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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CJ대한통운이 첫 번째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당사의 경제·사회·환경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소통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고 
있으며, 정량적인 성과는 추세 파악을 위해 최근 3개년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의 
경우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7년 5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CJ대한통운 국내 전 사업장이며, 일부 내용은 해외 사업장까지 포함하고 있습
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의 
핵심적(Core) 부합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84~86페이지의 GRI G4 Index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내용은 88~8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본 보고서는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CJ대한통운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빌딩
전화	 |	 1588-1255
이메일 	 |  	sustainability@cjlogistics.com
홈페이지	 |	 www.cjlogi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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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CJ대한통운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적의 SCM을 디자인하여 고객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70
CJ대한통운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
CJ대한통운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철저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34
CJ대한통운은 그룹의 CSV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물류핵심역량과 
연계하여 사회/사업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CSV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8
CJ대한통운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
CJ대한통운은 미국, 유럽 등 선진 
물류시장부터 아시아 신흥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으로
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6

04 05CEO Message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국내 물류산업의 효시인 CJ대한통운은 지난 87년간 국가경제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국가물류의 대동맥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물류산업 발전 및 국민생활편의 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사회 
책임 경영 표준을 도입하여 이를 준수하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실천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도입선포식’을 진행하여 전사 차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UN 산하 전문 기구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반부패 척결, 환경보호, 
인권보호, 노동규칙 준수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 공유가치창출(CSV) 
사업 모델인 ‘실버택배’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시니어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주니어 트랙(Junior-Track)’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습 위주의 
맞춤형 인턴십 교육을 진행하고, 졸업과 동시에 입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버택배원들에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배송 장비인 
스마트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인 물류센터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도심에 묘목을 심고 에너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임직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수준의 
공유가치창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첫째, 다각적인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TOP 5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해외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법인 
설립, M&A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모든 물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CJ대한통운의 물류역량을 활용한 CSV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핵심가치(일자리 창출,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를 토대로 당사의 핵심사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CSV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사회적, 사업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경영을 통해 친환경 녹색 물류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한 운송 
최적화를 시행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전기택배화물차 
도입 등을 추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물류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물류 4.0을 구현해 물류산업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에 기반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과 국내 최대 
네트워크,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첨단 물류 운영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독보적인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CJ대한통운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분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CJ대한통운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  근  태

CJ대한통운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INTROdUCTION

CJ대한통운은 ‘The Global SCM Innovator’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육상, 해상, 항공으로 이어지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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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경영철학 CJ대한통운 비전CJ Way
CJ그룹은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ONLYONE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CJ는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업보국’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J는 고객에게 최초, 최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J의 행동원칙인 정직, 열정, 창의, 존중을 실천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
하는 ‘World Best CJ’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비전
CJ대한통운은 ‘The Global SCM Innovator’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육상, 해상, 항공 어디서나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을 위하여 선진 물류시장 
진출,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적극적 R&D투자를 토대로 2020년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직 열정 창의  존중

인제 ONLYONE 상생
인재

일류인재, 
일류문화

ONLYONE
최초, 최고, 

차별화

상생
생태계 조성, 

공유가치

ONLYONE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동원칙

VISION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SCM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한다.

The Global SCM Innovator

MISSION

우리는 최적의 SCM을 디자인하여 
전 세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된 시간 안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세상을 만든다.

2020 Goal

매출 25 조 원

영업이익 1 조 원

글로벌 비중 64 %

Global Top 5
Logistics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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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CJ대한통운 소개
CJ대한통운은 1930년 11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물류기업으로서 지난 87년 간 국내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세계 22개국(59개 법인, 38개 지점, 52개 사무소)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최첨단 물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물류, 
택배, 포워딩&국제특송, 항만하역&운송사업, 프로젝트 물류에서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연혁
CJ대한통운은 지난 87년 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물류산
업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첨단 융복합기술개발,  지속적인 투자, 성장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CJ대한통운은 2020년까지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여 향후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 주요 경영성과
CJ대한통운은 2016년 글로벌사업과 택배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액 6조원을 돌파하였습
니다. 이는 2015년 대비 매출 약 20%, 영업이익 약 22%가 늘어난 결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역량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

기업명 CJ대한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설립일 1930년 11월 15일 발행주식수 22,812,344
본사소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빌딩
임직원수 5,050명(정규직)

주요사업 CL사업, 택배사업, 글로벌사업 매출액 6조 819억 원

(2016년 12월 31일 기준)

1930.11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창립

1950.11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3.02
대한통운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74.09
미국상사 현지법인 설립

1983.11
리비아 대수로 공사 1단계 참여

1988.03
’88 올림픽게임 전담물류 업체

1992.01
리비아 대수로 공사 2단계 참여

2001.02
제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회담 관련 화물 운송

2002.05
2002년 한·일 월드컵 전담물류업체

2008.06
국제택배사업 진출

2010.11
2010 한국물류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13.04
CJ대한통운, CJ GLS 법인 통합

2014.12
제11회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15.07
국내 최초 북극항로 상업운항

2016.07
중국 TCL그룹과 물류 합작법인 
‘CJ Speedex’ 설립

2017.02
국내 물류업체 최초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2017.02
글로벌 사명 ‘CJ Logistics’로 변경

1930 ~ 1970년대

1980 ~ 2000년대

2010 ~ 현재

사업부문별 매출

구분 2014 2015 2016
CL사업부문 2,025,713,098 2,141,279,181 2,432,616,615
택배사업부문 1,248,606,869 1,496,365,057 1,752,049,733
글로벌사업부문  1,285,767,328 1,418,122,166 1,897,279,294
합계 4,560,087,295 5,055,766,404 6,081,945,642

(단위: 천 원) 

신용등급

평가기관 유효등급
(기업어음)

평가일 평가구분

한국기업평가 A1 2016.12.27 정기평가
한국신용평가 A1 2016.12.23 정기평가
NICE신용평가 A1 2016.12.09 정기평가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초석

대한민국 물류
업계 선도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 위상강화

핵심사업
CJ대한통운은 물류시장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전 세계 물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의 핵심역량인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5개 핵심사업별
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ne-Stop 물류 솔루션 개념도

운송
Transport

물류 컨설팅
Consulting

배송
Delivery

분류
Distribution

보관
Warehouse

국제운송
International

Transport

하역
Stevedoring

통관
Clearance

고객
Customer

One- Stop 
물류 솔루션 

계약물류
풍부한 경험과 첨단 IT시스템을 갖추고 보관하역부터 수·배송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산업군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택배
CJ대한통운 택배는 최첨단 인프라와 물류기술을 기반으로 택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포워딩 & 국제특송
수출입화물의 항공·해상운송, 통관·보관 일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량 · 벌크 · 특수화물 등 
프로젝트 화물에 최적화된 최상의 물류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항만하역 & 운송사업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 다양한 화물에 최적화된 직영장비로 고객 화물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프로젝트 물류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핵심 자가장비 기반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통해 
육상 · 해상 · 항공 운송은 물론 글로벌 EPC 현장에 One-Stop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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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CJ대한통운은 고객을 위한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세계 630여개 물류센터를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물류시장
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 상해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인프라

631개

물류센터

48,000여대

운송차량

95개

선석

480여대

하역장비

8척

선박

Introduction

5,867

39,734

7,349

43,209
12,12548,69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글로벌 매출 현황 

국내매출 해외매출

(단위: 억 원)글로벌 물류센터 현황 (2017년 1월 기준)

한국 400

중국 138

일본 1

베트남 5

필리핀 5

미얀마 1

말레이시아 18

인도네시아 12

태국 29

싱가포르 6

인도 2

UAE 1

캐나다 1

미국 7

멕시코 4

브라질 1

합계 631

중국
	냉장 및 저온유통, 화학, CPG
(식품, 화장품 등), 철강, 전기전자, 
Auto-parts, 중량물, B2C 물류
-	 자체성장, M&A, Joint Venture 
	 기반 사업확대
	 	(CJ Smart Cargo, CJ Rokin,    
	 CJ Speedex 등)

네덜란드
바이오, 석유/ 화학 물류

독일
바이오, 자동차, 기계설비 물류

UAE
중량물 물류
-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 중량물 물류 1위 기업 

이브라콤 인수를 통한 사업확대 지속

인도
철강, 원자재 물류
-	 	인도 최대 육상운송업체 Darcl 인수를 통한 

Pan-Asia 일괄물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미얀마
원재료, FMCG(식음료) 물류

태국
철강, 바이오, 자동차, 전자제품 물류 

말레이시아
바이오, 화학, CPG물류
-	 	Century 인수를 통한 말레이시아 물류 1위   

기업 등극 

탄자니아
중량물, 건설자재 물류

카자흐스탄
건설자재 물류

네팔
중량물, 건설자재 물류

라오스
태국-라오스 국경간 운송

캐나다 
전기전자, 태양광, Auto 물류

베트남
섬유, 타이어, 전자제품 물류 

미국
타이어, 자동차 물류

멕시코
자동차, 전자제품 물류

브라질
바이오, 원당 물류 

남아공
중량물, 건설자재 물류

일본
전기전자, 타이어 물류

필리핀
B2C, 전기전자, 중량물 물류

인도네시아
철강, 타이어, 화학 물류 

싱가포르
	의류, 전자제품 물류 및 
E-Commerce 국제 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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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사업부문별 소개

CJ대한통운은 계약물류 부문에서 Warehouse & Distribution, TES & Consulting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물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첨단 IT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관/하역, 수/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계약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22개국에 
진출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100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글로벌 Top 5 물류
기업으로서 물류자동화, 로봇화, 첨단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계약물류
CONTRACT LOGISTICS

핵심
성과

사업
영역

사업
개요

글로벌 차량운영

23,000 여대/ 1일

국내  계약물류 시장

1 위

진출 국가

22 개국

산업군별 특화 서비스 제공
식품, 유통, 패션, 화장품 등 산업군별 컨설팅에 기반한 고객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sumer - 국내 최대 수배송 네트워크 및 인프라 보유
- 고객 맞춤형 자동화 설비 및 서비스 제공

Retail -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 안정적 운영환경 및 맞춤형 물류 솔루션 제안
- 3온도 통합 물류서비스 제공

패션(로드샵) - 패션 산업군 기반	B2B	전담 수 · 배송 플랫폼 보유
- 상품 위치에 기반한 배송관제 앱(배송	Tracking/VOD/반품신청 기능 탑재)개발

e-Commerce - 글로벌 EC 전용센터 보유
- 국내 집하	및 보관, 해외특송 연계를 통한 Full Line up Service

고객을 위한 스마트 IT 솔루션 & 컨설팅
CJ대한통운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현장노하우, 기술력을 기반으로 SCM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의 물류센터 운영체계 구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센터의 자동화/무인화를 지향하고, 당사가 가진 물류 전문성과, 첨단 자동화 설비(W-Navigator, MPS, PAS 등)
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센터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최첨단 물류 IT시스템 보유
CJ대한통운은 산업군 별로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언제든지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 Visibility 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예측과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포올리브영물류센터 덕평스타벅스센터

CJ대한통운 IT 시스템의 특징

IT
시스템

고객 특성 및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 시스템 구축

물류 전 프로세스
통합관제 및 관리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예측 및 통계 분석으로 
고객 이익 극대화

Visibility 서비스
및 SOP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예측 및 분석

Customized
System

FULL-LINE-UP-SERVICE

W&d

Global

진출국가 22개국
물류센터 300여 개
자원 23,000여 대 / 1일

2017년 1월 현재

보관하역(생산) 수송 보관하역(판매)

산업군별 특화 : 식품(상온･저온), 패션(의류･액세서리) 등

배송 B2B B2C

영업 운영

컨설팅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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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CJ대한통운 택배 부문 전국 운영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집배송 밀집도

허브터미널 로컬허브터미널 수도권콘솔
허브터미널

원삼
도척

용인
청원
옥천

칠곡

군포

고촌

부곡

대전

읍내

장성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2017년 1월 현재

Business Overview

고객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
CJ대한통운은 고객 특성별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전 접수 상품을 당일 오후에 배송하
는 당일택배,  대형 가구 및 가전 등을 안전하게 배송·설치하는 설치택배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 상품을 개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TES 물류기술
CJ대한통운은 최첨단 물류설비의 안정적 운영, 차별화된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 역량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물류기술로 글로벌 택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합니다.

사업부문별 소개

CJ대한통운 택배 사업부문은 최첨단 인프라와 물류기술을 기반으로 택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 4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차별화
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택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며 2020년에는 7개국 이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 글로벌 물류 환경의 첨단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택배
PARCEL

핵심
성과

사업
영역

사업
개요

17,000 명

1,800 세대

900 명

업계 최다 
택배기사 종사

국내 최고 수준 
직영조직 운영

택배기사 
인당 처리 가구

타사 대비
4배 이상 높은
집배송 밀집도

운송차량

18,000 여대

택배부문 
고객만족도(KCSI)

8 년 연속 1 위

1일 최대 
처리 물량

6,700,000 박스

당일택배 오전 접수, 오후 배달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새벽배송(수도권)
3시간 배송 접수 후 3시간 이내 배송(수도권)
설치택배 대형 설치상품 배송·설치
ONEMAIL 우편물 전문 택배
The 명품택배 VIP 특별배송 서비스
퍼펙트 택배 고가제품 계약 택배
보험택배 보험사 계약 택배
기타 기숙사/특산물/마라톤 택배 등

시장점유율

44 %

연간 처리물량

8.94 억 BOX

서브터미널
자동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엔진 
및 자동 배차 시스템

물량
예측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용, 기사용, 직원용)

Introduction

최첨단·자동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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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CJ대한통운은 항공·해상 포워딩을 넘어 프로젝트 운송, 복합운송, 특화 서비스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
을 확대하여 2020년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 진입을 실현합니다.

고객중심 SCM 솔루션
CJ대한통운 포워딩 서비스의 출발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CJ대한통운의 물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SCM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사업부문별 소개

CJ대한통운은 세계 220여 개국을 연결하는 수출입화물의 항공・해상운송, 통관・보관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화물부터 특수화물까지 다양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최상의 물류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포워딩&국제특송
FORWARDING & 
INTERNATIONAL EXPRESS

핵심
성과

사업
영역

사업
개요

Door to Door 서비스

220 여 개국

글로벌 e-Commerce

 IT 솔루션

고객 화물 
Tracking 정보

3 시간 단위 제공

특수화물
운송

특수화물의 현지 통관부터 하역, 운송까
지 최적의 운송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안
합니다.

복합운송
서비스

￭  Sea & Air Service: 저렴한 해상운송
과 신속한 항공운송의 장점만을 결합,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Point-Point Service: 항공운송과 
Trucking을 결합, 화물을 일정한 지역
까지 신속하게 운송합니다.

항공 · 해상
포워딩

￭  일반 항공화물 운송: 화물을 하나의 팔
레트로 구성, 신속한 통관 및 운송을 실
현합니다.

￭  일반 해상화물 운송: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의 Door to Door, Port to Port 일
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aulage
서비스

전 세계 주요 거점을 기반으로 자차·전담 
Vendor를 통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국제전시화물 운송 서비스: 정밀기기, 
미술품 등 특수화물을 운송부터 설치까
지 안전하게 서비스합니다.

￭	 	이주화물 운송 서비스: 해외 이주화물
의 포장, 운송, 통관, 현지 배송 등 일체
를 책임집니다.

￭	 	국제특송 서비스: 기업고객의 서류·샘
플 발송, 국제택배 등 고객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Total Logistics Service

심층화된 물류 기반과 최고의 네트워크, 첨예화된 노하우로 물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추적하는 
Single Visibility Service, 미세 관리되는 Seamless Process를 통해 최적의 시간과 비용을 산
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02. 
Single Visibility Service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 대응은 물론,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 향상
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03. 
Global SCM Consulting

전문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글로벌 SCM 컨설팅과 현지 물류 운영 업무 
일관화를 실현합니다.

￭	 	Allocation 분석: 고객사의 글로벌 물류 
현황을 분석, 최적의 물류 네트워크를 설
계합니다.

￭	 	수·배송 합리화: 글로벌 물류 허브를 연
결하는 합리적인 수·배송 루트를 디자인
합니다.

￭	 	레이아웃 진단: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을 
진단, 효율적·체계적인 재고 및 상품관리
를 실현합니다.

￭	 	운영지표 관리: 주요 물류 운영지표를 수
치화 · 데이터화해 관리, 고객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합니다.

￭	 	부가서비스 개선: 고객사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 데이터를 신속하게 파악
하고 분석합니다.

￭	 	모바일 서비스(m.cj.korex.co.kr): 모
바일 중심 고객 맞춤 시스템으로, 화물 
Tracking 및 물동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외 파트너 협업 서비스(Arrival Notice/
Cargo Tracking): 선적정보, 화물 
Tracking 등을 제공, 파트너 간 업무 효
율을 증대시킵니다.

￭	 	글로벌 위치추적 서비스(고객 화물 실시간 
Tracking): 고객 화물의 실시간 Tracking 
정보를 3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	 	물류비용 분석 지원 서비스: 연간 물류비
용, 지역별 연간 운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물류비를 관리합니다.

국내

SCM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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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약물류 연계

글로벌전략

계약물류 연계 확대

해외

AIR

OCEAN

FORWARdING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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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 소개

CJ대한통운은 독보적인 인프라와 화물특성에 맞는 하역장비로 고객 맞춤형 항만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20개 항만, 95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레인, 호크, 로더 및 
특수장비 모듈 등의 중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화물에 효율적인 항만하역을 실시합니다. 당사의 벌크하역 분야
는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비, 유통, 유류사업 등으로 사업영역
을 확대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항만하역&운송사업 
STEVEDORING 
& TRANSPORTATION

핵심
성과

사업
영역

Business Overview

사업
개요

운송차량 1일 
평균 운영 대수

7,000 대
벌크하역 분야

 국내 점유율 1 위

중기 보유 현황

235 대

물류인프라 기반의 해상/항만사업

부가사업 시너지를 활용한 육상운송사업

유류사업

전국 주요 화물 거점별 40개의 직영 
주유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4
대 정유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바꿔주는 요소수(유록스) 및 
자동차 수리부품의 유통업까지 업역
을 확장하였습니다.

항만하역

전국 31개 무역항 중 20개 항만, 95개 선석을 보유 중이
며, 총 235대의 자체보유 중기를 이용하여 24시간 고객 
맞춤형 항만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자항선 2척, 부선 3척, 예인선 2척, 석탄선 1척 등 총 8척의 
자체보유 선박을 통해 초 중량물 해상운송은 물론, 원당, 
광물, 고철 등 다양한 화물 벌크하역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의 보증수리  
(A/S), 대형 차량 및 항만하역 장비 정비 
등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장비)

VALUE ChAIN 확대

CONVENTIONAL LOGISTICS AREA

SYNERGY & VAS* AREA

항만(BULK)OCEAN

정비사업 유통사업 유류사업

수리부품 요소수(유록스)

W&D

*VAS(Value Added Servic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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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및 기술적인 측면 검토 안전한 
운송을 위한 최적의 라우팅

▪	 		엔지니어링: 가선적계획(적재계획, 
리프팅, 해상고박) 트레일러상세
사항 확인

▪	 	SPMT, 바지, 자항선 등 핵심 자가
장비 기반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통해 정시도착을 위한       
최적의 운송계획 수립

▪	 	화물 카테고리에 따른 운송모드 및 
스케쥴 제공

글로벌 현지 인프라,
통관 현지파트너사 등 

사전조사

▪	 	P/O NO. 수령 , 화물 특이사항    
확인, IRC 확인

▪	 	패킹상태 확인 및 선적모드 확인
▪	 		컨테이너 적입일정 확인 및 
	 부킹확정
▪	 	중량물 수송계획서 확정 및 배선
▪	 	수입시 필요서류 사전 확인

EPC 고객사

제조사

▪	 	내륙운송, 수출통관, 화물 포트반
입확인, 적재계획 체크

▪	 	화물 적재상태 확인, 선적 검수,   
서베이 리포트 제출

선적지 파트너 / 
법인 코디네이션

▪	 	화물 경로 추적, 도착일정, 
도착지 내륙운송모드 확인

▪	 	도착지 파트너/법인과 도착 
후 일정 조율

▪	 	도착항 : 크레인/리프팅 플
랜 확인 및 수배일정 확정

▪	 	하역순서 확인, 도착일정 등 
리포트 제출

선사/ 항공사

▪	 	양하 서베이, 수입통관, 
Detention, Demurrage  
관리

▪	 	내륙운송장비 상태 확인, 
사전 안전(HSE)교육

▪	 	내륙운송 진행, 화물컨보이
▪	 	현장 도착 일정 관리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도착지 파트너/ 
법인코디네이션

도착지
파트너

SINGLE VISIBILITY IT MANAGEMENT

화물 추적, 일정 실시간 IT 관리

사업부문별 소개

CJ대한통운은 남극을 포함하여 26여개국에서 4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 된 경험과 전문 엔지
니어의 역량을 토대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석유화학, 복합화력발전, 원자력 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설치물류를 포함하여 육상,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프로젝트 물류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물류
PROJECT LOGISTICS

핵심
성과

사업
영역

Business Overview

사업
개요

프로젝트 
물류 수행 경험

총  26 개국

오프쇼어
&온쇼어

2,000,000 CBM 이상

전문가 집단

총  800 명

글로벌 프로젝트 물류 진출

초중량물 운송

SPMT, 바지, 자항선의 핵심 자가장비 252축을 기반으
로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전문
적인 초중량물 운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중량물 설치
에 필요한 리프팅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97m 증류탑을 건설하는 등 글로벌 EPC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도착국가의 통관, 법규 등 Software 현황과 현지 운송방안, 
운송로 등 Hardware 현황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 화물의 특성에 맞는 종합 
물류 컨설팅 &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재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프로젝트물류
전문가

총 130인 이상의 전문가 집단을 기반으로 운송계획 수립부
터 해상, 항공운송, 현지통관, 내륙운송, 설치까지 체계적인 
프로젝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링
전문가

남극을 포함한 다국적 엔지니어링 전문가 확보를 통해 
헤비카고 수송계획서, 수송방안수립, 현지 운송 간 보강
공사 등 프로젝트 물류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역량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제조사

글로벌 현지
물류환경조사

루트 서베이 기술검토 최적 운송계획 수립 글로벌 선적지
내륙운송

해상/항공 운송 글로벌 도착지 내륙운송 
현지 운송 간 보강공사 

헤비카고 설치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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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Technology 기술 기반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물류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물류센터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기술,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로봇 융합형 무인화 기술,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형 운영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ngineering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CJ대한통운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과학적 기법과 체계적 접근을 통해 효율성에 기반한 최적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ystem & Solution 다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센터부터 택배 최종 고객까지 End-to-End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물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산업군별로 특화된 고객 
맞춤형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 TES 기반의 융복합 컨설팅 서비스와 산업군별로 특화된 물류/SCM 컨설턴트를 토대로 물류/
SCM 영역 전반에 대한 물류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물류센터 설계와 물류/SCM 전략 수립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	 물류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기술

• 	 이송 및 적치 무인화를 위한 로봇 융합형 물류 기술

• 	 Last Mile 배송 혁신을 위한 Drone 운영기술

• 	 IoT 기반의 물류자원 센싱 및 관제기술

•	 B2B2C 복합형 물류플랫폼 서비스

•	 융합형 로봇 기반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	 무인배송 및 패키징 등 배송 특화 서비스

• 	 IoT 기반 실시간 통합관제 및 위험예측 서비스

주요 추진 활동  향후 계획

•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한 관리 생산성 향상 및 정보 투명성 강화

•	 미래 물동량 예측을 통한 선제적 거점 및 수배송 네트워크 설계

• 	 설비, 레이아웃, 프로세스, 재고 수준 및 적재 최적화를 통한 작업 효율 극대화

• 	 분석 · 설계 + 운영 경험과 사례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식화를 통한 가치 재생산

• 	 네트워크 최적화 서비스

• 	 물류센터 설계 서비스

• 	 Process 설계 최적화 서비스

•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	 창고관리, 수배송, 포워딩 택배 등 전 물류영역 내 전세계 동일 수준의 IT 서비스

•	 자동차, 소비재, 유통, 제약, 저온, 철강 등 고객 산업 맞춤형 IT 서비스

•	 이커머스, 개방형 화물 정보망, 모바일 기반 Track&Trace 등 물류기능 특화 서비스

•	 loT, 빅데이터, 인공지능(딥러닝)과 같은 신기술 융합 운영 및 분석 고부가 서비스

• 	 글로벌 통합(CL, 택배, 포워딩) 시스템 구축

• 	 산업군별 솔루션 Portfolio 작성

• 	 신사업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 	 AI기반 고객 접점 서비스 자동화

•	 	CJ대한통운 고유의 컨설팅 방법론인 ‘M-SCORE(Method-Supply Chain Optimization 

and Re-Engineering)’를 통해 컨설팅 Service Offering 체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산업군(기능별) 전문 컨설턴트, 고유 컨설팅 방법론 활용	

•	 패밀리사 컨설팅 지원 강화 

•	 글로벌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공략 컨설팅 가속화

•	 중국, 미국, 동남아 컨설팅 확대

•	 사업부/해외법인 컨설팅 역량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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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

TES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olution을 아우르는 CJ대한통운의 
R&D 혁신을 상징하는 핵심역량입니다. CJ대한통운은 TES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기술지원과 연계하여 산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핵심역량 TES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

계약물류 택배

포워딩 & 
국제특송

항만하역 
& 운송사업

프로젝트
물류

TES Framework 핵심사업

Consulting

통합관제센터 MCC 자율주행 운송로봇 운송 모습

자율주행 운송로봇 테스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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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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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2016년 CJ대한통운은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 운영기간 내 사외이사 참석률은 90% 
였습니다. 또한 경영투명성,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개최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주요 M&A, 경영
실적 등 주요 경영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이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소통 활성화
CJ대한통운의 이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최고 경영의사결정기구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에게 정기적으로 
경영실적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와 보상
직무 성과 평가 
이사의 직무성과평가는 출석률(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사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 
사업이해도, 전문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상 
CJ대한통운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보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임원규칙과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상위원회’에서 KPI, 경영지표, 역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여의 경우 경영진으로서 성과창출에 따른 경영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내규정을 
위반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상여축소 또는 미지급하여 경영성과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CJ대한통운은 주주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업 운영 상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집단소송, 배상책임 등)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재정적 파산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J대한통운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적절한 심의를 진행하고,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총원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여 객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과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이사진 구성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력, 성별, 종교, 출신지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CJ대한통운은 사외이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정관 내 이사 임기, 선임기준 등 주요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임기의 경우, 사내/사외이사 모두 최초 3년으로 제한하되,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중임을 인정하여 최대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가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확보
CJ대한통운은 이사회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공정한 선임절차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 회계, 사업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 검토 시, 전문성을 포함하여 자격요건, 직무공정성, 윤리성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선임한 
사외이사는 상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 퇴임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독립성 보장
투명하고,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감사담당 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내외부 이해
관계자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비리사실, 직위를 이용한 부당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
였을 때 협력사, 임직원이 언제나 해당사실을 비공개로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감사실, Whistle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감사담당

CL부문 택배부문 글로벌부문 경영지원총괄

이사회 현황 

구분 성명 주요경력 위원회
사내이사 박근태 前 대우인터내셔널 중국대표 • 보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손관수 前 CJ GLS 대표이사 •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권도엽 前 국토해양부 장관 • 감사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영선 前 관세청 청장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최찬묵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이사회 운영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정기 이사회 개최 회 7 8 6
임시 이사회 개최 회 1 3 4
총 이사회 개최 회 8 11 10
안건/ 보고 수 건 16 27 20
사내이사 참석률 % 66.7 100.0 85.0
사외이사 참석률 % 93.8 98.0 90.0

Gener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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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추진방향
CJ대한통운은 경영투명성, 준법경영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준법 및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CP(Compliance Progra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준법리스크
를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체계 
CJ대한통운은 2017년 1월에 ‘CP 7대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CP운영규정과 업무내용 등 세부 운영지
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표이사가 대내외에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여 전사 차원의 준법경영 
적극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CJ대한통운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 행동규범 가이드를 제시하여 준법경영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추가적으로 CP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하여 CP교육프로그램 운영, 내부 모니터링 제도 구축, 임직원 제재
(경쟁법 위반 시), 문서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CP 도입 선포식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
(경영지원총괄)

인사위원회

자율준수위원회자율준수 전담부서
(Compliance 파트)

CL부문 각 부서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택배부문 각 부서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글로벌부문 각 부서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경영지원총괄 등 각 부서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대표이사 자율준수의지・방침 선포
2017년 1월 CP도입 선포식을 진행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
이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제 시행
CJ대한통운은 이사회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CP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습니
다. CP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자율준수 담당자를 지정
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CJ대한통운은 2017년 3월, 실무사례 중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배포하여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방향 변화, 
법 개정, 심결례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 별로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급을 고려한 별도 교육을 시행하여 CP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도 매 분기 준법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 시 축소·과장 보고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니터링 제도 구축
CP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쟁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 감독,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비리사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을 적발 시 내 · 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최소화 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감사조직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감사실, VOP(고충상담접수)를 통해 
비공개로 협력사, 임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CJ대한통운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하
였으며, CP 실천에 모범적인 임직원에게는 포상안을 마련하여 경쟁법 준수문화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서관리체계 구축
CP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문화의 확산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은 CP관련 문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준법경영, 실천서약서 등 준법경영을 위한 
CP 관련 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건전하고 투명한 준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고객,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력사를 위한 상생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7대 
CP 요소 내부 모니터링 

제도 구축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운영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최고경영자 
자율준수의지 및

방침표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직 및 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핵심요소

Gener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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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추진방향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 발견한 리스크는 전사 핵심관리 리스크로 정의하고 각 분야 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
CJ대한통운은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각 리스크 별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본사/지
방사업장/해외사업장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리스크에 대한 지표화를 
통해 지속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유형 및 요소
전사적 리스크 관리 범위는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규제리스크 등 재무 리스크와 불공정거래, 금품 및 향응, 
안전환경사고 발생, 고객불만 등 기업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CJ대한통운은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 조세 관련 법규 준수와 납부 이행을 조세정책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각 국가별 조세 법규
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 가운데 조세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경우, 전담조직은 유관부서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CJ대한통운은 사업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구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를 통해 즉각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보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사업장 발생 리스크를 즉시 공유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리스크 대응
CJ대한통운은 경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리스크 조직 프로세스 설계 등
시장리스크 환위험,	이자율,	유동성 등
규제리스크 관련 제도 및 정책 변동 등

임직원 노사문제리스크 파업,	태업,	노사갈등 등
부정불법리스크 불공정거래,	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
안전환경리스크 인사/장비사고,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고객 고객관계리스크 불만,	이의사항 접수 등
정보보호리스크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업체
의 경우 신규 거점 확보, 첨단 기술의 도입, 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의 향상에 따라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 정부의 
규제가 변동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또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물
류기업에게는 환경규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 활동 가운데 수집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 관리 체계의 
수준이 고객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입니다. 

고객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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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운송수단의 
경제 운전 노력을 통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환경영향 저감에 집중할 것입니다. 

▪	 	고객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규제에 대응하
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체계(ISO27001, ISMS)인증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인 
정보전략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접근통제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두 배경 대응 방향

전사 리스크 관리 조직도

•	 경영지원총괄
		 -	 	경영지원실
		 	 (법무, 안전인프라담당 포함)
•	 전략지원실
•	 인사담당

글로벌 부문

부문장
사업기획담당

CL 부문

부문장
사업기획담당

택배부문

부문장
사업기획담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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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대응 체계

위기대응 TF
• 대표이사
• 경영지원총괄
 -	 	경영지원실
	 	 (법무, 안전인프라담당 포함)
• 전략지원실
• 인사담당

• 각 부문 별 담당부서 대응
• 전략지원팀 대응등급 판정

•  사고 발생부서 대응 및 
 신속보고 공유

그룹 위기대응 본부
그룹 비상상황실
(R1 등급 시, 운영)

그룹 최고경영진CJ대한통운

R1등급 사고 발생 / 
전환 시 그룹 상황실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 TF운영건의
(중대이슈 판단시)

신속보고
(R1 / R2 / R3)

신속보고
(R1 / R2 )

그룹 신속
정보공유방

R1 등급리스크 발생 시
    : 위기대응 TF 운영 및 최고경영진 상황보고(중대이슈 판단 시)
R2 등급리스크 발생 시
    : 발생본부 또는 전사 유관부서 공동대응
R3 등급리스크 발생 시
    : 발생부서 자체대응

CJ대한통운 단계별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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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2016년 주요이슈

고객 •	 고객상담센터 운영:	온라인/콜센터
•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소통채널 확대
•	 CRM 강화
•	 고객만족도 향상

협력사 •	 협력사 간담회
•	 사이버감사실
•	 Voice of Partner

•	 상생협력
•	 동반성장
•	 공정거래 준수

주주 •	 주주총회
•	 분기별 연간 IR활동
•	 국내외 Conference 참가
•	 1:1미팅, e-mail/전화 상담

• 	중‧장기 전략 수립	
• 	사업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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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공헌
•	 소외계층 문화혜택 제공
•	 스포츠 스폰서십

임직원 •	 노동조합
• 	채널CJ, CKN, Nim사보
• 	사내제안방, 지식DB, ICON광장, 동호회(COP) 
• 	사내캠페인, 구성원 간담회 등 

•	 경영목표 달성
•	 일과 삶의 조화
•	 변화혁신과제 추진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및 주요이슈

CJ CSV경영 체계

하나, CJ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CSV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CJ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하나, CJ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CJ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CJ는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해외에서도 사업보국을 실천하겠습니다.

CJ CSV 실천다짐

CSV 추진체계 CJ CSV경영
CJ CSV경영은 창조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실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은 CJ CSV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CSV: Creating Shared Value

CJ CSV

창조 경영

상생 경영

나눔 경영

추구가치

국가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도전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

공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상생을 실천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적 사회공헌 추진

안전 경영윤리 경영준법 경영

COMPLIANCE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CJ대한통운은 고객,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 임직원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CJ대한통운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사회를 포함한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General Issue

CJ CSV 실천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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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개요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별 이슈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
한 핵심이슈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CJ대한통운은 이슈별 내 ·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원칙
이번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4 가이드라인 내 ‘중대성 이슈 선정 원칙’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 
핵심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핵심이슈는 당사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해관계자 관심도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보고서 내 주요 이슈로 다루어 보고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이슈 리스트 
확인

•	 	GRI, DJSI, ISO26000, SDGs 등 국제 표준 지표와 CJ대한
통운의 사내 정책 등을 검토하여 71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	 	1차 확인된 이슈 리스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선진기업의 
중대성 이슈 주제를 분석하고, 미디어 리서치 과정을 거쳐 
39개의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진행

•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출된 39개의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전문가평가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설문조사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내외부 주요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말에 1주간 진행하였으며 전체 
대상자 대비 약 60%가 참여하여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에 대해 응답하였습니다.

보고측면 및 
보고서 기획

•	 	보고주제 선정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확인한 이해관계자 핵심이슈를 
토대로 GRI G4 가이드라인 내 보고측면(Aspect) 단위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보고서 기획과 작성을 위하여 최종 결정 된 보고측면(Aspect) 별로 
중요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영역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가 
실제 관심을 갖고 있는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Step 1.

이슈 리스트
확인

Step 2.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도출

Step 3.

핵심 보고측면 
결정

중대성 평가 Metrix

중대성 평가 결과
CJ대한통운은 중대성 평가 시행을 통해 총 39개의 이슈 중 ‘14개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핵심이슈’는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대해 영향력이 높은 이슈를 의미합니다. 도출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제 비즈니스 활동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중대성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피드백을 청취함으로써 중대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 관심도

비
즈

니
스

 영
향

도

15

17

16

19

24

22

25

26

2934

33
38

32

37

39

27

20

21

28

30

31

36

18

35

2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 관리

현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물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고객관계 및 만족도 관리

불공정거래 금지 및 
관련 법규 준수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영역 핵심 이슈 핵심측면 보고측면 페이지
경제/경영 일반 글로벌 사업 확대 경제성과 경쟁력 강화 p.42~45
경제/경영 일반 연구개발 역량 강화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에너지

배출
운송

환경경영 p.46~49
환경 물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환경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효율 증대
소비자 이슈 고객관계 및 만족도 관리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고객만족 p.50~55

커뮤니티 참여 및 개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간접경제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 p.70~75
커뮤니티 참여 및 개발 현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노동/인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고용, 남녀보수 동등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재경영 p.56~61
노동/인권 임직원 차별 금지(성별, 연령, 소수자, 인종 등)

공급망 동반성장 정책 및 활동 강화 반부패 공급망 관리 p.66~69
공정운영관행 불공정거래 금지 및 관련 법규 준수
소비자 이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 관리 산업안전보건

고객안전보건
안전보건 p.62~65

노동/인권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General Issue

임직원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소수자, 인종 등)

글로벌 사업 확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동반성장 정책 및 활동 강화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효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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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노력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2015년 UN과 국제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s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개 영역의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J대한
통운은 SDGs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Link to SDGs
CJ대한통운은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기반으로 기회, 위기요인 등을 고려하여 총 17개의 지속가능발
전 목표 중 일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당사와 연관성이 높은 목표를 중심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SDGs와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GOAL 1
GOAL 2
GOAL 3
GOAL 4
GOAL 5
GOAL 6
GOAL 7
GOAL 8
GOAL 9
GOAL 10
GOAL 11
GOAL 12
GOAL 13
GOAL 14
GOAL 15
GOAL 16
GOAL 17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건강한 삶의 보장 및 웰빙 증진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물과 위생시설의 접근성과 관리 강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립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이용
육상 생태계의 보호와 지속가능이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실버택배
확대

시니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CJ대한통운-정부-지방자치단체
가 협력하여 물류업계 최초로 구축한 CSV모델입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배송거점으로 운반된 택배물량을 인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친환경 전기 배송 장비를 활용하여 배송하는 사업입
니다.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친환경 녹색물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72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도시 숲 조성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폐도로 및 유휴지에 에너지 
숲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숲에서 자라난 나무는 향후 바이오 에너
지인 우드 펠릿으로 가공되어 저소득층 난방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물류터미널 옥상 생태공원에 도시양봉을 추진하여 도심생태계 복원과 식물
다양성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지원, 
자원 재순환 기부 등 친환경 활동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3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운송 실천

국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목표 관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감을 위해 통합물
류시스템을 활용한 운송 최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운송수
단으로의 전환(Modal Shift), 전기택배화물차 도입 등을 추진하여 환경 친화
적인 물류서비스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

준법경영의 확산을 위해 제도적 준수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였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기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중장기적
이고 체계적으로 준법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31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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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선정이슈 배경

글로벌 시장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류산업
에서도 다양한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인프라 확충과 자동화를 통해 서비스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구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대내외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글로벌 물류패러다임
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형 물류 거점 구축
￭	 연구개발 인프라 및 우수 인재 확보

향후 계획 
및 목표

￭	 사업별/지역별 전문 역량 강화
￭ 	신흥시장 네트워크 확보
￭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교역량 증가세 둔화로 인한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CJ대한통운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과 핵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각 지역 별로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력을 확보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글로벌 사업본부 별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목표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미래형 물류거점 확대 
CJ대한통운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631개 물류센터를 포함하여 다수의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글로벌에 플래그십센터(Flagship Center)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차량, 물류기기, 선박/부두, 
하역장비 등 최첨단 물류인프라를 보유하여 안정적 보관, 하역,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거점 활성화
최첨단 물류 솔루션, TES 역량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컨설팅, M&A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전 세계로 CJ
대한통운만의 새로운 물류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내용

해외본부 •	 	산업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전략고객 발굴

•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전문인력 육성 등 현지화된 핵심역량 강화

중국본부 • 		특화물류 시장에서의 독보적 지위 유지·강화

• 		플랫폼 기반 신성장동력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가속화

• 		지역/산업/VC 확대를 통한 시장지위 강화

포워딩본부 • 		Global 대형 Account 수주 극대화

• 		국제특송 사업 확대 등 성장동력 사업 확대

• 		Global 수준의 핵심 역량 확보

프로젝트본부 •	 	수주 Pool 다변화와 신규 사업발굴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

•	 	On/Off-shore 연결을 통한 일괄물류체계 확립

•	 	소규모 M&A를 통한 핵심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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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물류기술 개발 
CJ대한통운은 2003년 RFID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물류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류/피킹 분야의 MPS(Multi Purpose System), W-Navigator, ExPAS를 개발하였으며 

검수기술인 Intelligent Scanner, 쿨가디언(콜드체인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하여 운송로봇을 활용한 피킹/분류기술, 검수 및 패키징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송체계 

혁신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기술을 지속 개발/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관연계 국책사업 참여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력하여 R&D공동과제를 진행하여 물류분야의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물류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

다. 2016년에는  ‘물류작업효율개선을 위한 경량화물 취급장비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3건의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기술개발 추진
CJ대한통운은 TES 역량을 활용하여 대학교,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동국대와 ‘현장실무형 산학협력 교육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스타

트업 기업과 함께 물류센터 전용 드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산학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 노하

우의 결합과 기술활용성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물류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

니다.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CJ대한통운은 차별화된 TES 역량으로 

미래지향적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최첨단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2020년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물류연구원 운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관)
CJ대한통운의 종합물류연구원은 연구개발과 컨설팅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물류 신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시장과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해, 무인화 기술기반의 첨단

물류기술을 바탕으로 최정상급 SCM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실행기반(Operation Based) 종합 솔루션 

컨설팅 제공기관(Total Solution Consulting Provider)’으로서 고객사의 글로벌 물류혁신 비전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ES Innovation Center 설립
TES Innovation Center는 TES의 전초기지로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물류 패러

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고객의 물류 비즈니스를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TES 연구개발 검증이 

이루어지며, Open Innovation 기반으로의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첨단 물류기업으로서의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 로봇, 드론, 스마트패키징 등 TES 융복합 기술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우수 R&D 인재 확보 노력
CJ대한통운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R&D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대학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R&D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적인 연구원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 연구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R&D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선도적인 기술 기반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TES Innovation Center (통합관제센터 MCC)

CJ대한통운은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로봇, l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드론, 3D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환경의 등장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물류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물류업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향후 계획

연구개발 인원 

2014

23

2015

 50

2016

76

 (단위: 명)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활동내역 

2016.01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 산업분야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4 어패럴 반품 자동화 설비 및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호법2센터)

2016.04 Smart Cube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수상

2016.05 CJ대한통운 TES Innovation Center 개소

2016.05 W-Navigator 저온센터 Cross dock 모델 개발 및 용인센터 적용완료

2016.06 ‘최대 13m/s 풍속조건하에 안전비행이 가능한 고내풍성 드론 시스템 개발’ 진행 

2016.06 ‘물류현장 작업자 본위의 보관시설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진행

2016.08 일괄검수시스템 2D 모델 개발 및 군포센터 적용 완료

2016.08 택배 서브터미널(칠곡, 장성, 부곡 등) ITS 현장적용

2016.09 중국현지 MPS 및 W-Navigator 현장적용

2016.10 LTE통신 기반 드론 운영시스템 및 추락 대응기술 개발

2016.11 드론을 활용한 택배시범서비스 실시

2016.11 ‘물류작업효율개선을 위한 경량화물취급장비기술개발’과제 성공종료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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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선정이슈 배경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 폭우 등 자연재해가 증가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물 부족과 같은 환경문제가 중요한 
글로벌 환경이슈로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CJ대한통운 경영 전반에 걸쳐 제도적, 물리적, 
재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위기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환경경영체계 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	 친환경 물류 활동  

향후 계획 
및 목표

￭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	 	전기화물차 도입 등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확대  

추진방향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
아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환경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사 차원의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친환경 물류 추진 등 다양한 친환경 활
동을 지속・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은 친환경 물류기업으로서 환경 리스크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 Top 수준의 녹색경영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
성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전담조직
CJ대한통운은 환경경영 추진을 위하여 환경담당 임원, 본사 안전환경팀, 각 사업장 별 환경담당자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전담부서인 ‘안전환경팀’은 전사 환경경영 전략 및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각 사업장 별 환경성과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시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1999년 인천지사가 최초로 ISO14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2010년 전 사업장으로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실제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안전보건 내부심사원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글로벌 TOP  수준의  녹색경영 실현
비전

환경 리스크 사전제거 
미래의 지속가능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목표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	 	환경경영 목표 및 실적 관리 
강화 

•	 	환경경영실천 강화
•	 	환경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기후변화 대응/적응

•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환경 리스크 최소화

•	 	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개선
•	 	환경 시설 관리 강화
•	 	화학물질 운송 및 취급      
	 안전관리체계 강화

글로벌 환경관리 표준화

•	 	현지에 맞는 환경관리        
표준안 마련 

•	 	글로벌 이슈 대응 및 지원   
체제 구축 

전략

Core Issue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6

48 49

친환경 물류 실현
고객의 오더 및 차량 가용성을 고려한 적재 계획 수립, 운송경로 결정, 운송 차량선정 등 운송 최적화를 통한 
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운송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운송수단
전환(Modal Shift)을 통하여 운송서비스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에서는 실버택
배에 친환경 전동장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제주도에 전기 택배 화물차를 시범 운영하는 등 친환경 택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또는 기존 물류센터 건물에 고효율 조명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해 친환경 녹색물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기화물차 택배시범서비스

CJ대한통운은 제주도의 친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전기화물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부터 한달 간 제주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화물차 택배시범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장 배송기사들의 
VOC를 청취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경유차량 대비 운영비용을 25%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CO2(1.1t/년 · 대) 및 미세먼지(5.49kg/년 · 대)의 저감이 예상되어 환경 친화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고 충전인프라, 제도적 지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 물류운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운영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에 대한 실적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본사 및 전 사업장을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여 에너지 사용량 취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별 에너지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등록·분석하여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취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하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기 사용량, 차량 연료 사용량 및 기타 에너지 사용량 등 사업활동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여 통계 관리하고 추이를 분석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목표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
업무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및 엔진 공회전 등 에너지 과소비 행동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Eco-Driving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내 난방기, 조명기기 사용에 대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등 건물 실내조명에 고효율 LED · 무전극 램프의 신규설치 
또는 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고정·이동연소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총 10,842 tCO2eq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상쇄 활동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산림청, 한국도로
공사, 녹색연합과 ‘고속도로 폐도로 에너지 숲 조성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우드팰릿을 복지시설 등에 난방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심녹화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구온
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저탄소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온실
가스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물류센터의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이동연소를 저감하기 위해 운송수단별 
에너지 사용량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지원하는 기후적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CRAS(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System)를 활용한 리스크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 계획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예방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에너지 사용량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총 사용량 TJ 3,269 3,231 3,147 
전기 TJ 1,284 1,145 1,249 
연료 TJ 1,985 2,086 1,916
에너지 원단위 TJ/억 원 0.08 0.07 0.06
*	에너지 원단위는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함
*		연료 사용량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음

(단위: tCO2eq/억 원, tCO2eq)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4

140,672

62,368

2015

145,250

55,612

2016

134,957

60,633

5.11
4.65

4.02

온실가스 원단위 직접 배출량(Scope 1) 간접 배출량(Scope 2)

* 온실가스 원단위는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함

제주도 전기화물차 택배시범서비스

Core Issue

물류거점을 활용한 친환경 물류 실현
CJ대한통운의 강점인 최다 보유 거점을 활용하여 거점간 연계수송을 활용한 운송경로 최적화, 
대량수송, 복합일괄수송, 공동물류 등으로 차량 운행대수 감소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 친환경 차량, 장비 및 물류시설 활용
저공해·고연비 SCR방식 화물차량의 구입 및 차량의 대형화, 전동자전거 및 전동사륜차를 활용한 
그린택배서비스, 항만크레인 에너지원의 전기식 전환, 물류센터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
CJ대한통운은 물류업계 최초로 1999년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2009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을 획득하여 항만하역, 육상운송, 택배 등 전 사업의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국제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원의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 
운전습관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Eco-Driving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물류 IT 시스템 기반의 물류 효율화
통합물류시스템의 구축으로 실시간 차량관제, 화물정보 기반의 운송 Planning을 활용한 운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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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Management

Green
System

Green
Facility

Gree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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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선정이슈 배경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신규 경쟁사와 사업모델이 
있는 물류사업에서 고객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한 
초일류 물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객과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택배 서비스 일류화 추진
￭	 고객 소통 채널 다각화
￭	 고객 정보보호 활동

향후 계획 
및 목표

￭	 	지속적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노력

￭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 
￭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택배서비스 일류화 추진
CJ대한통운은 최첨단 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위하여 더 빠르고, 안전한 상품 배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Mega HUB 구축 
CJ대한통운은 2018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 허브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허브터미널은 전체 면적 30만㎡ 규모에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인텔리전트 스캐너, RFID 자동 검수 시스템 등 
TES 기반의 최첨단 물류시스템과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4,0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배송물량 처리 
능력 확대 및 배송효율성 향상 등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미래 물류 
프로세스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Sub 터미널 분류자동화
CJ대한통운은 2016년부터 물품 자동분류를 위한 ‘휠소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서, 울산, 광주, 남양주, 인천 등 
6개의 Sub 터미널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195개 지역터미널 전체에 휠소터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내 택배업계 최초 도입되는 휠소터 시스템의 분류 자동화 기능을 통해 1일 2회전 배송은 물론 
당일 반품회수,  오전 지정배송 서비스 등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택배서비스 제공
2016년 9월 CJ대한통운의 택배앱이 택배사 앱 최초로 다운로드 합계 300만 건을 돌파하며 고객 서비스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택배앱은 고객 사용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택배접수 예약, 반품, 배송추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택배 알림톡 기능으로 방문할 택배기사의 사진과 택배상품의 현재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오면 CJ대한통운 기사임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 보이스피싱 불안 없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현재 GPS 기반의 실시간 자동 배송완료 기능과 위탁장소 
지정기능을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택배를 포함한 종합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택배앱을 확장하여 고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앱 화면

곤지암 Mega HUB

휠소터 시스템

휠소터 시스템 기대 효과 

다회전 배송 당일 반품회수 오전 지정배송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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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관리
CJ대한통운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객사를 대상으로 연 1회 고객사 포털시스템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개인고객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평가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 부문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 선정
CJ대한통운은 2016년 10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시행한 고객만족지수(KCIS) 조사 결과, 택배 부문 8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업계 최초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당일배송서비스 ‘CJ The 빠른배송’ 시행,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한 택배앱 출시, 각종 재해로 인한 전산시스템 중단에 대비한 택배 전산 재해복구센터 
개관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CJ대한통운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신규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택배 인력 양성
CJ대한통운은 고객대면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택배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각 지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기본지키기’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모닝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증제 운영
CJ대한통운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증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총 12개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을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 소통 강화
CJ대한통운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고객 소통채널 다각화
CJ대한통운은 온라인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을 통해 문의사항을 접수/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고객을 위하여 고객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대 시스템 구축
CJ대한통운은 챗봇상담, 보이는 ARS 등 자동응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단순문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응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AI) 상담시스템인 ‘챗봇’의 도입은 실시간 고객 문의 대응은 
물론,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에 대응하지 못한 
잠재 고객문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택배 일류화 기반 형성에 일조할 것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물류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고객만족 관련 주요 수상  

한국산업고객만족도
(KCSI)조사

택배부문 8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품질 지수
(KS-SQI)조사 

택배부문 

1위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NBCI) 

5년 연속 

1위

2016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자동응대 시스템 구축

사고 처리 변화 혁신

고객 서비스 차별화

클레임 예방체계 구축

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전략

핵심과제

고객 응대
구조 혁신

고객센터
역할 변화

서비스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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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호
CJ대한통운은 IT 정보기술의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법을 준수하고, 자체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별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관리, 활용에 대해 안내하여 목적 외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IT를 
기반으로 첨단물류산업 발전이 예상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조직체계
보안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와 고객서비스 
담당임원의 책임 하에 정보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실시하는 고객서비스협의회에서는 
담당위원과 본부별 정보보호 담당자가 참석하여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보안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기준
CJ대한통운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내부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정보자산을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 〮 배송 과정에서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송장 보관 및 파기에 대한 통합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송장 및 문서 파기는 각 부문 
대표자가 결재 완료한 운송장 파기 관리지침에 따라 연 1회 시행되며, 파쇄의 경우 전문 파쇄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택배부문 데이터의 경우 최근 3개월 데이터만 업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국세기본법에 
의해 5년간 백업 보관 후 삭제됩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체계 수립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2009년에 종합물류업계 최초로 ISO27001 
(국제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3월에는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를 획득하여 고객의 물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은 물론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도입, 문서중앙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보
보호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점검
그룹 안전경영담당 협력 하에 내부 네트워크망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 보안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서버, DB 등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등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협력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수준을 점검하여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련 뉴스레터, 퀴즈 등을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VOC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 응대 구조 혁신, 고객
센터 역할 변화, 서비스 역량 강화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내 
임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기 미사용 고객의 정보는 영구 삭제하도록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유지를 통해 정보보안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IS027001 인증서

ISMS 인증서

Plan(계획
)

Check(점검) Do(실

행)

Ac
t(지

속 개선)

▪	대/내외 보안 이슈 도출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법적 요구사항

▪	보안 정책 검토 및 개정

▪	정보보호 목
표 및

 계
획

▪	위험 평
가   

▪	위험 조
치 

▪	운영 계
획 및

 통
제

▪	정보보안 점검 

▪	모니터링, 분석, 평가

▪	경영진 검토

▪	점검 후
 개

선 

▪	통제 및
 시

정 활
동

▪	지속적인 개
선

ISO27001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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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조직체계도

위원장

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 담당자

    인사팀

인적보안부문

  IT 서비스팀

기술부문

   노사협력팀

물리부문

  각 사업부문 기획팀

본부 정보보호

임원(부문장/실장)

위원

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협의회

대표이사

정보전략담당

정보전략팀장

정/부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6

56 57

인재경영 선정이슈 배경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이 기업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경영의 
흐름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다양성 존중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권리존중을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인권존중 문화 내재화
￭	 글로벌 인재 육성
￭	 상생의 노사관계
￭	 임직원 복지 증진

향후 계획 
및 목표

￭	 인권 정책 수립 및 실사 도입
￭	 	GEP(Global Expatriate Pool) 

육성 체계 고도화 
￭	 고충처리채널 확대 및 활성화
￭	 인사·문화 혁신 제도 정착

추진방향
CJ대한통운은 그룹 창업이념인 ‘인재제일’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업의 경쟁력은 ‘인재’에 있다는 신념 하에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인권 존중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 
학력, 인종, 나이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차별 받지 않고 적성과 역량에 따라 자유
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와 관련된 아동노동 금지, 성차별 금지 등 
주요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다양성 확보, 차별화 금지 원칙 준수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체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재 채용
CJ대한통운의 인사정책은 그룹의 인사제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채용과 육성을 통해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으로의 도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J의 채용 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능력 중심의 인재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임직원 고용유형별 경영임원 32 39 46

정직원 4,911 5,007 5,050
계약직원 358 347 316

성별 남성 4,644 4,726 4,703
여성 657 667 709

합계 5,301 5,393 5,412
신규채용 고용유형별 정규직 324 337 388

비정규직 190 154 77
성별 남성  457 396 364

여성 57 95 101
합계 514 491 465

 (단위: 명)

 
CJ가 바라는 인재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반듯한 인재
￭ 	 최선을 다하는 인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어학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인재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 	 	자신의 분야에서 남과 다른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 	 	자신이 속한 Business의 트렌드에           
민감하며, 끊임없이 학습하는 인재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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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개발
글로벌 인재육성
CJ대한통운은 글로벌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각 직급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더십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GEP(Global Expatriate Pool)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글로벌 
역량을 직무 전문성, 어학역량, 이문화, 리더십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역량 제고를 위해 폭넓은 교육 기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 도입
CJ대한통운은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라 임직원 누구나 글로벌을 향해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임 리더를 대상으로 주요 진출국가 내 위치한 해외사업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외 출장 시 업무일정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스스로 글로벌 연수계획을 직접 설계하여 시행하는 무급휴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
은 향후에도 임직원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무역량 강화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4단계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CM
컨설팅 Academy를 운영하여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Academy는 총 3단계(Basic-Advanced-Master)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본부에 속한 임직원에 대한 직무순환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임직원이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종합물류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CJ대한통운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존중 원칙에 따라 차별 없는 보상과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 성과평가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체계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주의
CJ대한통운은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가치, 성과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
성과주의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성과/역량평가 기반의 승진제도를 통해 임직원
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PMDS(Performance Management & Development System)를 
통해 목표설정-중간점검-성과평가를 통합관리하여 임직원과 조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되도록 운영하고 있습
니다.
 

성과기반 보상제도
CJ대한통운은 직무등급별 임금을 기반으로 성과평가 등급을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하여 임금수준을 결정
하고 있으며, 평가 시 단기의 업무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업무 진행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GCP 도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GCP 목표 달성은 물론 과정 가운데 단계별 목표 달성 시 조직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글로벌 생활
문화기업으로의 도약에 구성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Global Expatriate Pool 육성 체계

관리(인사/재무)

SCM Consulting Academy 
	 ▪Master
	 ▪Advanced
	 ▪Basic

운영(CL)

영업
(CL/포워딩/

택배)

운영
(포워딩)

운영
(택배)

글로벌 멘토링

리더십 과정

Cross Cultural Leadership

글로벌 Biz. Skill-up 과정

사내어학과정 어학 인텐시브 과정

이문화 체험	Program

KOTRA 지역별
바로알기 과정

글로벌 특강

이문화어학

리더십직무

Level별 직무과정체계

L.4

L.3

L.2

L.1

SCM 컨설팅 Academy(SCM 컨설턴트 Basic / Advanced / Master 과정)

SCM B.D
Advanced

SCM B.D
Basic

택배 전문가

택배

PI 전문가

물류 원가 수배송 보관 하역 정보 시스템

포워딩 전문가

포워딩

CL 전문가

물류기본 과정 물류협회 직무 과정

• 	L.4(Level  4) : 사업 진단가(Consulting) 과정
• 	L.3(Level  3) : 직무 전문가(Expert) 과정

• 	L.2(Level  2) : 직무 심화(Advanced) 과정
• 	L.1(Level  1) : 직무 기본(Basic) 과정

Core Issue

구분 개편방향
직급/승진 ￭ 		전문성/역할 단계 기반으로 직급 체계 개편

￭ 		연공 기반 승진을 철폐하고 상위 역할 수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승진 

평가 ￭	 소통 · 육성형 성과개발 시스템으로 전환
￭	 조직단위 강제 배분율 방식 평가 개선 

보상 ￭	 High Performer, Fast Track 인력에 대한 파격 보상이 가능한 보상 체계 구축

CJ 인사·문화 혁신 제도 개편 방향

글로벌 교육

신입사원 입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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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 관계
CJ대한통운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대립과 경계를 지양하고 합리와 원칙에 입각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전 사업장에서 무분규 및 무쟁의 역사가 5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18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체결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노사협의회
CJ대한통운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생산성과 근로자 복지증진 향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 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건이 발생 
할 경우 임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협의안건은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경영계획, 성과배분, 복리증진, 고충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임직원 복지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의 행복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건강, 여가/문화생활, 생활편의, 휴가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노사협의회 운영 실적

구분 상정안건 합의건 합의율
사측 6 6 100%
조합측 4 4 100%
소계 10 10 100%

(단위: 건) 유연근무제 단계별 도입
조직 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할 예정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
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기업문화 정착
CJ대한통운은 합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작성,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비효율적 업무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우수협력사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조직 간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구축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이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Family Day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 시 불필요한 야근과 회식을 지양함과 동시에 여성
임직원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자녀입학 돌봄휴가, 긴급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적용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임직원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고충상담제도(통통통)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개인적인 고민부터 업무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임직원이 상담 접수를 하면 해당부서는 신속한 고충해결을 위해 7일 이내에 답변하여 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CJ대한통운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여 택배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경조사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 특성 상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에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진장비를 
갖춘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온라인 고충처리제도 접수 현황

2014

4

2015

10

2016

9

(단위: 건)

CJ대한통운은 기본적인 복리후생 외에 임직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개인과 회사의 비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의료비‧정기 건강검진 지원
•	 장애자녀 양육비 지원
•	 선천성 심장병 진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국내‧해외 콘도 / 해외여행 
지원

•	 	문화‧예술공연 특가 / 영화
관람권 지급

•	 동호회 지원
•	 렌터카 / 나인 브릿지 지원

•	 CJ 계열사 40% 할인
•	 CJ Mall 임직원 특별 할인
•	 키즈빌 운영
•	 웨딩홀 / 카페테리아 지원
•	 경조사 지원

•	 출산휴가 보장
•	 육아휴직 보장
•	 	자기 개발을 위한 창의 휴가 

제도 확대

건강 여가 · 문화생활 생활편의 휴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  워킹맘 구성원 간담회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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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선정이슈 배경

안전보건은 인명존중은 물론 고객만족과 가치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과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안전경영이 기업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전사 차원에서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안전보건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
고자 합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 문화 조성

향후 계획 
및 목표

￭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	 	교육 및 훈련, 캠페인 등              

안전보건 문화 내재화

추진방향
CJ대한통운은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며 ONLYONE적인 안전제일 문화를 만든다’
는 CJ그룹의 안전경영방침 아래 회사의 모든 활동에서 불안전한 환경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경영을  CJ대한통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글로벌 수준의 안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체계
CJ대한통운은 CJ그룹의 안전경영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그룹 안전경영 총괄 조직인 안전경영담당 중심
으로 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J대한통운은 안전관련 협의체 운영을 통한 Line-
Staff 간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물류기업으로서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
CJ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그룹차원의 안전경영활동 점검과 안전 · 
환경 · 정보인프라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로도 CJ대한통운은 매월 전 임원이 참석
하는 RM(Risk Management)회의에서 회사 차원의 안전경영활동에 대한 점검 및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전사안전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교육 항목의 선정 및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사업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잠재 리스크  발굴 및

개선 노력 지속
전사 유기적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보건 전략

경영리스크 헤징을 통한 사업영속성(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기여Vision

안전제일문화 정착 사회적 책임 준수
Mission

Role

Core Issue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 안전관련 협의체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사업장별 조직장)

경영지원 [안전환경팅] 사업 별 부문

전사 안전관리 실무 협의체

사업장 Line 조직

CJ 대한통운

[ 전사조직 ] [ 사업장 LINE 조직 ]

STAFF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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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은 2016년 12월 ‘협력사 간 안전파트너십(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급망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운송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CJ대한통운, 외부전문기관, 협력사, 
전문컨설팅사가 상호 협력하여 협력사 안전운송관리체계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송관리 
체크리스트 사용법, 운송관리가이드, 비상대응체제 매뉴얼, 안전 APP 등을 개발하여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철저한 안전운송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CJ대한통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기반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가 준수해야하는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운영과 관련된 안전이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와 사전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개발
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적 요구수준 이상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인증
전국 지사와 사업장을 비롯해 운송, 하역, 보관, 포워딩, 택배 등 전 사업부문을 아우르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업계 최초로 모든 사업부문에 대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OHSAS18001을 취득하였습
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경영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전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류 안전 강화 
물류기업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안전 강화 
활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통합물류시스템을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영진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 요인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서 
사내 Audit 평가제도를 수립하여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의 운영을 통해 물류차량 및 사업장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한 안전운전 관리
화물차량용 모바일 APP과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화물차량과 통합물류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스마트통합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서는 이동통신사 통신망(WCDMA)을 통해 물류 차량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급출발, 급정지, 급가속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10대 안전지표 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전자 또한 모바일 APP을 이용해 배차 지시와 화물 정보, 
상하차 지역지도, 공지사항, 인근 교통사고 정보, 안전운행지표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
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그룹의 안전경영담당 주관 및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개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과 협력사의 산업재해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물류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특별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터미널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임직원과 협력사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안전까지 고려한 상생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관리
택배차량의 후진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졸음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장치인 첨단안전장치(ADAS)를 
물류업계에서 선도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전국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해 리스크 요인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대외기관 또는 자체 순회 시설안전점검
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각 사업장 별로 발견된 리스크 제거를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우, 폭설, 
한파, 태풍 등 계절별 특성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사전 안전점검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증설 및 물류장비 설치 등에 대한 투자시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사전
안전성평가(SDR)를 시행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문화 조성
CJ대한통운은 그룹의 안전제일 문화 구축 노력에 동참하여,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안전보건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의 선제적인 취득과 유지,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에 안전보건 관리를 내재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물류장비 및 시설의 사고 발생 대처요령 등을 전달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이론 학습과 실습 
등 위기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인식 제고
CJ대한통운은 경영진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그룹안전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솔선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신속히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1년 동안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
리지’ 제도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안전보건 캠페인을 통해 안전보건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안전경영시스템 운영 및 안전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며, 
협력업체와 함께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물류서비스를 통하여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 제고는 물론,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향후 계획

•		모기업-협력사간 파트너십    
협약체결

•		CJ대한통운 내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전략     
수립

파트너십
구축

CJ대한통운-협력사간 
파트너십 구축

•		협력사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
트 및 절차 개발

•		유해/독성물질 관리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협력사 평가 및 관리체계내    
반영

협력사
관리체계 구축

협력사 관리체계 
고도화반영

•		협력사, 운송조합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해화학물질 운송기반구축   
관련 지원안 마련

•		사고대응, 안전관리 등을 위한 
홍보 방안마련(동영상, 책자,   
차량용품 등)

협력사
안전운송 관리 지원

협력사 
역량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확산
•		협력사 교육자료 및 지원        
프로그램 보급

성과확산
활동

비참여 협력사 
확산방안 마련

Core Issue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교육 횟수 회 11 10 11
교육 수료인원 명 233 164 246

운전자 집합교육 실적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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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선정이슈 배경

CJ대한통운은 사업을 통해 경제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 환경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모든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향후 이해관계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건강한 기업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공정한 공급망 선정 및 관리 
￭	 협력사 지원 활동 
￭	 중소기업/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향후 계획 
및 목표

￭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	 	협력사, 중소기업 등 공급망    
동반성장 활동 강화

추진 방향
CJ대한통운은 CJ의 상생철학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경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택배 협력사원 지원활동 등을 통해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상생을 추진하여 물류 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CJ대한통운은 협력사 관리방안 등 공급망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정책을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협력회사 선정
CJ대한통운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상생협약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 의 준수를 통한 투명한 공급망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체계

• 검증된 우수협력업체간의 상호 경쟁유발을 통해 합리적인 동반성장 추구
• 공정한 협력회사 선정을 통해 상호 신뢰·협력 관계를 구축

경영상태 및 안전관리 
평가를 통해 부도/

안전사고의 리스크를 
예방

품질평가를 
통해 역량이 우수한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확보 및 유지

평가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동기 부여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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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중소기업 공공물류센터 운영
CJ대한통운은 2016년 4월 경기도와 공공물류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물류유통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CJ대한통운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1만 5000m2 
규모의 물류센터를 임대하여 자체 물류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류센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지자체가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첫 사례로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對 중국수출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일괄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수요 발굴과 소량화물 공동물류 진행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주요 항만(상해, 
천진 등) 내 위치한 물류센터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망 물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CJ대한통운은 종합물류연구원을 중심으로 물류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물류선도기업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사단법인 스타트업포럼과 유망스타트업 기업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글로벌 진출유망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정 
스타트업에게는 특허등록, 회계서비스, 인큐베이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발굴된 스타트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물류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pp in App ‘별미여행’ 
CJ대한통운 택배앱에서 소비자가 간편하게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별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미여행’은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특산물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앱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상품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에 위치한  CJ대한통운 1만 6천여명의 택배기사들의 추천을 
통해 지역 별 우수제품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 하여 지역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재무적 측면(기술, 품질, 가격 등)과 지속가능 측면(안전, 준법 등)을 평가하고 있습
니다. 매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업체로 평가된 협력사에 다음해 우선사업자 선정 및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매협력회사와 지속적인 동반성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회사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협력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지원 확대
CJ대한통운은 협력사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역량 개발 지원, 금융지원, 복리후생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기업 지원을 통해 상생철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소통 및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사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등의 고충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중소 협력사 금융지원
CJ대한통운은 2012년부터 KDB산업은행, 2014년부터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우수 협력사의 재무 안정을 
지원하는 36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개의 협력사가 상생펀드를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소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배 협력사원 지원
CJ대한통운은 택배 협력사원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리후생 제도로는 협력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사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며 정밀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바쁜 택배협력사원의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택배협력사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택배협력사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당사와 협력사 모두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택배 업계 상생 문화 조성에 앞장 서 나갈 것입
니다. 

CJ대한통운은 협력사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
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

신규
협력업체

신규거래
요청

등록신청서
및 등록제출
서류 제시

잠재 협력업체
Pool 관리

신규협력업체
등록 평가

선정업체
거래시행

기존
협력업체

신규협력업체
Pool관리

기존협력업체
평가

선정업체
거래유지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Process Map

1년 이상 계속 거래 시

경기도 공공물류유통 발전 업무협약 체결식

중소기업 對중국수출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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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선정이슈 배경

CJ대한통운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이슈해결에 동참하고 공유가치 창출(CSV)을 위한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업 특성을 기반으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사회구성
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응

주요 활동 ￭	 실버택배
￭	 친환경 사회공헌
￭	 지역사회 참여
￭	 스포츠 후원

향후 계획 
및 목표

￭	 	업의 특성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다각화

￭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확대

추진 방향
CJ대한통운은 CJ그룹의 CSV경영철학을 기반으로 고령화, 환경오염,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를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 물류역량을 
활용한 CSV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CSV 추진체계
CJ대한통운은 물류핵심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CSV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2013년 ‘CSV경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이 가진 핵심사업역량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물류핵심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CSV사업모델을 통한 사회/사업가치 창출

사업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신규시장 
발굴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역량
강화

녹색물류
실현

사업모델 
고도화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사회친환경일자리 창출

전략 방향

핵심 가치

Core Issue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6

72 73

실버택배 성과 및 향후 계획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 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전국 132개 거점을 구축하고 1,007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여 전국 단위의 시니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 11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UN Global 
Compact SDGs 사례집과 해외언론을 통해 실버택배 사례가 소개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향후에도 사업지역과 수혜계층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상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실버택배

거점(개) 인력(명)

2017
(목표)

1,300

177

2016

1,007

132

2015

529

75

2014

172

27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물류 생태계 조성

CSV 사업소개: 실버택배
사업배경
CJ대한통운은 저출산, 고령화로 심화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니어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버택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버택배’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니어 
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CJ대한통운만의 
CSV사업입니다.

실버택배 모델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 내부 및 주택단지 인근 등에 마련된 배송거점을 중심으로 시니어가 
택배물품을 집·배송하는 형태의 서비스 입니다. 기존 택배기사 1명의 배송물량을 시니어 4~5명이 나누어 거점 
인근에 배송하는 형태로 업무범위의 축소는 물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시니어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버택배 사업에 사용되는 전동카트는 100% 전기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배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니어 배송원의 체력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친환경배송장비를 
제작하여 물류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교육 현장 도시숲 조성활동

친환경 사회공헌 확대
CJ대한통운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원 재순환을 위해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GO, 공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에너지 숲’ 
사업, 도심녹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숲 체험 및 자원재순환사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5명
일 배송물량 50Box/인

택배기사 1명
일 배송물량 250Box

시니어당
40~50Box

배송거점 반경 
1~2 km 이내

Core Issue

구분 사업내용 활동사항

에너지숲
조성

고속도로 폐도로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숲을 조성하는 
탄소상쇄 프로젝트 

-	 	제1~7호 숲 조성
	 (총 약 60,000㎡, 나무 약 35,000 주) 
-	 	산림청 탄소등록부 탄소상쇄인증 등록(4개소 인증)

도시숲
조성

물류터미널 옥상을 활용하여 
도시양봉 및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	 	군포 복합물류관리동 옥상 생태공원에 도시양봉 시작
-	 	‘15년 10월 명동YWCA 제1호 도시숲 조성
-	 	‘16년 4월 한강광나루 제2호 도시숲 조성

소외아동
생태체험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후원금으로 
소외아동 숲  생태체험 교육 진행

-	 	서울/경기지역아동센터 대상 매년 1,000여 명 교육
-	 	‘16년 8월 와숲!프로그램 대상 기관 공모 및 선정

자원재순환
사업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임직원 
기증물품 판매 및 기증품 운송업무 
지원을 통한 자원재순환 촉진

-	 	‘14년 12월 아름다운 가게와 ‘나눔과 순환 협약’ 체결
-	 	임직원 및 전 사업장에서 기증받은 물품 전량을 아름다운 

가게로 기부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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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 나누기
CJ대한통운은 매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전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행사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부녀회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장김치 1,000 포기를 손수 담그고, 중구지역 250여 독거 
어르신 가정에 김치를 직접 전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그룹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 행사에 매년 200여명의 임직원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뜻 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도시락 봉사 
CJ대한통운은 전국 지점, 사업장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동참해 전국 노인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복지
시설은 물론 독거노인 가구에 도시락과 쌀을 배달해 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도시락 배달가방(하계, 동계용)을 별도 제작지원하고 있으며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도시락 배달과 회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후원
CJ대한통운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양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프 후원
골프 유망주 발굴을 후원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인 최연소 PGA 투어 우승자인 김시우 프로를 포함
하여 총 6명의 선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터 스포츠 
대한민국 최대 모터 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타이틀 스폰서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레이싱
팀인 ‘CJ Logistics Racin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가 열리는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들을 초대하여 임직원 봉사자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CJ대한통운은 물류사업의 다양한 부문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향후 사업 다각화 및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 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사회공헌활동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한편 수혜 지역 및 계층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물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

희망 나눔 헌혈캠페인 행사 모터 스포츠골프 후원

지역사회 참여 확대
CJ대한통운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사 
단위의 사회봉사조직인 ‘희망나누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직원 봉사활동은 총 1,505명
(6,215시간)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화하고 봉사단 운영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려라 전동이’ 휠체어 이동정비
CJ대한통운은 2012년부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와 함께 특수학교, 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휠체어를 무료로 정비, 세척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정비 활동은 CJ대한통운의 핵심
역량과 연계한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살균세척을 위한 스팀세척기를 비롯해 소형 발전기, 
콤프레셔, 용접기 등을 갖춘 휠체어 이동 정비 차량을 기증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NGO와 협력
하여 장애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과 동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대공감’ 스마트폰 교육
CJ대한통운은 2016년 3월부터 스마트폰 활용법을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는 ‘세대공감 스마트폰 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어르신이 원하시는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법(사진촬영, 메신저 
이용 등)을 알려드리면서 임직원-어르신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나눔 헌혈 캠페인
CJ대한통운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헌혈하면 건강해진다’는 슬로건 하에 매년 대규모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만, 택배 터미널 등 24시간 움직이는 물류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혈액원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인 헌혈증은 소아암과 재생불량빈혈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소아암 전문 민간단체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매년 기증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정기기부
CJ대한통운 임직원은 그룹의 사회공헌 3대 원칙(지속성, 비즈니스 연계,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나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부플랫폼 ‘CJ
도너스캠프’ 정기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정비

휠체어 이동정비 활동 현황

2014

74

635

2015

80

600

2016

96

600

(단위: 대, 명)

휠체어 정비 수 참여자 수

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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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결재무상태표

구분 2014 2015 2016
[유동자산] 1,264,507 1,239,298 1,511,133 

당좌자산 1,254,842 1,229,393 1,495,885 
재고자산 9,665 9,905 15,248 

[비유동자산] 3,278,349 3,261,191 4,010,060 
투자자산 186,356 243,433 294,521 
유형자산 1,793,169 1,772,594 2,036,543 
투자부동산 160,027 139,383 152,831 
무형자산 936,967 917,708 1,368,106 
기타비유동자산 201,830 188,073 158,059 

자산총계 4,542,856 4,500,489 5,521,193 
[유동부채] 869,980 1,285,580 1,362,369 
[비유동부채] 1,392,216 843,204 1,419,559 
부채총계 2,262,196 2,128,784 2,781,92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238,815 2,323,261 2,346,093 

자본금 114,062 114,062 114,062 
자본잉여금 2,238,116 2,248,615 2,248,654 
이익잉여금 (531,051) 485,479 541,606 
기타자본 439,319 (511,198) (511,1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631) (13,697) (47,033)

[비지배지분] 41,845 48,444 393,172 
자본총계 2,280,660 2,371,705 2,739,26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47개 48개 75개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경제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사업부문별
매출

CL사업부문 백만 원     2,025,713     2,141,279     2,432,617 하역, 운송, 보관, 건설, 정비, 기타

택배사업부문 백만 원     1,285,767     1,496,365     1,752,050 하역, 운송, 보관

글로벌사업부문 백만 원     1,248,607     1,418,122     1,897,279 집하, 배송

전사 총 매출 백만 원     4,560,087     5,055,766 6,081,946 　

이해관계자별 
경제가치 분배

협력사 백만 원 13,000 13,000 13,000 상생펀드

주주 및 투자자 백만 원         65,708         53,170         50,726 배당금, 차입금 이자

지역사회 백만 원         23,061         32,175         36,220 기부금

임직원 백만 원       502,215       505,996       564,495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정부 백만 원         14,126         17,096         22,809 법인세비용

 (사업연도 말 기준)

환경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2eq 203,040 200,862 195,574 　

원단위 tCO2eq/억 원 5.11 4.65 4.02 국내 매출액 기준　

Scope	1 tCO2eq 140,672 145,250 134,957 　

Scope	2 tCO2eq 62,368 55,612 60,633 　

에너지 에너지 총 사용량 TJ 3,269 3,231 3,147 　

전기 TJ 1,284 1,145 1,249 　

연료 TJ 1,985 2,086 1,916 연료 사용량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음

원단위 TJ/억 원 0.08 0.07 0.06 국내 매출액 기준

용수 연간 용수 총사용량 Ton 13,381 12,929 12,798 본사 기준

폐수 및 폐기물 폐수발생량 Ton 13,381 12,929 12,798 본사 기준

폐기물 총 발생량 1000L 174 173 177 본사 기준

환경투자 환경보호 지출/투자 총액 백만 원 205 484 913  

 (사업연도 말 기준)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4,560,087 5,055,766 6,081,946
영업이익 167,079 186,634 228,444 
계속사업이익 72,406 63,217 68,210 
중단사업이익 (12,954) (14,233) -
당기순이익 59,452 48,984 68,21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7,255 45,943 55,791 
비지배지분 2,197 3,041 12,419 
총포괄이익 32,374 60,692 30,984 
계속사업주당이익 3,779원 3,104원 3,166원
중단사업주당이익 (493)원 (468)원 -
기본주당이익 3,286원 2,636원 3,166원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재무정보 지속가능경영 성과데이터

Appendix

사회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임직원 현황 총인원 명 5,301 5,393 5,412 　

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경영임원 명 32 39 46 　

정직원 명 4,911 5,007  5,050 　

계약직원 명 358 347 316 　

성별 임직원 
현황

남자 명 4,644       4,726 4,703 　

여자 명  657            667 709 　

신규직원 채용 정규직 명 324 337 388 　

비정규직(파견직 제외) 명 190 154 77 　

 (사업연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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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구분 상세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비고
사회적 
약자 채용

장애인 고용 현황 명 67 73 74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1.3 1.4 1.4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여성 고용 현황 명 657 667 709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12.4 12.4 13.1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국가보훈자 고용 현황 명 73 75 72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1.4 1.4 1.3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여성 관리자 여성 관리직 수 명 69 79 96 　

전체 관리직 수 명 1,201 1,216 1,256 　

여성 관리직 비율 % 5.7 6.5 7.6 　

이직률 총 이직인원 명 348 326 288 　

전체 이직률 % 6.6 6.0 5.3 　

성과평가 성과평가심사 대상 임직원 수 명 4,818 4,926 4,945 당해년 10월 이후 입사자, 휴직자 등 
당해년도 3개월미만 근무자는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정규직(사무직) 명 2,935 2,932 3,059 　

정규직(현장직) 명 1,632 1,676 1,620 　

계약직 명 251 318 266 　

성과평가심사 임직원 수 명 4,818 4,926 4,945 　

성과평가심사 비율 % 100 100 10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명 45 36 32 　

출산휴가		사용 후 업무 복귀자 명 31 30 32  

복귀비율(업무복귀자/출산휴가 사용자) % 68.9 83.3 100 　

육아휴직 사용자	 명 50 56 40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자 명 31 40 35 　

복귀 비율(업무 복귀자	/	육아휴직 사용자) % 62.0 71.4 87.5 　

육아휴가 사용 후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명 24 17 26 　

유지율(12개월 이상 근무자	/	이전년도 업무 복귀자) % 72.7 54.8 65.0 　

산업재해 산업재해율(국내) % 0.40 0.25 0.33  

상시 근로자 명 8,752 9,249 9,7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재해자수 명 35 23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질병 및 상해
발생률

업무상 질병 건수 명 - - -  

업무관련 치사 명 1 2 -  

협력회사_업무관련 치사 건 11 14 5  

임직원 교육 현황 총 교육비 백 만원 2,400 2,820 3,970  

총 교육시간 시간 232,739 249,203 271,951  

1인당 교육비 천원/인 489 563 786 정규직 기준

1인당 교육시간 시간/인 47.4 49.8 53.9 정규직 기준

성희롱 
예방 교육
(사무직)

교육 참여 임직원수 명 5,220 5,274 5,386 　

교육 시간 시간 15,660 5,274 5,386  

1인당 성희롱 예방 교육시간 시간/명 3.0 1.0 1.0 교육 참여 인원 기준

임직원 사회공헌 총 참여시간 시간 16,770 11,670 6,215 중복 산정 제외

총 참여인원 명 1,374 1,850 1,505 중복 산정 제외

사회공헌 기부금 기부금 총액 백만 원 23,061 32,175 36,220 　

 (사업연도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 성과데이터

Appendix

수상실적 및 협회가입 현황

수상 및 인증 현황

주요 협회 가입 현황

한국통합물류협회
항만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

AEO진흥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녹색물류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2017.04

보세구역운영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

2017.04

보세운송업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

2017. 01

관세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

KR AEO 3915002

씨제이대한통운(주)
CJ Logistics Corporation

110111-0006167

하역업자

A등급

2015년 10월 15일 ~ 2020년 10월 14일

Ground Handler

A Level

Oct 15, 2015 ~ Oct 14, 2020

2015 10 15

110111-0006167

2015. 10

하역업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

KR AEO 3614018

씨제이대한통운(주)
CJ Logistics Corporation

110111-0006167

화물운송주선업자

A등급

2014년 5월 15일 ~ 2019년 5월 14일

Freight Forwarder

A Level

May 15, 2014 ~ May 14, 2019

2014 5 15

110111-0006167

2014. 05

화물운송주선업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

AEO 인증 현황 

2017. 05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7. 05

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6. 11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2016. 09

우수물류기업 인증 유지

2014. 1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유지

주요 인증 현황

2016. 0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 1위

2017. 02

 iF Design Awards 
기업 아이덴티티/브랜딩 본상 수상

2016. 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관 사업별 
고객만족도(KCSI) 택배부문 
8년 연속 1위

2016. 08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NBCI) 
개인택배 서비스 부문 
브랜드 경쟁력 1위 선정

수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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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및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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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및 기술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57, 82-83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노사협의회 운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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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근로기준법 준수

57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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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59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전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유지(ISO14001)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를 통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48-49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고속도로 폐도 에너지 숲 조성 사업을 위한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상쇄												
활동 실시

•	 Eco-driving	교육과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노력

48-49

9.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운송수단전환(Modal	Shift)을 통한 친환경 물류 실현
•		제주도 전기화물차 택배시범서비스 실행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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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	7대 요소 규정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운영
•		직속 감사조직 운영 및	Whistle	제도 등 내부 모니터링 제도 구축

28, 30-31

 	  

UN Global Compact CJ대한통운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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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은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본연의 창조적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CJ대한통운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UNGC

가 제시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의 적극적 지지를 선언했으며, 

‘WEPs(Women’s Empowerment Principle)’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성별, 인종, 종교, 피부색, 나이,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부당한 노동관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이러한 인권경영이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 Whistle, 통통통, 찾아가는 인사서비스, Round Table, 고객을 위한 전화상담 및 온라인

VOC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언제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시민

으로서 책임 의식을 발휘하여 인류사회의 풍요로운 미래에 공헌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 근 태

Appendix



CJ Logistics 
Sustainability Report 2016

84 85

일반표준공개(GENERAL STANDARD DISCLOSURE)

분류 지표 설명 페이지 비고
전략 및 분석 G4-1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CEO, 의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
4-5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설명 32-33 　

조직 프로필 G4-3 조직명 10 　
G4-4 주요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11, 14-25 　
G4-5 본사 위치 10 　
G4-6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 그리고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12-13 　

G4-7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10 　
G4-8 시장 영역 12-13 　
G4-9 조직의 규모(총 근로자, 총 사업장, 순매출액 혹은 순수익 등) 10-11, 78 　
G4-10 고용계약 및 성별로 전체 근로자 수를 보고 79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84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

결정현황조사를 통해 공개함
G4-12 조직의 공급망 66-69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84 변동 없음
G4-14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32-33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38-39, 82-83 　
G4-16 조직이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81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및 보고서에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 78 　
G4-18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및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 적용 방법 2 　
G4-19 보고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 36-37 　
G4-20 중대측면별로 조직 내 보고경계 2 　
G4-21 중대측면별로, 조직 외부의 보고경계 2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 84 N/A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84 N/A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목록 35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35 　
G4-26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5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및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35 　

보고서 프로필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 2 　
G4-29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보고일자 2 　
G4-30 보고 주기 2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처 2 　
G4-32 조직이 선택한 ‘부합(in accordance)’ 방법 2 　
G4-33 보고서의 외부 검증 88-89 　

거버넌스 G4-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28-29 　
G4-38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 28 　
G4-40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그 산하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및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기준(다양성 고

려, 독립성 보장 여부, 경/환/사 관련 전문성 고려,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28-29 　

G4-41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이사회 구성원 겸직현황, 공급업체 및 기타 이
해관계자와 상호주식의 보유 여부, 지배주주 존재 등)

28

G4-49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 29 　
G4-50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그리고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29 　
G4-51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 29 　
G4-52 보수 결정 절차 29 　
G4-53 보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수렴하는 방법 29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8-9, 30-31, 34 　
G4-57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30-31 　
G4-58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 28, 31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

분류 지표 설명 페이지 비고
경제

경제성과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2 　
EC1 직접적 경제가치의 창출과 분배 78-79 　
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33, 48 　

간접경제효과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70 　
EC8 영향의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71-75 　

환경
에너지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6 　

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48, 79 　
EN5 에너지 집약도 79 　
EN6 에너지소비 감축 48-49 　
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48-49 　

용수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6 　
EN8 수원별 총 취수량 79 　

생물다양성 EN11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73 　
EN12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

한 영향에 대한 설명
73 　

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73 　
배출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6 　

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48 　
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48 　
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48  
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48-49  

폐수 및 폐기물 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79 　
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79 　

제품 및 서비스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6 　
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48-49 　

운송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6 　
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49 　

종합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6 　
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79 　

사회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고용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79-80 　
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60-61 　
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80 　

산업안전보건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2 　
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율,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80 　

훈련 및 교육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80 　
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80 　

다양성과 기회균등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79 　

남녀보수 동등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59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LA14 노동관행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8 　
LA15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85 해당사례 없음

노동관행 고충처리 LA16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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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

분류 지표 설명 페이지 비고
사회
인권
투자 HR1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68 　

HR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80 　
차별금지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86 해당사례 없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60 　

아동노동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57 　

강제노동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6 　
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57 　

인권 고충처리제도 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61 　
사회
지역사회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70 　

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71-75 　
SO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86 해당사례 없음

반부패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30 　
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30-31 　
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86 해당사례 없음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SO9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68 　
SO10 공급망 안에서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86 해당사례 없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61 　

제품책임
고객 안전보건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0 　

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51-53 　
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86 해당사례 없음

제품 서비스 및 라벨링 PR4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86 해당사례 없음
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5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0 　
PR6 금지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제품의 판매 86 해당사례 없음
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86 해당사례 없음

고객개인정보보호 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0 　
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86 해당사례 없음

 

GRI G4 Index 온실가스 배출 성명서

주1) 온실가스 : CO
2
, CH

4
, N

2
O, HFCs, PFCs, SF

6  
주2) 1 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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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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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134,957 60,633 195,574

2016년도 1,916 1,248 0 3,147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전기사용량 스팀사용량 총계 (단위: TJ)

2016년도 위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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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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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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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대상 사업장 : 서울 본사 외 31개 사업소

검증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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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수준 : 합리적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총 배출량의 ±5.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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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V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MR은 CJ대한통운(주)의 2016년도 검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7년 3월 31일

CJ대한통운(주)

Independent Verificat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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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경영평가본부 지속가능경영팀 ㅣ T 02 6309 9041 ㅣ M sun8055@ikmr.co.kr ㅣ www.ikmr.co.kr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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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성명서

Appendix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CJ대한통운”)의 ‘CJ대한통운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 의 검증 업무는 2016년도 데이터에 한정되며, 검증 활동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 GRI G4 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내용 결정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감사인증위원회(IAASB)가 발행한 ISAE3000 을 포함하여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 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1 에 따라 제한적 보증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증 심사는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CJ 대한통운 본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
	 ▪ 	주요 부서의 담당자들과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대성 평가 결과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CJ대한통운의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시스템,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CJ대한통운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CJ대한통운의 홈페이지
(http://www.cjlogistics.com)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CJ대한통운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포함해
서 한정된 범위의 근거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시험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데이터의 경우, 취합데이터에 대한 확
인의 형태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본 검증 성명서는 계약에 따라 CJ대한통운
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CJ 대한통운의 보고서가 GRI G4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 내용 결정 원칙 적용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기술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re)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칙들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Stakeholder Inclusiveness)
	 	CJ 대한통운은 고객,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 그리고 임직원을 내 · 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별 주

요 참여 방식, 그들의 주요 이슈,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대응 내용, 그리고 소통 방법을 보고서상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맥락 (Sustainability Context)
	 	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핵심 이슈(보고 측면)의 ‘선정 이슈 배경’은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전략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핵심 이슈(보고 측면)에 대

한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 및 목표를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Materiality)
	 	CJ대한통운은 2016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제 표준, 내부자료, 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등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CJ대한통운

의 경영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슈들은 우선 순위화 되어 핵심 보고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팀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요 이슈들과 그 이슈들
이 미치는 영향, 이슈에 대한 대응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완전성 (Completeness)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기간 동안 지속가능성 측면의 중요 이슈에 대해 보고 범위 내 있는 조직의 활동결과와 결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검증 기간 

동안 보고 범위 내에서 중대성 측면과 보고 경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성 및 신뢰성 (Accuracy and Reliability)
	 	검증팀은 샘플링을 통해 보고서의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제공된 데이터들은 CJ대한통운 본사 담당팀이 사업장으로부터 수집하여 목적에 맞도록 가공되어 제시되었습니다. 검증팀은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및 정보의 수

집 및 가공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검증의 깊이는 각 사업장의 입력 데이터로 한정됩니다.

 경영접근 방식에 대한 공시 (Disclosure of Management Approach)
	 	CJ대한통운은 중대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고 이슈들에 대한 경영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이슈들이 왜 중요하고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다음은 상기 원칙에 대한 의견에 더한 개선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본 사항들은 보고서에 대한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공됩니다.
	 ▪ 	첫 번째 발간하는 보고서부터 국제적 표준에 따른 보고의 형식을 갖춘 것은 보고서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보고 범위 또한 국내 활동과 2016년 단년도 보고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의 사업 영역 확장 추세와 성과 추이를 고려하여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과 최근 3년치 데이터를 함께 

보고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였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보고서 가치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 이슈에 관한 정보 수집과 성과 보고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범위 및 성과데이터의 보고 기준 

설정 시 보고 대상 기간과 물리적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성과의 정량적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을 기대합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Business Assurance 는 DNV GL 그룹의 일원으로 인증, 검증, 평가,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기관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환경 및 사회 검증 심사 전문가들은 전세계 약 100 여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CJ대한통운 보고서의 검증도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춘 심사팀
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팀은 DNV GL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일

대한민국, 서울

안인균

대표이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1 VeriSustain protocol은 DNV GL 홈페이지 (www.dnvgl.com)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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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CJ대한통운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TOP 5 종합물류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빌딩
전화	 |	 1588-1255
이메일 	 |  	 sustainability@cjlogistics.com
홈페이지	 |	 www.cjlogistics.com

CJ대한통운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PDF 버전은
CJ대한통운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