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

렉트릭(한국 대표 : 김경록)은 캐나다의 경제 전문지 코

퍼레이트 나이츠(Corporate Knights)가 발표하는 클린 

200(Clean 200) 리스트 4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코퍼레이트 나이츠는 처음으로 클린 200 

리스트를 발표했다. 해당 리스트는 친환경적 자본주의

를 표방하는 코퍼레이트 나이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촉구하는 비영리 단체 애즈 유 소우(As You Sow)가 

함께 평가했다. 이번 리스트는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는 

투자자 및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

됐다. 전 세계 기업 중 2016년 2분기 말 기준 10억 달

러 이상의 시가 총액을 기록하고, 전체 이익 중 10% 이

상을 청정 에너지 매출로 달성한 업체를 바탕으로, 전 

세계 200개 글로벌 기업 가운데 청정 에너지 매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엠마누엘 라갸리그(Emmanuel 

Lagarrigue)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번 순위는 환

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적인 

노력 그 이상을 나타낸다. 즉 전략에서부터 R&D를 포함

해, 고객에게 전하는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며, 16만

명의 직원과 함께 환경적 성과와 혁신을 기념하고자 마

련한 국제 환경의 날(Global Environment Day)의 슬

로건은 ≪녹색 성장을 위한 열정(A Passion for Green 

Growth)≫였으며, 이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 총회(COP21)를 맞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강화했다. 슈나이더 

-  클린 200(clean 200) 리스트,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기업 선발

-  슈나이더 일렉트릭, 라이프 이즈 온(Life is On)의 가치 하에  
언제 어디서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공로 인정 받아

슈나이더 일렉트릭, 

카본 클린 200 리스트 글로벌 4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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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이 제품과 솔루션, R&D 및 비즈니스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15년 동안 진행할 생태계 공약으로는 

▲ 주요 고객사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CO2의 영향을 측

정할 것, ▲모든 신제품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코 

디자인 웨이(ecoDesign Way)에 따라 설계하고 75%의 

사업에서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기준을 획

득할 것, ▲순환경제 원리에 따라 수명이 끝난 제품을 

관리함으로써 12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할 것, ▲저

탄소 솔루션을 기반으로 10년 간 5000만명의 경제 하위 

계층에 전력을 제공할 것 등이 있다. 또한 슈나이더 일

렉트릭은 플래닛 & 소사이어티(Planet & Society) 바로

미터를 통해 분기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과 환경

적 성과를 평가해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는 상호 연결된(Connected) 

에너지 관리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통해 산업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을 인정받게 되

어 기쁘다 며, 라이프 이즈 온(Life is On)으로 불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가치에 걸맞은 혁신적인 솔루션

을 통해,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슈나이더일렉트릭, ‘SW 기반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위한 4자 협력체계 구축

슈나이더일렉트릭 코리아(한국 대표 김경록)가 지난 

10월 18일 단국대 SW디자인융합센터에서 단국대 SW

디자인융합센터(센터장 김태형)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

흥원, 한국ICT융합협회와 함께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상

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김경록 사

장, 미래부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장이자 성균관

대 교수인 이윤덕 교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

연 단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승룡 단장 및 한국

IT융합기술협회 20여 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의 산학연관은 글로벌 신산업 

분야(ICBM  ICT융합 등)에서의 창조적 핵심인재 양성 및 선도를 위한 경쟁력 확보, 스마트 시티 및 IoT를 통한 디자

인씽킹 활용 교육 사업 추진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컨소

시엄 구성을 통한 디자인씽킹 기반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다. 이 외에도 향후 ▲혁신 콘텐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관

련 산업 활성화 ▲정보  인력 교류 및 인프라 활용 등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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