산시스템 구축

•지게차 관리

•생산설비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 보상

•공정개선활동

품질경영

38%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66개사

13%

5%

Check
List

•장기저장품 관리

상생경영

•전기패널 관리

사회적책임

44%

•환경경영시스템

•조직구성(운영)

•화재관리

•Risk mgt

•안전관리

•리더쉽, 기획, 자원관리

•임금 및 고용

•제품실현, 변경관리

•윤리, 보건관리

•벌레, 이물질예방

•위험물, 화학물질 관리

•성과평가, 개선활동

•정보공유(SMA)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 66개사

•정보전달, 게시판 운영
•제품오염, 안전(AEO)

동반성장 5년 연속 최우수 선정

협력회사 수

총 1,241개사
(2020년 신규 계약 156개사)

협력회사 지원

상생협력펀드 170억원
기술지원 43건, 기술 보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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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④ 지역사회 : 숲, 40년을 향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Social Performance

유한킴벌리는 숲을 통해 기후위기 이슈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막화방지, 탄소상쇄, 생태다양성 확보 등의 문제를 산림청과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고 가꾼 나무수

54,309,310그루
(~2020)

1984
Reforestation

1994

2004

2014

Engaging Consumers

(1984~2014년)

2024

Coexistence of Forests and Human

숲과 사람의 공존을 통한

나무심기 숲가꾸기

5천만 그루 목표 달성

2021

30년

더 나은 생활 실천
(2015~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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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⑤ 지역사회 : 사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Social Performance

유한킴벌리는 여성 인권 증진과 리더십 역량, 젠더 관점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역량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다양한 기부모델을 제시하는 등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 가치소비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굿브랜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용과 다양성
•신혼부부 생명사랑학교 3,398명
•NGO여성 리더십 교육 894명
•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원기부
릴레이 8,745명
•부모교육 : 육아포럼 255,445명

수혜자 및 참여자

2,200만 명
(~2020)

•청소년 월경교육 18,299,263명

취약계층 기부사업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기부 736,151명
•시니어 돕기 : 1% 월급여 기부 7,497명
•희망뱅크 기저귀 기부 59,381백(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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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OPIC

유한킴벌리의 지속가능한 브랜드
Good Brand = Good Product x Goo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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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지속가능한 브랜드란?
Yuhan-Kimberly Good Brand

Good Brand
•Greener Product Guideline 충족 제품
- 지속가능한 원료, 자원사용 감소, 자원순환성 증대, 탄소저감

•이윤과 상관없이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
•기부활동 중장기 지속 약속(3년 이상)

•소비자 선택권/보편적 건강권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제품

Good Product
환경마크

친환경인증제품

환경성

Good Action
저탄소인증

지속가능한 원료
Greener Product

좋은느낌 : 힘내라 딸들아 100만패드 기부(2016 ~)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탄소 저감

사회성

하기스 : 희망뱅크 기저귀 제품 기부 (2015 ~)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크리넥스 : 코로나 마스크 100만 기부(2020 ~)
디펜드 : 사원1% 나눔캠페인 매칭 기부(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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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제품(Good Product)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Yuah-Kimberly Good Product 환경성 개선 제품 중심

Greener Product

지속가능한 원료 제품

포장재 저감 제품

라네이처 시그니처

크리넥스

하기스

크리넥스

좋은느낌

친환경섬유인증 생리대

종이물티슈

네이처메이드 기저귀

메가롤

대용량제품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생분해, 퇴비화 진행

FSC 인증
천연펄프 원단 사용

사탕수수 자연유래 소재
/온실가스 저감 기여

포장재 사용량 40% 절감
화장지양 대비 지관 50% 감소

재생플라스틱 포장 적용

스카트/마이비데
신규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위해
재생플라스틱 적용
(Recycl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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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Good Action)이 만드는 사회적 영향력
Yuhan-Kiberly Brands’ Good Action
브랜드

하기스
활동

좋은느낌

크리넥스

•함께 키우는
이른둥이 캠페인(2017~)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한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2016~)

•미세먼지 걱정아웃
마스크나눔캠페인(2015~)

•희망뱅크 : 사이즈 교환
제품 기부(2015~)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처음생리팬티 개발(2020)

•코로나 응급 마스크 100만개 기부
(2020)

디펜드
•불우한 시니어를 돕기 위한
사원 1% 나눔캠페인(2015~)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위티켓 캠페인(2020)

진행 성과
(2020년)

751,500패드 지원

(이른둥이 나눔캠페인)
총 2,722,350패드 지원(‘20년 누적)

1,086,832패드 기부

1,202,100매 지원

총 7,506,408패드 기부(‘21년 6월 누적)

총 1,025,802매 지원(‘21년 5월 누적)

2,242명 참여

(2회 진행)
총 7,497명 참여(‘20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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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21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유한킴벌리 하기 데이터는 우측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SG Data
•TCFD
•GRI Index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준수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서
•주요 수상 및 평가 결과
•지속가능성보고서 활용 현황과 독자의견 모니터링

“앞으로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이노베이션에 집중할 것이며,
그 집중의 방향성은 지구와 환경까지 좋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성능이 좋은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등
품질 위주로 집중했으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입니다.
이를 반드시 점검해 신제품 출시를 결정할 것입니다.”
- 2021년 4월 13일자, CEO 진재승님의 언론사 인터뷰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