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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A LETTER
FROM OUR CEO

2016년은 인텔에 실로 큰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인텔은 PC를 넘어 클라우드와 

수십억의 스마트 커넥티드 기기에 숨결을 불어 넣으며 엄청난 속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재편하고 흥미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고 

산업을 전환하는 데이터 혁명 시대에서 이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인텔이 함께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텔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인텔과 주주 공동의 가치를 생산하며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에 통합해 가고 

있으며, 인텔의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 변화, 에너지 효율, 경제성장, 인권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산업 전반,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인텔은 2016년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창안하여, 여러 분야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지속가능성. 

보전 정책과 새로운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계속 투자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며 2020년 목표수치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그들 자신의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훨씬 더 많은 인텔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측면에서 인텔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텔과 업계를 

위해 믿을 수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2020년까지 미국 내 인텔 직원 중 여성과 소수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텔은 

기술업계 가운데 다양성과 포용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셜임팩.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며 급변

하는 디지털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Intel® Innovation 
Generation은 청소년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헌하도록 미래역량을 키워줍니다. 

인텔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인류와 지구가 모두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과 포용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 한 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BRIAN KRZANICH, Chief Executive Officer
Intel Corporation



세상은 점점 스마트 커넥티드 데이터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텔은 월드 리더로서 이 세계와 클라우드를 작동시키는 데 꼭 

필요한 제품과 테크놀로지의 설계, 제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타인과 지구 

전체의 이로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텔이 오래 전부터 기울여 

온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이 사업 전반에 폭넓고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거버넌스, 윤리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완화, 비용절감, 브랜드 

가치 창조, 새로운 시장 발견을 통해 인텔과 주주를 위한 가치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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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비즈니스 
혁신

비젼

‘무엇이든 스마트 커넥티드라면 인텔과 함께 할 때 최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물과 기기, 클라우드 간의 연결이 증가하고 디지털과 실제의 세상이 섞여 들어 

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그들이 테크놀로지와 맺고 있던 관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은 모든 장소, 모든 사물에 퍼져 있으며 기하급수적인 양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 수집, 공유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스마트 커넥티드 사물, 

기기의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성장”을 이끌어 내고 한편으로는 무어의  

법칙으로 테크놀로지에 계속 힘을 불어넣는 것이 인텔의 전략입니다. 

1 강의, 버츄얼(virtual) 강의, 멀티미디어, 온더잡(on-the-job) 러닝 활동과 같은 여러 방식을 모두 포함

확고한 윤리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인텔 비즈니스는 창업 이래 

청렴과 전문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다시 한번 

에티스피어(Ethisphere)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년 

사회적 책임 통합

CSR과
보상체계 연동

2008년부터 인텔 임직원 

보상 체계에 부분적으로 

환경지속 가능성, 

다양성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8년 

사람에 투자

2016년
교육 시간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과 복지혜택,

경력개발 교육을 제공합니다.

450만 

인권

2016년 인텔은 제3기관을 통해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인권 이슈들을

조명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2016년
교류 투자회사

2008년부터 인텔 임직원 

보상 체계에 부분적으로 

환경지속 가능성, 

다양성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X    

재무 성과

기록적 수익

순이익 미화 103억 달러, 

연구개발 투자 

미화 127억 달러

$594억 



에너지 소비와 물 사용, 폐기물 감소를 위한 인텔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텔이 성장해 가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보전 프로젝트와 그린파워 구매에 

투자해 전세계 인텔 사업장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풀 열쇠는 바로 테크놀 

로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 정부, 기업, 비영리 기관과 

혁신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테크놀로지에 적극 투자해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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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NG

환경
지속가능성

스마트 친환경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인텔 스마트 그린 빌딩은 인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 난방, 저에너지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9천 개 이상의 센서가 온도, 물 

사용, 에너지 소비, 사용자 감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상시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압 수도꼭지, 생활오수의 자체 

처리 및 재활용, 빗물과 응축수 활용 시스템을 통해 매년 

80% 이상 이 사업장의 물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체 에너지

미국 내 최대
그린파워 구매

#1

인텔은 2008년 이래 미국 내 그린 

파워의 최대 구매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1 ) 2016년에는 

전세계 사업장의 자체 생산(on-site) 

에너지, 그리너(greener), 대체 에너지 

설비를 전년 대비 50% 가량 

증가시켰습니다.

에너지 보전

2016년
프로젝트 투자

$3천만 

2008년 이래,

전 세계 사업장의 에너지 보전,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미화 1억7천5백만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2016년 말까지 3십9억 킬로와트 시의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에너지 보전

인텔 사내 프로젝트를
통한 절약

$2,570만 

인텔 직원들은 혁신적인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은 줄이고 

있습니다. 2016년, 11개 사업장에 걸쳐 

7개 팀 총 49명의 직원이 온실가스 감축, 

자원보전, 폐기물 감소에 기여한 공로로 

인텔 환경 엑설런스 어워드(Intel 
Environmental Excellence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물 보전

갤론 절약

570억

1998년 이래, 물 보전 프로젝트에

미화 2억3천4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52만여 미국 가정의 1년 

사용량2 에 맞먹는 5백 7십억 갤런의 

물을 절약했습니다.

2016년 새롭게 투자한 프로젝트로 이제 

매년 12억 갤런의 물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친환경 빌딩

스퀘어피트
친환경 건축물 인증

1,450만 

전세계 45개 빌딩,

1천4백5십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공간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텔 전체 운영 면적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감소

절대적 기준

60%

지난 20여년 간,

인텔은 높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보전과 가스 축소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을 절대적 기준,

60% 이상 줄였습니다. 

1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honors-2016-green-power-leaders. 2 https://www.epa.gov/watersense/how-we-use-water#Understanding Water Use.



인텔은 전세계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완화, 제품 품질 향상, 환경 및 사회적 목표 달성을 이끌어 

내고 공급업체들의 전반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옵니다.  인텔과 

고객 모두의 비즈니스 가치 창조로 이어집니다. 1만 9천 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이루어진 다양한 층위의 인텔 공급망 전반, 나아가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 전체에 걸쳐 신뢰성을 높이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평가, 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공급망이 회복탄력성과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인텔 

스스로도 동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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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ING

공급업체의 기술 및 역량 강화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급업체들이 매 해 준법경영, 투명성, 역량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내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2016년말, 인텔 공급망 지출비용의 69% 

이상에 해당하는 공급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83%가 윤리, 환경, 노동 실천에 있어 

프로그램의 강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광물 구매

틴, 탄탈륨,
텅스텐, 골드

3TG

2013년 이래, 분쟁과 무관한 광물1 만을 

사용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제조해 

오고 있습니다. 인텔과 업계를 위해 믿을 

수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수행

최상위 공급업체
감사 완료

100%

2016년까지 최상위 공급업체들 중 75개 

업체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기로 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평가와 감사를 

통해 환경, 안전, 인권 관련 모두 300개 

이상의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강제담보노동 근절

노동자에게
되찾아 준 금액

$350만 

최상위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여권 압수, 

고용 대가 착취 등 강제 담보 노동이 

우려되는 부분을 탐지, 해결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4년 이후 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들에게 되찾아 준 금액은 약 미화 

3백 5십만 달러에 이릅니다.

공급업체의 탄소발자국 감소

기후변화설문
응답

96%

공급업체의 환경적 영향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4개 중 90

개 업체가 CDP 공급망 설문 참여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설문은 이들 업체의 기후 

변화 리스크와 기회 진단,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1 “분쟁 무관(conflict-free)” 용어는 실사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 무장세력에 직간접적 자금을 대거나 이득을 주는 

광산에서 채굴되거나 그에 관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제품, 협력업체, 공급망, 용광로, 제련소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공급망 관리

공급업체에 필요 리소스 제공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리소스 센터를 운영, 모든 공급업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전자산업시민연대 행동강령 변경 내용, 린 제조방식(Lean manufacturing)과 그것이 

가진 긍정적 환경 영향 등을 포함 20개 이상 주요 이슈에 대해 웨비나(Webinar)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6년, 전년 대비 등록사용자 82%, 웨비나 참가자 119%가 증가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인텔의 발전과 재창조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전체 인텔 직원 중 여성과 소수인종의 수가 충분한 

임계치에 이를 때 인텔 비즈니스는 물론 인더스트리와 지역 

공동체까지 이익이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양성과 포용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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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ING

2020년 직원 다양성 목표

2020년까지 미국 내 인텔 직원 구성에 있어 여성과 소수민 

(흑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을 임계치까지 끌어 올리는 

최초의 하이테크 기업이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총 3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 신규 채용의 45.1%가 다문화 

직원으로 채용함 으로써 당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여성은 전체 직원 의 25.8%로 2014년 대비 2.3% 증가 

하였습니다.  소수민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2.5%

로 경미한 증가를 보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기업가들에 투자

인텔 캐피탈 다양성 펀드

$1억2,500만

인텔 캐피탈 다양성 펀드는 다양성에 집중한 세계 최대의 벤처 

캐피털 펀드입니다. 여성,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폭넓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의 투자를 목표로 2015년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규모를 더욱 늘려 장애인, 

퇴역미국군인, 성소수자(LGBTQ)들이 이끄는 

스타트업들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술기반 진로

진로개발에 투자 

$2,500만

9개 프로그램에 2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해 테크놀로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러 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인텔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인텔에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앞날에 

대비해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풀 타임 일자리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리더들의 활약

신규 여성 임원

41%

미국 내 최근 임명된 임원의 41%가 여성 또는 소수민족입니다.  

2017년 1월, 5명의 여성이 인텔 내 최고 테크니컬 리더십 

레벨인 인텔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 임명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공급업체 다양성

2016년 다양성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 비용

$5억5,500만

인텔은 오랜 기간 공급업체 다양성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22015년 관련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2020년까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공급업체들에 대한 지출을 10억 달러까지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목표액이였던 4억 

달러에서 1억 5백만 달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고용 유지

2016년, 다문화 인재들을 더 잘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WarmLive는 미국 내 직원들이 퇴사 고민에 앞서 전담 어드바이저와 

가능한 선택지들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다문화 직원들이 부딪히는 애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1 “풀 리프리젠테이션(Full Representation). 미국 노동시장에서 인텔의 현재 채용 목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숙련 기술자 가용 인력(market availability)의 수와 인텔의 인력(workforce)이 매칭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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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인텔은 인력개발 비영리 기관인 네바다 파트너스와 협력,  Intel® Future Skills 를 

북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시범실시하였습니다. 18-24세 사이의 중퇴자,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청년, 기술 수준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과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14주 프로그램입니다. 시범실시 후 평가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6년 인텔은 또한 니티 아요그 (NITI Aayog: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와 의향서를 체결, 청년 

혁신가들의 호기심과, 창의력, 상상력을 진흥시키기 위해 인도에 팅커링(Tinkering) 

랩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1차로 10개의 랩에서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과 소녀들에게 기회를

아프리카 지역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

139만 

Intel® She Will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여성들이 건강과 

경제적 기회를 누리고 정부, 교육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학교 소녀들에게 테크놀로지 

기술과 메이커 체험을 제공해 이들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의 세계에 흥미의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Intel® Make Tomorrow는 

테크놀로지에 중점을 둔 메이커 

액티비티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혁신 기술을 쌓고 창조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6년, 인텔은 전세계에서 메이커 

이벤트를 지원하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교육 혁신

전세계 대학에
투자

$20억

1999년 이래, 500여개 이상의 대학에 

미화 2십억 달러를 지원해 왔습니다. 

학제 전반에 걸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지원

인권의 날 모금액

$2천
900만

2016년 12월,

인텔 재단은 일주일 동안 직원과 

퇴직자의 2-1 매칭 기부를 제안,

인권의 날을 기리고 인텔의 가치를 

축하했습니다. 총 모금액 2천9백만 

달러는 동등한 권리, 질 높은 교육 등을 

위해 힘쓰는 많은 다양한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직원 봉사 확대

자원봉사 참여
직원비율

38%

2016년, 인텔 직원들은 전세계 

지역공동체에서 1백2십만 시간 이상을 

봉사했습니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미화 2천 9백만 달러에 상당합니다.1 

인텔 재단에서는 직원들의 자원봉사와 

연결되는 매칭 그랜트를 통해 학교와 

비영리기관에 9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봉사의 영향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자선기부

2016년 총 기부 금액

$1억
2,200만

청년 프로그램 투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는 것 까지,

인텔은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습니다. 지난 5년 간, 인텔과 

인텔재단의 기부금은

총 미화 5억 3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1  인디펜던트 섹터(Independent Sector) 발간, 2016 자원봉사 가치 환산 기준 시간 당 24.14달러

글로벌
사회공헌
인텔은 오늘날 청년들이 갖춘 기술과 미래의 일자리가 요구되는 

기술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이 인종, 성별, 

지역적으로 폭넓게 존재할 수 있도록 교육 부문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Intel® Innovation 

Generation 이니셔티브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Make 

Tomorrow는 테크놀로지에 중점을 둔 메이커 체험을 지원 

합니다. Future Skills는 인력개발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Higher Education을 통해서는 전 세계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he Will Connect를 통해 테크 

놀로지의 사용과 창조에 있어 성 격차를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영리기관, 교육가들과 협력을 도모해 그들이 

목표를 성취하고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EMPOWERING

인텔은 국내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의 30개의 이노베이션랩과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디자인 씽킹, 사물인터넷, 피지컬 컴퓨팅, 3D, 

인공지능 및 기업가 정신등 총체적인 이노베이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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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34~60시간 교과 수업 연계 및 방과후 실습

30+ 이노베이션 랩
및 자유학기제 학교

인텔은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의 30개의 이노베이션랩과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디자인 씽킹, 

사물인터넷, 피지컬 컴퓨팅, 3D, 인공지능 및 기업가 정신등 총체적인 

이노베이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과 수업 연계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해

34시간 ~ 60시간, 3개월 ~ 6개월 커리큘럼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여정을 이끄는 퍼실리테이터

디자인 씽킹, 사물인터넷, 3D,
인공지능, 기업가정신

100+ 이노베이션 
코치 네트워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제 솔루션을 개발해보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속되는 이러한 “이노베이션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코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의 30개의 이노베이션 랩과 자유학기제 학교를 통해 

100여명의 이노베이션 코치가 함께 모여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 함양 및 소셜임팩 창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테크-크리에이션(Tech Creations)

5,000+ 청소년 
이노베이터 

이노베이션 코치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학생들은

장애우, 도시문제, 스마트 홈, 고령화사회등 다양한 실생활의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테크-크리에이션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며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이노베이터로 자라납니다. 

이노베이션 챌린지와 페스티벌

공동의 소셜 임팩을 위한
이노베이션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연계

1,000+ 참가자와  
커뮤니티 연계

36~48시간의 한정된 시간내에 전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로 바꿔나가는 “이노베이션 챌린지”

그간 만들어본 Tech-Creation을 서로 나누고 축하하는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혁신 역량과 네트워크 

구축, 공동의 소셜 임팩 창출을 가속화합니다.

인텔은 교육부, 동탄중앙이음터 및 서울 디지털재단과 함께 이노베이션 

챌린지와 페스티벌을 매해 걔최합니다. 

국내 사회공헌

이노베이션랩 
& 자유학기제 

14



거짓말 탐지기장애우를 위한 피아노 계단(모형)

 폐품을 활용한 나만의 3D프린터 

스마트 주차타워

3D프린터

폐활량 테스터

스마트 금고

불법 주차 탐지 시스템

장애우를 위한 피아노 계단(모형)

자동수화 번역기

교육부와 인텔이 지원하는 전국의 30개 이노베이션 랩과 자유 

학기제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장애우, 스마트홈, 고령화사회, 

도시문제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며 크고 작은 

소셜임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타인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노베이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N
TEL.CO

M
/RESPO

N
SIBILITY

IN
TEL 2016 CO

RPO
RATE RESPO

N
SIBILITY REPO

RT EXECU
TIVE SU

M
M

ARY

17

EMPOWERING

대구 대건고등학교 – 복지관 협력 프로젝트

복지관의 학생들도
마음껏 3D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폐품을 활용한 
나만의 3D프린터

대구 대건고등학교 이노베이션 랩 학생들은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3D 프린터가 너무 비싸서 실제 체험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품을 활용하여 저 예산으로 3D 프린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결과 총 3대의 3D 프린터를 만들어 기증함으로써 복지관 친구들도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대건고등학교는 학교내 메이커톤을 실시하고 전국 이노베이션 챌린지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청소년 이노베이터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고-경운학교 협력 프로젝트

장애우들이 계단을 더 많이
이용하게 도울 수 있을까?

장애우를 위한
피아노 계단 

수년 간의 이노베이션 허브 활동을 바탕으로 첫번째 이노베이션 랩으로 

선발된 서울 영등포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특수학교인 서울 경운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적은 움직임으로 비만해지기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계단을 밟을 때 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장애우들이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피아노 계단은 장애우들의 피드백에 따라 

동물소리 계단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두 학교 간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 이노베이션 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공헌

실생활 문제해결 
&  소셜임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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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 위험을 감지하여 알려 주는 드론

어르신을 위한 로봇팔 어르신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신발 안전한 휴대폰 케이스 어르신을 위한 리모컨

지하철역 알람 시스템

휴대폰 안전을 책임져 주는 케이스

범죄 예방 반딧불

장애인을 위한 게임 – 소리감지기

자동제어 스위치

스마트홈 :
안전한 집을 위한 저렴한 시큐리티 시스템자동 화분 물주기 고장난 가로등 탐지기 장애인을 위한 와이어 게임 장애인을 위한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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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지표
부문
비즈니스, 재무 성과

실질수입 (10억 달러 단위)  

순수익 (10억 달러 단위)

세금 대비분 (10억 달러 단위)

R&D 지출 (10억 달러 단위)

자본투자 (10억 달러 단위)

고객설문 “매우 만족”응답률

직원 수 (연말 기준, 천명 단위)

직원 안전 - 산업재해율1 / 병가율1 

환경 지속가능성

온실가스배출량 (백만 톤의 CO2   상응)2

에너지사용량 (십억 킬로와트시 단위/전기,가스, 디젤 포함)

물 사용량 (10억 갤런 단위)

유해폐기물 생성량 (천톤 단위) / 매립방식으로 처리되는 유해폐기물 비율 

무독성 폐기물 생성량 (천톤 단위) / 재활용 비율

공급망 관리

공급업체 현장 감사 (제3기관과 인텔 실시)

다양성과 포용

전세계 직원 중 여성 비율 (연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 (연말 기준)

사회적 영향력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비율  

전세계 자선기부금 지출 (백만 달러 단위)4

세 전 순수익 대비 자선기부금 지출 비율

2016

$59.4

$10.3

$2.6

$12.7

$9.6

87%

106.0

0.47/0.07

1.63

6.5

9.4

63.6/0.7%

81/82%

150

26%

18%

38%

$122.7

1.0%

2015

$55.4

$11.4

$2.8

$12.1

$7.3

87%

107.3

0.58/0.11

2.00

6.4

9.0

61.6/2%

80.8/82%

121

25%

18%

41%

$90.3

0.6%

2014

$55.9

$11.7

$4.1

$11.5

$10.1

90%

106.7

0.69/0.12

2.08

5.9

8.4

49.4/0.4%

94.7/86.4%

129

25%

18%

39%

$102.3

0.6%

2013

$52.7

$9.6

$3.0

$10.6

$10.7

91%

107.6

0.69/0.13

1.69

5.6

8.7

41.3/1%

120.7/89.4%

133

26%

20%

43%

$109.5

0.9%

2012

$53.3

$11.0

$3.9

$10.1

$11.0

92%

104.7

0.62/0.12

1.85

5.5

9.0

35.5/2%

150.63/88%

101

26%

20%

47%

$105.5

0.7%

1   1년간 직원 100명 풀타임 근무 기준  
2   신재생 에너지 면제권 매입액 포함
3   이 중 약 42%는 두 개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 공장(fab)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
4   인텔 기업과 인텔 재단의 총 기부금(현금 및 현물 포함) 

미래를 향해

2017년 및 향후 목표
환경지속가능성

2020년까지 칩' 1개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 대비 10% 감소

2020년까지 대체 에너지 설비의 현장 설치 및 사용을 2015년 수준 대비 3배 증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 내에 100% 그린 파워 운영을 지속하고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대체 에너지 사용 확대

2012년에서 2020년까지 누적4십억 킬로와트시 (kwh) 에너지 절감.

2020년까지 노트북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2010년 수준 대비 25배 증가1  

2020년까지 새 화학물질과 가스 100%에 대해 “그린” 화학물질 스크리닝 및 선정 프로세스 강화 시행

2020년까지 칩' 1개 당 물 사용량을 2010년 수준 이하로  감소

2020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버려지는 유해폐기물 0%

2020년까지 무독성 폐기물 재활용률 90% 달성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건설되는 모든 빌딩들에 대해 LEED* 골드 등급 이상 인증 획득

공급망 관리 

2017년말까지 인텔의 ‘공급업체 환경지속가능성 촉진 프로그램(PASS)’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의 90% 이상 윤리, 환경 퍼포먼스, 노동 행위 측면에서 강화(advanced) 기준 도달 

2019년까지 85% “그린(green)” 인텔 육상 운송 플리트(fleet) 구축

 

다양성과 포용

2020년까지, 다문화 소유의 공급업체에 대한 한 해 비용을 1십억 달러로 확대

2020년까지 인텔 미국 사업장 내 여성과 소수민 고용 비율을 풀 리프리젠테이션(full representation) 수준으로 달성2 

사회적 영향력

2020년까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5백만 여성 Intel® She Will Connect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핵심 부문별로 공적인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인 향상을 책임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은 서버의 전력 효율적 성능(E56xx 시리즈 프로세서 기반 서버 플랫폼 2010 베이스라인에 SPECpower_ssj2008 또는 그와 동등한 테스트를 실시해 측정)과 

적용기술(가상화 기술 등)에 의해 결정된다. 노트북 컴퓨터의 에너지 효율은 배터리 평균 수명과 용량, 모니터 크기, 그리고 해당 모델이 출시된 해의 볼륨 노트북 컴퓨터의 재충전 사이클 수에 의해 결정된다. 

2   풀 리프리젠테이션(Full Representation). 미국 노동시장에서 인텔의 현재 채용 목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숙련 기술자 가용 인력(market availability)의 수와 인텔의 인력(workforce)이 매칭되는 지점 



비즈니스,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들.  인텔은 테크놀로지의 적용범위를 넓혀 모두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 터치, 깊이인식을 통해 장치,사물,공간을 연결하고 소통능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연결 시대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의 역량에 박차를 가해 업계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헬스케어, 농업,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책, 다양성, 포용성, 교육, 지속가능성 등 중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 인텔 기업의 사회적책임 보고서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본 요약본은 전문 중 핵심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intel.com/responsibility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IT솔루션 부문 1위 (7년 연속)

배런스(Barron’s).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정치적 책임성 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 CPA-지클린(Zicklin) 지수 5위

코퍼릿 나이츠(Corporate Knights).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CR 매거진(Corporate Responsibility magazine) 100 대 기업시민

다우 존스 지속가능 지수. 북미 지수

에티스피어 (Ethisphere) 2017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들*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기업 및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F포춘.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TSE 그룹. FTSE4Good 지수

가트너. 세계 25대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

휴먼 라이츠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기업평등지수

MSCI, Inc. MSCI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

뉴스위크.  2016년 500대 녹색 기업, 미국 및 전세계

미국 환경보호청(EPA). 그린파워 파트너, 그린파워 사용 엑설런스 상

워킹마더 매거진.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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