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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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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속 가능성 향상

수년 동안 UPS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UPS도 계속 앞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 가능성을 향상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PS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

•
•
David Abney
UPS 회장 겸 CEO

•
•
•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위해 이 서한을 쓰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전 세계의 경제, 가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 및 사회
문제를 논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및 사회 문제가 지금 당장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덜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혁신과 협업, 회복력을 촉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미래의 글로벌 과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UPS는 수많은 국가에서 필수적인 비즈니스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고객이 공급망을 재편성하고 필수 공급품을 배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부터 인도주의 구호 파트너에게 기금 및 현물
운송을 제공하는 것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고객, 정부
및 비영리 단체와 지속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어 이 위기를
뚫고 더욱 강력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

“

전 세계에 있는 약 495,000명의 UPS 직원들이 노력하고 헌신한
덕분에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청소 절차 개선, 보호 장비
제공,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UPS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유급 휴가 프로그램 도입 등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도 여러분은 항상 UPS 직원들의 배송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고객, 정부 및 비영리
단체와 지속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어 이 위기를 뚫고 더욱
강력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은 지역사회의 재난
복구 지원에서부터 변화하는 세상에서 UPS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UPS가
하는 모든 일을 뒷받침합니다.

자선 기부금 1억 1,700만 달러, 자원봉사 2천만 시간, 나무
1,500만 그루 심기, 자동차 사고 빈도 3% 감소 등 2020
지속 가능성 목표 중 4개를 예정보다 1년 일찍 달성
재생가능 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1백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예정
배송 차량에 6,000대 이상의 압축 천연가스 차량 추가

UPS Flight ForwardTM 설립, 미국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증 드론 항공사

Diversity & Inclusion Horizon Award를 신설, 매년 다양성
및 포용성을 수용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사업부의 공로 인정

직원들이 기술을 증진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2020년에 구매 차량의 25%를 대체 연료 또는 첨단 기술로
운영하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지만, 절대
배출량을 줄이고 운영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2025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국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Arrival에 대한
최근 투자를 포함하여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
10,000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래전 파트타임 패키지 로더로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국제 시장으로 확장했고, UPS Airlines를 출범했으며, 경로
최적화 기술부터 드론 배송에 이르는 혁신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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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Abney
회장 겸 CEO

미래를 위한 준비

UPS 지속 가능성 돌아보기

또한 10,300대 이상의 저공해 차량으로 구성된 Rolling
Laboratory 개발했으며 지난 10년 넘게 대체 차량, 연료 및
인프라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고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도 더 많이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09년에는 소형 포장물 운송업체 중 최초로
탄소 중립 발송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도입된 UPS 비즈니스 리소스 그룹은 전 세계 약 200개 지부를
통해 회사 전체에 걸쳐 다양성 및 포용성을 증진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직원 안전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긴박한 세계적 대유행 질병에 직면해 있고 기후
변화와 같은 만연한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혁신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필요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Carol Tomé
신임 UPS 최고 경영자

저는 UPS 이사회 일원으로서 UPS가 보다 지속
가능한 회사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비전과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UPS
에서 수년간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David
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차세대 UPS 지속 가능성을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CEO 메시지

2003년 이후 UPS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Carol Tomé
가 UPS의 12번째 CEO가 되고 제가 집행 회장이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저는 2020년 9월 30일부로 UPS
이사회에서 물러납니다. 원활한 전환과 성공적인 성수기를
위해 2020년 말까지 특별 컨설턴트로 활동한 후, 46년
근속을 마무리하고 은퇴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부터 UPS
선임 사외 이사인 William Johnson이 비상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Carol은 그동안의 경험, 리더십 및 UPS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 위대한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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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6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업계 최고의 안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0가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4가지 목표를 예정보다 1년 앞서 달성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나머지 목표도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2020년까지 연간 자선 기부금 1억 1,700백만
달러

2019년 연간 자선 기부금은 1억 2,380만 달러에 이르며, UPS
와 UPS 재단(기업 시민 부문), UPS 직원 및 퇴직자의 오랜 헌신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1,5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2012년 이후 누적)

2019년에 28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지금까지 총 1,54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예정보다 1년 일찍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까지 직원 참여도 2% 개선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직원 참여 지수를 2% 향상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지수는 UPS 연례 직원 참여 설문조사(Employee
Engagement Survey, EES)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전사적 혁신의
일환으로 2019년 EES를 UPS 문화 설문조사로 대체했으며 이
설문조사를 매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영업 지역 온실가스(GHG)
절대 배출량 12% 감소
(2015년 기준)

2019년 절대 배출량은 2018년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총 배출량은 2015년 기준보다 5.4%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우리가 완료한 총 발송물 수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저공해 차량과 재생 가능 연료, 태양열 배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진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025년까지 총 육상 연료 중 대체 연료 비율
40% 달성

2019년에는 총 육상 연료 사용량의 24%에 해당하는 5억 1,100만
리터의 대체 연료를 구매하여 육로 차량의 대체 연료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9억 4,600만 리터의 재생 가능
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자원봉사 2,000만 시간
(2011년 이후 누적)

2019년 UPS 직원과 직원 가족 및 친구들은 300만 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했으며, 누적된 총 자원 봉사 시간은 2,170만
시간으로 목표를 일찍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0년까지 자동차 사고 3% 감소
(배송직원 10만 명당, 2016년 기준)

자동차 사고가 3.1% 줄어 예정보다 1년 일찍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까지 부상으로 인한 근무 시간 손실
(Lost Time Injury, LTI) 1% 감소
(20만 시간당, 2016년 기준)

LTI 비율은 2.07로 상승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입 사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준보다 13.7%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범 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온보딩 안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시설 내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2025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25% 달성
2019년에는 미국에서 10MW의 옥상 태양 전지판을 구축했으며,
유럽 10개국에서는 UPS 운영에 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거의 0에
가까운 배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총 전기 수요의 3.9%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 및 첨단 기술 차량이 2020년 구매된 차량의
25%를 차지
2019년에는 6,000개의 천연가스 구동 차량 구매를 포함하여 대체
연료 및 첨단 기술 차량의 수를 10,300대 이상으로 계속 증차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 1분기 Arrival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발표했으며, 10,000
대의 전기 자동차를 추가로 증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
Listen, Learn, Lead.
UPS에서 보낸 첫 해를 떠올려보며 이 조직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첫째, UPS는
진정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UPS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대체 연료 및 첨단 기술 차량을
이용해 수백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든,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든, 포장물을 배송할 수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안하든, 우리의 약속은 변화를 이끌어내며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저는 또한 회사의 대담한 포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UPS
는 2016년에 2025년까지 전 세계 육로 운영에서 절대 배출량
12%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포장물 수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 및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미 저공해 차량과 연료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며
낙관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UPS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공급망 전반에서 기후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UPS 직원들은
지구를 보호하고 전 세계 사람을 돌보는 책임과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역시 지속 가능성의 모든 측면에서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며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마이크로 그리드
및 태양 에너지로 구동되어 거의 제로 배출인 건물뿐 아니라
전기 차량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충전 및 배터리 저장 솔루션
같은 보다 지속 가능한 시설과 차량의 가능성을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를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구매하고
전기 배송 트럭을 증차하기 위해 차량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체 연료 및 기술의 상용화와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공사를 위한 환경 목표와
관련하여 NGO와 협력하고 있으며 저공해 제트 연료 옵션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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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anne Lindsay-Walker
지속 가능성 최고 책임자 및 환경 부문 부사장

저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업계를 선도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솔루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UPS는 진심을 다해 리소스를 업무에 투입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입증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UPS 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입증되었다시피, 오늘날의 현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시간은 비즈니스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UPS의 비즈니스 및 지속 가능성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UPS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음
단계를 구체화하면서 수십 년의 발전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조치를 더욱 빠르게 시행할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지속 가능성
2,170만

ups.com/sustainability를 방문하여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업계 선도의 목적이
분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솔루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성 목표를
향한 진전

40,000곳

UPS Access Point®
영업소

3,500개 이상 160만 km 이상
여성 소유
기업 지원

1위

미국 연방 항공청(FEDERAL
매일 더 깨끗
하게 운행되는 거리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인증 드론 항공사,
UPS Flight Forward™

1백만 메트릭톤
RNG 구매를 통한
배출 감소량

125,000명
UPS 배송직원

10억 달러

2009년 이후 대체
연료 및 차량에
투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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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도주의 물류 및 지역사회 지원

UPS와 UPS 재단은 지역사회가 자연재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준비하고 대응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세계적 대유행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UPS 팀은
지역사회 단체와 직접 협력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기금, 현물 발송 및
물류 지원을 통해 여러 지역, 국가 및 국제 커뮤니티 파트너에게
2,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현재 인도주의 활동을 보조하고 복구 단계를 거치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지역사회에 식량 안보, 교육, 건강 관리, 재정 안정성 및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지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PS는 FEMA와의 협력을 통해 PPE 및 필요한 물품을
미국 전역의 의료 종사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중역의 물류 전문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VS와 함께 135,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노인 주택 지구에 드론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의 배송
UPS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

최고의 팀

UPS는 휴일 성수기 배송 또는 극심한 기상 상태가 이어지는
기간과 같이 필요한 시점에 결집하는 데 익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노력에 대한 직원들의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PS 배송 직원, 파일럿, 포장물 처리자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례
없는 수준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 절차 조정 등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 설비, 차량 및 항공기의 청소 절차를
빠르게 개선하며, 장갑, 손 소독제, 마스크와 같은 리소스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보충합니다. 우리는 매 단계에서 우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직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는 의료 시스템, 경제 및
사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
대유행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공급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쌓여 있는 방대한 의료 장비들이
최대한 빨리 병원, 검사 장소 및 진료소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요구와 제약이 맞물리면서 물류가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UPS는 113년의 글로벌 물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계속 정진하기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삶을 뒤집었습니다.
많은 고객이 이 불확실한 시기에도 길을 따라 내려오는 익숙한
브라운 배송 트럭을 보면 삶이 조금 더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UPS는 전 세계 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마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UPS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중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UPS 운영에 영향을 미친 1월 초부터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공급했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한 셧다운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이 공급망과 운송 방식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네트워크 유연성을
활용하여 물량이 중국 밖으로 이동했을 때 수용력을
재정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첩성을 바탕으로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동안 더 많은 변화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상거래에서 UPS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가 UPS를 필수 비즈니스로 지정하여
우리가 고객에게 매일 필수품 및 구명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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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배송직원 여러분께,
여러분은 제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임신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배송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의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UPS 직원들의 헌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UPS 배송직원들은 UPS를 꼭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배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아낌 없는 성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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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위한 모두의 노력

2020년 두바이 엑스포의 공식 물류 파트너인 UPS는 이 행사를 사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8년과 2012년 올림픽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물류를 담당한 바 있지만, 6개월 동안 이어지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엑스포가 끝난 후 영구적
구조물의 80%를 보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UPS는 제로배출 및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물류에 대한 수십 년의 전문
지식을 적용하여 두바이 엑스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2020년에서 2021년 10월로
연기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엑스포 개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최우선
사항입니다.

2,500만 명
방문자 수

100만 개 이상

지속 가능한 발송을 위한 드라이빙 솔루션

고객은 종종 보다 지속 가능한 발송 환경을 구축하기 원하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PS는 고객의
확실한 저탄소 여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시작: UPS 선택하기

개회식 전 UPS가 배송한 포장물 수

UPS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CO2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합니다. UPS를 선택하면 포장물은
보다 지속 가능한 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UPS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가장 복잡한 물류
과제 중 하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 대체 연료 및 첨단 기술 차량

• 최적화된 글로벌 통합 물류 네트워크

• 철도, 해상, 화물 자전거와 같은 탄소 효율적인 운송

• 경로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배송 보장

• 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재생 에너지 사용

모드 사용

다음 단계: 지속 가능한 솔루션 선택하기

UPS와 2020 두바이 엑스포는 2017년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이후 우리는
두바이에서 우리의 능력과 기술 및 직원 역량을 향상해 왔습니다. 이 존재감
상승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UPS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 지역에서 상업 및 무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UPS는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포장물의 밀도를 높이는 보다 효율적인 이동을 통해 탄소 배출을 완전히
상쇄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 탄소 영향 분석

• UPS 탄소 중립 발송

• UPS Smart Pickup® 서비스1

• 비즈니스용 UPS My Choice®

• Packsize의 온디맨드 포장3

• 가정용 UPS My Choice®

eBike 여정에서
얻은 교훈

• UPS Access Point® 네트워크
• UPS Synchronized Delivery™ 서비스2

한 걸음 더: 협력을 선택하기

UPS는 고객과 협력하여 각 발송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포장을 디자인합니다.
이니셔티브

• UPS 공동 혁신 워크숍

UPS는 전기 자전거, 세발자전거, 심지어 드론 등을 활용하여 도시 내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배송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첫 번째 eBike 배송
파일럿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 도시에서 30개 이상의 도시 물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도시 배송 솔루션을
개발한 끝에, 우리는 어떤 옵션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가장 잘 작용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 공급망 최적화 분석

• 친환경 포장 프로그램

• Packsize의 온디맨드 포장

시행 중인 순환 이니셔티브

네스프레소는 프리미엄 1인용 커피의 선구자입니다. 네스프레소 캡슐은 무한 재생이 가능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지만 모든 캡슐이 재활용 시설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네스프레소는
UPS와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에 전용 캡슐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더블린 Trinity 대학에서 얻은 통찰력:
더욱 효율적인 배송을 원하는 수많은 고객
자전거는 대형 배송용 밴에 비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여러 번 정차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수천 명의 잠재 고객이 한 지역에 집결하여 거주하고 일하는 캠퍼스
환경에서는 자전거 배송이 이상적입니다.

네스프레소는 소비자에게 선불 재활용 가방을 제공하여 사용한 캡슐을 UPS 장소에 방문하여
반송하거나 Nespresso Boutique 또는 기타 참여 소매업자에게 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캡슐을 재활용 파트너에게 보내 알루미늄과 커피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알루미늄은
가공하여 재사용하고 커피 찌꺼기는 조경에 사용되는 고품질 토양의 퇴비로 만듭니다.

UPS eBikes는 이제 더블린 Trinity 대학에서 캠퍼스의 에코 허브 패키지를 통해
배송을 제공하며, 학생과 교직원은 언제라도 소포 보관함을 통해 소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및 독일에서 제공됨
현재 미국에서 제공됨
3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제공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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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드론 배송 역사

변화 중인 대체 차량
2016

각 영업일에 전 세계적으로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rolling laboratory’로 주행하는 UPS가 새로운 차량 혁신을
시험하기에 도로 위보다 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 Zipline은 백신 연합인 Gavi와 UPS 재단의 자선
지원을 받아 르완다 내 병원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혈액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전국 규모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체 차량 증차
10,300대 이상의 저공해 차량으로 다양한 경로와 지역에서
대체 연료와 첨단 기술이 가장 잘 작동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rolling laboratory’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2019
년과 2020년에 발표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료 및 차량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UPS는 CyPhy Works와 협력하여 원거리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포장물을 배송하기 위해
드론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UPS 재단은 르완다에 있는
Zipline의 두 번째 드론
배송 시설을 부분적으로
인수하여 시민 1,100만 명의
의료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

• UPS는 배송 트럭의 지붕에서 발사한
드론의 포장물 배송을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과 이러한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청정 연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gility Fuel Solutions에서
제공하는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시스템이 장착된 중장비
가스 트럭, 터미널 트랙터, 중형 밴을 6,000대 이상 구매할
것입니다. UPS는 또한 2026년까지 9억 4,600만 리터 상당의
재생 가능 천연가스(RNG)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Clean Energy Fuels Corp.에서 6억 4,400만 리터 상당의

2017

• UPS 재단과 American Red Cross
는 허리케인 Harvey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한 피해 평가를 위해 CyPhy
유선 충전 드론을 사용합니다.

2019

전망
• UPS 재단과 Gavi는 가나에 있는
4개의 Zipline 유통 센터 건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016년부터 Zipline은
UPS 재단의 자선 지원 덕분에 가나와
르완다에서 35,000건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배송을 수행했습니다.
• UPS는 WakeMed Health & Hospitals
캠퍼스에서 자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UPS Flight Forward™는 미국 연방 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로부터 첫 번째 완전한 Part 135 표준
인증을 취득, 드론 항공사 운영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드론은 모두 여성
승무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 의료 처방전을 고객의 집에 배송하는
최초의 수익 창출 드론 배송을 완성합니다.
• 중앙 집중식 운영 제어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Wingcopter 및 Matternet과 같은 드론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더 큰 운반
용량과 첨단 기술을 갖춘 새로운 드론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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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G를 구매했는데, 이는 미국 내 회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구매량입니다. UPS의 RNG 구매는 디젤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차량 전기화 가속화
UPS와 Arrival은 2016년부터 서로 다른 크기의 전기 자동차
(EV) 개념을 시험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UPS는 런던과
파리에서 35대의 테스트용 전기 배송 차량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rrival은 UPS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특수 제작된 EV를 제공하는 최초의 제조업체입니다.
2019년 UPS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UPS Ventures는 Arrival
에 소액 투자를 단행했으며, 맞춤 제작된 EV 10,000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저공해 배송에 대한 투자
UPS는 EV 제조사 Arrival에서 맞춤 제작한
100% 전기 구동 배송용 밴 10,000대를
북미와 유럽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차량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매
계약인 9억 4,600만 리터의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합니다.

UPS는 6,000대 이상의 압축 천연가스
(CNG) 차량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구매하여 CNG 차량 수를 두 배
가까이 확장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대체 연료 및 첨단 기술
차량, 연료 및 인프라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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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시설

UPS는 시설에서 증가한 포장물 수량을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수용력은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육로 운영과 관련된 GHG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통해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nce
battery
온라인online,
상태가 a되면
배터리
microgrid
and
on-roof
마이크로 그리드 및 지붕 위의
solar
this
태양력power
발전을will
통해make
시설에서
a
near-zero-carbon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facility.
않게
Electric
and 및
RNG
vehicles
됩니다. 전기
RNG
차량은
will
operate운행됩니다.
from this hub.
이 허브에서

Camden,
영국,
캠던U.K.

퍼져나가는 확신
한 번에 하나씩 배송

Smart-grid
technology
enables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면
모든
simultaneous
charging
of an 수
entire
전기 배송 트럭을 동시에 충전할
있습니다. 또한 중고 배터리를 현장 에너지
are also testing
the 가능성도
potential시험하고
for used
저장용으로
재활용할
batteries
to
be
repurposed
for
on-site
있습니다.
energy storage.

UPS 내 여성의 기술
역량 강화

더 지난 지금, 이 Circle of Honor 배송직원은 그동안 변화한 사항과

PCM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저는 다른 배송직원들, 특히 신입

자신이 계속 UPS를 다니는 이유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UPS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한 학기를

휴학한 상태였고, 원래는 대학으로 돌아가 졸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 친구가 “UPS에 다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만 일할 계획이었지만, 곧 학교가 저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1년이 지난 지금, UPS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은 그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배치 담당자가 무선 호출기로 우리에게 연락하거나 특정

“

여성 리더는 갈수록 다양하고
글로벌해지는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사고와 경험,
재능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

UPS 회장 겸 CEO인 David Abney는 기조연설과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과 함께 기술과 혁신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Ab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그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항상 배울 것이 많으므로 더 많은 배송직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조회되었으며 현대식 파워스티어링은 몇 년 후에나 등장했습니다. 30년도

기술 중심의 경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종종 사무실에서 유일한 여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PS는 2019년 UPS 내에서 기술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리더십 서밋을 시작했습니다.

의제에는 차세대 여성 리더가 등장하는 청취 세션과 UPS의 여성 직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UPS 혁신 센터에 100 명 이상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행사는 소통, 협업 및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밋에서 수집된 통찰력은 기술계 여성의 2020년 이후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Jenny Rosado가 UPS에서 경력을 시작했을 때 배송 내역은 클립보드에서

David Abney
UPS 회장 겸 CEO

여기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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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배송직원을 멘토링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안전하게

“

저는 약 8년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며, 일부 고객들은 실제로 제
친구나 가족과 같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Visalia, CA
비세일리아

일하는 훈련을 받고 자신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답답함을

픽업 지점을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배송 정보 취득 장치(Delivery

느낄 때, 저는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송직원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며 하루를 잘 시작하도록 돕기

Information Acquisition Device, DIAD)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항상
안전에 대한 UPS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자랑스럽습니다.
수퍼바이저들은 매일 아침 배송직원들이 일일 경로로 향하기 전에

사전 커뮤니케이션 회의(Prework Communication Meetings, PCM)
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회의가 매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배송 직원들도 종종 회의를 듣지 않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 PCM 작성을

돕고 있으며, 배송직원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정거장이 집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하게 코너를 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일의 주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뒤로는

일주일에 며칠은 긍정적인 인용구나 하루에 하나의 질문을 보냅니다.
위한 저만의 방법입니다.

포장물 차량 배송직원는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도 길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8년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며, 일부 고객들은 실제로 제 친구나

가족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제가 어떤 고객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생각하는지 지켜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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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물류의
과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재난 발생 후
기증되는 물품 중 최대 60%가 낭비되곤
합니다.
2019년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강타한 후 익숙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기부 물품은 수령인
없이 도착했으며, 물품을 분류하고
보관하며 유통할 만한 전략이나 리소스가
없었습니다. 도로, 항구, 통신망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섬 전체에 구호품을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UPS 재단은 Good360과 함께 이러한

반복을 멈추고자 합니다. Good360은
도움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현물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부를 독려함으로써 기부자의
선한 관대함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Good360 및 그들의 현장
파트너와 협력하며 바하마의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고 현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Good360이 창고 파괴, 공항 폐쇄,
생존자의 기부금 및 필수품 수령을
제한하는 이동성 문제 등 재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의 즉각적인 여파보다는
재난의 전체 수명 주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희망합니다. UPS 재단과
Good360이 협업을 이어감에 따라
바하마 및 향후 재난 지역의 복구 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ood360은 UPS 재단과의
G
파트너십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올바른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난에 대응하는 물류

Matt Connelly
Good360 CEO

공유 가치와 성공 공유

물류업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포장물과 화물을 운송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전체 비즈니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PS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산과 자본을 투입하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배송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UPS 서비스에는 글로벌 소형 포장물,
보험 및 금융, 물류 및 유통, 프레이트 포워딩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이를 통해 영향을 측정합니다.

55억 개

125,000대

연간 포장물 수

차량 수

495,000명 이상

10,300대 이상

전 세계 직원 수

대체 연료 및 첨단
기술 차량 수

$400억

직원 보상, 복리후생
및 교육비

2,500곳 이상

572대

소유 및 임대
항공기 수

UPS의 다양한 시장을 반영하는 공급업체와 협력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소수 민족 소유 기업 Belle-Pak은 폴리에틸렌 봉지, 운송장 파우치 및 임상 백과 같은 포장 재료를 UPS에
오랫동안 제공해 온 공급업체입니다. 부사장 겸 공동 창립자 Yves Nahmias가 Belle-Pak이 어떻게 UPS 같은 고객을 위해 지속 가능한
패키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줍니다.

Q: UPS의 공급업체 다양성 노력에는 공급업체가 자체 공급망 내에서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elle-Pak은 어떻게 다양성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991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UPS
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우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온타리오주,
매사추세츠주, 조지아주의 시설에서 24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와 남미 전역의 우체국과 운송업체 회사에 자사
상품을 공급합니다.

글로벌 시설 수

2,860만 평방피트
전 세계 자동화
시설 면적

4,267,000톤

복합운송, 항공,
육로 및 철도 운송을
통해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배송을
실현함으로써 방지된
GHG 배출량

$43억

소규모 및 다양한
공급업체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3%

UPS에 의해 이동하는
일일 GDP

40,000곳 이상

Q: Belle-Pak 비즈니스에서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매년 새로운 장비에 3백만~4백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한,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탄소 배출량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UPS와 같은 고객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폴리에틸렌 봉지 재료의 두께를
줄이는 등 더욱 지속 가능한 포장물 옵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류를 혁신할 기회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애틀랜타주에 창고가
있으므로 소량 주문은 보다 쉽게 운영 센터에 바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PS와 같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PS 글로벌
가치 체인

전 세계 UPS Access Point®
영업소 수

$741억
연간 매출

Yves Nahmias
Belle-Pak Packaging Inc.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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