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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CJ대한통운이 5번째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서, 2021년 한 해 동안의 환경•사회•지배 
구조 측면의 노력과 추진 성과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2019년~2021년)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는  
2021년도 핵심 데이터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CJ대한통운 국내 전 사업장이며, 일부 내용은  
해외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글로벌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 (Core)  
기준에 따라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특성에 적합한 주요 이슈 선정을 위해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업 표준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권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 정보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와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에 관한 
사항과 검증의견은 p.79-8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본 보고서는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 CJ대한통운 빌딩

1588-1255

sustainability@cjlogistics.com

http://www.cjlogistics.com

주소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CJ대한통운

COVER STORY
CJ대한통운의 컬러는 그룹의 블로썸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리를  
상징하는 CJ블루, 건강을 상징하는 CJ레드, 즐거움을 상징하는 CJ옐로우는 각각 스마트한  
물류서비스로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건강한 브랜드 정신을 반영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친근함을  
반영합니다. CJ대한통운의 세가지 컬러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경영을 부각하여,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지를 담은 디자인입니다.

INTERACTIVE PDF 사용자 가이드
본 보고서는 연관 웹 사이트 바로가기와 페이지 이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INTERAC-
TIVE PDF로 발행했습니다.

처음페이지로 이동앞 페이지로 이동뒤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페이지 프린트보고서 내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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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혁신성장을�통해�지속가능한�� 
선순환�가치를�창출하는�글로벌��SCM� 
솔루션기업이�되겠습니다.”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 신 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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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 및 성과를 되짚어 

보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글로벌 경제는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과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 해제 및 리오프닝 등으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쇼크 지속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커머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물류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등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팬데믹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파, 그간 지속되어 온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염, 혹한, 홍수, 가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잦은 발생 등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CJ대한통운은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친환경 패키징 및  

시스템 도입과 2030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통해 전 운송과정에서의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을 위한 ISO37301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ESG 관련 규제 및 투자 확대 움직임에 발맞추어 선진화된 관리체계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끊임없는 핵심 기술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스타트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CJ대한통운은 미래성장을 위한 첨단기술의 확보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트렌드를 읽고 변화를 선도하는 최고 인재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과 최고 인재, 조직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혁신기술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주주와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과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CJ대한통운의 노력과 도전에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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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SCM을  
디자인하여  
고객과 함께  

성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

DATA 기반 기술  
역량으로 CPG·이커머스  

물류시장을 리딩하는  
글로벌 SCM  
솔루션 기업

정직 열정 창의 존중

MISSION

VISION

핵심가치

행동원칙

CJ대한통운 경영철학

인재 OnlyOne 상생
일류인재
강유문화

생태계�조성
공유가치

최초
최고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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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CJ대한통운은 최첨단 물류기술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 & Solutions) 핵심역량과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시장의 강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물류사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기업명 CJ대한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신호

설립일 1930년 11월 15일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빌딩

주요 사업 CL사업부문, 택배사업부문, 글로벌사업부문, 건설사업부문

임직원 6,351명

자산총계(연결기준) 8조 9,939억 원

자본총계(연결기준) 4조 164억 원

매출액(연결기준) 11조 3,437억 원

영업이익(연결기준) 3,439억 원

신용등급 NICE A1, 한국기업평가 A1, 한국신용평가 A1

(2021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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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CJ대한통운은 전세계를 하나로 잇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One-stop 물류 솔루션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물류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각 국가 별 사업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공화국

중국
한국

일본

케냐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홍콩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잠비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재무실적 외 정보는 별도 기준

35 개 160 개 249 개

진출�국가 진출�도시 해외�거점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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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소개

CJ대한통운은 택배, 계약물류, 포워딩&국제특송, 프로젝트 물류, 항만하역&운송, 건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대응을 위해  전국적 택배 네트워크와 풀필먼트 역량을 활용한 독자적인 융합형 ‘CJ대한통운 e-풀필먼트’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첨단 물류기술 TES와 광범위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CJ대한통운만의 차별화된 One-Stop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항만하역&운송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 와 산 업군별 노하우를  

기반으로 화물 특성화 솔루션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물류 
초중량 벌크, 특수화물 등을 항공/해상 운송부터 통관,  

운송, 설치까지 고객에서 최상의 물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건설 
차별화된 기술과 고도화된 사업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선진 기술서비스(Advanced Tech & Service) 도입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공간 가치를  

제공합니다.

09

기업 소개

  이커머스 
이커머스 환경에 최적화된 자 동화 물류설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관, 재고관리, 출고 및 고객배송까지 

One-Stop으로 최고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택배 
독보적인 인프라와 배송망 밀집도, 최첨단 물류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품을 집화부터 배송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물류 
산업군별 특화된 영업 노하우와 최첨단 IT솔루션을  

기반으로 화물의 보관, 하역, 수·배송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차별화된 토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워딩&국제특송 
수출입화물의 항공·해상운송, 통관·보관 등 종합  

물류 서비스와 함께 글로벌 이커머스에 특화된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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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TES물류기술연구소는 CJ대한통운 최첨단 물류 혁신 기술/솔루션을 연구하는 전문 조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PARADIGM SHIFT

TES

TES&C

TES TES

로봇이 사람처럼 일합니다

��로봇,�자동화를�통한�무인�물류

��물류�운영�효율�극대화를�위한�최첨단�기술�기반�스마트�물류�구현

데이터로 미래를 봅니다 

��최적화,�빅데이터,�시뮬레이션을�통한�예측�물류

��최적의�운영�모델�설계�및�신속�정확한�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 사람을 리딩합니다 

 �IOT,�AI를�통한�지능물류

��산업군�특화�물류�시스템�및�고객�맞춤형�IT�서비스�제공

•  AGV*, 스마트패키징, 디팔레타이저 등 旣 검증 기술 
(이송/포장)의 본격 확산 및 추가 고도화

•  피스피킹, 하차 자동화 영역의 미래기술 지속 탐색·확보

* AGV : 고정노선 이송로봇

•  고객군별 택배 ‘Dynamic Pricing’ 체계 구축

•  거점·네트워크 상시 최적화 위한 디지털 트윈 구현

•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확보 및 설비 제어  
표준 플랫폼 구축

•  핵심사업 지원 위한 이커머스/택배/CL 시스템 선진화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

LOGISTICS 4.0 선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R&D 강화 PLAN

10

TES 역량 고도화
피킹/포장/하역 자동화

디지털트윈
AI/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물류 운영 시스템

택배
유연 Capa 기반 수익성 극대화

이커머스
풀필먼트 활용 新성장동력 확보

CL
B2B2C On Demand

오픈 이노베이션

SUSTAINABILITY
지속가능 新사업/기술

PLATFORM
디지털 영토 확장

DATA, 인프라 기반  
사업 혁신성장

미래 성장엔진 적극 발굴

미래 유/무형자산 투자로  
구조적 경쟁력 확보

수송
플랫폼

자율주행 BIG DATA
친환경  

물류 기술

CONSULTING

DATA 기반 기술역량으로 CPG•이커머스 물류시장을 리딩하는  
글로벌 SCM 솔루션 기업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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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물류기술연구소 정보전략담당 자체 개발

•  멀티 로봇/설비 통합 제어 표준 플랫폼(WCS 2.0) 구축  
→ 전국 자동화 물류센터에 확대 적용

•  물류센터 내 모든 자동화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통합제어  
→ 운영효율의 획기적 증대

•  인터페이스 표준화로 관리시스템 및 자동화 설비  
호환성 향상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디지털 고도화 가상세계 물류창고 구축

•  업계 최초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결합된  
디지털 트윈 기술 단계적 구현  
※  1단계(모니터링/재현/’21년), 2단계(분석, 시뮬레이션/’22년), 

 3단계(제어/’23년)

•  풀필먼트 센터 시뮬레이션 고도화 및 新LMD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구축  
→  향후 CJ대한통운의 물류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최첨단 자동화 로봇 기술 美 상용화 추진

•  AMR, EPT 등 자동화 로봇 기술 美 물류센터 테스트 진행  
→ 글로벌 물류 자동화 상용화 

•  자율주행 이송로봇 AMR 2022년까지 물류센터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 (22% 이상)  
→  IT, 로봇 등 최첨단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글로벌 물류 자동화 선도

약 390억 원 택배 IT 시스템 투자•개발 진행

•  CJ올리브네트웍스, SK㈜ C&C와 함께 R&D 진행  
→ 택배사업 전반에 걸친 IT 시스템 개선  

•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구축   
→ 유연한 정보 처리 체계 강화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시스템 및  
모바일 지원 서비스 강화   
→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을 위한 첨단기술 확보  

및 택배산업의 첨단화 선도

CJ대한통운은�단순히�변화하는�환경에� 
적응하는�것을�넘어�로봇,�AI,�데이터�기반의� 
TES역량과�더불어�지속적인�투자를�통해� 
미래성장을�위한�첨단�기술을�확보하고� 
글로벌�선도사�수준을�넘어서는� 
혁신기술기업으로�성장해�나가겠습니다.

11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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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S
자동화 물류

美 TES 기반
자동화 로봇

디지털  
트윈 구축

IT 시스템
투자

CJ대한통운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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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물류의�혁신,�
CJ대한통운만의�맞춤형�e-풀필먼트�서비스는
진정한�One-Stop�물류솔루션을�제공하여
고객의�비즈니스에�가치를�더하며,
물류�그�이상의�서비스를�경험할�수�있게�합니다.

물류혁신 경쟁력 강화

이커머스 물류 A-Z 모든 과정의 자동화, CJ대한통운 e -풀필먼트 물류 솔루션

12

이커머스 물량 고성장 시현

물량 138% 증가  
(전년�동기�대비)

2022년 상반기 내

新LMD서비스 본격 런칭

로봇, AI/BIG DATA 시스템 기반

융합형 풀필먼트 역량 구축  
(2023년까지)

박스
자동�조립

AGV로봇의
자동�상품분류

친환경�소재로
자동�포장

다음날
배송완료

스마트패키징 출고&배송주문접수 박스제함기 피킹스테이션

E-FULFILLMENT

��국내�최대규모

��업계최초�모바일�컨시어지�서비스

��글로벌�이커머스�풀필먼트

��화물�특성화�솔루션

��최적의�물류서비스

��TES�기반�최첨단�자동화

��산업�군별�특화�서비스

  Value Chain�확대

  One-Stop�서비스

CJ대한통운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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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BUSINESS OVERVIEW

OUR INNOVATION  
스마트 건설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Total-Solution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류시설

리모델링

R&D시설

  드론 활용한 현장관리

  철거/증축 시뮬레이션 

  BIM기반 특수공간 MEP 검토 

  PC, RC콘크리트 물량 검토

  3D 스캐너 활용 역설계 

  비정형 BIM 간섭검토

13

특화기술 기반 아시아 최대 규모 물류센터 시공
대형 첨단 물류시설 시공경험 다수, 사업기획~시공에 걸친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도권 Mega Hub 터미널, 평택포승물류, 오설록 녹차공장, 아모레퍼시픽 뷰티 사업장

주요실적

구조보강 등 기술기반 TOP3 입지 확보
투자비 최소화, 용적률 유지/증가, 공사기간 단축, 임대수익 증대 등 고객 자산가치 제고

동탄 센터포인트몰, 정안빌딩, 설해원 클럽하우스,  KT&G 상상마당 부산

주요실적

국내 최대 식품바이오 융복합 R&D센터 시공, 쾌적한 연구시설 공간 구현
기술력, 고객관리 강화 통한 시공영역 확대

JW이노스퀘어, RFHIC 과천사옥,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주요실적

특화기술 및 민원 대응 역량 기반 주요 도심지 內 영업력 집중
핵심기술 강화, 민원관리 체계화로 무재해, 최적원가, 공사기간 최소화

무신사 사옥, 가비아컨소시엄 과천사옥, 브이원텍&소만사 사옥, 알서포트 사옥

주요실적

<BIM/VR: 시 공전 간접체험 통한 오시공방지> 상상마당 부산 리모델링 현장

<Drone:광역부지현장 3D스캐닝, 드론측량>영암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현장

CJ대한통운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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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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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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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전기화물차

ENVIRONMENT

친환경•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도입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애터미와 협력하여  

고객 배송 물품 포장재 중 비닐 완충재, 테이프, 낱개  

상품 포장재를 종이 소재로 대체하고, 과도한 포장재 

이용을 줄이기 위한 포장 첨단화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을 도입하여 1년간 약 23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였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적합한 상자  

크기 추천, 상자 속 빈 공간 측정 및 완충재 필요 수량을 

적정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첨단 솔루션 

도입을 통해 포장에서 배송까지 환경 친화적 솔루션을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전환  

2021년 2월, K-EV100*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참여하여 2030년까지 화물차와 업무용  

승용차 등 총 1,600여 대의 택배 차량을 전기·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전기 화물차  

외에도 수소 화물차 2대를 시범하여 운행 중이며, SK

에너지와 협력하여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K-EV100 :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전기·수소차 

전환을 공개적으로 선언 및 이행하는 캠페인

미국 녹색 공급망 파트너 선정  

CJ대한통운의 미국 통합법인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CJ Logistics America)’는 미국의 물류  

전문지인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Inbound Logistics)’가 

선정한 ‘2021 녹색 공급망 파트너 (2021 Green Supply  

Chain Partner)’에 선정되었습니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전기, 천연가스, 프로판, 물, 재활용, 폐기물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사 용 량 을 측 정·관 리 하고 , 고객 과 의 최적화 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소제로 민간협의체 구성  

락앤락,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CJ대한통운은‘탄소  

저감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폐플라스틱  

업사 이클링 사업추진을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의  

일회용 컵을 모아 패딩 목도리를 만들고, 락앤락의  

폐플라스틱을 파렛트로 업사이클링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플라스틱 배출 최소화와 자원사용 

효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글로벌 투자 벤치마크 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ESG평가에서 BBB등급
을 획득하였습니다. 

높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활용 지원 목적의 한국지배구조원 지속 
가능경영 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서스테이널리틱스 ESG 리스크 평가를 통해 펀드, 주식, 자산  
분석에 ESG 요소를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평가로 0~50점  
리스크 점수 중 16.1로 Law Risk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미국 S&P 다우존스가 개발한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에서 운송업 상위 15%에 선정되어 Yearbook member로 
등재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대외 인정

투썸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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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편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 

기술기업으로 이끌어 갈 주역인 MZ세대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젊고 역동적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월 1회 대표이사와의 메타버스 공감 Talk’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대, 부서 및 직급 간  

장벽을 없애고 수평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 공정한 경쟁  

보장, 성과를 내면 파격적 보상을 제공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연계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안전경영체계 강화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 운영 

체계 표준화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환경을 담당하는 기존의 안전환경팀을 안전경영실

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경영체계를 견고 

하게 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한국기술사회와 함께  

기술정보 교류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및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문화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준법 경영’ 국제표준인증 획득 

투명 한  기 업  컴 플 라 이 언 스 를  위 해  2 016 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 개설을 시작으로 2019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였으며, 이후  

매년 준법경영위원회 개최,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수행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 (Lloyd’s Register)으로부터 국내 물류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ISO37301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ESG 위원회 신설 

ESG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CJ대한통운은  

2021년 5월, 임종룡 사외이사를 ESG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 대표이사와 신영수 택배부문  

대표 및 사외이사 4명을 선정하여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ESG위원회 신설을 기점으로 ESG 전담  

실무 조직 또한 구성하여 ESG경영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표이사와의 메타버스 기술자문 및 상호 협력 MOU 체결 ISO37301 인증 획득 ESG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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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2021 HIGHLIGHTS

4,421백만 원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44VEHICLES
누적 전기차 보유 수

이슈의 중요성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폐기물 증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등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배출하는 직·간접 탄소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물류 및 배송 차원의 환경 영향 감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의 실현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필수적입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따라 친환경 물류 기업 실천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방향

계획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템�고도화

중장기�온실가스-에너지�감축�목표�달성

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

친환경�기반�사업환경�조성

환경�영향�저감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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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황 파악  

기후변화는 가뭄, 폭염, 홍수 등과 같은 자연 재해와 함께 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Scope 1, 2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최근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Scope 3를 최초로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배출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CJ대한통운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저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SCOPE 1, 2 배출량 분석  

CJ대한통운의 2021년 국내 탄소배출량은 약 22.8만 tCO2eq입니다. 물류기업의 특성 상 화물차 등 운송수단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약 11.8만 tCO2eq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등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에 따른 

Scope 2도 11.0만 tCO2eq의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COPE 3 배출량 분석  

공급망에 대한 배출량 관리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보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재료 조달, 수송 및 물류, 제품 사용 및 폐기 등 비즈니스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Scope 3를 최초로 측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산정 항목 산정 범위

구매물품과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매한 물품의(포장재 : 박스) 탄소배출량 산정

건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자재(철근, 단열재 등)의 탄소배출량 산정

자본재 당사운영을 위해 구매한 사무용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2 외 사용한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운송 및 배송 협력 하청업체가 당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연료에 따른 탄소배출량

폐기물 발생 서비스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일반 및 건설폐기물) 의 탄소배출량 산정 

국내외 출장 국내외 출장 시 이용한 운송수단, 거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산정

SCOPE 3 배출량 산정  
각 사업부문별 Scope 3 산정 항목을 검토하고 CJ대한통운 현황을 고려하여 CDP에서 제시하는 Scope 3 범위 중 1~6번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311,729 tCO2eq
2021년

SCOPE�2�배출량�(11.0만�tCO2eq)���
HUB, SUB 등 CJ대한통운의 사업장에서 구매한 전력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 
발행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배출량�(11.8만�tCO2eq)���

운송수단 사용에 따른 배출량 (11.4 만 tCO2eq) 
화물차 등 물류 운송 시 사용하는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배출량 (0.4 만 tCO2eq)  
비상 발전기, 바지선 등 CJ대한통운 경계 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료에서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109,742

118,548

Scope1 Sco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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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계획 

CJ대한통운 기후변화 대응 방안  

CJ대한통운은 사업 비즈니스를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요 배출원인 운송수단과 풀필먼트를 중심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운송수단은 친환경차 (전기, 수소차)

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풀필먼트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단계적 추진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친환경 물류사업에 대한 확대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물류 혁신을 통해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저감 방안을 도출하여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동수단 전환

내연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차량운영/이용 효율화

에코드라이빙, 무시동 냉난방, 경로최적화

에너지 수요관리

디지털 트윈, EMS+AI, 운영효율화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태양광 설치, REC/녹색 프리미엄 구매

운송수단 자체의 친환경화를 위한  
전환 및 기술 상용화 공백기의  

영향 감소를 위한 저감장치 도입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위한  
4차산업 기술 적용 및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수립

시설전환

운송

BUSINESS CASE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물류 효율화  

CJ대한통운은 빅데이터 기반 최첨단 ‘수송복화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탄소를 저감하는  

녹색물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거리,  

차량크기, 화물정보, 물동량 등 수송차량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 분석한 솔루션을 TES 물류기술연구소에서 자체개발 

하여 국내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인도 CJ다슬에도 

도입해 네트워크를 최적화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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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기반 CJ대한통운 기후변화 대응 현황 분석   

CJ대한통운은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TCFD 권고안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 및 목표 설정을 통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에 기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공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 준수,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CJ대한통운은 ESG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심의하고 ESG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 5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 산하에 경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보고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저감 활동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적·환경적 영향에 따른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저감 방안 및 목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관련 지표 및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표와 감축목표  

CJ대한통운은 국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사업 전반에서의 친환경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019년

214,808

92
,5

02

12
2,

30
6

227,176

10
3,

97
7

12
3,

19
9

228,271

10
9,

74
2

11
8,

54
8

(단위: tCO2eq)

Total

Scope2
Scope1

2020년 2021년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기후변화 관련  
중대 리스크 식별

 환경영향 모니터링
CJ대한통운  

환경목표 반영
대응전략 및  
방안 수립감사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이사회

ESG위원회
연 2회 정기보고

경영협의체
연 4회 정기보고

실무협의체

•  ESG 경영전략 및 방향성 점검  
문제점 지속 평가 및 검토

•  ESG 리스크 전반 관리

•  ESG 전략 추진 및 모니터링

•  ESG 추진과제 발굴 및 Tren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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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 검토를 통한 경영전략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발굴, 측정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의 국내·외 사업장 총 414곳을 대상으로 RCP 2.6과 8.5 시나리오 기반 물리적 리스크 분석 및 전환 리스크를 측정·평가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TCFD 권고안에 포함된 물리적  

기후 위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구분하고, 사업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목표를 전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전반의 안전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기후 관련 위험 및 영향 분석

Low

영향도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발생가능성
Probable High

Lo
w

M
od

er
at

e
C

rit
ic

al

P1
T3

T4

T1

Low

영향도   기회

발생가능성
Probable High

Lo
w

M
od

er
at

e
C

rit
ic

al O2

O1

T1 규제 규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  배출권거래 제 배출량 초과 시 배출권 구매 비용 및 추가  

배출권 미확보 시 과징금 발생 예상
·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대응 비용 증가 예상

T2 기술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 변화에 따른 리스크
·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및 저탄소 연료 사용에 따른  

운영비 증가

T3 시장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 축소 리스크 ·  탈석탄 정책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 및 석탄 물류 사업 폐지 위험

T4 평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리스크
·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른 기업 평판 및 인식도의 주가 영향  

가능성 증가

전환 리스크 (Transition Risk)

P1 급성
태풍, 화재, 홍수 등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 빈도 
및 강도 증가

·  기온 상승에 따른 태풍, 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물류창고  
침수, 설비 파손 또는 물동량 감소 등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P2 만성
폭염,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 오랜 기간동안  
변하는 기후 패턴에 의해 극심한 기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  해수면 높이 상승으로 인한 강 유역 및 연안 범람으로  
물류창고, 항만 인근 야적장 등 침수, 해안 침식 및 해일에  
의한 설비 파손으로 피해액 증가와 물동량 감소 예상

물리적 리스크 (Physical Risk)

O1 기술
소형 전기 배송차 전환 지원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로 인한 연료 비용 감축 등 대체연료 기반  
운송수단으로 전환

O2 규제 탈석탄 정책에 따른 부두 물동량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회

기회 (Opportunities)

P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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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환경정책 및 방침

환경경영 추진체계 

CJ대한통운은 잠재적 환경 리스크의 사전 제거와 더불어 글로벌 물류 사업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과제를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오염인자 관리 등 환경친화적 사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 전사의 환경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J대한통운의 모든 임직원은  

환경방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이행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경영 중점 추진과제 환경경영 조직체계 

환경경영의 전사적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강화를 위해 전 사업부문별  

안전환경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 및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발생 시 CEO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지속가능�환경경영시스템�구축

GREEN�HARDWARE GREEN�SOFTWARE

글로벌�TOP�수준의�녹색경영�실현

물류거점을�활용한�친환경�물류�실현�

강점인 최다 보유 거점을 활용하여 거점 간 연계수송을 활용한 
운송경로 최적화, 대량수송, 복합일괄수송, 공동물류 등으로 
차량 운행 대수 감소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친환경�차량,�장비�및�물류시설�활용�

저공해·고연비 SCR방식 화물차량의 구입 및 차량의 대형화
에 의한 매연과 연료 저감을 추진하고 전기화물차 도입 확대  
추진을 통한 그린택배서비스, 항만크레인 에너지원의 전기식 
전환, 물류센터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합물류�IT시스템�기반의�물류�효율화�

통합물류시스템의 구축으로 실시간 차량관제, 화물정보  
기반의 운송 Planning을 활용한 운행경로 최적화, 통합배차,  
복화율 향상을 통한 차량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화물의 통합물량 분석을 통해 도로운송 물량의 철도/선박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고효율 운송수단전환(Modal Shif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운영�

물류업계 최초로 1999년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2009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을 획득
하여 항만하역, 육상운송, 택배 등 전 사업의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의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Eco-Driving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REEN
NETWORK

GREEN
FACILITY

GREEN
SYSTEM

GREEN
MANAGEMENT

VISION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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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환경 리스크 관리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물류기업에게는 환경규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전기•수소화물차를 시험 운영하는 등 친환경 물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는 등 다양한 환경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경영 인증 

CJ대한통운 2010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2015 인증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경영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각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자체 점검을 위한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 실시를 통해 담당자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의 환경경영 시스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사업장 안전관리와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지구환경 보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대한통운은 환경, 안전, 보건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ISO 14001 인증서 (물류/건설 부문)

Jonathan Smith
Executive Director

Championing sustainability.
In golf. Through golf.

Find out more at sustainable.golf

Certified in September 2019 
for renewal in 2022

  The Club at Nine Bridges   

Championing sustainability.
In golf. Through golf.

Find out more at sustainable.golf

Jonathan Smith
Executive Director

Haesley Nine Bridges

Certified in 2014, 2017 and
October 2020 for renewal in

2023

친환경 골프장 인증서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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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안전·보건·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의식개선 및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사업장의 잠재된 유해와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여  

안전보건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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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은 온실가스 관리 IT 시스템 운영을 통해 매월 본사 및 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축 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환경규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녹색물류 실현 및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강화

CJ대한통운은 글로벌 TOP 수준의 녹색경영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상쇄숲 조성 행사’, ‘도시숲 조성’ 등의 행사를 통해 녹지를 이용한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을�위해� 
선제적�대응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영향�감축�활동을�통해� 
지속가능한�환경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감축 활동 강화

온실가스 감축 전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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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최초� 
친환경�전기화물차� 
현장�투입��

K-EV100�참여

1톤급�전기택배차� 
44대�전환
11톤급�수소화물차� 
2대�도입

전�보유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년�11월 ’21년�5월 ’21년�말 ’30년

감축�개선과제�실행 개선사항�도출

실행실적�평가 실적결과�분석

전사�목표�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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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저감

에너지 효율 

물류 배송 측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송경로와 운영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거리를 단축시키고, 공차  

운행 차량 비율을 최소화하여 연료 효율성 및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송복화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엔진 공회전 등과 같은 에너지 과소비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Eco Driving 교육을 추진하여 에너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더불어 건물 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물류센터  

실내 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로 신규 설치 및 교체하고, 물류센터 옥상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감축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 절감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물류 자회사인 CJ제마뎁은 메콩 델타 지역에 위치한 냉동 물류센터 지붕에 2만5천㎡에 1만 880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7천 66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약 25%의 전기료를 절감하여 연간 4,840톤의 이산화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물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리딩 물류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용수 및 폐수 관리 

물 부족의 심각성과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용수 사용량 목표 수립 및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전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의 사업장은 생활용수 외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서비스 시설인 헤슬리와 제주나인브릿지 골프 클럽의 경우 용수 자원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절수 인증이 된 샤워기, 저유량변기 및 물탱크 저장 압축기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제거하기 위해  

제주 나인브릿지는 막일체형 하·폐수 고도처리공법을 사용하여 유기물질과 질소, 인을 동시에 저소전력으로 제거하여 수질오염 및 에너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제마뎁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시스템  

CJ대한통운의 베트남 물류 자회사인 CJ제마뎁은 빗물을  

지하 저수지로 배수시켜 소방 및 예방 용수와 식물 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위생 및 준설 작업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당국의 환경보호 및 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수 및 하수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콩 냉동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6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감축 활동 강화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INTRODUCTION

WITH CJ LOGISTICS

ENVIRONMENTAL

기후변화 분석 리포트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감축 활동 강화
친환경 기업 실천

SOCIAL

GOVERNANCE

APPENDIX

친환경 도심 물류서비스 업무 협약 CJ대한통운 수소화물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 

화물차량 보유가 많은 물류업의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의 경우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배에서 22배 가량 배출량이 많기때문에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이 보유 중이거나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후관리 

등 저공해 조치를 진행 중이며,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 및 세차, 친환경 운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CJ대한통운은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여 차량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화물차 전환 확대 요구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CJ대한통운도 친환경 운송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30년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직접 보유한 차량과 외부 임차한 차량을 전부 전기•수소화물차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1톤 전기화물차 44대를 현장에서 운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화물차 제조기업, 물류기업이 참여한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통해 11톤 급 수소화물차 2대를 물류현장에 도입하는 등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화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수송 분야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혁신 기술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배송차량 전환 가속화 협력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은 2021년 8월, SK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차량 전환 협약 및 도심 물류서비스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보유차량의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전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SK에너지의 화물차 멤버십 서비스휴게공간, 도심형 물류시설 및 배송서비스 개발 등을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터미널 등 다수 거점에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 멤버십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SK에너지의 주유소 일부 부지에 도심형 물류시설을 

구축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친환경 물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BUSINESS CASE

2021년 우수녹색물류실천 기업 지정   

CJ대한통운은 2021년 우수녹색물류실천 기업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물류 활동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물류활동을 위한 물류시설 고효율 조명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송 최적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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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국내·외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국내 규제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형별로 ‘폐기물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보관,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최적의 설계 및 자재 구매,  

작업 개선, 관리 효율화, 폐기물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포장재 최첨단 시스템은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상용화를 통해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종이 소재의 박스테이프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 사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자원고갈 

예방과 환경오염 최소화 나아가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 동참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의 강신호 대표이사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환경부의 친환경 캠페인인 ‘고!고! 챌린지 (Go! Go! Challenge)’에 동참하는 내용의 사진과 메시지를 공식 SNS에 올려 사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참여를 독려 

하였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참여형 SNS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GO)’와 ‘할 수 있는 행동 한가지(GO)’를 다짐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신호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탄소발자국은 지우고(GO)’를,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녹색발자국을 남기고(GO)’를 선정하여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현 시행중인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유니폼 배포

CJ대한통운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ECO+ 유니폼’ 2,000 벌을 현장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이처럼 업사이클링 의류를  

실제 현장 유니폼에 상용화한 것은 CJ대한통운이 유일합니다. 제작된 친환경 유니폼 1벌 당 500㎖의 폐페트병 14개로 제작되었으며, 유니폼 2,000 벌에 활용된  

폐플라스틱은 총 2만 8천 개로, 소나무 56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약 1,680㎏의 이산화탄소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조끼 디자인에 안감을 더해 보온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실제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퍼 형태의 주머니와 펜 꽂이를 추가하는 등의 수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폼 앞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상징하는 안전지킴이 인증 마크와 ‘UN SDGs 협회’ 마크를 담아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딜리버리’ 이미지 까지 담아내어 환경, 안전, 임직원 모두를 웃게 하는 유니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실천해 녹색물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업사이클링 유니폼

고고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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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패키징 도입 

전자상거래 발달로 급증한 포장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패키징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 부자재인 아이스팩, 테이프  

등을 종이로 대체하였으며, 특히 비닐 소재의 완충재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 소재 완충재인 ‘네오포레＇를 개발하여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포장재인 아이스팩, 테이프 등을 종이소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징 기술 혁신을 통해 과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으로  

상품 크기와 묶음 단위에 맞는 상자를 선택하고, 빈 공간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 적정 완충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 개발 및 도입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도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저감 순환물류 체계 구축  

2021년 7월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타벅스 등 민·관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CJ대한통운은 반납기를 통해 수거된  

리유저블컵을 배송차량을 통해 세척 장소로 이동하고, 세척 후 다시 스타벅스 매장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추후 전기차 도입을 통한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물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 및 일회용품 저감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종이 완충재, 종이 테이프종이 에어볼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다회용컵
회수기

수거 세척 보관 배송 고객

다회용품 선순환 프로세스



구분 포유류 조류 곤충 및 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식물

해슬리
(55종)

두더지,멧토끼,너구리,
고라니,설치류, 삵 등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노랑턱멧새,딱새,
멧비둘기,후루티 등

옆새우류,
알락하루살이, 
플라나리아류

청개구리,무당개구리,
옴개구리,줄장지뱀 등

소나무,참나무,은행나무,자작나무,메타세콰이아,측백나무, 
대왕참나무,느티나무,배나무,단풍나무,신나무,층층나무,쪽동백, 
산딸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목련,해당화,철쭉,진달래,수국, 
화살나무,덜꿩나무,금계국,수레국화,리아트리스,하늘용담,꽃향유, 
끈끈이대나물,도라지,더덕,기린초,싸리,만병초

나인브릿지
(96종)

두더지,멧토끼,너구리,
고라니,설치류 등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노랑턱멧새,딱새,
멧비둘기 등

옆새우류, 
알락하루살이, 
플라나리아류

청개구리,무당개구리,
옴개구리,줄장지뱀 등

소나무,참나무,은행나무,자작나무,메타세콰이아,측백나무, 
대왕참나무,느티나무,배나무,단풍나무,신나무,층층나무,쪽동백, 
산딸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목련,해당화,철쭉,진달래,수국, 
화살나무,덜꿩나무,금계국,수레국화,리아트리스,하늘용담,꽃향유, 
끈끈이대나물,도라지,더덕,기린초,싸리,만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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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국내 최초 영국 GEO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증 획득

해슬리 나인브릿지와 제주 나인브릿지는 자연, 수자원, 오염방지, 

에너지, 공급체인, 지역사회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 코스에 식재된 벤트  

그라스의 특성상 비료 요구도가 높으나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여  

주변 토양 및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계로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린 조성으로 인해, 코스  

주변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천연기념물인 수리 부엉이와  

멸종위기 종 2급인 말똥가리와 황조롱이, 그리고 가물치 등이  

살고 있어 친환경 골프 코스임을 더욱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GEO (Golf Environmet Organization)

전 세계 골프장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평가해 친환경 골프장 
인증 부여 및 국제 골프 대회가 친환경 대회가 되도록 자문하고 운영하는 
것에 협조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친환경 인증 기관입니다.

생물다양성 존중 

사업이 주변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해슬리 나인브릿지 

와 클럽 나인브릿지는 천연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지형을 살린 설계와 개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물 다양성 존중을 위해 사업장 생태환경  

보호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산림파괴 금지를 위한 노력 

CJ대한통운은 숲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파괴 방지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산업 폐기물 감소 등 지구를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과 지역 사회의 건강한 자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자 하며, 향후 1차 협력사 및  

2차 이상 협력사에서도 산림파괴 금지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CJ대한통운은 산림을 파괴하는 사업장을 조성하지 않고, 

산림조성 및 녹지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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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펀드

150억 운용
협력사 상생협력 

통합 모바일 앱

1,340만 건
택배 앱 누적 다운로드 건 수

4 ,279백만 원
지역사회 사회공헌 투자비용

CJ대한통운 2021 HIGHLIGHTS

이슈의 중요성

기업이 혁신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인재 채용과 더불어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인권,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기업 경영 전반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보건 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방향

계획 및 목표

조직문화�혁신을�통한�사내�소통

인권선언문�개정�및�인권경영�개편�

사업장�및�지역사회�안전문화�확산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강화

안전보건시스템�고도화

코로나19에�따른�비대면�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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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정�등�지침서�제•개정� 
• 안전관리 가이드 활동 강화 
• 계절별 예방활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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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조직강화 
• 안전경영 전담조직 확대 
• 각 권역 별 담당자 배치 

-��사업장�안전관계자�R&R�재정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및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MIND-SET�교육�강화 
• 전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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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체계�구축 
• 안전관리 활동 및 주요지표 관리

-��위험성�영향�평가�강화 
• 설계 단계 근로자 안전확보 작업환경 검토 및 개선 : 운영설비 및 안전설비 설치 등 

안전경영 강화

안전 거버넌스 수립 

CJ대한통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전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결의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전사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하는  

안전경영 구현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개정 및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룹안전의 날 

전 직원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구축과 더불어 확산을 위해 CJ대한통운은 ‘그룹 안전의 날’을 매월  

최고 경영진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이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의 경우 ‘그룹 안전의 날’ 시행과 더불어  우수근로자, 우수협력사,  

우수현장 포상을 진행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보건 역량 강화

CJ대한통운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각 직무별, 계층별 맞춤 커리큘럼을 통해 

외부 교육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원칙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사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리스크 관리 점검 강화

CJ대한통운은 전국 사업장과 시설물의 안전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사업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리스크의 사전 차단을 위해 위험성평가 지침서를 기반으로 사업장  

활동에 잠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에 따른 영향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스마트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사고예방 활동 수행 및 수립된 안전대책의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모바일을 연동하여 협력사와의 즉각적인 위험요인 개선, 양방향 의사소통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을 선정하여 본사 안전·기술지원 부서에서 작업계획을 사전 검토

하고 승인 후작업을 진행하는 7대 위험작업 사전허가제를 도입하여 작업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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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행력 中心 전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RISK 관리
고도화

사업장주도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전사 안전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안전보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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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구현

안전 수칙 제정 및 강화 

Global Top 수준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CJ대한통운은 사업장 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 및 모든 출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본수칙 ‘Safety Golden Rule’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칙은 전사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등 경영진의 의지, 정부정책과 법적 요구사항, 전사 사고 통계 분석을 토대로  

확인된 고위험 리스크 방지를 위한 9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작업장 내 철저히 준수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중대재해 및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 유형 위험성 분석을 토대로 확인된 고위험 리스크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방안을 포함한 TOP 7 수칙을 제정하여 안전 준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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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의 표준화, 쾌적한 작업장 환경 조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표준 운영체계인 ‘ISO 45001’을 기반으로 SHE Pre-

Questionnaire 표준화 구축을 통해 현장 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HE Pre-Questionnaire는 안전방침,  

보건관리, 안전 모니터링 등 총 11개 항목, 17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 안전평가기준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 니즈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경영진 리더십 아래 안전의 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 안전팀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의 주관 하에 정기 현장 안전 Audit 실시 및 수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작업장 클린데이’를 진행하여 현장 정리정돈 및 사업장 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돕고 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CJ대한통운 구성원들 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보건 당국이 발표하는 지침에 맞춰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팀 별 50% 이상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사무실 근무 시 층간 이동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5인 이하 근무지의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6인 이상 근무지의 경우 50%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운영 주기 • 주말 개인 활동으로 인한 감염 위험 및 잠복기를 감안하여 주 단위 재택근무 운영

근무 지침

•  근무시간 메신저 접속 및 사무실 전화 착신, 전환 必
• 필요 시 연차/반차 신청 가능
• 조직장 주관 구성원 비상연락 체계 구축

유형 안전수칙

고소작업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건설장비 작업계획 수립 및 제원 확인

화기작업 불티비산방지 미 인화성물질 격리

가설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확인

가시설물 설치계획과 시공상태 일치 확인

양중작업 승인된 줄걸이 도구 사용

밀폐공간작업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SAFETY 
GOLDEN  
RULE

특별안전수칙 
TOP 7

재택근무 지침

사업장 일일  
안전패트롤 점검

안전환경 교육훈련
적극 참여

철저한 사업장
정리정돈 시행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제거

차량운행 시 철저한
전방주시 및 양보운전

유해위험장소 및 장비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흡연장소 外
모든 장소 금연 실시

지정된 보행자 통행로 外   
무단통행 금지

사고발생 시 
대응프로세스 준수
[RM 보고체계 준수]

안전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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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진단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확산을 위해 기술직, 안전직이  

함께 정기적으로 기술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제3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안전시스템을  

운영하여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활동, 작업허가서를 연계한 협력사와 양방향 

소통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안전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 인식 강화 교육 

임직원 및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협력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기사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가 택배 서브터미널에 직접 방문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사례 등 교통안전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보건 관리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 발굴  및  

대응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 안전환경 ‘EHS팀’과 협력하여 각 국가 별 사업장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단을 통해 도출된 예상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한국 포함  

국가 별 사업장에 공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별 자기주도적인 안전경영체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경영 활동이 모든 사업장 내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USINESS CASE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CJ대한통운은 화재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화재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형 사업장의 소방, 전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컨설팅  

진행을 위해 소방분야 및 전기분야 전문 기술사 16명을 두 팀 

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방분야의 경우 소방법 관련 법규 위반 

사항 검토, 소방 시설물 상태 진단, 전기분야의 경우 정기검사  

결과 검토, 전기설비 정상작동 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미래의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의 일환으로 CJ대한통운은 ‘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노력합니다. 관리체계를 통해 협력사의 안전운송관리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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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지원 

임직원과 협력사의 산업재해 리스트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업·소방 안전교육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체계

파트너십 구축
협력사 안전운송  
관리지원

협력사  
관리체계 구축

성과 확산 활동



근무 환경 개선 노력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업장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개선 

CJ대한통운은 전기·소방 시설물 안전개선 공사를 통해 작업장 조도 개선, 누전차단기 및 접지, 화재감지기 등 작업장  

전반에 관한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주요 설비인 컨베이어에 끼임점 방호덮개, 비상 정지장치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설치 

하여 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 공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내 설비 관리기준 가이드 수립 및 배포, 지게차 방호 조치 개선, 보호구 구입 

및 배포 등 작업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작업자의 안전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 가이드 활동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흡연시설 설치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난방기기 사용 안전관리, 한랭질환 예방 

관리, 지게차 충전기 안전관리 등의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전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모, 안전화, 조끼 등과 같은 안전 장비를 작업 시 의무 착용하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적합한  

장비 사용을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구입하여 배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

첨단 분류시스템 구축

• 사업장 내 대형 택배 자동 분류기 ‘휠소터’ 설치 완료
• 사업장 내 소형 택배 자동 분류기 ‘MP 설치 확대 (2021년 기준 80곳 이상)
• 업계 최초 지능형 스캐너 (ITS)도입 및 확장 (2021년 기준 300대 이상 설치)
•  물류 로봇 업계 최초 상용화  

→ 근무자 작업강도 완화 및 작업 시간 효과적 감축

택배 쉬는 날 시행
•  매년 8월 14일부터 3일간 택배 쉬는 날 시행 

→ 건강한 근무 여건 조성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용 전액 본사 지원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율 90% 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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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재 채용  

CJ대한통운은 CJ그룹의 인사제도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채용 우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또한  

모든 채용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과 내부 윤리행동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이행 

하고 있으며,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재 채용 제도 강화  

CJ대한통운은 지역인재 공개 채용 제도, J-Track 프로그램, 채용 연계형 인턴십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는 등 열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구성원 행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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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개 채용 제도 J - TRACK 프로그램 채용 연계형 인턴십

•  전국 각지에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

•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기여

•  협약을 맺은 특성화 고교에서  
우수 인재 선발 

•  미래 물류 산업을 선도할 잠재 인재  
확보 및 지원

•  인턴십을 통해 현장 및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턴십 우수자 입사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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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육성

인재 육성 방향 

CJ대한통운은 인재 육성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TES, IT, 이커머스 등 주요 핵심사업 역량 확보 및 우수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형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수립한 역량개발 계획 기반 육성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을 장려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상시 학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이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코칭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조직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온보딩 지원

CJ대한통운에 입사한 모든 신입사원들이 물류, 건설, 리조트 등 각 영역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입사자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의 경우  

학습 니즈 기반의 입문교육, 부서배치 및 온보딩 등 총 3단계에 걸친 맞춤형 교육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건설

입문교육을 통해 신규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1년 후 5개월 간 정기멘토링을 실시하여 조직 몰입도 및 로열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직무 역량 강화

CJ대한통운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은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직무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CJ대한통운의 핵심 사업 경쟁력인 TES, IT, 이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수준별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또한 구성원의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소장 육성을 위해 PM 양성 및 역량 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량 전파를 위한 사내강사 양성 제도를 활성화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중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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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무 역량 강화
(TES, IT, 이커머스)

최고인재 집중 육성 일하는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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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임직원 메타버스 WORKPLACE 오픈    

CJ대한통운은 비대면 업무 환경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Workplace를 오픈하였습니다. 미팅, 회의, 워크샵, 

교육, 행사 등의 업무 공간을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구현하여  

전국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가상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메타버스 오피스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캐릭터로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미팅  

등에 참여하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메타버스 Workplace

대한통운 메타버스
WORKPLACE 오픈 안내

CJ대한통운의 비대면 업무 환경이 일원화 관리될 수 있는,
대한통운�메타버스�WORKPLACE가�OPEN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WORKPLACE에는 어떻게 입장하나요?

대한통운 메타버스 WORKPLACE 소개

CJ대한통운 메타버스 WORKPLACE 공간

구축공간

ZEP(https://zep.us/)에�접속하여�CJ이메일(CJ.net)로�가입한�후,
링크(https://zep.us/play/2nlj1l)를�클릭하여�입장�가능합니다.

미팅,��회의,�워크샵,�교육,�행사�등의�업무�공간을�메타버스에�구현하여
전국�사업장의�임직원들이�가상공간에서�업무�수행이�가능해집니다.

대/임원/사업부별�회의실

회의실 교육장/연수원 워크샵/행사장

카페테리아/휴게�공간 소형/조별�단위�교육장

대형�교육장/컨퍼런스홀

행사장

워크샵

CJ대한통운�입구공간을�통해�회의실,�교육장,�행사장으로�이동�가능합니다.

※�자세한�조작법은�첨부파일의�메뉴얼을�확인해주세요



올바른 성과문화 조성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은 평가 및 보상 시기별 맞춤형  

리더십 교육 실시를 통해 새로운 평가 보상 제도의 정착과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니즈를 반영한 성과 관리  

콘텐츠를 마이크로 러닝으로 제작하여 적시에 제공하며, 더불어 현실적인 리더십  주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구성원  

성과 면담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공정한 성과 평가와 더불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리더십 교육 실시를 지속하여 올바른 성과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  

CJ대한통운은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나이, 연차, 직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틀을 깨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임직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준수하며, 직무, 역할, 프로젝트 기반의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기존 7단계의 직급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임직원 모두가 성과와 역할에 따라 보상 

받는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성 존중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임직원의 채용, 승진, 업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장애,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기본급 등 임금을 차별하지 않으며, 급여는  

관련 규정, 직급 및 근속연수,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문화 혁신제도 개편 방향

성과평가 및 보상 교육 프로그램

구분 개편 방향

직급/승진
• 전문성/역할 단계 기반으로 직급 체계 개편 (기존 7단계 → 4단계 축소)
• 연공 기반 승진 철폐 및 상위 역할 수행 가능성 평가 기반 승진 체계 구축

평가
•  소통·육성형 성과개발 시스템 전환
•  조직단위 강제 배분율 방식 평가 개선

보상 •  High Performer, Fast Track 인력에 대한 파격 보상 가능한 보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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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S+ 온라인 교육

•  CJ 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학습과 평가 구조 및 방식 변화에 대
한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새롭게 개편되는 평가 구조 및 
방식 변화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합니다.

PMDS+ THE CHANGE 기본 교육

•  성과관리 관련 리더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평가 보상 제도에 
대한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보상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자세히 학습할 수 있으며, 성과 
관리 관련 리더로서의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PMDS+ QUARTERLY CHECK 교육

•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학습과 실제 사례 제공으로 구성
됩니다.

•  성과관리의 중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기여합니다.

PMDS+ THE CHANGE 심화 교육

•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점검사항과 피드백 면담의 준비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피드백 면담 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Skill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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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조직 문화 개선 

CJ대한통운은 사내 방송 혁신 프로젝트, 사내 벤처 공모전, 메타버스 공감Talk, ‘타운홀 미팅’, ‘NAM (New And  

Miracle) Story’ 등 다양한 전 세대의 임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체질  

개선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내방송 혁신 프로젝트 

사내 방송 혁신 프로젝트는 MZ세대 의견을 대변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세대공감 토크쇼 ‘대통썰전’을 통해 MZ세대들과 생생히 공감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세대 간 시각 차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대 임직원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L.E.D 코너’, 부서 간 고충을  

살펴볼 수 있는 ‘크로스보더 미팅’ 등을 함께 방영하여 세대간, 부서간, 직급간 장벽을 없애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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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합리적인�
미션/비전�확립

조직과�개인의� 
동반성장�지원

맞춤형�조직문화�
Solution�시행

글로벌�조직문화�
Identity�수립

전략방향

10대 중점 추진 과제

조직문화 혁신추진

세대공감 토크쇼 크로스보더 미팅 LED 코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직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동료에 대한 존중 및 사생활 보호

CJ동료에 대한 우리의 약속

뚜렷한 목표의식과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한 혼연일체

전사와 본부 수준의  
맞춤형 투트랙 전략 추진

Winning-spirit  
내재화를 통해 도전정신 

및 자신감 부여 

본부별 추진 과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조직과 함께 일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효율 제거 및  

워라밸 강화

개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조직의  
초격차 역량 도모

이문화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법인  

조직문화 Identity 수립

CDP 강화 및 적재적 
소 인재 배치로 출근 
하고 싶은 회사 확립

Global Family 사의  
소속감 고취 및  
상호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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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진단 

CJ대한통운은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단짠서베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짠서베이’

는 각 부서별로 치열함, 응집력, 역동성 세가지 주요 키워드 하에 14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조직문화 진단에 기여합니다. CJ대한통운은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 문화 진단

을 통해 현장 끝단의 구성원들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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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서베이 주요 키워드

치열함 응집력 역동성

수직적 위계질서, 보여주기식 업무,  

눈치보는 문화, 수동적인 업무,  

책임자 불명확

차별, 존중, 님문화, 

본사/현장 간극

트렌드, 도전적 목표, 기존과 다른 방식,  

변화 수용성, 비효율적 업무

경영리더들이 이끄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임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실질적 행동을 이끄는 혁신 프로그램 소통 및 역동적 활동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 대표이사 공감 톡톡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타운 홀 미팅

•    CJ대한통운 L.E.D   
(Logistics, Evolution, Design)

• Cross Border Meeting

• 대통썰전 (大通썰戰)

• CJ대한통운 9(求)하기

• Do & Don’t

• Flex Meeting Guide

• NAM Story

• 메타버스 소통프로그램

• 다됨 프로젝트

11大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리더가  
간다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하나다

마음껏
말하자

구성원 행복 추구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INTRODUCTION

WITH CJ LOGISTICS

ENVIRONMENTAL

SOCIAL

안전문화 조성
구성원 행복 추구
고객 가치 제고
인권존중 문화 조성
상생협력 도모
나눔 문화 확산

GOVERNANCE

APPENDIX



가족친화기업 

CJ대한통운은 모든 임직원 및 특히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입학 돌봄 휴가,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위험기에는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난임 시 지원 휴가를 제공하는 등 

여직원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복리 후생 강화 

Work & Life Balance, 그 중심에는 CJ대한통운이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한 2021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CJ대한통운 창원 HTML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관련 내부방침 마련, 자체 건강 관리 시스템 확립 등

의 다양한 건강증진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계구축,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 활동, 환경관리,  
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관리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및 우수사업장 인정기준에  
충족된 사업장

구분 상세

경조사 지원 •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과 경조 휴가 지급 

임직원 검진지원 확대
• 임직원 의료비 지원
• 건강검진 지원

난임 지원 • 난임 지원 휴가

출산 • 배우자 출산, 출산 휴가, 출산 선물,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 

양육 • 자녀학자금 지급, 장애 자녀 지원, 자녀입학돌봄 휴가, 자녀입학돌봄 근로시간 단축

임신 • 임신 휴직,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상세

근골예방 프로그램
•  협력사를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 적절한 보호구 지급

건강관리 중요성  
인식 향상 및  
걷기문화 확산 기여

•   운동친구 만들기 캠페인, 비만체험, 걷기코스운영 
•  걷기 실천율 60% 달성

뇌심혈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주기적 혈압관리, 전문가 상담
•  휴게 시간 제공, 건강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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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42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구성원 행복 추구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INTRODUCTION

WITH CJ LOGISTICS

ENVIRONMENTAL

SOCIAL

안전문화 조성
구성원 행복 추구
고객 가치 제고
인권존중 문화 조성
상생협력 도모
나눔 문화 확산

GOVERNANCE

APPENDIX

임직원 참여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의 성취에 대한 동기를 확인하고, 근무환경 등 기업의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매년 1회씩 임직원 참여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문화 전반과 더불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 행동원칙 등 ‘경영철학’ 요소와 조직몰입도, 일하는  

방식, 리더 가치 실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 조직별, 직급별 등 세분화된 구분에 따라 임직원 참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소통 확대

CJ대한통운은 세대간, 직급간, 부서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본부 간 Silo 현상  

해소를 위한 역지사지 소통 크로스보더 미팅,  임직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공감과 이해를 위한 대통썰전 (大通썰戰), 구성원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본부별 Do &  

Don’t 실행 등 임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강소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치열함과 역동성을 배우는 ‘NAM Story’를 통해 트렌드를 공유하고 인사이트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임직원의 니즈를 바탕으로 

가치실천을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CJ대한통운은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안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안건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계획,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상정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은 다양한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간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상담 센터를 통해 ‘休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 제도인 通+통+Tong (통통통)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인권보호 등 고충처리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다됨 프로젝트    

多양한 주제로, 多참여하고 多배우는 CJ대한통운 아이디어  

공모전 ‘다됨’은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고 물류 관련 아이디어 

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CJ대한통운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전을 응원하고 의미 있는 실패를  

존중하며, 이를 통해 역동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패 사례의 원인과 개선점 도출로 배움을 공유하고, 선발된  

아이디어는 사업화 연계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CJ대한통운

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도전을 지원하며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됨 1기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210건 

이었습니다. 이 중 혁신/차별성, 기대효과, 트렌드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 및 5건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내 벤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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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 강화

고객 커뮤니케이션 확대 

CJ대한통운은 원활한 고객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응대 구조혁신,  

고객센터 역할 변화, 서비스 역량 강화의 3대 추진 전략과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온라인 고객센터, 상담전화 외에 기업 고객을 위한 ‘고객사 포털시스템’을 운영 

하여 고객 소통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강화 

고객의 만족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극대화됩니다. CJ대한통운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의 고객사를 대상 

으로 고객사 포털 시스템을 통해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고객 대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고객 만족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 차별화 서비스 제공 

CJ대한통운은 고객 차별화 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e-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e-풀필먼트 서비스는 허브터미널과  

e-풀필먼트 센터가 결합된 융합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익일배송, 새벽배송 등과 같은 차별화된 배송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풀필먼트 서비스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반려동물용품까지 카테고리를 확대하여 펫프렌즈,  

지그재그 등 12개 브랜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20개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여 해당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고객의 e-커머스 사업 성장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배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교환, 환불 등 물류 서비스 모든 과정을 일괄 대행하는 것

BUSINESS CASE

고객 편의성 강화, 통합 모바일 앱 개발     

고객에게 일관된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 모두의 편의성을 늘리고자  

‘CJ대한통운 택배 앱’, ‘CJ대한통운 헬로(HELLO)앱’ 등 22개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합 개발하여 ‘모바일 앱 통합 관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최초로 학습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고객 문의에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보호

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의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환경 및 정보 

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안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및 고객서비스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여 정보보호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고 보안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파기에 대한 내역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정보관리 점검 및 개선

CJ대한통운은 해킹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정보보안 점검 활동을 정기적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정보보호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서비스를 비롯하여 네트워크망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IT서비스 및 정보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협력사

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 1회 정보보안 규정을 개정  

관리하고 정보자산에 대해 중요 등급 분류 및 위험평가 진행 등의 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보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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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강화

CJ대한통운은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여 회사 전반의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제 센터를 활용하여 외부 해킹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경우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운송장에 기입된 개인정보는 운송장 보관 및 전문 파쇄업체를 통해 파기하는 등 상품을 집·배송하는 과정에서의  

유•노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통합 택배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 암호화 및 법률 기준보다  

강화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인식 제고 활동

개인정보보호 및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CJ대한통운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정하여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나아가 임직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외에도 정기적으로 

보안 관련 뉴스레터, 퀴즈 등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등의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임원(부문장/실장)

인적보안 부문
인사지원실

법률 부문
법무•CR 실

본부정보보호
각 사업부문/실기획팀

기술부문
TES물류기술연구소, 정보전략담당

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조직 체계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원칙

대내•외 보안 이슈 도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보안정책 검토 및 개정

PLAN�(계획)
정보보호 목표 및 계획

위험평가
위험조치

운영계획 및 통제

DO�(실행)

정보보안 점검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경영진 검토

CHECK�(점검)

점검 후 개선
통제 및 시정활동
지속적인 개선

ACT�(지속개선)

정보보호담당자�:�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위원장�:�대표이사

목적�제한의� 
원칙

보유기간� 
제한의�원칙

적법성,�공정성,�
투명성의�원칙

정확성의�원칙
개인정보 

처리의�최소화
무결성과

기밀성의�원칙
책임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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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은 기업 경영에 따른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권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권선언문 개정

CJ대한통운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인권 관련  

통용되는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존중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인권 및 노동, 환경 관계 법규 및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선언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선언문 개정을 통해 CJ대한통운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실사 프로세스 강화 

CJ대한통운은 모든 임직원, 협력회사 및 합작회사 등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실사 (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 13개 분야 150개 지표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 공급망 등 운영 단계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를 통해 발견된 이슈

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연 1회 잠재적 이슈 도출 등을 통해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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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체계도
인권실사 프로세스

인권 정책 수립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 정책 및 전략 수립

인권 리스크 식별
운영 및 가치 사슬에서의 인권 리스크의 매핑(Mapping)

인권 리스크 평가
운영 및 가치 사슬에서 실제 및 잠재적 인권 리스크 평가

실사를 통한  실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구제 절차 및 모니터링
식별된 인권 사례 구제 및 모니터링 실시

거버넌스 운영인권 정책 수립 운영 프로세스

① 인권경영 정책 선언  
② 인권경영 규정 제정 

③ 협력사 행동규범 수립 

① 인권영향평가/개선 시행   
② 구제 프로세스 운영  

③ 교육 (인권존중 문화 내재화)

① 전담조직 편제
② 실무협의체 조직

(전사 유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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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활동

CJ대한통운은 인권 침해에 반대하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들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정책과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및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 동료에 대한 존중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행·협박· 

감금·기타 부당한 구속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동노동 금지, 성차별 금지 등  

인권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건강한 조직문화와 존중의 인권 보호 실천을 위해 CJ대한통운에서는 아래 사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 진행, 교육 내용 게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외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고충 처리 기관 및 구제절차를  

수립하여 피해 발생 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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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구제 프로세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시 사례

평가·승진�등�인사권을�악용해�접대를�
강요하거나�모욕적인�언행을�하는�경우�

영업�실적을�채우기�위해� 
내부�직원에게�물품을�강매하는�경우

부서장이�부서원에게�부적절한� 
개인�용무를�시키는�경우

회식에서�폭음을�강요하는�경우

상습적으로�퇴근�시간�직전에�회의를� 
잡아�야근을�유발하는�경우

계약�연장을�빌미로�비정규직� 
직원에게�폭언을�일삼는�경우

구제 프로세스

신고 접수 인권침해 판단 사실관계 조사 심의/의결 심의결과 통보 사후 조치

STEP 1 STEP 2 STEP 3

인권존중 문화 조성

인권경영 추진환경 조성

글로벌 사업장의 인권경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  

노동·인권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사업장의 인권이슈와 사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권경영 확대를 위한 이행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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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도모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 실천 

CJ대한통운은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룰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CJ 상생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투명한 거래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협력사와의 소통채널을 강화 및 협력사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구현 

CJ대한통운은 거래금액, 핵심 비즈니스와 연관성, 보유 기술에 대한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협력사

를 선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급망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공급망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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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공급망 프로세스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

협력사 공정거래 준수 및 강화 활동 

CJ대한통운 물류부문은 ‘공정거래 상생협약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과 협력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CJ대한통운 및  

신용평가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연 1회 정기적으로 협력사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협력사 종합평가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여 신규 협력사를 선정해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상 제공 

CJ대한통운은 모든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측면과 경영 및 재무 측면을 평가하고 협력사에 전달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의 경우  

일정기간 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협력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공평가  

프로세스를 세분화 및 업데이트하여 세밀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우수 협력사에게 포상, 입찰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보증보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활동 및 공급망 구축을 장려하고자 노력합니다. 
STEP3. 개선 이행STEP1.정책 및 기준 수립 STEP2. 평가 및 모니터링

① UNGC Principle

② OECD MNE Guidelines

①  사전평가 
(계약요건, 서면평가 등)

②  정기평가 
(서면평가·현장실사 등)

①  시정조치 및 개선 이행 확인

② 거래관계 종료

③ 피드백/ 정책 및 기준 보완

신규거래 요청

신규협력업체
Pool관리

1년 이상 거래 지속 시

잠재 협력업체
Pool 관리

신규협력업체
등록 평가

기존협력업체
평가

선정업체
거래시행

선정업체
거래유지

등록신청서 및  
등록제출서류 제시

신규  
협력업체

기존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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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상생경영

스타트업 육성 지원 

CJ대한통운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씨앗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로지스틱스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등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더불어 10개월 간 그룹 계열사의 전문가 멘토링과 기술·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와의 사업 연계 및 

직접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솔선수범할 계획입니다. 

* 씨앗 프로그램: CJ대한통운, CJ ENM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도약기(창업 3~7년)의 스타트업을 뽑아 육성하는 사업

동반성장 상생 생태계 조성

CJ대한통운은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함께 ‘미래에셋 CJ대한통운 신성장 투자

조합1호’를 결성하여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상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150억원 규모

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반성장기준금리에 따라 업체별 대출한도를 최대 15억원까지 설정하여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 협력사원 동반성장 도모

택배 협력사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MOU’ 체결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냉매재질의 쿨 스카프 4만 4천 여 매 배포, 터미널별 상황에 맞는 에어컨과 선풍기, 제빙기 등 냉방 

기기 제공 및 택배기사 휴게실 운영, 식염포도당 제공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협력사원들의 건강한 직업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협력사원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해의 택배인 대상’ 시상 행사를 갖고  

‘올해의 택배인’ 4인과 ‘우수 택배인’ 28인을 선정해 총 상금 9,6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다양한 

복지제도인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결혼, 출산 등 경조사를 지원하는 경조사 지원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택배 협력사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 상생협력 모델 구축 

5,000여 곳의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코트라, 관세청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2021년 ‘글로벌 e-풀필먼트 센터’를 신규 오픈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통관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수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글로벌 e-풀필먼트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수준 높은 수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MOU 체결 택배기사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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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확대’ 4자 협의체 구축    

CJ대한통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광역시교육청,  

㈜에스엘로지스틱스와 함께 장애학생 물류산업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천 지역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물류산업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 

훈련 시스템을 조성하고 나아가  장애학생 물류산업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학생 30여 명을 선발해 물류 터미널 제반 업무 및 택배 

상품 배송 업무에 대한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더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물류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치창출

블루택배 

아파트단지 안에 마련된 거점까지 운송된 택배상품을 청각장애인 배송원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인 ‘블루택배’를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구축 및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송도SK뷰에서 시행중인 블루택배는 2020년 7월부터 꾸준히 진행

되어 전체 2,1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청각장애인 5명이 일하고 있으며, 1인당 하루 평균 150개, 월 4천 개의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송원과 입주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택배

CJ대한통운은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거점까지 운송된 택배물품을 경력단절여성 배송원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거점형 서비스인 오렌지택배를 운영하여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행기관인 ‘해피오렌지’를 통해 업무를 지원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오렌지택배에는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LH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4명이 배송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배송원 일인당 월 평균 1,300

개의 택배를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실버택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빈곤 문제 해소와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택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택배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배송원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인근지역에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회사의 배송 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실버택배는 현재까지 1,4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일자리 확대 협약식



함께하는 상생 활동

친환경 도시숲 조성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이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CJ대한통운은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서울그린트러스트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CJ대한통운 도시숲 조성’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린맵 캠페인*’을 통해 기존 친환경 도시숲 구축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접목시켜  

‘시민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시민들의 참여를 반영하여 중구  

삼각동에 위치한 한빛공원 공터에 나무 61그루를 심고 한빛공원 옆에 위치한 교통섬에 나무 67그루와 21개 수종의  

초화류 755본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 시민들로부터 녹지가 부족한 녹색소외지역을 제안 받아 숲을 조성해주는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헌혈증 기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여 헌혈증 400장을  

모아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CJ대한통운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국 임직원의 헌혈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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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꾸러미 전달 활동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저소득 사각지대 취약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까리따스방배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온기꾸러미  

전달 활동’을 진행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권역의 저소득 취약 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필품 꾸러미와 안부 카드를 매월 전달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위기 취약가구의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 가구에 온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구세군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CJ대한통운은 지난 8년간 매년 구세군 자선모금에 사용되는 1,000여 개의 물품을 전국 300곳이 넘는 구세군 거점까지  

무료로 배송하여 연말연시 구세군 희망의 종소리를 전국으로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구세군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습니다.

도시숲 조성 온기꾸러미 전달 활동헌혈증 기증 구세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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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발자국 설치 활동 

굿네이버스와 함께 군포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30개소에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임직원, 굿네이버스, 녹색어머니회, 군포시  

자원봉사자와 함께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30개 소 양방향에 ‘노란발자국’ 60개를 순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노란 발자국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가방 덮개 지원 활동

CJ대한통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안전가방덮개’ 1,000여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빛 반사  안전가방덮개’는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제작된 안전 용품입니다.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활동

코로나19 예방과  건강 취약 계층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원청년회와 함께  방역용품을 이원면 각 마을 경로당에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손세정제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해 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고령군 ‘지역민을 위한 성금 및 성품기탁 기부 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 실천에 동참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방지 및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위기 극복에 따뜻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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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미 배달 지역 해소 노력    

CJ대한통운은 30년 간 택배 미 배달 지역에 해당하여 택배  

수령 불편을 겪고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구군과 ‘택배 미 배달지역 해소를 위한 배달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양구지역 7개 오지마을 택배서비스 지원을 시작

했습니다. 오지마을 지원을 시작으로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택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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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물류기업 최초 

95.2%
2021 이사회 참석률

ESG위원회 신설
ESG 거버넌스 강화

CJ대한통운 2021 HIGHLIGHTS

이슈의 중요성

이사회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CJ대한통운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윤리 경영 실천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해 준법 경영을 실천합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방향

계획 및 목표

ESG위원회�신설

이사회�전문역량�강화�지원�확대

통합�리스크�관리�체계�구축

ESG�관련�안건�이사회�보고�및�의결

준법경영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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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현황

이사회 구성 

CJ대한통운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견제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목표 비율을 51%로 설정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성별, 국적, 연령, 종교, 인종, 출신지역,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양성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CJ대한통운의 여성이사는 1명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 선임 

CJ대한통운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연임 횟수, 타사 겸직 현황 등을 고려한 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함으로써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후보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모든 사외이사는 2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

구분 성명 성별 임기 전문 분야

이사회 내 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사내이사

강신호 남 2021.03 ~ 2024.03 경영 및 물류 부문

신영수 남 2021.03 ~ 2024.03 택배 및 사업 부문

민영학 남 2022.03 ~ 2025.03 사업 및 건설 부문

사외이사

정갑영 남 2021.03 ~ 2024.03 거시 경제 및 경영 부문

송영승 남 2021.03 ~ 2024.03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임종룡 남 2021.03 ~ 2024.03 금융 및 재무 부문

여미숙 여 2021.03 ~ 2024.03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

(2022년 3월 31일 기준,   : 위원장,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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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 제고 

CJ대한통운은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준수하여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상세한 독립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 

CJ대한통운 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의사결정의 독립성 준수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의 참석률은 95.2%로 이사회에 요구하는 최소 참석률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참석 여부 등은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호견제가 중요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3번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7건의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내이사 참석률은 92.6%, 사외이사 참석률은 100%였으며, 의결사항 및  

참석여부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체계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보수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더불어 리더십, 핵심역량 구축 정도,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CEO의 경우 2개 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달성률과 KPI 점수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정한 장기 인센티브 금액을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변동 보상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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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사회 독립성 결격 사항

이사회 참석률

주주 구성 현황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기타
10.3%

외국인�투자자
20.8%

CJ제일제당
�40.2%

NPS
8.3�%2019

%100.0
2021

%95.2
2020

%95.8

총 발행 주식 수

22,812,344주

자사주
12.5%

NAVER
7.9%

2022년 5월 이사회 개최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

(2021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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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OMPLIANCE

COMPLIANCE 준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준법경영위원회 운영 

컴플라이언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과 준법경영 문화 구축을 위해 최우선 가치로 추구되는 기업 윤리규범 체계입니다. CJ대한통운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식별 및 개선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실천 의지 내재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한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율준수리더를 선정하고 정기 교육 진행과 함께 준법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준법경영 문화의 실질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고객, 주주,  

임직원, 글로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내리고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준수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존경받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8ELEMENTS 준법경영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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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CJ人의 약속’에서 선언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약속을  

실천하여 투명한 회사 경영과 윤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해당 규정 준수 의지  

표명을 위해 매년 실천 서약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정책

준법경영
위원회

준법경영 방침설정
준법경영 선포

준법경영
보고 및 평가결과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점검

개선방안
심의/의결

준법규정 제정 
운영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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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8대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찰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CP기준과  
절차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평가와  
개선조치

CJ글로벌 부패방지 정책 CJ글로벌 공정경쟁 정책 CJ공정거래 모범 가이드라인

https://www.cjlogistics.com/static/download/cjlEthics/CJ%20%EA%B8%80%EB%A1%9C%EB%B2%8C%20%EB%B6%80%ED%8C%A8%EB%B0%A9%EC%A7%80%20%EC%A0%95%EC%B1%85.pdf
https://www.cjlogistics.com/static/download/cjlEthics/CJ%20%EA%B8%80%EB%A1%9C%EB%B2%8C%20%EA%B3%B5%EC%A0%95%EA%B2%BD%EC%9F%81%20%EC%A0%95%EC%B1%85.pdf
https://www.cjlogistics.com/static/download/cjlEthics/CJ%20%EA%B3%B5%EC%A0%95%EA%B1%B0%EB%9E%98%20%EB%AA%A8%EB%B2%94%20%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df


제보 정책

구분 상세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의 철저한 보장 

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어떠한 차별 불이익 조치 금지

포상 정책
•  제보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 및 부정행위 근절 등에 기여한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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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CJ대한통운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업무 가이드라인과 법령 제•개정 및 규제 동향 레포트를 CP레터*와 함께 전 임직원에게 정기 배포하고 있으며, 법무·CR실에서는  

메일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이 손쉽게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규제 리스크를 선제 파악 및  대응하는 등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소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Q&A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정기 발행 소식지

그룹 통합 제보시스템  운영 

자유롭고 안전한 신고 문화 정책을 위해 CJ대한통운은 각 계열사 별 운영되던 제보시스템을 개편하여 제보정책, 양식 등을 통일하고 더불어 실명제보, 익명제보,  

외부 제보채널 등 다양한 제보 방식을 구축하여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 가능한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룹 통합  

제보시스템’은 CJ그룹 윤리경영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 접속 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제보자를 보호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문제제기와 신고 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 활동 진행

  CJ리더 & 부서장 대상 ‘COMPLIANCE의 이해’ 교육

CJ대한통운 리더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위별 컴플라이언스  

역할과 책임, 행동강령, 준법통제 기준 등 회사 정책과 내부 

제보시스템 주요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자체 제작 영상 교육

을 2주동안 진행하여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장의 인식 제고와 역할 및 책임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TES물류기술연구소 ‘CJ경영철학 –정직가치 실현’ 교육

CJ그룹에서 실시한 정직과정에 이어 미래기술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CJ경영철학 관점에서의 

‘정직’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직무 별 부정행위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전달하여 실질적인 교육 제공에 이바지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ESG 리스크 관리

전사 리스크 관리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전반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구축, 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 산하 각 사업부문장 및 사업기획 담당을 주축으로 리스크 대응 조직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지원실, 전략지원실, 법무·CR실, 인사지원실로 이루어진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강화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재무•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업, 임직원, 고객별로 분류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유형과  

단계별로 구분하고 ‘신속보고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즉시 보고가 가능한 모바일 보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대응력 제고 및 내재화   

전사 리스크 대응력 제고 및 내재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안전보건, 성희롱, 장애인  

인식 개선, 정보보안, 공정거래준수, 컴플라이언스 등의 주요 비재무 리스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과 직급별 교육, 경영진 간담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리스크 대응력 강화 및 리스크  

인식의 내재화를 위해 안전사고 리스크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및 사고 대처법 등의 안전교육과, 부정 및 직장 갑질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경영진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상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대응    

CJ대한통운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진출 국가별 조세 법규 및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나아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조세 관련된 의사결정 시 관련 전담조직과 유관부서가 함께 검토 및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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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초 사고보고(신속보고시스템) 
발생부서 : 신속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진/주관/유관부서에 일괄 보고 실시

②   RM대응 GUIDE 
주관부서 : 수신된 RM 발생내역 확인 후 해당 유형 주관부서에서 발생부서에 대응 GUIDE 전달

③   조치결과보고(R2등급 이상 리스크의 경우) 
R2 이상 사고 발생 시 발생부서에서 RM 대응 GUIDE에 따른 조치 실행 및 결과 주관부서에 서면보고

④   조치결과보고(R1*등급 리스크의 경우)  
발생 후 48시간 이내 주관부서에서 경영진/지주자에 조치결과 서면보고

RM상황발생 리스크 발생부서 RM유형별
주관부서

CJ대한통운그룹위기
대응본부CJ그룹

①

②

③

④

* R1등급 발생 시 그룹 비상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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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문화 내재화

중장기 리스크 강화 

CJ대한통운은 향후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중장기 리스크로 정의하고 관련 리스크를 전망 및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정의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CJ대한통운은 해운영업, 해외영업, 택배영업과 관련한 국내·외 운송거래 시  

노출 가능한 환율 위험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금리변화로 인해 노출 가능한  

이자율 위험 등의 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활용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의 경우 최근 온실가스 농도 변화와 예측모델에 맞게  

해상도를 업데이트 한 RCP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와  

사업적 영향을 예측하여 미래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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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리스크

리스크 구분 리스크 설명 비즈니스 영향 대응 전략 대응 활동

기후변화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홍수, 화재 등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가능성 증가

•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업장 시설물 
파손 등 인 프라 및 고객 재산에  
대한 손실 증가ㆍ복구 인원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됨

기상이변�대비�기후적응력�강화�
•  기후변화 관련 물리적 시나리오 리스크분석을 통한  

사업장별 대비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점검 이행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전�사업장�적용
•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저감 및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 물류센터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체계 구축 

친환경�스마트�패키징�솔루션�도입�
•  플라스틱 비닐 절감,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  

공정 첨단화 

•  자연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 안전관리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단계별 운영 계획 및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장 
별 유기적인 위기 대응 체계 및 비상 가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에 따른  
요구사항 증대 및 기후 변화 관련  
규제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및 친환경 물류시설 
구축에 따른 비용과 운영비 발생 등 
재무적 영향력이 예상됨

•  사업 운영 과정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을 전 사업장에 적용

ㆍ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화물차 도입 및 물류센터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사용 및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절감

•  온라인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 증가

ㆍ 생산부터 물류까지 전 단계적  
적극적인 감축 방안 요구 증가 

•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요구 대응에 
따른 新기술 연구 및 도입이  
급증하고, 기존 기술 고도화로  
투자 규모 상승이 예상됨 

•  플라스틱 비닐 저감을 위해 종이 소재 완충재 및 
박스테이프를 사용하고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 공정 첨단화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도입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가속화

•  저출산으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  
문제와 물류 업계 운전자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문제 및 생산성  
저하가 예상됨

TES�
•  물류 자동화,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 및 원가 경쟁력 확보 

OPEN�INNOVATION�
•  상용화 기술 탐색 및 맞춤 적용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 확보 

•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접목하여 물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최신 기술을  
집약하여 스마트 물류 구현 

ㆍ 알고리즘 분석 및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물류 
거점, 네트워크, 설계, 자원 등 물류 운영 최적화 추진

•  AI/빅데이터 분석 예측 기술 통한 물류 운영효율
을 극대화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NW 및 센터 설계 기초 데이터로 활용

고객 니즈  
변화  
리스크

•  e-Commerce 시장 확대 및  
오프라인 매장 역할 변화로  
신속 물류 대응 요구 증가

ㆍ 고객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 경쟁  
가속화

•  신속한 물류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도심 지 거점 확보를 위한 
비용 증가 예상ㆍ고객 서비스 다변화 
요구 증가에 따른 물류 경쟁  
심화 예상 

新�LMD�(라스트마일�딜리버리)�개발�
•  새벽배송, 익일배송, 당일배송 등 배송 옵션 다양화 및 

유연한 Capa 확보(2022년까지) 
•   서비스별 Dynamic Pricing 전략 구축 통한 손익 

극대화 도모 

HYBRID형�N/W�전략�
• 권역 별 수요에 유연한 대응 가능한 거점운영 전략 수립 

•  e-커머스 물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이플렉스
(eFLEXs)’ 개발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다양한 산업군별 맞춤형 풀필먼트 서비스의 제공

•  대형 물류센터와 최대규모의 메가허브가 결합된 
융합형 풀필먼트 서비스 구현을 통해 배송가능  
인프라 네트워크 보유 역량 강화

•  신속 및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통한 고객사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지속

 

리스크 유형 리스크 요인

시장 리스크 환리스크, 이자율, 유동성 등

안전환경 리스크 감염병,  인사 및 장비 사고,  자연재해 등

고객관계 리스크 불만사항, 이의 접수 등

대외관계  리스크 관련 제도 및 정책 변동 등

법 위반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련 등

노사문제 리스크 파업, 태업, 노사갈등 등

부정불법 리스크 불공정거래, 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

정보보호 리스크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조세 리스크 투명한 조세 납부 및 리스크 관리 등

감염병 리스크 전사/협력사 구성원, 감염병 확진자 발생

ESG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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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 표준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원칙에 따라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핵심 이슈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 국제표준 분석, 주요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등의 방식 활용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연관된 27개의 주요 이슈 풀을 도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유효성 검토 

도출된 27개의 주요 이슈 풀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영향도’ 및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정량화하여 우선순위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영향도의 경우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및 2022년 3월 진행한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활동의 재무 및 비재무적 영향과 더불어 경영방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관심도의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글로벌 이니셔티브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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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반 이슈 NO. 일반 이슈

7 재무 건전성 강화 18 폐기물 배출량 관리 및 최소화

8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19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 강화

9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및 상생협력 강화 20 임직원 복리후생 강화

10 윤리경영 활동 강화 21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11 임직원 다양성 존중 및 동등한 기회 제공 22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12 지역사회 안전보건 강화 23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13 차별화된 맞춤형 고객 가치 제공 24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확대

14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25 용수 사용량 관리 및 효율 증대

15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26 사업장 주변 생물다양성 보호

16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27 이사회 다양성, 독립성 및 효과성 증진

17 최고인재 확보 및 인사 혁신

NO. 구분 핵심 이슈

1 사회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강화

2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3 환경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효율 증대

4 경제 물류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5 사회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확립

6 환경 친환경 물류서비스 확대

MATERIALITY MATRIX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비즈니스 영향도

6

3

4

1

2

5

국제표준 분석 미디어 리서치내부현황 분석동종기업 벤치마킹

•  GRI Standards, UN SDGs, 
ISO26000, SASB 등 지속가
능경영 관련 국제 표준 및 평가 
항목 분석

•  CJ대한통운 경제· 사회·환경 
이슈와 연관된 1,075건의 관련 
온라인 기사 분석

•  분석 기사 범위: 2021년  
1월~ 2021년 12월

•  중장기 경영전략 검토
•  경영실적자료, 경영방침 등을 

통한 내부 현안 분석

•  CJ대한통운의 주요 경쟁사 및 
글로벌 선진기업 등 총 10개사 
선정 및 트렌드 분석

이해관계자 관심도

•  글로벌 표준 및 평가 항목 영향도 분석
•  미디어, 평판 영향도 등 분석
•  이해관계자별 이슈 영향력 검토

비즈니스 영향도

•  경영전략, KPI 분석
•  경영실적 자료, 경영방침 등 내부  

이슈 관점 검토
•  내부 임직원 대상 환경, 사회,  

경제·지배구조적 중요도 검토

핵심이슈

6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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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핵심 이슈 및 대응 현황

CJ대한통운은 중대성 평가에 따른 6개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이슈에 대한 경영 전략 및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목표 연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영향

1) 비용 : 재무적 손실과 연결되는 영향(정책 규제, 환경 변화 등)

2) 수익 : 재무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활동/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신시장 확보 등)

3) 리스크 : 비재무적 잠재 위험과 관련된 영향(미디어, 여론, 평판 등)

NO. 핵심 이슈
이슈의 영향* 글로벌 스탠다드 프레임워크

보고 페이지
비용 수익 리스크 GRI SASB TCFD UN SDGs

1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강화 안전문화 조성 p. 32-35

2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① 기후변화 분석 리포트 p.18-21     ② 감축 활동 강화 p.24

3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효율 증대 감축 활동 강화 p.25

4 물류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CJ대한통운 PARADIGM SHIFT p.10-12

5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확립 구성원 행복 추구 p. 39-40

6 친환경 물류서비스 확대 친환경 기업 실천 p.27-29

구분 대표 비즈니스 경영 전략 장기 목표 목표 연도

환경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등 물류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위한 기술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물류 및 배송 차원의 환경 영향 감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만 여 대의 모든 택배차량을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소 대형 화물차를 시범 도입하고 전기화물차 및  

전기차를 배송현장에 투입하여 친환경 물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경로 최적화, 통합 배차 및 복화율 향상 등 물류 

운송 최적화를 통한 녹색물류의 실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TCFD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 및 전환 리스크 및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택배 전기화물차  

도입 100%
2030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 안전보건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이슈는 기업  

평판과도 연결되는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성원의 인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안전보건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실행력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세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체계 전환을 통한 현장운영 고도화,  

둘째, SHE 관리역량 확보를 통한 사업장 실행력 강화, 마지막으로 정부 안정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ISO 45001 인증 등을 통해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op 5 리스크  

사전 제거
2023

경제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융·복합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물류 기술 확보는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자동화 서비스를 도모하고 물류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여 고객만족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TES 기반의 물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비즈니스 패러다임 진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기술(T), 엔지니어링(E), 시스템&솔루션(S) 기반의 융복합 물류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T)은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포함하고, 엔지니어링(E)은 최적화, 빅데이터 등 물류 예측을 수행하며, 시스템 및  

솔루션(S)은 IoT와 AI를 통한 지능형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TES 역량을 바탕으로 CJ대한통운은 스마트 물류를  

선도하고 물류 Digitalization 혁신 기술을 확보하여 물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TES 역량 고도화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
2025

ESG 핵심 이슈

ESG 중요 이슈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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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선정 

CJ대한통운은 고객, 협력사,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임직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을 통해 확인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활동과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CJ대한통운
소통방향

고객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 임직원

① 소통 채널 다양화
②  고객 만족도 강화
③ 고객 불편사항 개선

①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② 공정거래 준수

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② 중 • 장기 전략 수립

① 임직원 사회공헌참여 확대
②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다양화
③ 스포츠 연계 사회공헌

① 임직원 역량 제고
②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③ 일과 가정의 양립

①  온라인 및 콜센터 고객상담
센터 운영

② 고객 만족도 조사
③ 택배 통합 APP
④  인공지능 챗봇 및 보이는 

ARS

① 협력사 간담회
② 사이버 감사실
③ VOP (Voice of Partner)

① 국내외 컨퍼런스 참가
② 주주총회
③ 1:1 미팅, 이메일 및 전화 상담
④ 분기별 연간 IR 활동

①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② NGO 파트너십
③ 스포츠 후원

①  사내제안방, 지식 DB, 
ICON 광장 

②  사내 캠페인, 구성원  
간담회, 11대 조직문화  
혁신프로그램 

③ 채널CJ, CKN, Nim 사보
④ 노동조합 

이해관계자 상호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CJ대한통운 홈페이지 ‘NOW 코너’ 신설

사업담당자와 소통 강화
�(게시물마다�1:1문의�기능�탑재)

‘라이브 커머스 채널’ 강화

고객과 실시간 상호 소통 강화

‘우리동네 BEST 택배 기사’ 추천 이벤트 진행

고객 참여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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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경제 및 지배구조 성과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사업부문별�매출

구분 2019  2020  2021

유동자산 2,322,199 2,538,547 2,348,223

    당좌자산 2,299,340 2,513,223 2,323,094

    재고자산 22,859 25,324 25,129

비유동자산 6,787,817 7,104,952 6,645,706

    투자자산 247,161 589,103 805,425

    유형자산 3,518,958 3,496,201 3,312,064

    사용권자산 1,081,599 1,095,621 1,077,274

    투자부동산 33,222 104,521 94,512

    무형자산 1,673,341 1,636,657 1,191,975

    기타비유동자산 233,536 182,849 164,456

자산총계 9,110,016 9,643,499 8,993,929

유동부채 2,508,694 2,807,607 2,448,916

비유동부채 2,946,077 2,795,950 2,528,655

부채총계 5,454,771 5,603,557 4,977,57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991,754 3,338,147 3,565,470

    자본금 114,062 114,062 114,062

    자본잉여금 2,775,376 2,875,757 2,880,908

    이익잉여금 612,148 718,060 747,681

    기타자본 -459,763 -284,140 -284,1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69 -85,592 106,958

비지배지분 663,491 701,795 450,888

자본총계 3,655,245 4,039,942 4,016,358

구분 2019 2020 2021

매출액 10,415,109 10,781,127 11,343,652

영업이익 307,186 325,338 343,881

당기순이익 50,890 142,623 158,280

기본주당이익 1,349원 5,683원 1,841원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39,727 123,030 54,742

비지배지분 11,163 19,593 103,538

총포괄손익 59,957 93,419 360,96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CL 사업부문 백만 원 2,731,008 2,567,096 2,673,314 하역, 운송, 보관, 건설, 정비, 기타

택배사업부문 백만 원 2,502,430 3,196,059 3,601,451 집하, 배송

글로벌사업부문 백만원 4,442,000 4,345,364 4,471,079 하역, 운송, 보관

건설부문 백만 원 739,671 672,607 597,808 건설, 리조트, 부동산

합계 백만 원 10,415,109 10,781,127 11,343,652

상세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협력사 백만원 15,000 15,000 15,000 상생펀드

주주 및 투자자 백만원 128,158 114,678 102,409 배당금, 차입금 이자

지역사회 백만원 41,930 20,842 4,827 기부금

임직원 백만원 165,665 214,038 263,453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정부 백만원 42,944 59,675 80,910 법인세비용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이해관계자�경제가치�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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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배구조 성과

이사회�구성 이사회�효율성

이사회�활동�현황
위원회�활동�현황

이사회�평균�재임기간 이사회�산업경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사내이사 명 3 3 3　

사외이사 (독립이사) 명 4 4 4　

기타 비상무이사 명 0 0 0　

전체 이사회 규모 명 7 7 7　

구분 단위  2020  2021

이사회 평균 참석률 % 95.8 95.2

이사진에 요구되는 최소 회의 참석률 % 80 80

타 직무 4개 이하로 제한한 이사 수 명 4 4

이사들에게 제한하고 있는 타 직무 수 명 2 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기 이사회 개최 회 7 6 9

임시 이사회 개최 회 1 0 0

이사회 개최 회 8 6 9

안건/보고 수 건 25 23 24

사내이사 참석률 % 　87.5 66.8 92.6

사외이사 참석률 % 100.0 95.8 97.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위원회 개최 회 10 8 13

위원회 안건/보고 수 회 17 9 17

사내이사 참석률 % 100.0 67.2 92.6

사외이사 참석률 % 100.0 100.0 100.0

구분 단위 2020 2021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년 1.1 2.0

구분 단위 2020 2021

산업경험 보유한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수 명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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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배구조 성과

금전적�출연금�및�지출�규모 주식보유�현황

이사회�보수�지급�현황

CEO�및�임직원�보수�지급�현황

주요�출연금�및�지출*

공정경쟁�위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로비, 이익 대표 혹은 이와 유사단체 백만 원 0 0 0

지역 또는 국가적인 정치 캠페인/단체/후보자 백만 원 0 0 0

협회 또는 비과세 단체 백만 원 819 823 904

기타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등과 관련한 지출) 백만 원 0 0 0

전체 기부금 및 지출 백만 원 819 823 904

구분 단위  2020  2021

CEO 주식 소유 배 0.08 0.01

CEO외 임원 주식 소유 평균 배 0.3 0.4

정부 주식 소유 % 9.03 8.26

구분 단위  2020  2021

인원 수 명 　7 7

보수 총액 백만 원 　3,202 4,078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457 583

구분 단위  2020  2021

총 CEO 보수 백만 원 2,147 2,302

직원 보수 중앙값 백만 원 58         62

배수 배 37 37

직원 보수 평균값 백만 원 64 71

배수 배 33.7 32.5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공정경쟁연합회 백만 원 5 5 5

한국통합물류협회 백만 원 36 45 43

서울상공회의소 백만 원 102 102 102

한국항만물류협회 백만 원 33 33 33

(사)한국경영자총협회 백만 원 36 36 36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공정경쟁 위반 건 수 건 2 13 10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의거하여 정치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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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환경보호�투자

온실가스�배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백만 원 3,672 1,811 4,4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2eq 214,808 227,176 228,271

Scope1 배출량 tCO2eq 122,306 123,199 118,548

Scope2 배출량 tCO2eq 92,502 103,977 109,742 

원단위 배출량 tCO2eq/억 원 2.1 2.0 2.0 국내 매출액 기준

온실가스 저감 실적 tCO2eq -27,365 -46,239 -15,158 할당량 대비 절감 실적

에너지�사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에너지 총 사용량 TJ 3,631 3,880 3,979 
연료 사용량은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음 

연료 사용량 TJ 1,726 1,738 1,686 　

전기 사용량 TJ 1,905 2,142 2,293 　

총 에너지 소비 비용 원 42,040,000,000 62,398,672,000 76,242,907,522 

원단위 사용량 TJ/억 원 0.06 0.03 0.05 국내 매출액 기준　

에너지 저감 실적 TJ - 586 - 848 -264 할당량 대비 절감 실적

환경위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법적 의무/규제 위반 횟수 건 - - -

벌금 액수 원 - - -

환경 관련 부채 원 - - -

* CJ대한통운은 지난 4년간 법적 의무/규제를 위반하거나 환경/생태와 관련하여 중대한 벌금/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용수�사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용수 사용량 ton 787,330 812,626 788,452

폐수�및�폐기물�배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폐수 총 배출량 ton 11,418 11,069 44,481

폐기물 총 배출량 ton 45,389 32,900 52,845

폐기물 총 재활용량 ton 15,328 16,825 44,662

* 리조트 신설로 전년대비 데이터 값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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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임직원�현황 국가별�임직원�현황*

신규�채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인원 명 6,358 6,290 6,351

고용 형태별

경영임원 명 58 58 56

정규직 명 6,066 6,005 6,143

계약직 명 234 227 152

연령별

30세 미만 명 1,182 1,045 1,252

30세~50세 명 4,493 4,470 4,252

51세 이상 명 683 775 847

성별
남성 명 5,422 5,376 5,463

여성 명 936 914 888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한국
총 직원 대비 비율 % 88.1 88.1 92.1 

총 관리직 대비 비율 % 99.5 99.5 99.4

미국, 캐나다
총 직원 대비 비율 % 0.1 0.1 0.1 

총 관리직 대비 비율 % 0.2 0.2 0.2 

아시아
총 직원 대비 비율 % 0.2 0.2 0.2 

총 관리직 대비 비율 % 0.3 0.3 0.3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장애인
인원 명 83 82 71

비율 % 1.3 1.3 1.1 

여성
인원 명 936 914 888

비율 % 14.7 14.5 14.0 

국가 보훈자
인원 명 77 73 67

비율 % 1.2 1.2 1.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내부후보자에 의해 충원된  
공개 포지션 비율

명 16 13 42

% 10.33 26.48 37.84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인원 명 660 412 734

고용 형태별
정규직 명 562 338 660

비정규직 명 98 74 74

연령별

30세 미만 명 390 182 332

30세~50세 명 247 182 381

50세 이상 명 23 48 21

성별
남성 명 534 369 626

여성 명 126 43 108

* 건설부문 데이터 제외

사회적�약자�고용�현황

임직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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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이직�현황

퇴직�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이직 인원 명 172 138 357

고용 형태별
정규직 명 151 125 296

비정규직 명 21 13 61

연령별

30세 미만 명 57 34 66

30세~50세 명 107 98 271

50세 이상 명 8 6 20

성별
남성 명 150 126 281

여성 명 22 12 76

전체 이직률 % 2.7 2.2 5.6 

자발적 이직률 % 1.7 0.4 4.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퇴직 인원 명 682 520 666

정규직 명 433 435 546

비정규직 명 249 85 120

희망 퇴직
정규직 명 51 83 70

비정규직 명 1 - -

정년 퇴직
정규직 명 17 21 21

비정규직 명 - 1 1

권고사직(해고, 징계 등)
정규직 명 14 30 23

비정규직 명 - 2 1

기타(개인사정, 육아, 진학,  
타사 이직 등)

정규직 명 361 301 443

비정규직 명 238 82 209

소수그룹�현황*

임직원�성과평가

산업재해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외국인
명 20 17 20 

% 0.3 0.3 0.3 

고령자 (55세 이상)
명 213 248 272 

% 3.4 3.9 4.3 

경력단절자
명 - - -

% - - -

장애인
명 73 70 69 

% 1.1 1.1 1.1 

국가보훈자
명 70 67 64 

% 1.1 1.1 1.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성과평가 대상 임직원 수 명 6,120 5,979 5,926 

정규직(사무직) 명 4,009 4,002 4,031 

정규직(현장직) 명 1,901 1,768 1,777 

계약직 명 210 209 118 

성과평가를 받은 임직원 수 명 6,120 5,979 5,926 

성과평가를 받은 임직원 비율 % 100 100 10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사망자 수 명 -　 -　 -

상시 근로자 수 명 6,358 6,290 6,351

재해자 수(사고건 수) 명 15 15 10　

근로손실재해율 수/백만 근무시간 1.13 1.14 0.76

* 건설부문 데이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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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구분 단위 물류부문 건설부문

평균 성별 임금 격차 % 81.1 74.4
성별 임금 격차 중앙값 % 84.8 72.5
평균 보너스 격차 % 65.6 87.5
보너스 격차 중앙값 % 71.1 72.9

고객만족도�조사�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만족한 고객 비율 % 77.0 76.8 76.2
모바일 앱 누적 다운로드 건 수 만 건 747 958 1,340

고객�프라이버시�침해�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외부 불만사항 수 건 - - -
규제기관 불만사항 수 건 - - -

* 건설부문 데이터 제외

임직원�참여�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능동적 참여자 비율 % 77.8 79.0 71.9
남성 비율 % 80.3 81.3 69.8
여성 비율 % 64.1 66.8 74.0

* 건설부문은 2021년부터 직원 참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구분 단위 여성 평균 기본급 남성 평균 기본급 비율 (%)

임원직 (기본급) 원                 -   260,047,755                - 
임원직 (기본급 + 보너스 등 기타 현금 성과급) 원                 -   510,956,799                - 
관리직 (기본급) 원        62,782,709    70,443,684 89.1%
관리직 (기본급 + 보너스 등 기타 현금 성과급) 원        80,829,833    94,602,174 85.4%
비관리직 원        49,891,025    58,426,033 85.4%

*건설부문 데이터 제외

2021�임직원�급여�및�보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하급 관리자 수 명 1,741 1,723 1,726 

여성 하급 관리직
인원 명 481 468 467 

비율 % 27.6 27.2 27.1 

총 임원급 관리자 수 (CEO 이하 2계급) 명 46 47 51 

여성 임원급 관리직
인원 명 - - 1 

비율 % - - 2.0 

총 매출 발생부서 임직원 수 명 3,212 3,107 3,294 

매출 발생부서 여성 수
인원 명 614 579 637 

비율 % 19.1 18.6 19.3 

STEM 관련 부서 임직원 수 명 145 147 202 

STEM 관련 부서 여성 수
인원 명 37 30 44 

비율 % 25.5 20.4 21.8 

여성�임직원�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전체 관리자 수 명 1,948 1,869 1,964

여성 관리직
인원 명 194 197 241

비율 % 10.0 10.5 12.3

총 여성 임직원 수 명 936 914 888

총 직원 대비 여성 임직원 비율 % 14.7 14.5 14.0 

ES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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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출산휴가�및�육아휴직�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출산휴가 사용자 명 180 175 171

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
업무 복귀 인원 명 167 171 142
업무 복귀 비율 % 92.8 97.7 83.0

육아휴직 사용자 명 59 70 60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업무 복귀 인원 명 40 54 34
업무 복귀 비율 % 67.8 77.1 56.7 

업무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 유지

유지 인원 명 31 36 35
유지 비율 % 81.6 90.0 64.8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임직원 교육

연령별

30세 미만 명 1,038 935 916

30세~50세 명 2,997 2,985 3,059 

50세 이상 명 423 443 439

성별
남성 명 3,634 3,559 3,556 

여성 명 824 804 858

교육비
총 교육비 백만 원 8,167 2,810 2,174 

1인당 교육비 천 원/명 3,400 1,037 811

교육 시간
총 교육 시간 시간 344,439 277,465 182,114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56.8 46.2 29.7 

성희롱 예방 교육

총 교육 시간 시간 6,199 6,107 6,175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6,199 6,107 6,175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 1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총 교육 시간 시간 6,133 6,127 6,284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6,133 6,127 6,284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 1 1

윤리경영 교육

총 교육 시간 시간 4,274 4,213 4,464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4,274 4,213 3,913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 1 1.14

정보보안 교육

총 교육 시간 시간 6,150 5,188 5,221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6,150 5,188 5,221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 1 1

안전교육 연 평균 법적 안전교육 이수 인원 명 5,430 5,813 5,293

사회공헌�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현금기부 백만 원 2,180 3,177 3,372 

총 임직원 봉사활동1)

총 참여 인원 명 4,360 3,567 3,754 
총 참여 시간 시간 28,259 24,710 13,492
총 참여 금액 백만 원 236 212 118

현물기부2) 백만 원 0 0 934
사업비 백만 원 67 147 28
사회공헌 기부금 총 기부 금액 백만 원 3,479 3,275 4,279 

1) 근무시간 중 임직원 봉사활동 투입시간을 금액(최저시급)으로 환산 

2) 제품 및 서비스, 프로젝트, 파트너십 등

2021�협력사�구매현황

구분 단위 업체 수 구매 비중(%)

총 협력사 개 15,726 100.0

항만 및 운송 개 11,305 21.5

물류 저장 및 분배 개 398 16.1

글로벌 포워딩 개 1,585 18.6

택배 부문 개 2,438 43.8

핵심 협력사 개 179 24.0

ESG DATA

임직원�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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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구분 공개지표 페이지 ISO 26000 SDGs 비고

조직프로필

102-1 조직 명칭 8

6.3.10/6.4.1-6.4.2/6.4.3/6.4.4/6.4.5/6.8.5/7.8

-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13 -

102-3 본사의 위치 8 -

102-4 사업 지역 8 -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 54-55 -

102-6 시장 영역 8 -

102-7 조직의 규모 8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 68 SDG 8,10

102-9 조직의 공급망 47-48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47-48 -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58-59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4, 76 -

102-13 협회 멤버십 81 -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5 4.7/6.2/7.4.2 -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56-57 4.4/6.6.3 SDG 16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54-55 6.2/7.4.3/7.7.5 -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63

5.3

-

102-41 단체협약 - SDG 8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63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63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63 -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

5.2/7.3.2/7.3.3/7.3.4

- 2021년 사업보고서 참고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61-62 -

102-47 Material Topic 리스트 61-62 -

102-48 정보의 재기술 2 -

102-49 보고의 변화 2 -

102-50 보고 기간 2 -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2 -

102-52 보고 주기 2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

102-55 GRI 인덱스 72-73 -

102-56 외부 검증 78-80 -

경영 접근법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61-62 6/7.3.1/7.4.3/7.7.3/7.7.5 -

1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17, 31, 53 6.3.6/6.6.1-6.6.2/6.8.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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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개지표 페이지 ISO 26000 SDGs 비고

경제 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64 6.4.3/6.6.6/6.8.1-6.8.2/6.8.7 SDG 8,9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18-21  6.5.5 SDG 13

간접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10-13, 47-48 6.3.9/6.6.6-6.6./6.7.8/6.8.1-6.8.2/6.8.5/6.8.7/6.8.9 SDG 1,3,8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56-57

6.6.1-6.6.2/6.6.3/6.6.6
SDG 16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56-57 SDG 16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7

6.5.4/6.5.5

SDG 7,8,12,13

302-3 에너지 집약도 67 SDG 7,8,12,13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25, 67 SDG 7,8,12,13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25, 67 SDG 7,8,12,13

용수 및 폐수 303-5 용수 사용량 67 6.5.4 SDG 6

생물다양성

304-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이트 29

6.5.6

SDG 6,14,15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29 SDG 6,14,15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29 SDG 6,14,15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24, 67

6.5.3/6.5.5.

SDG 3,12,13,14,15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25, 67 SDG 3,12,13,14,15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24, 67 SDG 13,14,15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24, 67 SDG 13,14,15

폐기물
306-2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관리 27

6.5.3/6.5.4
SDG 3,6,11,12

306-3 폐기물 발생 67 SDG 3,11,12

환경고충처리제도 307-1 환경법규 위반 - SDG 16 위반 건수 없음

고용

401-1 신규채용과 이직 36, 68-69

6.4.3

SDG 5,8,10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38, 69 SDG 3,5,8

401-3 육아휴직 71 SDG 5,8

산업안전보건

403-2 위험 파악,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69

6.4.6/6.8.8

SDG 8

403-9 업무 관련 상해 69 SDG 3,8,16

403-10 업무 관련 질병 69 SDG 3,8,16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71

6.4.7
SDG 4,5,8,10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71 SDG 5,8,10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54, 68-70

6.2.3/6.3.7/6.3.10/6.4.3
SDG 5,8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금 및 보상 비율 70 SDG 5,8,10

인권평가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45-56 6.3.5./6.3.6 -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45-46 6.3.9/6.5.1-6.5.2/6.5.3/6.8 -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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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관리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스크리닝된 신규 협력회사 47-48 6.7.1-6.7.2/6.7.4/6.7.5/6.8.8 SDG 5,8,16

고객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32-35 6/7.3.1/7.4.3/7.7.3/7.7.5 -

마케팅 및 라벨링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

4.6/6.7.1-6.7.2/6.7.3/6.7.4/6.7.5/6.7.9
SDG 16 위반 건수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 SDG 16 위반 건수 없음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44, 70 6.7.1-6.7.2, 6.7.7 SDG 16 불만 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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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INDEX

구분 TCFD RECOMMENDATION REMARKS CJ대한통운 대응

지배구조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CDP C1.1b 20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CDP C1.2 20

전략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설명 CDP C2.1a, C2.3a, C2.4a 19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CDP C2.3a, C3.4, C3.5 20-21

c) 2℃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전략의 유연성 설명 CDP C3.2, C3.3 20-21

위험관리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CDP C2.1, C2.2 20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CDP C2.1, C2.2 20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에 관한 설명 CDP C2.1, C2.2 20

지표 및 감축목표

a)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CDP C4.2a 20

b) Scope 1, 2 및 Scope 3(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CDP C6.1, C6.2, C6.3, C6.5 18,20

c)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설명 CDP C4.1a, C4.1b, C4.2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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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TOPIC CODE ACCOUNTING METRIC PAGE 비고

온실가스 배출

TR-AF-110a.1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Scope 1) 67

TR-AF-110a.2 Scope 1 배출량 감소 목표 및 해당 목표 대비 성과 분석 관리 계획 또는 장단기 전략 논의 18-21

TR-AF-110a.3 
(1) 도로 운송, (a) 천연 가스 및 (b) 재생 가능 비율, 
(2) 항공 운송, (a) 대체 비율 및 (b)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량

-
(1) 도로운송 재생에너지 사용 없음  

(2) 항공운송 대체비율 없음

대기 질 TR-AF-120a.1 (1) NOx, (2) SOx 및 (3) 미세먼지(PM10) 오염물질 배출량 - 보고하지 않음

노동 관행

TR-AF-310a.1 독립된 계약업체로 분류된 기사 비율 - 보고하지 않음

TR-AF-310a.2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른 총 금전적 손실액 - 없음

임직원 안전 보건 TR-AF-320a.1 임직원 산업재해율 69

공급망 관리

TR-AF-430a.1 FMCSA 개입 임계값을 초과하는 기본 백분위수를 가진 반송파 비율 - 해당사항 없음

TR-AF-430a.2 운송수단 전체의 총 온실가스(GHG) 발자국 - 114,116.909 tCO2eq

사고 및 안전관리

TR-AF-540a.1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현 및 결과 설명 32-35

TR-AF-540a.2 항공사고 수 - 0건

TR-AF-540a.3 도로 사건 사고 수 - 10건

TR-AF-540a.4
안전 측정 시스템 :  (1) 안전하지 않은 운전 비율, (2) 서비스 시간 준수율, (3) 운전자 건강,  

(4) 통제 물질/알코올, (5) 차량 정비율 및 (6) 유해 물질 준수 비율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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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니셔티브

UN GLOBAL COMPACT

CJ대한통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된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2016년 7월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ESG 글로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현황

구분 원칙 관련활동 페이지

인권
①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   CJ대한통운은 UNGC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등 국제적 인권 선언을 지지하고 준수

•   전사 임직원 대상 (사무실 및 기술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5-46, 71, 77

②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③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노사협의회 운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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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⑤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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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69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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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

⑧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에너지 과소비를 야기하는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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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운송 지원
•   도심녹화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생테체험 교육 진행
•   GEO(Golf Environment Organization)로부터 지속가능한 골프장 인증 획득

24-29

⑨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운송수단전환(Modal Shift)을 통한 친환경 물류 실현 26

반부패 ⑩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   상생조정위원회 도입 및 운영
•   사회공헌위원회 도입 및 운영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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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문

CJ대한통운 인권경영 선언문

CJ대한통운은 ‘최적의 SCM을 디자인하여 고객과 함께 성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미션과 ‘Data기반 기술역량으로 CPG· 이커머스 물류 시장을 리딩하는 글로벌 SCM 솔루션 기업’ 이라는 비전을 가진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입니다. 

CJ대한통운은 정직, 열정, 창의 그리고 ‘존중’이라는 행동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모든 경영 활동에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행동원칙 실현의 첫 걸음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가입 및 ‘WEPs(Women’s Empowerment Principle)’ 서명으로 글로벌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인권 관련 통용되는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존중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인권 및 노동, 환경 관계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통합제보시스템), 그룹웨어(통통통), 고객을 위한 전화상담 및 온라인 VOC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상기 원칙 실천을 기반으로 CJ 대한통운의  

인권경영이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3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 신 호

하나,  우리는 존중의 행동원칙을 기반으로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종교, 국적, 지역,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금, 복리후생, 모성보호 등 제반 근무환경에 있어 임직원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CJ대한통운 전 임직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안전한 일터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협력사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근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사회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물류시스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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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씨씨제제이이대대한한통통운운((주주))

2021년도 위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1일

한국경영인증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담담당당  지지속속가가능능경경영영센센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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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전기사용량 스팀사용량 총계 (단위: TJ)

2021년도 118,548 109,742 228,271

2021년도 1,704 2,293 0 3,979

주1) 온실가스 : CO , CH , N 0, HFCs, SF   주2) 1tCO -eq :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22 6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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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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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RV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MR은 씨제이대한통운(주)의 2021년도 검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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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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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원 : 직접배출원(Scope1), 간접배출원(Scope2)

보증수준 : 합리적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 총 배출량의 ±5.0%)

검증대상 사업장 : 씨제이대한통운(주)

검증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
·

·
·

| TT | MM sun8055@ikmr.co.kr | www.ikmr.co.kr |02 6309 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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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21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CJ대한통운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GRI Standards 보고 원칙

②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③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of Topic Specific Standards) 

- GRI 203: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 GRI 302: 에너지(Energy) 

- GRI 305: 배출(Emissions) 

- GRI 401: 고용(Employment) 

- GRI 40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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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①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②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③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④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⑤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CJ대한통운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CJ대한통운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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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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CJ대한통운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  CJ대한통운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  CJ대한통운은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CJ대한통운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  CJ대한통운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 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CJ대한통운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 06.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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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 인증 현황

수상 및 인증 현황

주요현황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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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지원SDGs한국협회 2020.09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개인택배 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2018.12 2018 올해의 앱 콘텐츠 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 2020.10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택배서비스 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2018.11 2018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020.10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선정 브랜드스탁

2019.0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0.12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택배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06 한중경제협력 대상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2020.12 2020 대한민국 봉사대상 한국유엔봉사단

2019.09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개인택배 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2021.0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10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택배서비스 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2021.03 NCSI  국가고객 만족지수 택배서비스 부문 2위 한국생산성본부

2019.12 2019 제14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파이낸셜뉴스, 
한국로봇산업협회

2021.08
USA 통합법인 2021 Quest for Quality Award  

3자 물류 분야 수상
Logistics Management

2020.0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1.09 NBCI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개인택배 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2020.03 한국사업의 브랜드 파워 택배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1.10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택배서비스 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2020.0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택배서비스 부문 1위 브랜드스탁 2021.12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택배서비스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인증

2018.06 AEO(통관취급법인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9.05 법인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환 획득 DNV-GL

2018.06
UAE Abu Dhabi 법인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5
CANADA 법인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TUV-NORD

2018.06 AEO(보세운송업자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9.06
CANADA 법인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TUV-NORD

2018.06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9.06
UAE Abu Dhabi 법인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07 AEO(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9.06 UAE Dubai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10 US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6 CANAD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11 AEO(하역업자 부문) 인증 유지 관세청 2019.06 USA 법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8.11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9.06 우수물류기업 인증 유지 국토교통부

2018.11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계열사 SB 인증 유지 관세청 2019.11 ISO 27001(정보보안) 인증 취득 DQS GmbH

2018.11 AEO(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계열사 BND 인증 유지 관세청 2020.07  ISMS-KISA-2020-119 인증 취득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05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DNV-GL 2021.09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Lloyd’s Register

국내 물류기업 최초
ISO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LLOYD’S REGISTER

10년 연속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 1위

한국생산성본부

9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6년 연속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1위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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