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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global business platform

About this report
KOTRA는 창립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의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무역투자진흥기관의 핵심기능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CSR 등 공사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소통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KOTRA의 다양한 노력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특징
KOTRA는 기관의 경영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가치를 ‘2016 KOTRA 지속
가능경영 및 인권경영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사업 성과와 글로벌 사업 등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보고서에도 인권경영 섹션을 마련하여 KOTRA의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미래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포괄적(Comprehensive)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 범위와 기간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정량적인 성과는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결산일(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되 별도의 기간 명시가 필요한 경우는
기준일을 표시하였습니다. 보고 범위는 KOTRA 본사 및 해외무역관의 재무 혹은 비재무적
성과를 포괄하며, 일부 환경 데이터는 본사의 수치만을 한정적으로 취합하였습니다.

보고서 추가 정보
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간되었으며, 홈페이지(http://www.kotra.or.kr)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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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KOTRA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교역 성장세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특히 2016년에는 수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확산 등으로 대내외 무역·투자환경을 둘러싼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주체를 중소 .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고 품목 .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OTRA는 국가 무역 .

시장 . 방식을 다변화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KOTRA는 2016년 정부의 ‘신규 수출 기업화’

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

목표 5 , 000 개사 중 45% 인 2 , 240 개사를

투자 진흥기관으로서 수출회복에 앞장서 우리

었습니다. 또한, 고객 및 글로벌 지역사회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울였습니다.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

전담하여 내수기업에게 맞춤형 수출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

니다.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역량에 따라 지사화, 월드챔프 사업 등 성약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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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높은 기간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

여러 지원사업 중에서 해당 기업에게 가장

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

적합한 사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였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35.9%에서

습니다. 또한 서비스자문단 운영을 개선하여

’16년 37.5%로 2년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토대로 향후 서비스
운영방향을 함께 디자인하는 창구로 활용하였

한편, 전세계적으로 투자유치실적이 감소하는

습니다.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과 국내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넷째,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파트너로 인식

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하고, 조직역량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사상최고인 21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국가 투자유치 슬로건 ‘ Global Link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구조

to Success ’을 개발하여 잠재 투자가에게

조정을 전개하고, Trust-Pride-Fun-Health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Invest Korea

4 가지 테마로 GW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웹/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소통채널을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와 연계되는 글로벌 공헌활동을 집중적
둘째, 수출 품목 및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해외기술학교, 유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장비 이전사업 등 신흥국과의 공유가치 창출

서비스, ICT, 의료바이오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를
창출하고, 주력품목인 소재 . 부품은 첨단 .

사업을 늘리고, 지역경제의 성장 선순환을

혁신기술 분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습니다.

돕는 등 현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였

밸류체인 (GVC) 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시장은 고급소비재와 고기술 분야,

KOTRA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에 기여한

신흥시장은 중·고가 소비시장과 중간재 수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확대라는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기업에게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특히 경제제재 해제로 국제 경제질서에 편입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장을

되고 있는 쿠바, 이란, 미얀마 등의 전략시장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습니다.

KOTRA 사장 김 재 홍

에는 개발경험 전수(KSP)를 강화하여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무역투자 인프라로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통상환경 변화에

셋째, 고객,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장 서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 문화를 정착시켜

노력하겠습니다.

KOTRA가 제공하기 어려운 기능을 보완하였
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중소기업 글로벌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역량평가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유관기관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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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TRA Highlight

A
200억
달러
돌파

5년 연속
우수 등급

 투자유치 2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5년 연속 '우수'

지난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초 2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2016 년 2 년 연속으로 투자유치 200 억 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대 투자유치액인 21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투자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2016 년
KOTRA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
하고, 전사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 결과로, KOTRA는 지난 2012년
이후로 5년 간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획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GWP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5년 연속 대상 수상

KOTRA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 3등급(보통)을 거둔 이래
매년 1등급씩 향상된 결과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투명한 인사 관리,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3대 중점 영역을 지정하고, Clean KOTRA 위원회
등 윤리경영 조직을 활용하여 상시 관리해 온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OTRA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6년 노사
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의 노사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KOTRA는
외부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노사관계 전략에
반영하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노사화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OTRA는 직원들 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家양득 일터 만들기' 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GPTW(Great Place to
Work) Korea 가 주관하는 'GWP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KOTRA는 2016년 일감 줄이기 활동,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워킹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5년 연속 수상

G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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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무역 . 투자 KSP 사업 단독주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기업혁신대상에서 KOTRA의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OTRA 는 기존
내수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 방식을 전면 혁신하여,
2016년에는 목표보다 5.9% 많은 2,373개 기업을 수출기업화 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는 KSP 사업은 기존에는 산업
연구원(KIET)와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KOTRA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KSP 사업에 대한 KOTRA의 전문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KOTRA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적 개발원조(ODA)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Forbes 사회공헌대상 글로벌공헌
부문 대상 수상

 KSI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 		
3년 연속 1위

 웹어워드코리아 3개 부문 수상

Forbes 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2016 년 사회공헌대상에서 KOTRA 는
글로벌공헌 부문 대상을 4 년 연속 수상하여,
글로벌 CSR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KOTRA 는 현지 지역사회와의 공유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한 글로벌 CSR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KOTRA 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전사적인
글로벌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CSR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ISO 26000 대응 국내
간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경영대회에서 3년 연속 산업부-준정부기관 부문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16 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 nve s t Ko r e a 의 P C , 모 바 일 홈 페 이 지 가
공공 . 의료부문과 모바일 웹사이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고객지원·서비스 부문에서 우수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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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KOTRA 역할
KOTRA는 대한민국의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OTRA는 2017년 2월 기준 86개 국가, 126개의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본사 소재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장

김재홍

설립근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059호, 1962.4.24 제정)

설립일

1962년 6월 21일

주주구성

정부 100%

자본금

500억 원

임직원 수

886명

조직

본사 : 5본부 23실 16센터(단,원)

KOTRA 엠블럼

‘꿈’은 중소기업의 수출 열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KOTRA는
수출지원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외 : 10개 지역본부, 126개 해외무역관(86개국)

네모는 창(Window)을, 지구본은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수출,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KOTRA가 관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 9개 지원단, 1개 사무소

KOTRA 핵심가치

CORE VALUES
Customer

고객

공헌

Contribution

Sense of duty

Top priority = Customer
우리는 고객의 글로벌 가치향상을 최우선합니다.

Responsiveness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Utmost satisfaction
우리는 현장에 나가 고객과 교감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신뢰

TRUST
WORTHY

우리는 상품 및 서비스·자본·인력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Transparency

우리는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윤리무결점(Zero defect)을 지향합니다.

Worldwide CSR
우리는 회사, 국가, 인류, 미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KOTRA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기준

Global
Challenge

도전

글로벌

Out-of-the-box thinking
우리는 공짜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는 생각으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합니다.

Highly qualified experts

Relentless enthusiasm

우리는 최고의 지역전문가로서 글로벌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공유합니다.

우리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적 자세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퍼스트 펭귄입니다.

Youthful & open mindset

Trend-setter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상생협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예측하여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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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KOTR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글로벌 가치시스템(Global Value Chain) 전체를
연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란 산업 전반의 가치시스템에서 상위 흐름(Up-Stream)과 하위 흐름(DownStream)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KOTRA도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와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KOTRA 캐릭터

KOTRA 기능과 서비스 관점의
플랫폼 적용 방향
Global Value Chain
Up-Stream
R&D

Middle-Stream
조달 물류

생산

Down-Stream

영업 마케팅

Operation 지원
(A/S)

금융

글로비(Globee)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정보조사 사업

기타 전략사업

KOTRA Value Chain
직접서비스 영역

간접적 지원 영역

고객을 위해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OTRA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라는 의미로 지구본을 머리로 형상화하였고,
고객감동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뫼비우스의 띠로 형상화하였습니다.

KOTRA 비즈니스 및 책임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기업은 새로운 수출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수출기업에게는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
무역·투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며 무역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OTRA는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등 통상정보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외투기업 유치

• 국내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 새로운 무역방식에 선제적 대응

• FTA 등 통상협력의 전략적 활용
• 해외시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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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브랜드 사업
중국지역본부
온라인 플랫폼 해외직구
입점 지원사업

유럽지역본부
2016 한 . 불
비즈니스 파트너십

북미지역본부
(10)

북미지역본부
북미 2-3선 도시
이동무역관 운영

중남미지역본부
(14)

중동지역본부
2016 두바이
한국우수상품전

아프리카지역본부
2016 케이프타운
한국 소비재 상품전

<해외무역관 현황>: 10개 지역본부, 126개 해외무역관 (86개국)
중국지역본부(19)	
베이징무역관(중국), 상하이무역관(중국), 광저우무역관(중국), 다롄무역관(중국), 톈진무역관(중국),
청두무역관(중국), 칭다오무역관(중국), 우한무역관(중국), 시안무역관(중국), 선양무역관(중국),
난징무역관(중국), 충칭무역관(중국), 창사무역관(중국), 정저우무역관(중국), 항저우무역관(중국),
샤먼무역관(중국), 선전무역관(중국), 홍콩무역관(중국), 타이베이무역관(대만)
유럽지역본부(23)
프랑크푸르트무역관(독일), 함부르크무역관(독일), 뮌헨무역관(독일), 파리무역관(프랑스), 런던무역관
(영국), 스톡홀름무역관(스웨덴), 코펜하겐무역관(덴마크), 암스테르담무역관(네덜란드), 브뤼셀무역관
(벨기에), 밀라노무역관(이탈리아), 취리히무역관(스위스), 마드리드무역관(스페인), 빈무역관
(오스트리아), 아테네무역관(그리스), 헬싱키무역관(핀란드), 부다페스트무역관(헝가리),
바르샤바무역관(폴란드), 프라하무역관(체코), 부쿠레슈티무역관(루마니아), 자그레브무역관
(크로아티아), 소피아무역관(불가리아), 베오그라드무역관(세르비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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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본부(10)
뉴욕무역관(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시카고무역관(미국), 달라스무역관(미국),
워싱턴무역관(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마이애미무역관(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밴쿠버무역관(캐나다), 토론토무역관(캐나다)
중동지역본부(15)	
두바이무역관(아랍에미레이트), 카이로무역관(이집트), 테헤란무역관(이란), 텔아비브무역관(이스라엘),
리야드무역관(사우디아라비아), 암만무역관(요르단), 트리폴리무역관(리비아), 카사블랑카무역관(모로코),
쿠웨이트무역관(쿠웨이트), 무스카트무역관(오만), 바그다드무역관(이라크), 알제무역관(알제리),
다마스커스무역관(시리아), 이스탄불무역관(터키), 도하무역관(카타르)
아프리카지역본부(10)	
요하네스버그무역관(남아프리카공화국), 라고스무역관(나이지리아), 나이로비무역관(케냐), 카르툼무역관
(수단), 아디스아바바무역관(에티오피아), 아크라무역관(가나), 다레살람무역관(탄자니아), 킨샤사무역관
(콩고민주공화국), 마푸투무역관(모잠비크), 아비장무역관(코트디부아르)

KOTRA는 86개국, 10개 권역에서 126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은 기업의 수출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개척사업, 투
자유치사업, 정보조사사업 등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내기업의 서아프리카 진출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코트디부
아르 아비장 무역관을 신규로 개소하였습니다.

일본지역본부
한-일 일대일 상담회

CIS지역본부
(10)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LAZADA 온라인
한국상품관 사업

유럽지역본부
(23)

중국지역본부
(19)

중동지역본부
(15)

일본지역본부
(4)

서남아지역본부

서남아지역본부
(7)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14)

중남미지역본부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사업

아프리카지역본부
(10)

CIS지역본부
의료바이오
핵심네트워크 구축 사업

일본지역본부(4)
도쿄무역관(일본), 오사카무역관(일본), 나고야무역관(일본), 후쿠오카무역관(일본)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14)
싱가포르무역관(싱가포르), 마닐라무역관(필리핀), 방콕무역관(태국), 쿠알라룸푸르무역관(말레이시아),
양곤무역관(미얀마), 자카르타무역관(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인도네시아), 호치민무역관(베트남),
하노이무역관(베트남), 프놈펜무역관(캄보디아), 비엔티안무역관(라오스), 시드니무역관(호주),
멜버른무역관(호주), 오클랜드무역관(뉴질랜드)
서남아지역본부(7)	
뉴델리무역관(인도), 뭄바이무역관(인도), 첸나이무역관(인도), 벵갈루루무역관(인도),
카라치무역관(파키스탄), 다카무역관(방글라데시), 콜롬보무역관(스리랑카)

중남미지역본부(14)
멕
 시코시티무역관(멕시코), 파나마무역관(파나마), 과테말라무역관(과테말라), 아바나무역관(쿠바),
산토도밍고무역관(도미니카공화국), 상파울루무역관(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브라질),
리마무역관(페루), 보고타무역관(콜롬비아),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아르헨티나),
산티아고무역관(칠레), 카라카스무역관(베네수엘라), 아순시온무역관(파라과이), 키토무역관(에콰도르)

CIS지역본부(10)	
모스크바무역관(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역관(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러시아), 키예프무역관(우크라이나), 알마티무역관(카자흐스탄),
바쿠무역관(아제르바이잔), 타슈켄트무역관(우즈베키스탄), 민스크무역관(벨라루스),
울란바토르무역관(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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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체계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위기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OTRA는 기관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가치창출 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KOTRA의 이해관계자
KOTRA의 이해관계자는 가치의 흐름에 따라 가치생산, 가치영향, 가치소비 및 가치공유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임직원, 노동조합, 정부/국회, 유관기관,
중소기업, 바이어/투자가 및 국민/지역사회 등이 포함됩니다. 각 이해관계자 그룹이 KOTRA에 기대하고 관심을 갖는 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별 핵심니즈를 분석하고, 맞춤형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소통채널

임직원

노동조합

주요 관심사

• 조직문화TF
• 확대간부회의
• 번개미팅
• 월례전체모임
• 초급직원 간담회

• 일과 삶의 균형
•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
• 조직과 개인의 공동발전
• 동기부여

• 노사협의회
• 노사공동TF
• 실무자 간담회

• 인권보호
• 노동관행 개선

주요 소통채널

• (월례전체모임)
명사 강연, 콘서트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스킨십
할 수 있는 채널로 정착

• (조직문화TF)

주요 성과

• 서비스자문단
• 이동 KOTRA 방문상담

• 최신 해외동향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서비스자문단)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사업과
전략에 반영

• 해외전시회
• 무역사절단, 투자유치단
• KOTRA Express 웹진

• 최신 국내동향
• 수요품목에 맞는 셀러매칭,
외투기업 규제완화 등

• (KOTRA Express 웹진)
기존 인쇄매체 및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여 구독자
15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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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생산
임직원
노동조합

직급별 소모임을 추가 개최하여
라이프사이클이 유사한 또래
동료들과 고민을 공유,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을
매월 공유하여 F/U 강화

주요 관심사

중소기업

바이어
투자자

주요 성과

가치소비
중소기업
바이어/투자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공간, 아트콜라보 전시관
KOTRA는 본사 1층 로비 '아트콜라보 전시관'을 방문
객에게 개방하여 이해관계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역역량 강화 연수단,
대학생 서포터즈,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KOTRA를 찾은
중고등 학생들이 아트콜라보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 아트콜라보는 중소기업 제품에 예술을 결합하여 브랜드 스토리를 부여하는 KOTRA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소통채널

• 수출비상대책반 회의
• 수출지원 기관 정례협의회
• 각종 협업사업

가치영향
정부/국회
유관기관

주요 관심사

• 정책 구현 및 전달
• 정보 전달 및 공유

정부
국회

주요 성과

• (기능융합형 협업 강화)
임원진·실무급 정례협의
회를 통해 협업의제와
성과를 공유하여 협업
내실화

•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유관기관

주요 소통채널

가치공유
국민/지역사회

국민
지역사회

• SNS(Facebook,
Linked-in 등)
• 국민 참여공모전
(UCC, 포스터)
• 아트콜라보
• 지역사회 공헌활동

주요 관심사

• 국가 경제발전
• 수출 증대
• 사회공헌

주요 성과

• (아트콜라보)
본관 1층에 중소기업
제품과 예술을 결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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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터뷰
KOTR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기대 및 관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6년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여
6개의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을 설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의견은 향후 KOTRA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Interview with 임직원

김현아 차장 | KOTRA 고객지원팀
‘효과적인 시간 사용을 위한 제도, 화목한 가정을 위한 컨설팅 만족’
KOTRA에는 ‘유연근무제’, ‘반반차제’ 등 부족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참가했던 GWP(Great Work Place,
신명나는 일터) 프로그램 중 '우리아이 2배 더 잘 키우기 프로젝트'는 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검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이 진행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nterview with 학계

정진섭 교수 | 충북대학교
‘무역 . 투자 관련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이란 KSP사업에 참여하면서 KOTRA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란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KOTRA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KOTRA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물론, 국가 무역·투자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
유사기관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입체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Interview with 유관기관

Tung-Chung Tseng 관장 | TAITRA
‘전자 · 기계 부품산업에서 식품 · 서비스산업까지 협력 확대’
TAITRA는 대만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입니다. 저희 한국사무소는 TAITRA의 사업목적에 따라 한국으로의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대만
기업들과 한국 정부, 기업, 비즈니스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과
대만이 강점을 가진 전자 · 기계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최근에는 식품
· 서비스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출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TAITRA와 KOTRA의
협력을 늘려,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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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고객

박미경 대표 | 포시에스
‘IT 분야 전문위원과의 상담이 업종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판로를 직접 개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시에스는 KOTRA가
주최하는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면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IT
전문위원이 계셔서 업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위원을 더 충원하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with 고객

원장재 대리 | 웰텍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지원’
이란 진출을 위해 KOTRA의 지사화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라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현지에 계신 KOTRA
직원들의 도움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습니다. 웰텍과 같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해외진출을 성공할
때까지 지사화사업의 서비스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nterview with 외국투자기업

Yasuaki Ueno CEO | 한국후지제록스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커뮤니케이션 역할 수행’
KOTRA의 옴부즈만 제도는 외국투자기업에 정말 유용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률,
규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다른 외국투자기업과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KOTRA가 새로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미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니즈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외국투자기업
전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외투기업 간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nterview with 지역사회

하백선 센터장 | 서초구어르신행복e음센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KOTRA의 직원들을 만나보면 참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겨울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셔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꾸준하게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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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위원회

CSR 이해관계자 위원회
기업 경영에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KOTR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공사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성과를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과 주요 기대사항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보고서 리뷰 결과

2016년 보고서 반영내용

이재혁 교수 | 고려대학교
2015년 보고서는 KOTRA의 역할을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만 가치의 흐름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분류는 KOTRA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과 수출의 차이점을 조금 더 부각하여 내용의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R
관련 내용을 KOTRA의 핵심역량과 연결시켜 설명한다면 이해관계자를 위한 좋은 보고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가치흐름에 따른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체적으로 표기
• 명확한 내용 구분 및 제목 사용

강주현 대표 |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
KOTRA의 글로벌 사업 및 조직 범위를 고려할 때, 본사 및 해외지역본부를 모두 포괄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ISO26000을 기준으로 각 지역본부의 성과를 평가 및 공개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KOTRA에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추진팀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우니 이를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보고서 내용은 명확성, 가독성 및
접근성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해당 노력을 상세히 기술한다면 이미지 제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 표기

오준석 교수 | 숙명여대
종합적 보고서로서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었으며, KOTRA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는 면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최근 국제통상환경을 보면 기업의 시장 진출
(Market Entry) 시 현지국 시장에 대한 공헌 내지 봉사(Market Serve)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현지국가
시장과의 공존번영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장진출 시 KOTRA의
사업과 사회공헌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현지 시장진출 시 사회공헌과
연계된 사업내용 제시

정진섭 교수 | 충북대학교
전반적으로 KOTRA의 기본 역량 및 ESG 측면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력시장은 북미, 중국,
일본, 유럽인데 ‘유럽시장’에 대한 표시가 없는 등 내용과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향후, 보고서
작성 시 이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환경 정리’ 등의 애매한 단어 대신
‘환경 개선’ 등 의미가 확실한 단어를 표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SP 국가에 최근 이란도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최신 동향이 보고서에 반영된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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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이미지 매칭
• 이해가 쉬운 단어 구사
• 최신 성과 반영

글로벌 이니셔티브

SDGs와 연계한 KOTRA 지속가능경영
SDGs는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후속 Agenda(의제)로, 2015년 9월 UN에서 최종 채택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하 SDGs)를 뜻하며, 각국 정상들의 합의 하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정한 공동목표를
의미합니다. SDGs는 빈곤 및 기아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비롯하여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OTRA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국가 수출경쟁력을 높여 SDGs 목표와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DGs와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목표와 연계된 KOTRA 활동사항
SDGs

1. 빈곤 종식

KOTRA 성과

난민 구호물품 전달,

보고서 연계

54~55p

지진 피해자 구호성금 기부,
테러 및 지진대비 교육
3. 보건 증진

노약자, 아동, 부녀자 대상 의료

51,

활동, 병원 물품 기부, 의료기기/

54~55p

임플란트 기술학교 운영

52~55p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학교,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강화

태양광 발전 설비 기부,

51,

신재생에너지 기술학교

54~55p

8.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글로벌 일자리 창출,

다양한 주제별 수출학교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증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 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Goal 4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 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포괄적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 내 . 국가 간 불평등 완화
Goal 11 포용적 . 안전한 . 회복력 있는 .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 책무성 있는 . 포용적인 제도 구축

51~55p

Village One Product)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 바다 .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무역창업캠프, OVOP(One

49,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개발경험 전수(KSP) 활동으로

50p

정부 간 협력 강화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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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KOTRA는 내 .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기대와 핵심이슈들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 및 보고하기 위하여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하
였습니다. GRI Standards를 기반으로 한 중대성 평가 과정을 통해 KOTRA는 경제, 사회, 환경 이슈에 대한 미디어 리서치 및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을 분석하여 이슈 Pool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이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Step 2

Step 3

지속가능경영 이슈 파악

이해관계자 참여 및 핵심이슈 도출

유효성 검증 및 보고서 반영

KOTRA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파악을 위해 GRI
Standards, ISO26000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분석 및 미디어 리서치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개의 이슈 Pool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슈 Pool을 기반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벤치마킹 결과 등을 반영해 사회적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을 평가, 10개의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는
내부 검토를 거쳐 범위, 경계, 기간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 조사 대상 :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국·영문 설문조사)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 조사 기간 : 2주 (2017년 2월 13일 ~ 24일)
• 설문 참여 인원 : 임직원(217명), 외부 이해관계자(국내: 157명, 해외: 149명)
KOTRA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요도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핵심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제

사회

환경

이해관계자 (국내)

임직원

이해관계자 (해외)

1. 국내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국내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시장지위

2. 외국기업 투자 유치 지원

2. 해외 투자진출 지원

2. 국내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해외 투자진출 지원

3. 경제적 성과

3. 경제적 성과

1. 다양성과 기회균등

1. 고용

1. 임직원 교육 및 훈련

2. 인권경영 추진 및 심사 강화

2. 차별금지

2. 고용

3. 부패방지

3. 부패방지

3. 임직원 안전 및 보건

1. 녹색기업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1. 녹색기업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1. 녹색기업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2. 폐기물 저감 및 자원 활용 증대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3. 녹색구매 확대

3. 물 절약 및 재활용 촉진

3. 물 절약 및 재활용 촉진 / 폐기물 저감

16 |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중대성 평가 Matrix

핵심이슈
No

사회적 관심도

5
8
9

1

3

4

2

이슈

1

국내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2

인권경영 추진 및 심사 강화

3

해외 투자진출 지원

4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사회공헌 등)

5

부패방지(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6

외국기업 투자유치 지원

7

임직원 교육 및 훈련

8

해외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객 보건과 안전

7
10
6

10 노사관계
비즈니스 영향도

핵심이슈 도출
Material Issue

Topic

Report category

Report page

1. 국내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기타 비즈니스 이슈

도전 -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21~25p

2. 인권경영 추진 및 심사 강화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인권경영

58~61p

3. 해외 투자진출 지원

기타 비즈니스 이슈

도전 -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21~25p

4.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공헌 - 국민에게 신뢰받는 KOTRA 구현

50~55p

5. 부패방지(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반부패(Anti-Corruption)

공헌 - 국민에게 신뢰받는 KOTRA 구현

48p

6. 외국기업 투자유치 지원

기타 비즈니스 이슈

도전 -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7. 임직원 교육 및 훈련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공헌 -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

46p

8. 해외취업 및 창업 지원

기타 비즈니스 이슈

공헌 - 국민에게 신뢰받는 KOTRA 구현

49p

9. 고객 보건과 안전

고객보건안전(Customer Health and
Safety)

고객 - 고객과 현장 중심의 업무자세

40~41p

10. 노사관계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공헌 -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

45, 47p

26~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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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의 꿈을 수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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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20p

글로벌 (Global)

30p

고객 (Customer)

36p

공헌 (Contribution)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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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도전
무역·투자 사업 고도화

Business Relevance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교역 성장세의 둔화에 따라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의 기조를
선택하여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수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수출이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Our Approach
KOTRA는 국가적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지사화사업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역량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KOTRA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Our Risk
• 내수시장 지향 중소기업 비중 과다

• 수도권 소재기업 대비 낮은 지방기업 수출 비중

Our Opportunity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역량맞춤형 지원 강화

• 혁신 스타트업 해외진출
• 해외 투자유치 강화

• 지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Key Performance Index
KOTRA 투자유치 실적 (단위 : 억달러)
100만 달러 이상 투자유치 (단위 : 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단위 : 개사)
지사화사업 지원기업 (단위 : 개사)
2016
20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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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2,812
2,400

2,373
1,592

1,302

2016

421

2015
2014

171

328
264

161
151

글로벌 (Global)

도전 (Challenge)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수출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KOTRA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확대
KOTRA 는 기존 수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의지와 경쟁력을 갖춘 내수기업과 선제적으로 접촉하여 수출

수출기업 수 늘리기
(단위 : 개사)

유망기업을 발굴한 결과, 2016년에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2,373개의 내수기업을 신규 수출 기업으로

●수출 중소 . 중견기업 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스타트업 해외진출 성공 건수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발굴한 기업에는 무역 분야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수출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26개 해외무역관 중 내수기업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국내외 양방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내외 양방향 지원 체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건수
(2,373개사)

91,639

93,944

1,592

2,373

29

60

2015

2016

24개사*
24개사*

관심지역 발굴, 지원
요청사항 전달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 수출전문위원당 멘티기업 수

수출전문위원
(165명)

기업 수용 가능여부 파악,
지원요청 사항 전달

전문위원 1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20명)

바이어 발굴, 화상상담 주선

전문위원 2
서비스 지원 요청

A. 무역관
B. 무역관

서비스 제공

협업기관

Born to Global 창업 지원
KOTRA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신생 혁신기업인 Born to Global 기업에게 해외투자유치,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경영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스타트업 대표 쇼케이스 (K-Startup Summit)

스타트업 파트너링 지원사업

국제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글로벌창업 생태계 중심지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Summit 개최 (런던, 실리콘밸리,
뉴욕, 베이징)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VC(Venture Capital)과
만나 수출·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선전, 베이징, 우한, 싱가포르, 자카르타, 스톡홀름)

SLUSH 등 해외 유력 스타트업 컨퍼런스 단체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VC(Venture Capital)와 유망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 구축(싱가포르, 헬싱키, 런던, 타이베이,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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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수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KOTRA는 마케팅 사업을 활용하여 내수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동남아 등 인근 국가의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여 해외 유망한 소비재 시장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무역관이 내수기업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대행하는 등 수출직결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에 ‘내수기업 전용관’을 설치하고, 한국상품 수출마케팅
'2016 붐업코리아' 상담회 내 내수기업 전용관

대표사이트인 'buyKOREA'에는 내수기업 온라인 전용관을 운용하는 등 KOTRA의 마케팅 사업을 활용하여
내수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직결형 사업 실적
구분

목표 시장
일본

홈쇼핑

전시회

추진 사업
관서, 중부지역TV 홈쇼핑

CJ 오쇼핑 방송 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홈쇼핑 방송 판매
네덜란드
홈쇼핑 바이어 초청 한식 판촉전
중남미, 유럽 등 16개국 19개 무역관
태국

미얀마

주요 성과
6개사 신규수출
5개사 신규수출
33개사 신규수출
4개사 신규수출
400개사 참가, 47개사 신규수출

지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구분

조직

인력

지방지원단* 관리 . 운영

'15
'16

5개소
9개소

22명
37명

전문위원

KOTRA는 지방에 위치하여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지원 서비스 접근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부산, 대구 등 지역에 위치해 있던 5개 지방지원단 외에 경기(수원),

22명
122명

인천, 울산, 전북(전주) 4개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지원단 미소재 지역에는 별도 인력을 파견하여 지방

* (기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춘천)
(신설) 경기(수원), 인천, 울산, 전북(전주)

지방기업 글로벌화 지원현황
(단위 : 개사)

●지방기업 서비스 순 고객 수
●지방소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 특화산업) 의료바이오
• 대표사업) 코리아 바이오플러스

강원
• 특화산업) 의료기기
• 대표사업)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경기
• 특화산업) 소비재
• 대표사업) G-TRADE Japan

대구경북
• 특화산업) 스마트에너지
• 대표사업) 국제 그린에너지 박람회

대전충청
• 특화산업) 뷰티
• 대표사업) 오송 화장품 엑스포

울산
• 특화산업) 전력기자재
• 대표사업) 동서발전 협력사 동반
성장 상담회

전북
• 특화산업) 소재부품
• 대표사업) 국제탄소 페스티벌
10,282
986
2015

18.1% 증가
71.0% 증가

12,139
1,68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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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 특화산업) 기초공정
• 대표사업) 국제뿌리산업 전시회

부산 경남
• 특화산업) 항공부품
• 대표사업) 사천 항공부품
비즈니스 포럼

글로벌 (Global)

도전 (Challenge)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중소 .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수출초보기업은 기초적인 무역정보를 입수하고 인콰이어리를 발굴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수출유망기업은

수출물량 늘리기

실질적인 거래선을 발굴·관리하고 현지에서 직접 마케팅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글로벌 전문기업은

(단위 : 개사, 백만 달러)

●지사화사업 지원 기업 수(개사)
●지사화사업 수출지원액(백만 달러)
●월드챔프사업 지원 기업 수(개사)
●월드챔프사업 수출지원액(백만 달러)

브랜드, IP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합니다. KOTRA는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역량별 맞춤형 지원 확대
KOTRA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업을 창업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강소기업 등으로
2,812
2,530
149
1,762
2015

4,171
3,543
170
1,977
2016

구분하여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출 회복을 위해 지사화,
월드챔프 사업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리스크 관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창업

수출기업화

지사화사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세일즈랩

수출강소기업
월드챔프

글로벌 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해외창업
투자유치

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정보입수

해외동향조사
거래선 발굴

현지 직접마케팅
거래선 관리

에이전트마케팅
거래선 확대

맞춤형마케팅

비가격경쟁력
제고 지원

294개 사

4,000개 사

4,171개 사

273개 사

24개 사

170개 사

100개 사

물류네트워크 / B2C, 물류창고, 반품지원

*지사화사업이란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유망기업) : 지사화사업* 참가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분야의 컨설팅 지원, 지사화
매니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지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비용을 경감하고 이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Comments

전담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

전담직원 워크숍

지사화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담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기계, 화공,
IT, 자동차, 의료, 소비재 등 산업분야마다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의 무역관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지사화
전담직원 중 고성과자를 매니저로 지정, 나머지 직원들에게
노하우를 전파하도록 하여 성과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사화사업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해외진출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다소 짧다는 아쉬움만 보완
된다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웰텍 원장재 대리

지사화·월드챔프 전담직원 201명 대상 워크숍 실시(2016. 10)

(수출강소기업)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제품특성 및 현지상황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Pre와 Post 월드챔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이미
졸업한 기업에게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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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수출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협업사업 늘리기
(단위 : 개사, 백만 달러)

●협업사업 지원기업 수(개사)
●협업사업 계약추진액(백만 달러)
●협업사업 성약액(백만 달러)

KOTRA는 대내외 개방형 협업을 늘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별 전문 협회,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OTRA는 협업기관의 특성과 협력방식에 따라 협업을 기능융합형, 기능지원형, 동반진출형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기능융합형 협업

1,656

3,370

705

1,378

643

726

2015

2016

지원 기관별 강점을 융합하여 사업 성과 제고

• 각 기관의 강점을 융합하여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공동주관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KOTRA와 중소
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 기관과 공동주관 개최한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이 대표적 사례
KOTRA
: 해외 네트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 국내기업 네트워크

한국무역협회
: 기업컨설팅, B2C몰 운영

• 소비재 기업 300개사를 공동 선정 . 지원하는 e-Power 300사업 공동수행
e-Power 300 사업 프로세스
• 공동주관사업 우선참가, 쇼케이스 개최
• 전용 사업개발(주강삼각주 020 역직구 소싱상담회)
• 기관별 특화 사업으로 지원 완결성 제고

3개기관 300개사 발굴 .
평가 . 선정('15.10~'16.1)

e-Power 300 위촉('16.2)

기능지원형 협업

협업기관의 예산 . 기능을 지원받아 사업규모 확대

중점지원

• 산업별 마케팅 사업 추진 시 분야별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예산 또는 참가업체 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받음
으로써 사업 규모 확대와 성과 제고
Global Mobile Vision :
본투글로벌센터, 통신학회 등과
협업하여 IT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홍보 지원 (컨퍼런스,
전시 등을 통해 수 출 상 담 부 터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는 성과창출형
플랫폼 구현)

Global Bio & Medical Plaza :
한·중 FTA 로 보건의료 서비스
진출이 유망해짐에 따라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투자유치 로드쇼, 상담회 등 복합
사업 추진

Korea Service & Contents
Market :
교육, 금융, 관광, 의료 등 7대 서비스
업종에 대해 1:1 수출 상담회, 설명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서비스 산업의
수출 플랫폼 역할

이해관계자 Comments
동반진출형 협업

대기업과 협력하여 협력사와의 동반진출을 지원

• 대기업의 브랜드파워, 한류 콘텐츠, 홈쇼핑 채널 등을 활용한 협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 한류 콘텐츠 활용 마케팅 지원 (6건) : 한류시상식(MAMA) 연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KOTRA의
해외네트워크와 CJ E&M이 보유한 한류마케팅 역량을 접목해 해외판로 개척

KOTRA는 시장 개척과 확장을 위해
글로벌생태계의 관점에서 정부, 기업,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접근
을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략적 사
고의 틀을 기반으로 Smart한 글로벌
기업생태계의 지원기관으로 거듭나
시길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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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업체 등 해외 판매망을 이용한 지원 (21건) :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이미 진출해 있는 유통 대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유통/판매망을 활용하여 시장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중소기업 납품 지원 (6건) : 태양광 IoT 솔루션 프로젝트 수주사업 등 대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납품을 지원
- 대기업과 바이어를 공동 초청한 상담회 (9건) : 남동발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대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납품을 지원
- 대기업과 공동 진출한 중소기업의 현지 판매망 다양화 (2건): 자동차부품 현지 거래선 공동발굴사업 등 대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상담을 주선

글로벌 (Global)

도전 (Challenge)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Special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KOTRA는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키움으로써 수출부진을 조기에 타개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내수기업만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기업혁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OTRA는 기존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한 내수기업 발굴을 위해 능동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방문하여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전문위원과의 멘토링 서비스로 수출 로드맵 수립부터
성약까지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을 통하여 수출자금 지원, 규격 인증, 무역 교육 등 9개
기관과 18개 서비스를 연계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① 수동서비스

① 능동서비스

•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기업이
KOTRA에 문의·방문

기업

• 적극적으로 내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서비스’

② 일회성 지원

②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

•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일회성 사업 참가 유도

• 내수기업 GCL 테스트 후 사업참가
•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인 멘토링
• 내수기업에게 맞는 최적의
KOTRA 사업 참가유도

③ KOTRA 단독 서비스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Two-Track
전문위원 멘토링

KOTRA 수출지원 사업

무역교육부터 계약 추진까지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③ 유관기관 협력지원체게 수립

• KOTRA와 유관기관이 각자
서비스를 제공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 체계
내수기업 발굴 협력
• 고객 DB 공유
• 내수기업 공동발굴

•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

내수기업 지원사업 수행
• 내수기업 참가비 할인
• 지원실적 . 애로사항 파악

수출성약 성사 및 사후관리
• 수출성약 결과 공유

소비재 수출지원을 위한 협업 성공사례
KOTRA는 수출 지원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소비재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가 유망 소비재기업을 각각 100개사씩 선정, 총 300개사를 ‘e-Power 300’ 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동주관사업에 우선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용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해 대중 소비재 부문의 신규 수출 창출을 도왔습니다. 또한, 유력한 유통기업과 우수 중소 . 중견 기업의 제품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해외
유통망에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입점, 마케팅, 물류,
결제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나아가 KOTRA는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수출상담 지원,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홈쇼핑 플랫폼 활용 등을 집중 추진하여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의 문턱을 조금 더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동 선정 . 지원 300개사(e-Power 300) 수출확대

(단위 : 억)

3개 기관 협업 수출 지원 사업

지원 기업 수 (단위 : 개사)
사업 수 (단위 : 회)

2016
2015

e-Power 300 위촉

27개사
첫 수출

$6.3억
$5.7억

10%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2016

9,000여 개사

2015

21회

700여 개사
21회

목표대비
4,000개사
초과 달성

* KOTRA 및 3개 유관기관 성과 합산

전용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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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강화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대
KOTRA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유력
투자가를 타겟팅한 전략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FTA에 대응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 수요에 기반해 외국인투자를 발굴 및 유치하고자 국내 프로젝트 발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가 유치사업 확대

국가 투자유치 실적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역별 전략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CEO

(단위 : 억 달러)

등 의사결정권자를 투자가로 초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는 등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투자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China Week, FIW 2016 등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에서 유망 투자가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19개사 8.1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기, 대상, 지역별로 각자 진행해 온 지자체 중심의

209

213

2015

2016

IR 활동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FEZ(Free Economic Zone : 경제자유구역)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
IR로 통합하고, 설명회 내용을 투자환경 홍보 중심이 아닌, 투자가 수요에 기반하여 국내 유망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6회에 걸쳐 국가 IR을 개최하였으며,
투자유치 상담회에는 514개사가 참가해 14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5건의 유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FTA 플랫폼 활용한 지역특화 유치사업 확대
KOTRA는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EU, 미국, 중국 등 지역별 투자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해외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Invest Korea 조직편제를 산업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 PM을 확충해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및 프로젝트를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별 전문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를 활용한 전략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일본 전담조직인 China Investment Desk와 Japan Center를 운영하여 전략지역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China Investment Desk를 중국지역 10개 무역관에 운영하여 중국

2선 도시까지 투자가 발굴 기반을 확대했고, Japan Center는 본사 전담인력 3명을 활용하여 일본 신산업,
서비스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요기반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및 프로젝트의 수요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적격 투자가 발굴에 집중하기 위해 국내 수요 기반 외국인투자유치 플랫폼 ‘IKMP(Invest Korea Market

Place)’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FEZ와 연계하여 외투희망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공공프로젝트 등으로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IKMP를 통해 총 251건의 프로젝트가 발굴되었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58건의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KOTRA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활용해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외투 수요
발굴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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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 IKMP 플랫폼 체계 ]
IKMP : 프로젝트 발굴관리 총괄
(KOTRA 본사)

해외 투자가 발굴
투자유치
프로젝트

프로모션

프로젝트 DB 상시관리

투자유치 수요 프로젝트
투자희망
프로젝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기업

해외
잠재
•
유망
투자가

36개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프로젝트 분석

인콰이어리

지자체 , FEZ개발 프로젝트
공공
분야

프로젝트 관리
인콰이어리
지원

금융기관·투자기관 협업

외부
공고
접수

프로젝트 발굴

중소 . 중견 투자유치 프로젝트

투자유치
성과

기타 공공 프로젝트
지자체·FEZ 협업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 활성화
KOTRA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함과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 맞춤형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분야 100만 달러 이상
투자유치
(단위 : 건)

신성장동력 분야 유치 확대
KOTRA는 2016년 타깃분야를 선정해 투자유치 ‘유망산업 Close-up’ 조사와 전략 토론회를 거쳐 신산업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완결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차 전지, 미래형 자동차, 사물인터넷, 첨단화학소재를 투자유치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Close-up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방안을 수립하여 잠재 투자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산업분야 투자유치액은 2015년 39.6억 달러에서 2016년 54.8억 달러로 38% 증가하였으며,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유치 건수 또한 150건에서 18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타깃 조사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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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15

2016

범위를 지능정보, 콘텐츠, 로봇 등으로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高 고용 창출 효과 서비스 분야 유치 확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물류, 관광레저,
지역개발, 의료, 콘텐츠, 금융, IT 등 분야별 유치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업 투자유치 실적이 2015년 147.3억 달러에서 2016년 155.1억 달러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수도권 투자유치 강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유치를 분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비수도권 지역 우량 프로젝트의 발굴
및 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 투자환경 홍보 등을 통해 지자체, FEZ와 같은 협업기관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IR 횟수를 2015년 32건에서 2016년

지자체 통합 차세대 자동차 투자유치 설명회

43건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비수도권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KOTRA의 비수도권 프로젝트 발굴
건수는 2015년 633건에서 2016년 68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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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속 개선
이해관계자 Comments

KOTRA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도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투자 홍보 방식 및
콘텐츠를 차별화하여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일부
국민정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KOTRA는 한국
정부, 기업, 유관기관과 소통할 수 있
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기
관입니다. 새로운 투자유치도 중요하
시겠지만 이미 투자한 외국기업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후지제록스
Yasuaki Ueno CEO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처리 홈닥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무, 노무 등 전문 분야의 외투기업 고충 해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모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관련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선제적인 고충 해소 노력을 확대한 결과, 2016년에는 총 409건의 고충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투자 신고부터 정착까지 관세, 국세, 비자 등 총 15개 분야,

20,352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제도 및 절차, 투자인센티브, 비자
및 체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등을 제작해 외투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투기업의 편의성 제고 활동을 통해 증액 투자유치 실적이 2015년 87억 달러에서 2016년

117억 달러로 33.6%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브랜드 체계 정립 및 홍보 강화
2016년 KOTRA는 투자유치 홍보 사업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Global Link to Success’를 국가 투자유치
슬로건으로 제정하고, 美 뉴욕타임즈, 英 파이낸셜타임즈, 日 NHK 등 주요 주한외신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슬로건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통일성 있고 일관된 투자유치 홍보 사업
브랜드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홍보 방식과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유망

투자유치 슬로건(Global Link to Success) 선포식

투자가들의 투자의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Invest Korea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높은 편의성과 개방성을
인정 받아 ‘웹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공공/의료 웹사이트 부문 최우수상, 모바일 웹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방문건수 역시 2015년 96만여 건에서 2016년 306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SNS 채널 운영, 해외언론 대상 홍보사업, 다국어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친화적 국민정서 조성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외자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KOTRA는 최근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면광고, 대형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경제 기여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256명의 청년 구직자가 신규 채용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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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사상 최대규모 Foreign Investment Week(FIW) 개최
2016년 9월, KOTRA는 유망 투자가를 초청해 주제별 포럼, 상담회, 산업
시찰 등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형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행사인
‘2016 FIW’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래 신산업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열린 본 행사는 방한 투자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등 총 965개
기업, 1,425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674건, 28.9억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특히 16개 글로벌 투자가를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Beijing Yunshang 등으로부터 3.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중 FTA를 활용한 전략지역 투자유치
KOTRA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일본 전담조직인 China Investment Desk와
Japan Cen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Japan Center는 일본 투자유치 감소에 대응해 한·중 FTA를 활용한 ‘Made for China’형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China Investment Desk는 중국 2선 도시로 투자가 발굴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4개 무역관에 항저우, 청두,
선양, 톈진, 선전, 난징 무역관까지 확충해 총 10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중국 자본 및 시장이 결합하는 투자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2016년에는 총

20.4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 한·중 FTA
산업대전’에는 한류소비재 분야에 관심 있는 중국 투자가를 적극 발굴하여 국내
투자유치 희망기업과 매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가 21개사를 초청하여
국내기업 73개사와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개사로부터 1.1억 달러의
신규투자계획을 접수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국내유일의 영문 무역.투자 웹진 ‘KOTRA Express’ 확대 개편
KOTRA Express는 국내 외투기업, 해외 잠재투자가, 바이어 등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성공사례, 투자뉴스, 국내 산업 및 경제 동향과 같은 무역·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영문 월간 무역·투자 뉴스레터입니다. KOTRA는 2016년 KOTRA Express의
콘텐츠 및 배포 대상, 제공형태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고객을
위한 온라인 접점 및 소통채널이자, 공사 및 한국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공사의 대표
무역·투자 웹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기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정보에 국제통상 정보, 국내 비즈니스
성공사례, 공사사업 사전홍보 등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폭을 넓혔으며, 배포 대상 또한
기존 투자가 및 유관기관 12,000명에 buyKOREA 등록 해외고객을 추가하여 16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구독자, 무역관, 본사팀의 니즈를 반영해 기존

PDF 형식에서 웹진 형식으로 변경,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클릭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 29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Global 글로벌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Business Relevance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무역방식을 활용하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KOTRA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기반의 수출 품목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진출전략을 분석하여 가능성이 높은 해외시장을 발굴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KOTRA는 세계경제 및 교역의 성장 둔화, 시장의 기회요인 등 대외적인 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창출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OTRA는 기존 주력시장에서 신흥 및 전략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서비스, ICT, 의료·바이오 등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 지원 등 수출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통상·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ur Risk
• 주력품목, 신흥국과 대기업에 치중된 수출의 구조적 한계

•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출 감소

Our Opportunity
• 신시장 개척활동 강화 및 新 수출산업 육성

• 수출방식의 다변화

• 통상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Key Performance Index
글로벌기업 APO* 활용 성과 (단위 : 개)

O2O* 마케팅 성과 (단위 : 만 달러)

아트콜라보 성과 (단위 : 건)

●APO 상담회 참가 바이어 수

●판촉전 현장 판매액

●기업-예술인 매칭 수
58

38

2016
* APO : Asian Purchasing Office

49

2016
* O2O : Online to Offline

2015

13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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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

신시장 진출지원
KOTRA는 시장수요 및 현지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차별화된 시장 진출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공헌 및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과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시장 진출 전략 도출 과정

시장별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시장 진출 확대
단기적으로는 개별 지역별로 최신 국제 현안을 반영한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별 특수, 기회요인을
집중 공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진시장은 M&A와 전략적 제휴, 신흥국은 틈새시장 기회 창출을 통해

시장별
주요이슈

• ’15년 이슈 유효 여부
• ’16년 신규 트렌드 발굴
• 정치 / 사회 변동점검

진출환경
분석

• 경제 / 산업 / 정책 환경
• 한국과의 경제
교류 동향

현지
시장분석

• 품목별 경쟁 동향
• 한국기업 진출 사례분석
• SWOT 분석

시장
진출전략

• 10개 권역별 분야 및
품목 세부전략 도출

시장별 진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전략지원단’을 신설하여 해외시장 정보 심층
분석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권역/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진출전략을 바탕으로 시장별 사업 추진방향 설정
신흥 시장

전략 시장

구분

주력 시장

지역

중국, 북미, 일본, EU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베트남, 인도, 이란, 쿠바, 미얀마

시장 여건

• 품목별 경쟁 심화 속 새로운
제품 및 산업 협력수요 부상

• 중산층 증가 및 한류 확산
• 전자상거래 확대 등
소비 형태 변화

• 대외 경제개방 가속화
•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사업 방향

新수출 동력확보를 위한 시장별
기회 포착

국가별 고성장 유망분야 집중
공략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활용한
기회 선점

정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선제적 지원


시장별 기회요인과 진출방안을 소개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 할뿐만 아니라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사회공헌 및 KSP 사업 확대
한국의 경제성장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산업·무역·투자


등 각 분야별 KSP 및 글로벌 CSR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KSP
상시 협의체를 구성, CSR 사업 추진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사회공헌 및 발전경험공유사업의 확대를 위한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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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

수출산업 다변화
KOTRA는 신성장 산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화학공업품 중심의 수출 의존도를 탈피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인 서비스, IT 및 의료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대비 2배의 고용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의 한계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8월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촉진단」 간사 역할을 수임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 주도의 유관기관 및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목

지역
사업전략

유망분야

• 9대 서비스 (유통,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의료, 관광, SW, 지적재산권)
• 신규 유망분야 (제조업, 서비스)

전략시장

중국, 미국, 일본 등 성과창출 가능지역 → 선도기업 위주 시장개척

신흥시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UAE 등 진입초기 시장
수요 발굴 주력 (전시회 참가, 로드쇼 파견 등)

지원 체계·네트워크 구축 / 성과창출 사업 확대 / 진출 유망분야 지속 발굴

ICT산업 수출 지원 확대
ICT산업은 우리나라 실질 GDP의 10.1%를 차지하며, 수출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르는 경제기여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KOTRA는 IoT, 로봇, 핀테크 등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별 지원 사업 전략을 구축하여
미래유망분야인 ICT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
지역
사업전략

유망분야

로봇, 핀테크, 정보보안, IoT(컨소시엄), 전자정부(상담지원), AR/VR, 3D프린팅,
드론, AI(빅데이터)

전략시장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유망분야 전략품목 진출 지원

신흥시장

베트남, 필리핀, 폴란드 등 신흥시장 ICT 프로젝트 수주 지원

협업·융복합 사업 확대 / ICT 컨소시엄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의료바이오산업 수출 지원 사업 다양화
의료바이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3%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산업에서도 2014년까지 5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각각 9.4% 및 11.2%의 수출 증가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각 유망분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별 타깃시장을 설정하고
의료바이오 수출지원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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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유망분야

•
•
•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신약개발 성과물 등
(의료기기) IT 기술 융합형 의료기기, 맞춤형 진단기술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

타깃시장

(선진국) 첨단제품 등 기술 기반 / (중·개도국) 품질, 가격경쟁 기반

사업전략

국내외 플랫폼 사업 확대 / 맞춤형 지원 내실화 / 프로젝트 수주 전주기 지원

도전 (Challenge)

고객 (Customer)

글로벌 (Global)

공헌 (Contribution)

수출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무역트렌드 대응
KOTRA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거래방식과 무역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GP사업 확산, O2O 수출 마케팅 지원,
아트콜라보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무역 트렌드에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지원(GP, Global Partnering) 사업 확산
아시아구매본부(APO) 활용 GP 상담회

KOTRA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위해 글로벌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신흥국
GP 중점 무역관을 12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고, 소재·전력·항공 등 신규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국내기업 DB
수를 7개 산업 2,632개사에서 9개 산업 4,420개사로 확대하는 등 GP 타깃 시장 및 산업을 확장하였습니다.

APO 활용 성과
상담 477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구매조달 의사결정이 분권화되는 경향에 맞춰 APO(Asian Purchasing

Office)와의 협력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GVC(Global Value Chain) : 상품/서비스의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이 글로벌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분업 과정

성과

프로세스
글로벌 기업
38개사 참가

계약 추진액
30백만 달러

GP 프로그램

수요발굴

Gap Closing

매칭

- 산업별 국내기업 DB 구축
-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조사

- GP 상담회
- 기술사업화 상담회

- 기술역량 강화
- 제품개발 R&D 자금지원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발굴
대상 시장·산업·경로 확장

글로벌기업 수요와 연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상담 지원 확대

GVC 진입을 위한 역량 격차
해소 지원

O2O 수출 마케팅 지원
KOTRA는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쇼핑기업인 ‘VIP.com’ 과 손잡고 온라인 마켓 입점 및 체험형 O2O(Offline
To Online) 마케팅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형 O2O 의 경우 품질은
우수하나 인지도가 낮은 해외소비재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직구족뿐만 아니라 평소 수입제품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까지도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온라인마켓과 달리 ‘VIP.com’은 우리 기업이 상품을
김포에 있는 ‘VIP.com’ 물류창고로 배송하기만 하면 대중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VIP.com’이 직접구매
또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배송, 마케팅, 판매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OTRA는 체험형 O2O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은 좋으나 인지도가 낮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O2O (Offline To Online) 거래방식 : 소비자가 제품 샘플을 오프라인에서 체험한 후 현장에서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

배송

O2O체험점
보세제품

O2O체험전
APP/온라인 구매

제품 통관

보세 창고

소비자가
직접 찾기

'VIP.com' 중국직구 비즈니스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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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통상지원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보호무역주역주의 심화에 따른 통상지원 기능 강화
보호무역주의가 신흥국을 포함하여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KOTRA는 무역장벽 모니터링을 통해 비관세장벽의 실태를 파악하고 FTA 협상 및 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통상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장벽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KOTRA는 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규범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이를 현지
대응 및 통상협상 과제로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모니터링 하여, 관련 정보를
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사례 검토

직접 지원

국제규범, 분야별 전문가 검토
규범
WTO 등
위반 검토

분야별
TBT, 위생검역
전문가 검토

현지 공관,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지원

정부 대응 지원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과제 선정을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제공
’16년 213건

FTA 협상 및 활용 지원 확대
KOTRA는 해외 진출 현장과 통상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협상 지원 수요에 부응하고, 해외
바이어 및 진출기업의 FTA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6년 8월 FTA 지원팀을 신설하여 통상 협상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분산대응 및 사후대응을 하던 기존 체계에서 탈피해 통합대응
및 부처에 맞는 통상·FTA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국제 통상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공사의 FTA 활용지원센터를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이해관계자 Comments

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센터별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FTA 활용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지 FTA 활용 설명회, 이동상담회,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FTA 활용방안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Best Practice

한국과 대만은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FTA의 강점을 잘 살려서 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TAITRA
Tung-Chung Tseng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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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지원 사례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

중국 청두 무역관은 바이어에게 FTA 의 활용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FTA 협상
지원체계 구축 및 FTA 활용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 U사 (화장품
제조업 ) 는 약 10 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하고 중국 홈쇼핑 채널에 진입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이라크 표준청의 갑작스런 전자제품
에너지라벨 도입은 국내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라크 무역관 및
대사관은 공동 대응을 통해 규제시행일을 6개월
연기시키고 한국제품에 유리한 ISO 및 EU 규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켰습니다.

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시장 변동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해외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및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해외진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시 현장 밀착형 시장정보를 신속히 확보함은 물론 주요 해외 동향 및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전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정보 채널 개편을 통한 해외시장정보의 신속한 제공

정보 채널 개편 성과

KOTRA는 포털을 이용하는 고객의 해외시장 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수요를 반영한
사용자 친화적 UI(User Interface)로 정보포털을 개편하였습니다. 화면의 정보 배치부터 통합검색 기능까지

웹사이트 (PC) (단위 : 명)
●일 평균 방문자 수
11,436

기존의 단점들을 개선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포털을 개선한
결과, 개편 후 웹사이트 일 평균 이용 고객 수가 개편 전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8,354

모바일에서는 뉴스와 출장자료 위주의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SNS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바일
개편 전

개편 후

글로벌 이슈의 적기 대응 지원

모바일 (단위 : 명)
●일 평균 방문자 수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글로벌 이슈의 발생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878

210

위해 KOTRA는 글로벌 이슈 점검반을 운영하여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KOTRA는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및 미국 대선관련 이슈 등 글로벌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개편 전

개편 후

애로사항과 니즈를 파악하여 설명회 개최, 관련 정보 전파 등 우리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Best Practice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작성 및 전파

2016년 8월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KOTRA는 9월 1일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해외시장 동향
을 모니터링하고, 국내기업과 바이어, 해외진출기업의 피해현황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거점항 소재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물류업체를 발굴해 피해
기업의 물류운송을 돕고,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선적 전, 입항 거부, 하역 중단
등 운송 상황별 중소기업의 대응요령을 작성하여 언론, 홈페이지, 메일을 통해 전파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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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고객
고객과 상생 가치 최우선

Business Relevance
성공적인 기업은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며 고객의 의견을 청취해 다양한 니즈를 발굴함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 KOTR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Our Approach
KOTRA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객 편의 향상, 대응 역량 강화, 적극적인 상담을 목표를
설정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 및 협력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공유,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KOTRA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Our Risk
• 금융, R&D, 인력양성 등 고객 요구 수준 향상
• 고객군 및 기능 다양화에 따른 산업별, 기능별 유관기관과의 경쟁 심화
• 자연재해, 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

Our Opportunity
• 지방지원단, 해외무역관, Trade Doctor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 접점
• 협력회사 상생 프로그램 및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

• 고도화된 고객 맞춤형 지원체계

Key Performance Index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글로벌 역량 진단 제공기업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성약건수

(단위 : 등급)

(단위 : 개사)

(단위 : 건)

S

S

9,124

S
6,44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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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4

5,523

2015

181
105

2016

2014

137

2015

2016

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고객과 현장 중심의 업무자세

고객 관점의 지원 체계 개선
3년 연속
최고 평가등급
(S) 유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사업과 서비스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S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의 니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KOTRA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문화를 내재화하고 고객의 편의 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맺어 다양한 소통채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문화 정착
KOTRA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고객, 사업 담당부서,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50여 개의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재검토 및 유사과제
통폐합 과정을 거쳐서 ‘연결’, ‘진심’,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비스 혁신과제 32개를 선정, 이행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들에게 직접 손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함으로써,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성경영을 기반으로 고객을 향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객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KOTRA는
국내활동의 일환으로 대표사업 참가 기업들을 방문하였고, 해외에서는 무역관 직원이 지원기업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기업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손 편지

또한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진출 상담서비스를 대폭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제로스톱’
애로해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업이 어려움을 갖고 찾아오기 전에 현장을 먼저 찾아가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선제적 외투기업 고충처리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충 접수부터 처리 과정까지 One-Stop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충처리단 전문위원인 홈닥터를 외투기업에 배정하여 주치의처럼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개별 기업 방문

(단위 : 개사)

10,305

지역 설명회 및 간담회
(71회)
4,178

2015

전문가를 아웃소싱하여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과정에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간담회 등을 확대
실시하여 이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 처리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5,078

2015

경영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외투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분야별

2016

(단위 : 개사)

(96회)
5,764

2016

소규모·분야별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확대
소규모의 동종업계 간담회를
통한 구체적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 발굴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 간담회,
규제정보포탈 이용확산 간담회,
자동차 및 기계분야 외투간담회,
해양수산분야 간담회

해외모기업 방문 상담

고충처리 홈닥터 운영

투자관련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우리나라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해
증액투자 유도

홈닥터 고충처리 프로세스

11개사 호주, 중동,
유럽 모기업 방문

고충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학계 전문가
위촉

고충접수

현장
방문, 조사

관계부처
협의

애로사항 해소 등 일련의 서비스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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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현장 중심의 업무자세

고객 지원 및 상담 시스템 고도화
정제된 형태의 수출 지원 정보
획득 및 제공

KOTRA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험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SMART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맞춤형 정보 제공
- 기업 고객에 대한 역량 정보 제공
- 기업 고객의 수출 제품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 기업 고객에게 적합한 사업 정보 제공

사전 역량분석 프로그램인 GCL(Global Competence Level) TEST*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른 담당분야별 상담위원을 지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스마트 상담 정보

제공하였습니다.

- 빠르게 Q&A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 및
정보 제공
- 효과적인 상담 진행을 위한 기존 VOC
정보 제공

글로벌 역량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내부 : KOTRA 가입 기업 정보, GCL 정보,
사업 정보, 호부진 정보(기존 책자),
VOC 정보
외부 : UN Comtrade(ITC) 정보, 관세청
정보, KISLINE 기업 정보

기업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는 GCL TEST를 실시한 후 진단 결과와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망시장 및 맞춤형 사업에 대한 정보와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종합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GCL TEST에 참가한 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65.2% 늘어났습니다.
GCL* 통합 분석 플랫폼
GCL 시행

진단결과 안내

적격사업 참가

이력/성과 관리

수출 / 내수기업 GCL

해외진출 진단 가이드
① 기업역량 분석
② 유망시장 추천
③ 적격사업 안내

KOTRA 사업
(82개)

CRM 이력 / 성과 관리

(단위 : 개사)

2016
2015

9,124
5,523

사전 컨설팅 (유선, 방문)

데이터 분석
유관기관 사업
(814개)

KOTRA 사업활용

* GCL(Global Competence Level Test) :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분석, 평가하여 유망시장과 맞춤형 사업을 추천

수출애로상담으로 내부 고객
만족도 상승 (단위 : 점)
89.9

‘Smart 상담 시스템’ 도입
KOTRA 상담 전문위원들은 내부망을 이용한 VOC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외부망의 ‘빠른 FAQ’ 서비스’ 등을 통해 문의내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상담 결과 및
사업 참여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예측상담을 실시하여 고객 문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86.7

서비스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채팅 형식으로 제공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5

2016

수출피해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수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불량 바이어 진입을 차단하였으며, 무역 사기
사건 발생을 대비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2, 3차 피해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심사례 접수

(1차) 자체 조사

(2차) 외부 공조

기업 안내

무역투자상담센터
(상담위원 접수)

무역관-상담위원 연계를
통한 바이어 조사

공관, 현지국 정부와
공조하여 추가 조치

조사결과 기업안내
언론 홍보로 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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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고객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KOTRA는 경제 저성장, 브렉시트 쇼크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서비스의 이용률이 제고되어 고객수가
증가했으며 수출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분야

’16년도 수혜고객수

내역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졸업기업, BI 입주기업 할인율 확대

50 개사

6개 권역 대상 2년제 지사화 서비스(지사화 2.0) 신규 도입

817 개사

거래선 관리 서비스 대상고객 확대

33 개사

사업파트너 연결 지원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할인 확대

76 개사

서비스 자문단

서비스 자문단 대상 서비스 수수료 할인 확대

121 개사

월드챔프

브렉시트 대응 매칭펀드 지원비율 상향 조정

18 개사

지사화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객의 소리 청취
KOTRA는 해피콜 및 고객의 소리, 고객제안 공모전, 서비스 자문단 회의를 통해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심의위원회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현업부서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
(VOC)

해피콜
구체적인 문항을
신설한 해피콜 2.0
모델에 도입

홈페이지 통한 칭찬·
만족사례 공유 및 불만
고객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
자문단

고객제안
공모전
KOTRA 사업 및 서비스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신규 사업 아이디어
등을 공유

자문위원들의 서비스
제안 및 수출 애로사항
등을 KOTRA 임원들과
대화

수수료
심의위원회
서비스 수혜고객이
직접 참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

이해관계자 Comments

고객접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KOTRA는 사업부서가 고객관련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홈페이지 보유로 인한 고객의 정보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포털 개념을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글로벌 통상뉴스, 일일 뉴스레터 등 기업
들에게 다양한 해외 동향을 소개하여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이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KOTRA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포시에스 박미경 대표

개편된 KOTRA 앱 화면

홈페이지 개편

여러 콘텐츠를 나열

핵심콘텐츠 부각

단순아이콘으로 구성

핵심정보를 한 화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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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현장 중심의 업무자세

고객 안전을 위한 비상체계 확립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전염병 및 테러 등의 위기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을 비롯하여 유럽 및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KOTRA는 과거의 위험사례와 최근 빈번하게 사건이
발생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안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위기관리체계 재정비
KOTRA는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운영 체계, 하드웨어 등 다방면에 걸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내·외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지침 및 유형별 매뉴얼을

목
적

안전·재난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

전
략
방
향

국내

사옥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선정하여 단계별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안전·재난관리를 통해 직원과 고객들의

해외

주재지역 진출기업 및
근로자 신변안전 확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였으며, 국내·외 직원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인, 출장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5대 위기요인*을

국내
운
영
지
침

해외

(총괄) 위기관리 업무지침
(재난·안전 관리용) 재난 등
위기발생 대비 행동매뉴얼
해외무역관 재난위기 관리요
령, 고객/무역관직원 및 동반
가족 해외신변안전 행동요령

* 소요사태, 피랍, 인명피해, 지진, 화재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경로 다양화
다변화하는 각종 재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기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재난위기 대응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해외무역관 등과 연계된 수집경로를
확보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해외 현장 실정이 최대한 반영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본부 및 해외무역관을 대상으로 제안사항을 모집하였습니다.
해외
제안 조사

10개 지역본부
제안 접수

제안
심사위원회
노력도, 실효성 등 기준
심사, 1차 선정 (12개)

제도 적용
및 피드백

채택제안
선정
서남아, 중국, CIS 지역
본부 제안 3건 최종 채택

• 채택된 제안사항 즉시 시행
• 평가 인센티브 부여

재난위기 상황 전파 역량 강화
국내·외 발생 가능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
전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해외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신변안전 365 Hot-Line’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전파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외조직망과 본사 간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사건발생 시 대응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본부별 Hot-Lin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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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험정보 보고 화면

위험정보 전파 확인

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
KOTRA는 내부교육, 비상대응 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난 상황에 초점을 맞춘 재난예방 교육, 재난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교육을 정례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지역에서는 신변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위기 유형별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본부와의 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장교육을 확대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 시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대응 노력을 전사 차원에서 연계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산티아고 대피 모의훈련

재난 및 위기대응 훈련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재난위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같은 유관기관과는 Hot-Line을 통해 신변안전에 대한 속보를
공유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튀니지 국제투자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첩보를 접수하여 무역관 직원의 참가를 재고하는 등 신변안전 위협 정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KOTRA 사업에 참가하는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사건사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전파하는 등 협업을 통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KOTRA

해외조직망 운영 시스템,
지침/규정 등 정보 공유, 모바일
핫라인 운영 체계 노하우 공유

KOICA

해외지역 사건사고 사례 조사,
해외조직망 운영 기본 지침, 규정 정보 공유

위기대응
협력체계

국정원

해외 위험정보 수시 전파,
사건사고 사례집 발간 및 전파 등

Best Practice
해외진출기업의 이슬람 문화 이해 가이드 발간 협조

KOTRA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여 최근 5년 간 주재지역 내에서 현지 주민과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발생한
우리 국민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관련 정부부처가 「테러예방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이슬람
문화 이해 가이드」를 발간하는 데 활용되었고, KOTRA는 이 책자를 해외무역관 및 해외진출기업에게 배포하는 데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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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업 중심의 사업 운영

동반성장 추진체계 강화
KOTRA는 내수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전사전략과 연계하여
동반성장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기업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협력사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공사 고유의 5(분야)+5(모델) 동반성장 모델과 연계하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핵심가치

도전

글로벌

고객

공헌

동반성장
추진전략

한류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활성화

내수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공정거래 및
협력사 상생구매

해외동반진출 (5 모델)
•대기업 거래선 활용
•대기업 해외법인 활용
•프로젝트 공동 진출

동반성장
추진체계

협력사 동반성장 (5 분야)

•현지 거래선 공동발굴
•공기업 지원사업 활용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

•조사

KOTRA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 : 부사장)
협업기관

해외동반진출지원센터

동반성장협력센터

•공기업

(센터장) 기업역량강화실장
(총괄) 중견기업지원팀
(기능)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센터장) 운영지원실장
(총괄) 총무팀
(기능) 협력사 동반성장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분야별 협력부서

30개 해외무역관

본사 7개 팀

•정부
•동반위

•중소기업
•외투기업

협력사

•장치 / 운송
•통역
•여행
•시스템
•인쇄

동반성장 문화 내재화
KOTRA는 조직 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설정 및 사업개발,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동반성장의 내부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 소속 임원과 국내·외 조직망 고과평가에 동반성장 목표 및 평가의 비중을 높여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전사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32건의 성과공유
목표를 도입하고, 우수 추진 부서에 기관장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전사적인 동반성장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류융복합을 통한 동반성장
KOTRA는 한국 대중문화가 누리고 있는 세계적인 인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상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한류공연과 수출상담회를 연계하여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참가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2016 년에는 총 3 회의 행사에 국내 70 개 중소기업과 120 개 바이어사가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차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한류스타를 활용한 고가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류스타 화보집에 PPL을 노출하고, 실제 제품과 화보를 같이 전시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바이어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등 각종 홍보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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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KCON JAPAN

내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현황
(단위 : 개사, 건, 백만 $)

●참가 중소기업(개사)
●성약 건수(건)
●성약 금액(백만 $)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KCON LA

내수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
KOTRA는 고유의 동반진출 5대 모델을 설정하고 B2B 산업에서 전체 매출 중 수출비중 10% 미만의
내수기업을 선정하여 대기업, 공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38건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578개 내수기업이 참가해 807백만 달러 상당 5,374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고 이 중
181건의 신규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분야
대기업 거래선 활용형

구분

주요 협업기관

대표사업

전력기자재

남동발전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일본, 미국, 폴란드 바이어 등)

GS홈쇼핑

태국, 말레이시아 소개 GS홈쇼핑 유통망 통한 바이어 발굴

472

578

대기업 해외법인 활용형

유통

137

181

프로젝트 공동진출형

ICT

73

96

현지 거래선 공동발굴형

자동차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 현지 거래선 공동발굴 사업(첸나이)

2015

2016

공기업 지원사업 활용형

금속기계

KB국민은행

국민은행 추천기업 대상 지사화(KOTRA 해외마케팅) 지원

한국IT산업협회 태양광 IoT 솔루션 프로젝트 수주사업(호치민)

협력사와 의사소통 및 제도 개선
KOTRA형 동반성장모델은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객사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 분야(장치/운송, 통역, 여행, 시스템, 인쇄) 협력사들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니즈를 반영해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및 협력사 상생구매
2016 동반성장 Partnership 선포식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입찰 공고 전체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공고가 2015년 3건에서 2016년 67건으로
증가해 구매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종이, 토너 등 소모품 구매 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취약계층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구매요청서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상생파트너론 협약을 맺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사
및 기타 거래 대상 소기업들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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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공헌
지속가능한 조직 및 사회 구현

Business Relevance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이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이며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는 임직원의 가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투자
및 사회공헌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이러한 책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원천으로 하는 KOTRA 사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Our Approach
KOTRA는 글로벌 현장 중심의 상향식 소통 및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내부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신흥국·개도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Our Risk
• 해외파견, 다양한 직군 운영 등 기관 특성으로 인한 내부 소통의 물리적 한계
• 공공기관 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수행 요구 증가

Our Opportunity
• 일자리 창출 및 형평적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 공헌활동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Key Performance Index
GWP 만족도 지수 (단위 : 점)
70.0

75.0

70.0

KSP 사업 건수 (단위 : 건)

해외일자리 발굴 (단위 : 건)

2,079

2,281

2,671

9
6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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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

창의적인 조직문화
직원의 40%가 86개국 126개 해외무역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KOTRA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소통문화 정착
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OTRA는 현장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소통채널들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친밀감
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소통채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상향식 의견수렴 및 반영채널로서 조직문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초급직원부터 중간관리자까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함은 물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 경영’을 구현하고 조직내 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청회·토론회,
게시판, 사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직원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의 신규
소통프로그램을 확대해 직원 간 친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보 제작을 위한 CEO 인터뷰

신규 소통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해외지역본부 고충처리 실적
(단위 : 건, %)

●해결 건수(건)
●해결률(%)

주요 내용

참가 연인원

신입사원
립덥(Lip Dub)* 영상

신입사원 교육기간 중 사업 및 핵심가치를 주제로 한 립덥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 국내외 전 직원에게 공유

2회, 신입사원 76명

창립기념일
복면가요제

창립기념일 특별행사로 복면가요제 행사 개최 및 시상, 영상 및 후기 해외
공유

본선 진출 11명,
현장 관객 400여 명

증강현실게임 연계
기부행사

직원 휴대전화에 ‘미션 희망트리’ 게임 App 설치 후, 사내에 숨어있는
선물상자를 찾으면 불우이웃에게 기부금 전달

본사 근무자 중
178명

해외무역관
신변안전 Hot Line

본사(조직망지원팀)-해외무역관 SNS 핫라인 구축 및 현지 신변안전 동향
24시간 공유, 인근무역관 전파

해외무역관 파견
직원 전원 361명

동영상 메시지

해외근무 직원 창립기념일 축하, 표창수상자 수상소감, 송년인사 등 상영
신입사원 립덥영상, 복면가요제, 월례모임 영상 등 해외에 링크 공유

126개 무역관 대상
10여 회

*립덥(Lip Dub) : 음악에 맞춰 립싱크를 하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물

219

336

글로벌 현장 중심 소통채널

83

92

2015

2016

KOTRA는 해외 근무직원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일체감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외무역관장회의를 개최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지역본부장 주도의 관할무역관
고충처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본부 내 관할무역관 실무자 워크숍(10회), 현지직원
워크숍(10회)을 실시하는 등 무역관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영상, SNS,
화상회의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이용해 본사와의 소통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사 소통채널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를 분기별로, 노사실무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안별 노사합동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약 체결식

TF를 수시로 운영하고 매일 노사실무회동을 실시하는 등 노사대표 간의 직접 대화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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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

글로벌 인재 육성
KOTRA는 공사 전략목표 및 임직원들의 니즈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를 교육훈련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HRD 목표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

HRD 전략

신성장동력
인재 육성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실행과제

• 계층별 직무교육 확대
• 직무전문성 제고 교육
확대

• 간부/ 여성/ 차세대
리더십 과정 운영

고객 맞춤형
현장역량 배양

• 관장 역량평가 개선
및 교육 강화
• 해외 현지직원 직무
교육 강화

지속적인
HRD 니즈 발굴

• 피드백 확대로 교육
효율성 제고
• 교육담당부서의
권한부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직무전문성 강화
KOTRA는 계층별로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직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니즈에
기반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니즈는 내부적으로 사내 업무와 연계된 직무 교육 조사, 정기
노사협의회, 사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외부 니즈는 2016년 임직원들의 고객 요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고객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립된 최종 교육 훈련
계획은 교육연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내부검증을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교육
KOTRA는 여성 직원의 리더십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중을 확대하고자 여성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에 근무 중인 여성 간부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는
외부강사가 초청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개발 등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도출해보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외 현지 직원 직무교육 강화
여성리더십 워크숍

KOTRA는 “문제의 답은 해외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외 현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해외 현지 직원의 석사 학위 과정 지원, 신입과 중간관리자 간의 멘토링
교육, 직무 교육비(1인당 500 달러) 지원을 새로이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어학과정, 핵심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지역본부 워크숍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KOTRA 인재 육성 Input
1인당 평균 교육예산
■ 사외
■ 사내

교육만족도

(단위 : 백만 원)

(단위 : 점)

2.39
1.97

0.7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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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인재 육성 Output

1.76
0.95

1.14

2015

2016

4.49

2014

4.51

2015

4.53

2016

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Special

KOTRA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여 ‘일家양득’ 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초과 근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사적 일감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인당 업무량 목표, 제안·지식·TF 등 직원 개인 목표, 의무교육 이수
목표와 같은 업적 평가 목표 및 비중을 축소하여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개인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최소 신청 주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연근무제 이용자가
2015년 83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38.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반반차 제도, 연차

금연 프로그램

이월제를 도입하고 부서장 평가 시 직원 휴가 사용률을 확대하여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로써 2016년 휴가 사용률은 79.3%로 전년대비 3.9%p 증가하였습니다.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구축
KOTRA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amily Day(수요일)
정시 퇴근, 직원 가족 초청행사 등을 통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충해주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워킹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들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여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노사합동 Hi-Five Day

국내 근무직원의 영유아 자녀(만 0~5세) 외부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는 등 여성근로자 보호와 직장 보육의무 이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KOTRA의 활동 성과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16년에는 GPTW(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직장’ 대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함은 물론,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정친화기업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家양득 우수기업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Comments

KOTRA GWP 프로그램
-

테마

지향점

GWP 일하기 좋은 직장 대상 수상

주요 프로그램

Trust

조직원 간
신뢰 형성

Talk Concert형 월례모임(직원공연, 소감공유 등), 월간소식지
확대개편 및 직원참여 강화(기고/인터뷰 등), 음악방송 운영, 테마형
노사합동 Hi-Five day 시행, Team Spirit Day 및 Team Day(도시락)
시행 등

Pride

조직원의
자부심 함양

동료 장점 알리기 선정 및 시상,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개최, 가족초청
산행, 낚시, 출산 축하선물, 신입사원 입사 환영선물 및 사장님 명의
축하카드 발송 등 직원가족 만족도 제고

Fun

자기계발 및
신명나는 일터

뮤직스쿨, 컬쳐강좌, 전자도서관 운영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Family day 운영, 근로자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등
일가양득 분위기 조성

Health

전직원
건강증진

대사증후군 극복 프로젝트, 금연 프로그램 등 운영, 사내 테니스장
오픈, 스탠딩데스크 보급 확대, Hi-Five day 테마 지정운영 등

KOTRA 직원들은 전체 근속기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家양득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많은 직원들이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KOTRA 고객지원팀 김현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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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국민에게 신뢰받는 KOTRA 구현

윤리경영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OTRA는 윤리 무결점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종합청렴도 역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외부적으로도 윤리경영의 성과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윤리 무결점 문화 내재화
KOTRA는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들이 해외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각기 다른 윤리경영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국내·외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니즈와 ISO 26000 등 글로벌 윤리교육 표준에 기초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해 임직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윤리경영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별 업무 영역에 따라
윤리과제를 부여하고 이행결과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KOTRA 월드챔프 사업에
참가한 기업 169개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하여, 윤리경영 의지를
ISO 26000 국제표준 교육

고객에게도 전파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응
2016년 KOTRA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직 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7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무역관 방문기업에게 청탁금지법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하여 법
준수를 독려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클린신고센터 운영
KOTRA는 부패 및 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의 신변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견제 시스템 고도화
KOTRA는 내부견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 외부 자문, 유관기관 공조 등 내·외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제반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또는
상시 통제·감독하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및 감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민간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선발하여 Clean

KOTRA 위원회 등의 협의체에서 의견 및 권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고, 외부인 감사자문단을 선발해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KOICA,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과 반부패 자율협력을 위한 기관연대 모임을 조직하고 워크숍 및 교차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며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48 |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KOTRA 직접 고용 창출
KOTRA는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고 있으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KOTRA형 일자리 창출 모델
글로벌 채용 수요에 기반한 해외 일자리 창출
구분

K-Move
센터
(2016년
14개소)

내용
도쿄, 실리콘밸리, 자카르타,
호치민, 두바이, 베이징,
싱가포르, 시드니,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상파울루,
뉴욕, 오사카, 홍콩

해외취업거점 LA, 함부르크, 상하이, 쿠알라
룸푸르, 멜버른, 도하, 모스크바
(7개소)
글로벌 취업
상담회

상·하반기 개최 (서울, 부산)
1:1면접 5,299건, 104명 채용

해외취업만물상,
KOTRA와
세계 일자리
Job기 설명회

전국 32개 대학 방문,
3,263명 참석
해외취업희망자 DB (3,896명)
구축 완료

KOTRA의 대표 해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글로벌 취업 상담회’는 해외 유력 구인 기업을 초청하여 사전에
선발된 국내 구직 청년들과 1:1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알선하고,
국내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참가 기업을 확대하고
대학 방문 설명회, SNS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1:1 면접이 5,299건 진행되었으며, 104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업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구직자와 대학생들이 동등한
해외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해외취업 만물상, KOTRA와 세계일자리 Job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32개 대학을 돌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KOTRA 및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해외취업 담당관을 통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멘토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K-Move 센터 및 해외 취업 거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뉴욕, 오사카, 홍콩에 K-Move 센터를
신설하여 유망지역 취업환경에 맞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해외취업
실적은 전년도 411명에서 511명으로 24% 확대되었으며, 평균 연봉 또한 3,053만원에서 3,230만원으로
상승하여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공사 기능을 활용한 전략적 국내 일자리 창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참가 기업과 구직자 간에 1:1 상담 자리를 마련, 총 87 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베 청년 채용상담회’를 개최해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들에게
인재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인 5명, 베트남인 1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고용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지방소재 외투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북대, 영남대,
충북대, 부산대, 순천향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5회 진행된 설명회에 34개 외투기업, 1,707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27개 해외 유명 외투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14,616명의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256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SE. 한-캐나다 조선해양 전문인력 교류사업
세계 1위의 국내 조선업계에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습니다. KOTRA는 국내 유휴인력의 해외취업 일자리 발굴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수선박 건조에 특화된 지역인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TFT를 구성하고 현지에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조선업계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최대 조선업체인 I사가
방한하여 131명의 구직자를 상대로 1, 2차 면접을 진행했고, 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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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개요
한국의 경제발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아왔고, 특히 경제부흥을 희망하는 신흥국·개도국이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대상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공사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부의 KSP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무역·투자 KSP
기존 KSP 사업은 대상국에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학술 연구, 정책 자문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상국은 보고서를 제공받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협력, 사업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무역·투자 KSP는 신흥국·개도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무역·투자 역량강화 연수,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발굴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사업으로, 국내 기업이 대상국과 경제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역량 기반의 협력확대
KOTRA는 산업·무역·투자 분야의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가진 역량과 신흥국·개도국이
필요한 역량을 결합시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쿠바, 이란, 케냐, 미얀마, 러시아,

Link to SDGs

에콰도르 등 전략적 협력국가에 집중함으로써 정부와 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MOU를 체결하여 경제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KSP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KSP 사업현황
구분
자문과제(건)
예산(억)

2015

그간의 KSP 사업은 산업연구원 (KIET) 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체계였지만, 2016 년부터 KOTRA 가

2016
6

9

6.8

36

산업·무역·투자 KSP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OTRA는 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개발컨설팅 분야의 민간참여를 확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KSP 사업을 통한 사회 기여
KOTRA 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K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흥국·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다시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선을 실현하고 공헌적 성격을 충분히 살려 다양한
신흥국·개도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MYANTRA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KOTRA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수출촉진 경험을 바탕으로 MYANTRA(미얀마 무역진흥기구)의 전략수립 및 기구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KOICA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무진대상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KOTRA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한국의 경험을 반영하여 농식품가공, 수산, 섬유봉제, 보석 등 6개 산업의 수출육성정책을 수립하고 180명으로
구성된 무역진흥기구(TPO) 조직을 설계하는 내용의 정책자문 보고서(마스터플랜)을 미얀마에 전달하는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년 간 추진된 KSP
사업은 MYANTRA의 설립에 기여했을뿐 아니라, 미얀마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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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KSP 주요성과
신흥국·개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KSP 사업은 대상국 별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KOTRA는 공사가 가진 무역·투자 역량을
대상국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KOTRA는 캄차카 반도,

칠레 길게 늘어선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칠레는 부족한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극복하기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은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고

사할린 섬, 연해주 등을 중심으로 K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차카에는 수산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도모하였으며,
사할린은 수산양식업 개발방안을 수립하였고,
연해주에는 선도개발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위한 방안에 관심이 높은 국가입니다. KOTRA는
공 공의 료 및 원격의 료 의 역량 강 화 방 안 을
주제로 K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약점을 원격의료의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KOTRA는 이란 투자청과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KSP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번 KSP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민간투자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협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SP 사업

쿠바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쿠바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OTRA 는 KSP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산업의 쿠바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은
쿠바 대외무역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케냐

동아프리카 지역의 교두보적 역할을 할
케냐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KSP 사업을
시 작 으 로 협력 관계 를 이어가고 있 습 니다.
KOTRA는 케냐 투자청과 양국 투자 협력 및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꾀하는 미얀마는
무역진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TRA는
미얀마 무역진흥기구인 Myantra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선점적 지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후속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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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CSR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최근에는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OTRA는 공사 고유의 업무특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CSR 활동으로 현지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과 함께 CSR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현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CSR 활동
KOTRA는 업무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진출기업들에게는 CSR 활동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전파하고자, CSR 포럼과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무역인 활동 지원
Link to SDGs

KOTRA는 다문화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자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과 양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무역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2016년에는

7,8기에 해당하는 1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와 연계한 상담회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해결을 도운 결과 1기 이후 111명이 취업하고 10명이 창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CSR 포상·포럼
해외 진출기업의 우수 CSR 활동을 격려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현지정부와 공동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CSR 포럼을 개최하여 진출기업이 현지국가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지역 사회공헌활동
Link to SDGs

KOTRA의 전 직원은 본사와 해외무역관이 소재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글로벌 무역강좌, 청소년 수출학교 등 KOTRA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활동에서부터 불우한 청소년의 학습을 지도하는 Left Hands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더해져 2016년도에는 2015년 174건 대비 8% 증가한 188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노사합동 나눔급식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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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한 사랑가득 김장나눔

어린이도서관 벽화그리기

크리스마스 모금 행사

도전 (Challenge)

글로벌 (Global)

고객 (Customer)

공헌 (Contribution)

해외 비즈니스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CSR 활동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목적 외에도 CSR 활동은 무역 대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KOTRA는 해외 무역관을 중심으로 소재국 상황에 맞춘 CSR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제공 CSR
Link to SDGs

KOTRA는 국내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국에 기부함으로써, 새로운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물기부가 아닌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학교
해외 대상국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는 현지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 수주와 같은 현지진출의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CSR 활동으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41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유휴장비 이전사업
이해관계자 Comments

국내 유휴장비를 해외에 이전하고, 관련 운영경험까지 공유하는 방식의 CSR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상국은
무상이전을 통해 기술발전을 꾀하고, 유휴장비를 제공한 국내기업은 이전을 발판으로 대상국에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류스타 CSR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류문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한류스타를

KOTRA 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 지역 어르신들의 기쁨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서초구어르신행복e음센터
하백선 센터장

홍보벽화 캠페인

활용한 CSR 활동을 기획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기증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추자현, 레드벨벳 등과 함께 179백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을 기증하여 제품홍보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CSR 사업을 통한 사회 기여
CSR 활동은 어려운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KOTRA는 사회적 강점을 가진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기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CSR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SDGs 등과 같은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CSR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출학교

적십자 바자회 참가

조혈모세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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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글로벌 지역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에 기반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되며, 2017년에도 126개의 무역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 이 중 74개의 무역관에서 설문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진단한 설문 결과의 평균값은
4.15점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항목이 4.69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으며, 공정운영관행, 조직거버넌스, 소비자이슈, 인권
등의 순으로 결과값이 도출되었습니다.

유럽지역본부
유럽 전역에는 난민수용시설이 있으며,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관에서도 소재국
난민수용시설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기부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빈 등

중동지역본부
중동 지역은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지만 산유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건설, 철도, 의료, 에너지 등
현지인들이 관심을 갖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학교 및 기술포럼을 개최하여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두바이, 리야드, 암만, 카이로 등

아프리카지역본부

서남아지역본부

중국지역본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교육 인프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현지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기부
하거나 직접 학용품, 기자재 등을 전달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남아 북부지역은 산악지대로 사회간접자본
(SOC)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태양광 모듈 또는 LED 조명 등을 기부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 집중 기부함으로써
많은 현지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지역별
무역관에서는 박람회와 연계한 한류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이 기부한
제품을 한류스타와 함께 중국 현지 박람회에서
소개함으로써, 참여기업은 홍보 효과를 얻고
행사수익은 어려운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라고스, 카르툼, 다레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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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카라치 등

선양, 다롄, 우한, 정저우 등

도전 (Challenge)

KOTRA 해외무역관 사회적책임 이행 수준 진단 (ISO 26000)

글로벌 (Global)

(단위 : 점)

■2017년

일시 : 2017년 2월 13일~24일
응답 : 전체 126개 무역관 중 74개 무역관 (응답률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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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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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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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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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공정운영관행

4.31

공헌 (Contribution)

■2015년

4.53

.
4.17 4 23

4.17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 및 발전

CIS지역본부
CIS 지역은 지리적으로 넓은 국토와 추운 기후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지역의료시설에 의료기기, 의약품,
휠체어 등을 기부함으로써 현지인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임플란트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 민스크, 바쿠 등

북미지역본부
북미 지역의 CSR 활동은 창업캠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직무역량을 높이는 교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민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현지 교민들과 함께 하는 CSR 활동을 기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여 만족스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시카고, 토론토 등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일본지역본부

중남미지역본부

무역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진이 잦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본 지역의
무역관에서는 지진피해 지자체를 지원하거나
지진대비 훈련과 같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문화,
한식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을 활용한 행사 및
CSR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에서는 한국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CS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글학교를 지원하여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으며, 경제
세미나 등을 열어 한국과 무역을 희망하는 현지인
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관심
기술에 따라 국토정보, 용접, 애니메이션, 물류,
IC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 등의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비엔티안, 수라바야 등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리우데자네이루, 산토도밍고, 키토, 아순시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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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을 확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59p

인권경영 내재화 노력

60p

인권경영 확산

61p

Human Right 인권경영

Business Relevance
2011년 UN 기업과 인권이행에 관한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이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이라는 의제(Agenda)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UN 인권이행에
관한 보고 프레임워크(UN Human Rights Reporting Framework)가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OTRA 역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KOTRA는 인권경영을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까지 반영한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의 범위에 법률적 위반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공헌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KOTRA는 인권경영을 통해 윤리무결점 조직 체계를
완성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선도적인 인권경영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Our Risk
• 무역관 주재국 법규 위반

• 비윤리적 행위

• 부패 적발사례

Our Opportunity
• 자체평가를 통한 리스크 점검

• 무역관을 통한 인권경영 확산

• 해외진출 기업의 인식 변화

Key Performance Index
청렴도조사 결과 (단위 : 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단위 : 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우수

2014

우수

2015

우수

2016

3

2

1

2014

2015

2016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인권경영 개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OTRA 조직의 특성상 인권이 취약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에서 근무하는 KOTRA 직원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권경영을 내재화하며,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TRA는 인권경영을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UN Global Compact에 ‘Advanced’ 수준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인권경영 발자취
KOTRA는 2015년 12월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기존의 윤리경영 체계에
인권경영을 통합 운영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권경영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evel

03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인권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들의 인권 증진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KOTRA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 대상으로 직원은 물론
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목표 수립
KOTRA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규범, 조직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해외로, 내부에서 외부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인권경영 대외활동 강화
Level

02
Level

01

이해관계자 권익 증진

기본적으로는 UN이 제시한 인권 관련 원칙을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
학계, NGO 등이 참여하는 대외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기업과 인권 (NAP) ’의 실무그룹에 KOTRA 경영진이 참여함으로써 선도적인 인권경영

윤리무결점 조직 구현

이행기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전략목표
조직 및
체계

제도 및
프로세스

진단 및 평가

KPI

인권존중 문화 내재화로 조직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인권경영 내재화

인권경영 확산

•인권경영 규범 정비
•인권·윤리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윤리경영사무국 운영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인권경영 전담관

•고충 전담창구 운영
(노사합동 고충처리센터)

•해외 현지직원 고용 시 차별금지
•인권경영 우수직원 표창

•인권경영 우수사례 및
해외 가이드라인 전파
•월드챔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약식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인권
(NAP) 실무그룹 참가
•UN 기업과 인권 이행현황 진단
컨설팅

•인권경영 과제수행 및 이행평가
•인권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CSR·사회공헌활동 노력도 평가

•UNGC 해외무역관 적용

외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韓 KOTRA 전담반

내부청렴도, 자체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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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내재화 노력

인권경영 제도 및 프로세스 강화
인권경영이 기업 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OTRA는 2015년 12월 인권경영을 선포한 이후,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경영접근, 리스크 확인 등 5개 관점에서 진단을 수행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인권경영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조직망 자체 인권영향평가
KOTRA 는 인권헌장 내 10 개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해외조직망에 배포하고, 각 조직망 직원들이 참여하여 인권헌장 원칙별 추진현황 및 성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KOTRA의 조직 및 사업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인권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권경영 전담관 제도 운영
국내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KOTRA 의 근무환경 상 인권경영이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해외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내 62 명, 해외 10 명을 인권경영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인권경영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인권경영 전담관의 경우에는 현지 지역사회

62

명

10

공헌을 위한 10개 권역별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시차로 인해 고충상담 및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명

수 있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권경영 교육 및 포상 확대
조직원들이 인권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에게 인권경영의 취지와 국제 동향은 물론, 실제
업무환경에서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KOTRA는
교육과 포상제도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UNGP에 기초한 교육 및 캠페인 확대
KOTRA 는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자, 인권경영 전담관은 물론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기초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전파하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근거한 인권교육

KOTRA Global Friend 시상
인권헌장 준수를 독려하고,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권경영 전담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경영 우수자를 선정하여 ‘Global Friend’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현지 지역사회에서
지진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는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직원을 포함하여 해외 근무직원 3명을 포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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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확산

UNGC 10대 원칙 적용 방법
• 원칙에 반하는 현지 관행 조사

- 무역관 주재국 관행 조사 및 검토
• 원칙 적용 방안 도출
• 지역본부별 인권 위험요소 발굴

인권경영 해외 확산
KOTRA 는 세계 86 개 국가에 위치한 126 개 무역관을 통해 인권경영을 해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현지직원 채용과 관련된 조치 및 무역관 내 인권경영의 인식 변화를 목표로 인권경영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차별 이슈
•친환경사업 수주 기회
• 시 등 관행 대응 필요

고용 시 차별금지 조치
무역관이 위치한 86개 주재국은 인권 관련 법률이 서로 상이하고, 각국의 인권의식에도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인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럽
•그리스 노동관행 이슈
•동유럽 환경인식 부족
•공공조달 대응 필요

차별적 요소를 예방하고자 KOTRA는 채용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을 반드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표준 평가표 및 질문지를 사용하여 업무역량 외 차별적 조건이 언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북미
•인종 차별 이슈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심
•비윤리행위 강력한 처벌
중동
•외국인, 여성 차별 이슈
•환경법규 미흡
•특정국 뇌물수수 관행

해외무역관 UNGC 적용
126개 무역관에서는 UNGC 10대 원칙을 현지에 적용해 원칙에 반하는 현지 관행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지 관행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관과 현지 진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인권 침해 이슈
•아동노동, 차별 존재
•환경 관심도 미흡
•부패사례 만연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경영 독려
공사가 보유한 인권경영 추진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과 KOTRA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패 관련 법규 변화
•환경규제 강화
•일부 분식회계 이슈

해외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약식
KOTRA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고객 169개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동남아
•인권 침해 이슈
•일부 강제노동 사례
•환경인식 부족

고객에게 해외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윤리 리스크를 소개하고, 기업경영에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전파하였습니다.

서남아
•신분 및 종교 차별 이슈
•강제/아동노동 빈번
•환경인식 부족

인권경영을 위한 미래계획
KOTRA의 인권경영은 미래세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향후에도

CIS
•특정국 인권의식 부족
•특정국 환경인식 부족
•부패사례 만연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인권경영 추진을 통해 투명한 KOTRA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계별 체계 강화

중남미
•특정국 인권의식 부족
•특정국 환경인식 부족
•부패사례 만연

KOTRA는 공사가 가진 본질적인 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인권 보호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권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외부변화에 맞춰 단계별 체계를
강화하여 인권경영의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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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경영전략 체계
KOTRA는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핵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수출회복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재편하여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KOTRA는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행복과 인류사회 반영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4대
전략목표와 16개 전략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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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행복과 인류사회 번영에 기여

핵심가치
전략목표

경영방침

전략과제

도전

글로벌

고객

공헌

무역, 투자
사업 고도화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고객가치와
상생협력 최우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1.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
2.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국내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4.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외투
기업 유치

5.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6.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7. 새로운 무역방식에 선제적 대응
8. FTA 등 통상협력과 정상외교의
전략적 활용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성과 창출

•고객 수요와 현장을 중시하는
진취적인 업무자세

•기본과 원칙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구현

•소통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수행

9.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
10. 현장중심의 사업 운영 강화
11. 소통중심의 부서 간 협력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협업 강화

13.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구조와
프로세스 혁신
14.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15.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강화
16. 선진 경영 시스템 정착으로
공공기관 혁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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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KOTRA 의 이사회는 2016 년 12 월말 기준 상임이사 6 명과 경영, 법률,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정성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며 Invest

KOREA 대표가 이사회의 참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KOTRA의 사장으로 임명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 상의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4항 및 공사 이사회 규정 3조). 또한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및 공사 정관 17조에 따라 임직원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 겸직을
제한하며, 공사 정관 27조 2항에 따라 의결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성명

직위

김재홍

사장, 이사회 의장

이태식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선석기

중소기업지원본부장

김두영

전략마케팅본부장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정광영

중국지역본부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공사담당 주무국장

강영필

㈔제주언론인클럽이사

이광근

㈜포지코마케팅 회장

박찬규

㈜에스제이 회장

강상백

전 ㈜아주캐피탈 감사

김종래
이영

선임절차
대통령 임명

기관장 임명

당연직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임명

충남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테르텐 대표이사

감사

김진억

감사

Invest KOREA 대표

김용국

Invest KOREA 대표

대통령 임명

이사회 운영
KOTRA는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 공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논의합니다. 또한 공사 이사회 규정 12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Clean KOTRA 위원회, 서비스수수료 심의위원회, 재무운영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사의 주요사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경영상 중요한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KOTRA는 공정하게 임원 및 이사를 선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설립목적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모집, 심사기준 결정 및 심사, 임원후보 추천자 결정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와 이사회로부터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인원들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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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성과 및 보상
이사회는 정관 23조(의결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 안건 협의는 이사회 개최 12일 전 감사 및 사장 등이 발안하면,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취합하여 사장의 발안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시 진행되는 프로세스, 보고 내용, 지표 등은 기획조정실장 및 경영관리팀장이 검토, 승인하고
있습니다.
2014

구분

2015

2016

이사회 개최 횟수 (회)

13

16

14

의결안건 (건)

23

30

22

2 (9%)

3 (10%)

3 (14%)

90

92.3

88.6

91.7

94.9

91.4

수정의결안건 (건수, %)
이사회 참석률 (%)*
비상임이사 참석률 (%)*

* 당연직 비상임이사 참석여부 제외 : '16년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국가 수출부진 상황으로 총 14회 중 4회만 참석

이사회 성과평가
KOTRA는 이사회 구성, 활동성, 전문성의 3대 모니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10개 세부지표를 마련하여 이사회의
활동성 및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모니터링 지표

세부지표

가중치 (%)

이사회
구성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비상임이사 비율, 중립인사비율 및
비상임이사 전문성 다각화 정도 측정
•의사결정 최고기관으로서 이사회 독립성 측정

이사회
활동성

이사회 및 비상임이사의 참여는 활발한가?

•개최 건수, 비상임이사 참석률, 적정 안건 처리율, 안
건당 발언 수 등 계량실적
•비상임이사의 참여도 측정

60

이사회
전문성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

•분야별 자문위원회 개최 비중
•이사회 역할 분담체계의 적정여부 측정 가능

10

30

보수의 투명성
KOTRA는 내부 개선수요와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수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노조, 정부 등)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보수 정책을 결정합니다.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보수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됩니다.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기본연봉은 정부지침에 따라 매년 초에 조정됩니다. 임원의 경영성과급은 매년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되 사장의 경영성과급은 사장경영계약으로, 감사의 경영성과급은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상임이사의 경영성과급은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비상임이사에게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6년 임원의 평균보수는 1억 6,322만 8천 원이며, 종업원의 1인당 평균 보수금액은 7,738만 원으로
임원 연봉은 종업원 평균보수 대비 약 2.1배입니다. 매년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일반직원들의
평균보수는 2015년 대비 81만 7천 원 증가했으며, 임원보수는 2015년 대비 546만 2천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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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리스크 관리

전사적 리스크 관리
KOTRA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내부 사업 및 조직망 확대 등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무, 사업, 운영, 보안의 5대 리스크 유형과 13대
리스크 요인을 구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 수준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임원
주도의 리스크 관리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수준 별로 대응 프로세스 및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

리스크 요인

위기관리본부장(CRO)

재난

소요사태, 피랍,
인명피해 및 질병, 지진, 화재

위기관리 총괄부서(기획조정실)

재무

환율상승에 의한 환차손,
국고보조금 축소

사업

고객관리 부실,
사업관리 부실

운영

갈등관리 부실, 복무관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

보안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재난위기

재무위기

사업위기

운영위기

보안위기

운영 지원실

기획 조정실

각 본부 주무실

운영 지원실

고객 전략실

RM

RM

RM

RM

RM

현업부서

해외무역관

경영지원 / 중기지원 / 전략마케팅 / 정보통상 / IK

해외지역본부 RM
* RM(Risk Manager) : 위기 관리관

내부견제시스템 운영 체계
KOTRA는 공사 고유의 위험을 반영한 내부견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요소 진단 및 대응을 위한 전략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문역량과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글로벌 KOTRA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Global KOTRA의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감사 미션

대내외 사업환경, 정부정책, 업무특성, 감사사례 등을 통해 위험요소 진단

리스크 분석
리스크 도출
대응 방향

일반경영 리스크

방만경영 리스크

위기요소

단계별 통제

예방 및 감사

제도 개선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내부견제
활동 확대

사후관리
성과 제고

전략목표

전략과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인의 감사역량 강화

견제 조직
상시 견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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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선도적 예방활동 확대

•엄정한 처분과 제도개선을 통한 유사사례 방지

•시스템을 통한 견제 활동 확대

•감사결과 이행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

•방만경영 방지 노력 강화

(내부)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청탁방지담당관, 준법감시인 + (외부) 청렴옴부즈만, 감사자문단
일상감사, e-감사시스템, 법인카드 사용 제한 모니터링, 내부신고 채널 운영, 복무점검

재무 관리
KOTRA는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재무전략에 따른 성과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재무전략을
수정·보완함으로써 경제적 불황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매출액 4,811억 원

재정자립도 23.3%

부채비율 41.7%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재무 전략

수익사업 확대

•고유사업 내실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신사업 발굴로
지속적 예산 확보
성과관리 및
피드백

재무건전성 유지

•수익 창출형 사업 확대
•유관기관 협업사업 수입 확대

CRM을 통한
세부사업, 고객, 프로세스 평가

자체수익목표 달성률 평가

•무차입 경영활동 지속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 강화

ERP시스템을 활용한
주요경비 집행 모니터링

재무안정성 확보
KOTRA는 정부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예산구조로 인해 사업 및 예산 운영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에
무차입경영과 자산확보로 안정적 재무기반을 마련하고, 수입확대와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재무안정성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재무안정성 확보 전략

부채

수입

금융부채 무차입 경영기조 지속, 금융
부채 제로 상태 유지
비금융부채 비금융부채 관리를 통한
부채발생 억제

국고 정부보조금 감축 추세에도 불구
하고 국고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자체수익 협업을 통해 외부협력비 확
대 등 수익 다각화

자산

지출

유무형자산 자산 유형별 관리 최적화
를 통한 가치 제고
자본금 자본금을 증액하여 우발성 재
무위험에 대비

예산배정 사업성과 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배정
리스크 환변동 모니터링을 통한 환손
실 최소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KOTRA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행 과제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재무안정성 확보

2017 ~ 2018

2019 ~ 2020

2021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수출동력화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투자 사업추진 강화

•무역과 투자를 망라한 종합적 지원 지속 강화
•글로벌 밸류 체인 진입 및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역할
고도화

•전략시장과의 포괄적·장기적 경제협력 창출
주도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교역 리스크 관리

•무차입 경영기조 유지, 부채발생 억제
•유형별 자산관리
•매출액 확대
•효율적인 예산 지출

•유·무형자산 확대
•자본금 증액
•신규 수익원 지속 발굴

•당기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감소를 통해
재무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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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리 체계
최근 늘어가는 사이버테러 및 해킹이 정보의 가치가 높은 특정 기관에 집중되거나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망에 들어와 정보를 유출하는 시도도 급증하고 있어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로 경영정보 안정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

지표목표
환경변화

외부

최근 사이버테러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능화 되는 추세

개선방향

정보보안 수준 제고

실행과제

•경영진의 참여로 책임성 강화
•정보보안 내재화 확산
•국정원 평가결과 개선조치

최근 KOTRA 대상 해킹 및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유출 시도 급증

내부

사이버테러 무결점 대응
•철저한 예방, 대응활동
•해킹메일 대응능력 향상
•무선 대응체계 신규 구축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종합 점검 및 취약점 개선조치
•국가 공인 인증획득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안 수준 제고
KOTRA는 경영진의 정보보안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지침을 개정하여, 부사장을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임무와 역할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부사장을 주재로 보안업무 협의회를 상정하고, 주요 간부 및 직원과 사전에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보보안 교육의 의무대상을 비정규직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매월 최신 사이버위기 및 정보보안
이슈를 전 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정보보안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국정원 정보보안
평가에서 지난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로 인해 전년 대비 7.29점 상승한 77.9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16년 국정원 정보보안 평가 취약부분 개선조치 및 성과

매뉴얼

개선조치

개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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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와 망 분리
등 변화된 정보보안
환경 반영
사이버테러 신속 대응

시스템

비인가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근본적으로
차단
내부정보 보호

CCTV

외부자가 CCTV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 강화
녹화영상 유출 예방

S/W 약점

인터넷PC 소프트웨어
정기 패치 프로세스
신설

S/W 보안약점 제거

사이버테러 무결점 대응
KOTRA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해킹시도에 대한 방어체계를
마련하고, 해킹메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선해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 해킹시도 방어

해킹메일 대응능력 강화

무선(Wi-Fi) 해킹 대응

환경 변화

’16년 해킹시도는 총 340건으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1위 기록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시도 지속 발생

최근 사이버테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공격경로 다변화

정부 정책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는 공격 시도
급증에도 빈틈없는 대응 요구

정부는 해킹메일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를 지속 요청

국정원은 무선 사이버테러 대비
전용 대응시스템 구축을 권고

대응 내용

급증하는 외부 해킹시도 대비
철저한 방어 노력

전 직원의 해킹메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체계 고도화

무선 사이버테러 대비 전용
대응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KOTRA는 대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사의 정보보안 요소 중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시스템 사용이력 감시강화 등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에서 15개 취약점을
도출하여 해결하였으며,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 등 홈페이지 모의해킹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에서 18개 취약점을 도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의 성과로 2016년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홈페이지 모의해킹

정부에서 제시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항목(104개)을

홈페이지(17개) 대상 실제와 같은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적,

모의해킹훈련으로 홈페이지 위·변조 보안약점 등

기술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5개의 취약점 도출

총 18개의 취약점 도출

개인정보 관리체계

87.5

83.5

94.9

95.6

2015

2016

(우수)

정보자산 현황 및 중요도 분석으로
우선순위별 단계적 조치계획 수립

(단위 : 점)

●공공기관 평균 (등급) ●KOTRA (등급)

(양호)

조치계획

(양호)
(우수)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체계 강화
KOTRA는 법적 의무대상인 중요 개인정보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 관련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까지 암호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PC에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직원들이 없도록 업적 평가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런 KOTRA의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노력은
2016년 진단결과에서 95.6점을 획득하며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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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보고

재무 성과 (요약재무상태표)
분류

(단위: 원)

제55기 (당기) 금액

제54기 금액

제53기 금액

61,967,676,996

67,550,465,382

90,990,578,441

47,368,759,179

33,407,378,973

36,008,984,399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56,112,000

23,896,319,000

21,903,521,500

1,448,002,519

746,445,502

755,054,053

당기법인세자산

21,548,523

327,887,677

269,440,143

유동비금융자산

12,273,254,775

9,172,434,230

32,053,578,346

122,543,496,215

117,884,659,000

79,104,355,359

5,675,090,000

5,498,509,000

5,385,981,24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9,436,091,623

40,074,396,300

9,263,017,896

유형자산

15,230,291,012

16,317,422,105

15,208,737,973

투자부동산

2,284,503,843

2,321,357,683

2,430,977,37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5,903,452,798

5,933,388,841

4,427,870,846

53,900,635,944

47,451,085,866

42,337,165,177

113,430,995

288,499,205

50,604,851

184,511,173,211

185,435,124,382

170,094,933,800

43,616,772,571

47,421,377,641

40,556,306,416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15,670,663,339

15,166,921,158

10,723,830,404

유동비금융부채

11,367,920,294

15,466,661,248

13,590,228,175

유동충당부채

16,578,188,938

16,787,795,235

16,242,247,837

유동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비유동자산
비유동금융자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비유동비금융자산
자산 총계
부채
유동부채

12,349,047,159

10,443,228,757

9,062,407,309

장기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694,466,389

822,816,996

819,751,846

비유동비금융부채

903,738,968

488,562,480

425,467,403

10,750,841,802

9,131,849,281

7,817,188,060

55,965,819,730

57,864,606,398

49,618,713,725

납입자본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이익잉여금

76,660,270,580

75,670,036,607

68,575,738,698

비유동 부채

종업원급여채무
부채 총계
자본

1,885,082,901

1,900,481,377

1,900,481,377

자본 총계

128,545,353,481

127,570,517,984

120,476,220,075

부채 및 자본 총계

184,511,173,211

185,435,124,382

170,094,933,800

기타자본구성요소

※ ‘2015년에 기존 미지급금으로 설정하던 국고잔액을 현금 차감 항목으로 변경’ 동 기준에 따라 2014년 재무제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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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성과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분류
매출액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이전수입(매출액)
기타수익(매출액)

(단위: 원)

제55기 (당기) 금액

제54기 금액

제53기 금액

408,028,336,401

361,265,216,517

78,258,999,380

74,028,939,451

342,257,088,836
65,106,740,415

326,614,240,154

284,480,293,996

275,413,044,267

3,155,096,867

2,755,983,070

1,737,304,154

281,817,210,524

241,074,831,247

226,944,302,219

279,311,584,131

238,555,813,674

224,679,332,266

2,505,626,393

2,519,017,573

2,264,969,953

매출총이익

126,211,125,877

120,190,385,270

115,312,786,617

판매비와 관리비

130,831,512,932

119,662,284,961

108,830,530,587

114,749,500,329

104,516,657,802

94,472,388,721

매출원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기타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인건비

16,082,012,603

15,145,627,159

14,358,141,866

영업이익

(4,620,387,055)

528,100,309

6,482,256,030

기타수익

5,727,478,232

5,727,478,232

5,727,478,232

정부 보조금 수익

5,727,478,232

5,727,478,232

5,727,478,232

34,556,242

34,564,128

34,820,869

경비

기타 비용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기타 이익(손실)

34,556,242

34,564,128

34,820,869

1,002,921,668

3,554,479,096

3,418,268,087

62,008,677

107,587,907

1,599,830,359

외화환산이익

365,886,847

1,368,265,003

281,490,792

외환차익

522,099,203

568,358,931

499,114,578

1,928,021,615

2,137,993,382

1,648,908,174

(27,793,080)

(36,563,934)

(22,959,380)

유형자산처분이익

그 밖의 기타이익
유형자산처분손실

(1,254,476,557)

(66,979,595)

(252,612,584)

외환차손

(592,825,037)

(524,182,598)

(335,503,852)

금융수익

117,850,072

2,242,871,410

2,013,128,403

이자수익

117,850,072

2,242,871,410

2,013,128,403
(719,032,614)

외화환산손실

736,012,198

(398,884,20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 평가이익

736,012,198

49,481,801

394,414,76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 평가손실

-ㅤ

(448,366,009)

(1,113,447,37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관련 이익(손실)

2,929,318,873

11,619,480,711

16,887,277,269

법인세 비용

-ㅤ

-

-

당기순이익

2,929,318,873

11,619,480,711

16,887,277,269

기타포괄손익

2,086,737,384

589,973,478

(3,986,464,067)

2,102,135,860

589,973,478

(3,986,464,067)

(15,398,476)

-ㅤ

-ㅤ

5,016,056,257

12,209,454,189

12,900,813,2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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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보고

경제 및 사업성과
분류

2014

단위

2015

2016

연금 운영 현황
운영액 (DB)

백만 원

24,343

26,866

31,294

가입 인원(DB)

명

534

607

691

가입 인원(DC)

명

290

275

266

신입사원 임금 비율
법정최저임금

천원

13,067

13,995

15,124

신입사원임금

천원

29,826

31,547

32,399

남성

천원

30,748

32,511

33,388

여성

천원

28,904

30,584

31,410

신입사원임금

경제적 가치 배분
구분

주요 활동

2014

단위

2015

2016

주주

배당금

원

5,115,156,280

4,041,220,760

1,039,908,190

협력업체

구매 및 외주 비용

원

2,289,645,196

2,322,761,071

2,525,601,156

정부

정부법인세, 세금 및 공과

원

2,071,837,686

2,110,958,589

2,050,917,640

지역사회

기부금, 사회공헌활동 비용

원

-

91,882,300

45,151,000

환경 성과
분류

2014

단위

2015

2016

재생 원료/원자재 활용률
종이
재생지 사용 비율

백만 원

20

12

21

%

100%

100%

93.3%

용수 사용량 및 재이용률*
용수(지하수) 사용량

ton

10,823

10,339

12,258

용수(상수도) 사용량

ton

15,047

16,287

17,991

연간 총 용수 사용량

ton

25,870

26,626

30,249

용수 재이용량

ton

1,310

1,320

1,595

용수 재이용률

%

12%

13%

13%

합계

tCO2eq

564

530

518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고정연소-도시가스)

tCO2eq

384

381

369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동연소-휘발유)

tCO2eq

155

121

120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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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동연소-경유)

tCO2eq

25

28

29

합계

tCO2eq

2,490

2,599

2,664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전력)

tCO2eq

2,490

2,599

2,664

분류

2014

단위

2015

2016

환경 보호 지출 및 투자 금액
하수비

백만 원

24

26

29

배출량 처리비
(중수 정화 비용 및 일반 폐기물 처리비)

백만 원

18

16

23

친환경제품 구매

백만 원

602

674

547

총 구매 금액

백만 원

668

730

576

%

90.1%

92.3%

94.9%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

* 중수 사용량은 계량기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하며, 용수 재이용률은 지하수를 분모로 하여 산정하였음
* KOTRA는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등의 환경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사회 성과
분류

2014

단위

2015

2016

임직원 채용 및 이직 현황

신규 직원 채용

이직률

남성

명

21

44

55

여성

명

34

29

39

지역인재

명

5

11

12

이공계

명

7

17

14

비정규직

명

14

15

20

남성

%

3.8

3

1.8

여성

%

3.9

4.4

2.9

임직원 구성
임원

1직급

직급(정규)

2직급

3직급

4, 5, 6직급

전체

명

7

7

7

남성

명

7

7

7

여성

명

-

-

-

전체

명

54

59

57

남성

명

53

58

56

여성

명

1

1

1

전체

명

153

160

165

남성

명

146

152

154

여성

명

7

8

11

전체

명

150

154

158

남성

명

132

128

127

여성

명

18

26

31

전체

명

321

368

499

남성

명

194

220

266

명

127

148

233

명

685

748

886

여성
합계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 7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성과보고

분류
성별 (정규)
지역 (정규)

연령 (정규)

임원

통상직·전문직
직무
(정규+비정규)
별정직

행정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계약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장애인 고용 현황
사회적 약자

여성 고용 현황
국가보훈자 고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사용 후 복귀자
남성
여성
전체
복귀 후 12개월
남성
이상 근무자
여성
전체
12개월 이상 근속률 남성
여성
사용자

육아휴직

2014

단위
남성
여성
국내
해외
35세 이하
36~45세
46~55세
56세 이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
명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

532
153
345
340
223
224
206
32
7
7
678
525
153
128
46
82
79
15
64
685
532
153
6
4
2
43
27
16
74
57
17
30
2.7
153
22.3
36
5.3
30
2
28
15
2
13
14
14
93
-

2015
565
183
400
348
271
241
192
44
7
7
741
558
183
135
47
88
79
15
64
748
565
183
18
9
9
38
23
15
17
13
4
31
3.2
183
24.5
34
4.5
33
33
17
17
13
1
12
87
50
92

2016
610
276
529
357
330
287
221
48
7
7
803
588
215
62
34
28
76
15
61
886
610
276
62
34
28
20
7
13
31
3.0
276
31.2
45
5.0
37
4
33
22
3
19
17
17
100
100

* 계약직은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통합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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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14

단위

2015

2016

임직원 교육 현황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총 교육비
총 교육건수

명

839

857

948

천원

1,850,400

2,502,000

2,348,065

건

790

763

940

총 교육시간

시간

185,040

230,060

165,291

1인당 교육비

원/인

2,205,483

2,919,487

2,476,862

시간/인

221

268

174

남자

시간/인

223

268

177

여자

시간/인

216

271

170

임원

시간/인

58

45

43

1,2직급

시간/인

252

307

203

3직급 이하

시간/인

212

258

167

시간/인

72

58

52

명

5

6

전체
성별

1인당 교육시간
직급별

1인당 외국어 교육시간
윤리경영 실시 현황
임원
윤리경영 교육
사업장
부패위험평가
협력회사
윤리강령 공지

직원

국내

명

해외

명

806

835

6
501
359

적용 대상수

개

39

34

40

적용 비율

%

30

25

29

적용 대상수

개

35

33

33

적용 비율

%

100

100

100

부패 사례 적발

건

-

1

-

징계 조치

건

-

1

-

부패사례 및 조치 현황
직원
인권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인원

명

6

6

7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

건

896

935

948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적용대상 직원비율
적용 대상 직원 수

명

537

633

763

가입 직원 수

명

438

506

539

단체 가입률

%

81.6

79.9

70.6

고충처리현황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접수 및 해소

건

-

7

10

EAP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이용 직원

명

23

17

54

상담 횟수

건

144

139

115

특별고객 고충신고센터

접수 및 해소

건

7

-

-

Clean KOTRA 신고센터

접수 및 해소

건

15

12

13

점

97.3

95.6

94.1

고객 만족도 평가
고객 만족도

본사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 75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성과보고

분류

2014

단위

2015

2016

부상 및 질병 발생현황
부상발생률

전체
성별

남성

지역
업무상 질병발생률

지역

직급

지역
결근률

직급

지역
업무 관련 사망자 수

-

-

-

0.96

-

국내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

-

-

해외

-

0.14

-

-

-

남성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

-

0.57
0.83

-

-

-

임원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

-

-

1~2직급
3직급 이하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

-

0.23

-

-

-

국내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

-

0.96

직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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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19

%

-

0.00015

남성

%

-

0.0002

0.00028

여성

%

-

-

-

임원

%

-

-

-

1~2직급
3직급 이하

%

-

-

0.00077

%

-

0.00022

-

국내

%

-

-

0.00032

해외

%

-

%

0.00032
0.38

-

남성

%

0.26
0.08

0.19

0.5
0.28

여성

%

0.87

0.96

0.98

임원

%

-

-

-

1~2직급
3직급 이하

%

0.12
0.32

0.1
0.5

0.2
0.6

국내

%

해외

%
명

0.41
0.11

0.65
0.07

0.77
0.09

-

-

1

남성

명

-

-

1

여성

명

-

-

-

임원

명

-

-

-

1~2직급
3직급 이하

명

-

-

1

명

-

-

-

국내

명

-

-

1

해외

명

-

-

-

전체
성별

-

-

-

전체
성별

-

-

전체
성별

-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해외
휴직일수 비율

-

임원

여성
직급

0.67
0.89

-

-

1~2직급
3직급 이하

전체
성별

-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여성
직급

100만시간당
100만시간당

%

GRI Standards Index

GRI STANDARDS UNIVERSAL STANDARDS (GRI 100)
Topic
GRI 101 : Foundation

GRI 102 : Organizational Profile

GRI 102 : Strategy
GRI 102 : Ethics and integrity

GRI 102 : Governance

GRI 102 : Stakeholder Engagement

GRI 102 : Reporting practice

No.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2-10
102-11
102-12
101-13
102-14
102-15
102-16
102-17
102-18
102-19
102-20
102-21
102-22
102-23
102-24
102-25
102-26
102-27
102-28
102-29
102-30
102-31
102-32
102-33
102-34
102-35
102-36
102-37
102-38
102-39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Title
조직 명칭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본사의 위치
사업 지역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시장 영역
조직의 규모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조직의 공급망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외부 이니셔티브
협회 멤버쉽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지배구조
권한 위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 책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이해관계 상충
목표,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위험 관리 절차의 효과성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중대이슈의 특성 및 수
보상 정책
보수 결정 절차
보수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
연간 총 보상 비율
연간 총 보상 증가율 비율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단체협약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Material Topics 리스트
정보의 재기술
보고의 변화
보고 기간
가장 최근 보고 일자
보고 주기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GRI 인덱스
외부 검증

보고 수준

위치 (page)

외부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6
8~9
6
7~9
6
6, 73~74
7
6~7
66~67
13
84
2~3
2~3
48
48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64~65
10~11
10~11
10~11
10~11
10~11
0
16~17
16~17
0
0
0
0
0
0
0
77~79
80~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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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GRI STANDARDS_ECONOMIC PERFORMANCE (GRI 200)
Topic

GRI 201 : Economic Performance

No.

Title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보고 수준

위치 (page)

●

70~72

√

비고

외부 검증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

72

√

GRI 202 : Market Presence

202-1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

72

√

GRI 203 :
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

72

√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

72

√

GRI 204 : Procurement Practices

204-1

주요한 사업 지역에서의 현지 구매 비율

●

72

√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

58

√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

58

√

103-3

경영방침 평가

●

58

√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

59~61, 75

√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

59~61, 75

√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59~61, 75

√

보고 수준

위치 (page)

●

73

√

GRI 205 : Anti-corruption
GRI 103 :
Management Approach

GRI 205 :
Anti-corruption

GRI STANDARDS ENVIRONMENTAL PERFORMANCE (GRI 300)
Topic

No.

Title

비고

외부 검증

GRI : 301
Materials

301-1

사용된 원료의 중량과 부피

301-2

사용된 원료 중 재생 원료의 투입

●

73

√

GRI : 303
Water

303-1

공급원별 취수량

●

73

√

303-3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

73

√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73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

73

√

307-1

환경 법규 위반

●

N/A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하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없음

√

비고

외부 검증

GRI : 305
Emissions
GRI :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GRI STANDARDS SOCIAL PERFORMANCE (GRI 400)
Topic

GRI 401 : Employment

보고 수준

위치 (page)

401-1

No.
신규채용과 이직

Title

●

73

√

401-3

육아휴직

●

74

√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

44

√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

44

√

103-3

경영방침 평가

●

44

√

402-1

운영상의 변화와 관련한 최소 공지기간

●

45, 47

√

403-1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전체 근로자 비율

●

75

√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

76

√

GRI 402 : Labor/Management Relations
GRI 103 :
Management Approach
GRI 402 :
Labor/Management Relations
GRI 403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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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o.

Title

보고 수준

위치 (page)

●

44

√

비고

외부 검증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GRI 103:
Management Approach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

44

√

103-3

경영방침 평가

●

44

√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

46, 75

√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46, 75

√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

46, 75

√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

74

√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

72

√

GRI 406 :
Non-Discrimination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

75

√

GRI 408 :
Child Labor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

61

√

GRI 409 :
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

61

√

GRI 411 :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411-1

원주민의 권리 침해사고 건수와 취해진 조치

●

61

√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

58

√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

58

√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GRI 103:
Management Approach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103-3

경영방침 평가

●

58

√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

59~61, 75

√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

59~61, 75

√

412-3

인권 조항 또는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

59~61, 75

√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

44

√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

44

√

GRI 413 : Local Communities
GRI 103:
Management Approach

GRI 413 :
Local Communities

103-3

경영방침 평가

●

44

√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

49~55

√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

49~55

√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

36

√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

36

√

GRI 416: Customer Health and Safety
GRI 103:
Management Approach

GRI 416:
Customer Health and Safety
GRI 418:
Customer Privacy

103-3

경영방침 평가

●

36

√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

40~41

√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

40~41

√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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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KMR 검증의견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이하“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검증기준으로

AccountAbility의 AA1000AS(2008)를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포괄적 부합방식(Comprehensive Option) 보고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일반공시(General Disclosures)
● 하기 중요한 주제(Material Topic) 각각에 대한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반부패(Anti-corruption): 205-1, 205-2, 205-3
-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402-1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404-3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1, 412-2, 412-3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413-2
- 고객 안전보건(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1, 416-2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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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포괄적 방식(Comprehensiv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보고서의 완전성 제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보고서는 대부분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비재무 지표와 관련하여
정성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정보의 선정, 편집 및 정량화를 통해 보고서의 완전성을
높이시기를 권고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활동은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의 토대로서 데이터의 유용성과 가치를 높입니다.

GRI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담당조직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000-129

대표이사

박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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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 ISO 26000

UN GLOBAL COMPACT (ADVANCED LEVEL)
KOTRA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UN차원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UN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규정을 Advanced

Level로 정교화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UN글로벌콤팩트의 Advanced Level이 요구하는 21개 기준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GC Advanced Level은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및 공시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리더십 청사진’과 ‘UN글로벌콤팩트 경영 모델’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지배구조와 경영 과정을
도입하고 보고하였음을 자체적으로 선언하고 공개함을 의미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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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페이지

1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대해 서술합니다.

2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58

4

인권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59~61

5

인권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59~61

6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44, 58

7

노동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45, 47, 59~61

8

노동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9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73

10

환경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73

11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73

12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48

13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48

14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48, 75

15

핵심사업이 UN의 목표와 이슈에 공헌하는 바를 서술합니다.

15, 82

16

전략적 사회 투자와 사회공헌활동(자선활동)을 서술합니다.

50~55, 72

17

정책적 지지와 공공정책의 참여를 서술합니다.

15, 82, 83

18

파트너십과 협업 활동을 서술합니다.

42~43

19

CEO 성명서와 리더십을 서술합니다.

2~3

20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64~65

21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10~11

6~9
7, 10~11

45, 47, 59~61,
73~76

ISO 26000
ISO 26000은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및 공동체 참여와 발전의 7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ISO 26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핵심주제별 KOTRA의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주제
거버넌스

쟁점

페이지
64~65

의사결정과정 및 구조
주의의무
인권위험상황
공모회피

인권

고충처리

58~61

차별 및 취약집단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노동관행

45~47, 74~76

사회적 대화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인적 개발 및 직장 내 교육
오염 방지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7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자연환경 보호 및 복원
부패 방지
책임 있는 정치 참여

공정운영관행

42~43, 48, 75

공정경쟁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재산권 존중
공정마케팅,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공정계약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이슈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불만 및 분쟁 해결

37~41, 75

소비자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소비자 시민 교육 및 인식
공동체 참여
교육 및 문화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공동체 참여와 발전

기술 개발 및 접근

49~55, 73

부와 소득 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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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기관

수상일

2016.07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GWP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GPTW Korea

2016.12

KSI-한국지속가능성지수 (산업부-준정부기관 1위)

한국표준협회

2016.07

LACP Vision Awards (은상)

LACP

2016.07

한국남동발전 BEST Export Supporters KBC (기관부문)

한국남동발전

2016.04

사회공헌대상 (글로벌공헌부문)

대한상의 / Forbes

2016.09

2016 을지연습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국민안전처

2016.11

일家양득 우수기업 (장려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6.12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2016.12

제23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산업부/대한상의/중앙일보

2016.11

2016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공공부문 대상)

미래부/머니투데이

2016.11

2016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유공 표창)

강원도

2016.11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대상 (디지털타임스사장상)

한국SW단체협의회

2016.11

노사문화 대상 (장관상)

고용노동부

2016.12

웹어워드 2016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글로벌서비스 최우수)

아이어워드위원회

2016.12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단체명

84 |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주요 활동

한국무역협회

본사 및 무역관에서 홈페이지 무역정보 DB 연중 활용

한국감사협회

감사협회에서 개최하는 주요 포럼 참가, 기관 네트워킹 구축

선진화감사포럼

감사직무수행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혁신마인드 제고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한국공기업학회

유관 기관 정보공유채널

한국회계학회

재무예산관리 투명성 제고

(사)한국능률협회

연수 기관별 연수 프로그램 정보 교환

대한적십자사

인보사업 동참

서울외신기자클럽

주한외신기자 초청 FDI 간담회 행사 개최, 해외유력매체대상 FDI 간담회 초청

한국 HR클럽

외투기업 인사노무 동향 파악, HR클럽과 공동, 외투기업 노사관계세미나 개최

UN Global Compact

10대 이행 원칙에 관한 이행보고서(COP) 매년 제출, CEO 지지선언문 공표

Quality Leaders
Forum

품질정보 공유, 품질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한
품질로드맵 제시, 공표

윤경SM포럼

윤리경영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학습

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
(WAPA)

각국 투자진흥기관들의 의견 개진과 정보 교환의 장,정기 컨퍼런스 참가
174개국 가입

UFI(국제박람회 연맹)

글로벌 Top 전시회 및 국고 지원 대상 전시회 참가 자격

KOTRA 지난 보고서 / 발간 책자

지난 보고서

2011

2012

2013

2014

2015

KOTRA 발간 책자 (2016)

커버스토리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행복과 인류사회 번영에
기여하는 KOTRA의 모습을 지구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콘들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환경에 대처하는 역동적인 글로벌리스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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