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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사회 혁신 

IBM은 창립할 당시 기업시민정신에 대한 회사의 공고한 문화와 약속이 기업의 성
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공유된 가치관을 설정했습니다. 해가 지날수
록 IBM은 기업의 책임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사회 참여와 기업 공헌 활동으로 환경, 사회 경제 발전, 교육, 건강, 문맹 
퇴치, 언어와 문화와 같은 특정 사회 이슈를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요구와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IBM의 강점을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집중 영역을 선별 하고 있습니다.

IBM은 창립 이래 단순한 기부 이상의 가치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
다. IBM의 기업 시민 활동은 항상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과 한계를 뛰어 넘은 것이
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우리가 사회를 위해 진행했던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
• IBM은 2011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120개 국가의 30만명 이상의 임직원

이 310만 시간에 달하는 IBM 100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IBM에서도‘ 더 나은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에너지, 교통, 수자원 관리 등 IT
를 통해 세상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초.중.고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
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Impact Grant (기술력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부, 경기도교육
청, 한국IBM은 경기도 교육청 산하 3백개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첨단‘학교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13.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최
근 5년간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IBM 분석솔루션(SPSS) 기반 분석을 통해 
각 학교별 전체 사용 현황, 월별 1인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고, 각 학교별 기본 현황 정보를 통해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추이를 가
시적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 IBM 자원봉사자 모임인‘온 디멘드 커뮤니티 
(On Demand Community®)’에는 현재까지 
1,100 여 명이 넘는 한국IBM 임직원 및 퇴직 임
직원이 가입하여, 2만 시간이 넘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 IBM은 2011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IBM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 비즈니스 파
트너들이 각자의 시간과 전문성을 기부하는‘서비
스 축전 Celebration of Service’ 행사를 벌였
습니다. 

• 한국IBM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커뮤니티 그랜트’(Community Grant: IBM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봉사한 기관에 IBM이 추
가로 현금 혹은 제품을 기증하는 프로그램)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과학교육 및 IBM 스마트 과학캠프 : 한국IBM 직원들과 대학
생 자원봉사자들은 2011년 이후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과학기술로 더 
살기 좋은 ‘ 똑똑한 세상(Smarter Planet)’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떠
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행복한 행성 = 지구’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IBM 본사에
서‘IBM 스마트 과학캠프’를 동계, 하계 방학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IBM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온 디멘드 커뮤니티(On Demand Community)는 IBM 자원봉사자 모
임이며, 또한 I BM 직원들의 자 원봉사 활 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선도
적인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IBM 직원들은 이를 활용한 자원봉
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03년에 조직된 온 디멘드 커뮤니티는 
전세계적으로 약 27만 명의 IBM 직원 및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였
으며, 총 1,800만 시간 넘게 자원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IBM에서
도 현재까지 1,100여 명이 가입하여 2만 5천 시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리더십 역량 개발과 함께 신흥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에 발표한 IBM 글로벌 기업봉사단(Corporate 
Services Corps)은, I BM이 2 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I BM의 
자원자들 중 2,500여 명의 핵심 인재를 선정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
럽 등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환경,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비영
리 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BM 직원 프로그램 중 가장 높
은 50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전세계 60여 개국에서 선발된 IBM 직원들
이 루마니아, 터키, 베트남, 필리핀, 가나, 탄자니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필리핀, 남아공, 중국, 인도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 상반기까지 35명 이상 선발되어 필리핀,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에 1달간 파견되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IBM 직원은 전체 6개월간
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BM은 전세계 100여개 도시에 5천만 달러 상당의 기술과 서비스를 투자
해 지능형 도시로의 변화를 지원하는‘스마터 시티 챌린지(Smarter 
Cities Challenge®)’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스마터 시티 챌린
지’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에 최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헬스케어, 교육, 안
전, 복지, 교통, 통신, 지속성, 예산관리, 에너지, 각종 시설 행정관련 현안
을 지원하는 것이며, IBM은 도시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데 필요
한 지능형 기술의 역할을 연구하고, 해당 도시가 현재와 미래의 시민 및 
기업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청주, 2013년 제주, 2015년 평창이 선정되어 매년 국내외 전문가 6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파견 및 지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커뮤니티 그리드(worldcommunitygrid.org)는 PC
의 유휴 자원을 모아 인류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IBM이 지난 수
년간 선도해 온 그리드 기술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65만명의 
개인과 460개 단체 기관이 월드 커뮤니티 그리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세계 기아, 암, 뎅
기열, 신종플루(H1N1) 및 에이즈(HIV/AIDS) 바이러스 같은 전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IBM Corporation 2015

IBM Corporate Citizenship & Corporate Affairs 
New Orchard Road 
Armonk, NY 10504 
U.S.A.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gust 2015 
All Rights Reserved

IBM, the IBM logo, On Demand Community, Smarter Cities Challenge, 
World Community Grid and ibm.com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other countries, or both. Other product and service names might be 
trademarks of IBM or other companies. References in this publication to 
IBM products and services do not imply that IBM intends to make them 
available in all countries in which IBM operates.

Please Recycle

수상 내역
• 2015년 국민안전처와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협약 체결
• 2014년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표창
• 2013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 2011년 여성 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세부 정보 요청
IBM의 사회공헌 전략 및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IBM 
사회공헌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ibm.com/responsibility. 

한국IBM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
드립니다. 
한국IBM 사회공헌팀 담당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50-945) 
ccr@kr.ibm.com 
02-378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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