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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숲 가꾸기와 사막화방지림 연구 사업 추진  유한킴벌리는 대형산불로 훼손된 몽골 토진나르스(Tujiin Nars) 지역에 약  

1,100만 그루(2003~2014년, 3,250ha 면적)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2015~2026년, 연간 100ha)으로 사막화로 인해 

발생하는 황사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새로운 3단계 연구림 사업(2021~2023년)을 통해 20여 

년 동안 조성된 숲이 사막화 진행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생태타워를 건립하여 몽

골 시민들이 산림자원으로서 숲이 가지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북아산림포럼, 몽골 정부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진 4-20] 몽골 ‘유한킴벌리숲’ 사막화방지 사업 업무협약식(2021. 4. 13.) [사진 4-21] 몽골 ‘유한킴벌리숲’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가상 숲  유한킴벌리는 COVID-19로 시민참여 대면 행사가 어려워진 상황

에서 메타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사회공헌 활동 참여와 연계했습니다. 1988년부

터 이어진 숲환경 캠프 ‘유한킴벌리 그린캠프’는 2021년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통해 400명의 참가자들과 가상 숲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메타버스 숲을 함께 거닐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더 현실감 있는 가상 숲을 조성했습니다. 제페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은 가상세계에서의 ‘굿액션’이 실제 

현실의 ‘굿액션’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간단한 액션을 통해 쉽게 ‘굿액션’에 동참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의 경험

이 부족한 미래세대들이 가상세계에서 숲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숲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진 4-22] 게더타운에서 진행된 2021 유한킴벌리 그린캠프 [사진 4-23] 제페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  소개

여성 인권 보호 및 포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성 인권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노력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젠더(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

준은 156개국 중 102위를 기록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창립 이래 여성 인권 신장 

및 인식 변화, 생활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부, 캠페인 등의 사회책임경

영 활동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과 리더십 역량·젠더 관점 강화 또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지

속해오고 있는 여성 NGO 리더십육성기금의 경우, 한국여성재단에서 선발된 장학생에게 기업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대학

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기업-시민단체-대학의 3자 협업 모델로서 그 가치를 더합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 기준, 총 

1,058명의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같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소통학교 유한킴벌리는 2009년부터 서울YWCA와 함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 아젠다 연계 ‘쓰담챌린지’를 통한 온실가스 저

감 실천을 비롯,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한 가족 내 평등 의식 제고 전문가 강의, 메타버스 속 숲에서의 라이

브 공연, 부부 유형 테스트, 나무심기 등 가상의 신혼부부 숲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적 상황에서도 유한킴벌리는 신혼부부들과의 온라인 접점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표 4-22] 여성NGO리더십육성기금 지원 현황(2007~2022년)*

NGO 여성 리더 

육성 기금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장기과정

미래여성NGO 

리더십 과정

(석사과정)

인원(명) 10 9 11 10 9 11 10 8 12 10 6 10 10 13 11 8 158

주파트너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학교

단기과정

NGO리더십 

심화 과정

(3개월)

인원(명) - 51 61 60 60 60 61 60 60 60 30 60 62 70 70 75 900

주파트너 여성재단, 

이화여대

여성재단, 

계명대

여성 

재단, 

상지대

여성재단, 이화여대 여성 

재단, 

전북대

여성 

재단, 

전남대

여성재단, 이화여대

TOTAL 인원(명) 10 60 72 70 69 71 71 68 72 70 36 70 72 83 81 83 1,058

성평등 사회 확산을 위한 노력_월경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1971년부터 소비자 교육을 매개로 고객과 소통해온 유한킴벌

리는 특히 교육을 통한 여성 청소년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월경권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는, 생리하는 

중입니다’ 블로그를, 2018년에는 온라인 정보 공유 및 교육 플랫폼 ‘우리 월경해!’를 개설하여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특

히 ‘우리 월경해!’에서는 보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경, 월경, 위생 교육자료, 산부인과 전문의와 제작

* 2022년 7월 기준

[그림 4-26] 신혼부부 소통학교 참여 인원(2009~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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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강연 전환에 따른 참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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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기부 플랫폼 수혜자 및 참여자 추이

 기부 참여

 댓글 참여

 수혜자 수

38,844

28,440

4,874

2020

38,800

21,548

49,682

2021

26,522

15,263

2019

34,144

(단위: 명)

한 초경 위생 관리 영상 교육자료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부터는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들의 초경 교육에 필요한 영상 자료와 생리 팬티를 제작해 총 108개 특수학교

에 배부하였으며, 이 지원사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평등 사회 확산을 위한 기부 유한킴벌리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

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해 소외 청소년들에게 6년 연속으로 좋은느낌 100만 패

드 이상 기부를 실천하며, 2021년까지 총 750만 패드의 생리대를 기부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될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

은 여성, 특히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총 742,371명의 청소년들에게 좋은느낌 생리대를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기부로 참여한 소비자의 수는 20,394명입니

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여성

을 돕기 위한 좋은느낌 처음생리팬티를 개발해 2020년, 발달장애 아

동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

건교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특수학교의 지적장애 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10년간 매년 약 100개 학교에 처음생리팬티

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표 4-23] 생리대 기부 현황(2016~2021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기부량(패드) 1,532,304 1,008,352 1,455,120 1,086,832 1,086,864 1,336,936 7,506,408

수혜인원(명) 699,786 13,888 10,393 4,925 7,159 6,220 742,371

[사진 4-24] 유한킴벌리 ‘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기부 캠페인

기부와 나눔을 위한 노력

기부 플랫폼을 통한 가치 확산 유한킴벌리는 기존의 제품 기부 활동과 더불어 기부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직접 도

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공감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굿액

션’으로 기부의 가치는 더해지고, 기부와 함께 응원도 보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부 플랫폼 통합 이후 플랫폼을 통한 직

접기부와 응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약 4만여 명의 소비자가 유한킴벌리와 함께 기부에 참여

했으며, 약 5만 명의 소비자가 기부캠페인에 응원의 댓글로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총 314개 단체, 2만 명 이상에게 기부 

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사업장 지역사회 공헌활동  유한킴벌리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노력합니다.  

지역공장에서는 노경과 협력해 지역사회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원들도 기부 

및 봉사로 지역사회 이웃을 돕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유한킴벌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핵심가치이기도 합

니다. 2021년의 경우 지역사회발전기금은 소비자 매칭펀드로 운영하여 기존 3개의 단체를 지원하던 활동이 10개 단체로 확대되었

고, 6,743명의 소비자가 기부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진 4-25]    유한킴벌리
'2022 그린 임팩트 공모전'

사원들의 기부 봉사 참여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지속적인 기부

와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원 참여 기부 프로그램인 ‘1% 월정급여기부’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11월 급여의 1%를 기부하면 회사에서 기부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2021년에는 848명

의 사원들이 참여해 한국의료지원재단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디

펜드 언더웨어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외에도 ‘딸들에게 희망을’과 같은 100인 기부 릴레이, 사내 

동호회 연말 바자회 및 수익금 기부 등 임직원들의 다양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 선도 소셜 벤처/스타트업 기업 투자 2021년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한 사

회·환경 변화를 이끌어나갈 지속가능분야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하였습

니다. 2022년 4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2022 그린 임팩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사회 

및 환경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할 소셜 벤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

니다. 스타트업 성장에 따른 투자 수익은 투자 재원으로 재투입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

경을 만들어내는 혁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발전기금 김천 충주 대전

10개 단체 아이뜰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주)*

충주시 새마을회

충주풍성한지역아동센터

충주어울림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이삭의집

[표 4-24] 기부플랫폼을 통한 유한킴벌리의 지역사회공헌 가치 확산

[그림 4-28] 유한킴벌리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현황

기금 6천만 원

10개 단체 후원

(기존 3개 + 신규 7개)

지역사회발전기금 

1천만 원*3개 사업장

기금 3천만 원

3개 단체 후원

기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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