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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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이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는 Dell Technologies의 2030년 목표에 관한 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달성 진행 상황을 알려 줍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Dell Technologies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회사의 성장 전략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및 위험 완화 방법을 포함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을 제공합니다.
2030 Progress Made Real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2030년과 그 이후를 향한 Dell Technologies의 플랜이며 역량, 기
술, 인재를 활용하여 인류와 지구에 오래 지속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Dell Technologies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포용적 문화의 조성, 그리
고 생활 방식의 혁신에 중점을 두며 이 모든 것은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 지지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2030년 목표는 각 중점 영역을 아우르며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재 환경 및 사회
적 이슈를 철저히 검토한 후 수립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향후 10년간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사회 공헌 전
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Progress Made Real"이란 제목은 혁신과 행동을 통해서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Dell
Technologies 모두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발전의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동인
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믿습니다. FY20 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Dell Technologies는 각
목표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론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
의 결과가 더 영향력 있고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그 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의 영역들은 방법론 설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대부분의 2030년 목표에 관한 전년
대비 달성 진행 상황을 알려 줍니다.
이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와 관련 공시 자료 일체를 통해서 Dell Technologies는 그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는 점을 증명합니다.

Dell Technologies 비즈니스
Dell Technologies는 조직 및 개인이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고 업무 처리와 생활 방식은 물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도 혁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기존 인프라와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데이터 시대를 위한 업
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고 포괄적인 IT(Information Technology) 솔루션을 고객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여 매출 성장과 점유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FY21에 자재 환경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며 자재 환경 문제 해결 또는 기타 환경 비용도 없었습
니다.
"Progress Made Real" 전반에 제공된 지표와 정보는 자체 연례 글로벌 공헌 성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VMware를 제외하고 Dell
Technologies(이하 "Dell", "우리" 또는 "당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RSA,
Secureworks, Boomi, Virtustream, Dell Financial Services의 데이터는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RSA의 데이터는 매각일인 2020년 9월 1일까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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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Dell 회장의 메시지
Dell Technologies는 이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를 발표하
면서 한 해의 손실뿐 아니라 Dell Technologies의 정체성과 미래의
모습 및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배운 1년을 돌아봅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얻는 이러한 배움은 2021년과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Dell Technologies가 수행할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기술 혁신은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주도하며, 우리는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팀원 및 커뮤니티와 함께 삶의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Dell Technologies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장기
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향한 원대한 목표를 수립하면서 다음
과 같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것이
Dell Technologies의 사회 공헌 목표 중 하나가 자사의 기술과 영향
력을 활용하여 보건, 교육 및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2030년까지 10
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Digital LifeCar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
그램은 현재 1억 명 이상의 인도 시민이 등록했으며 데이터의 위력을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동료,
교사 및 관리자에게 IT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을 교육하
고 인증하는 Dell Student TechCrew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80명 이상의 진행자와 900명 이상의 학생 기술자가 교육을 받았으
며 현재까지 총 187,000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와의 협력에서 자체 운영, 제품의 에너지원단위에 이르기
까지, 가치 창출 과정 전체에서 진정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함

10억 명의 사람은 원대한 목표이지만 저는 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놀
라운 저력을 통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해에는
Dell Technologies의 원대한 새로운 사회 공헌 목표가 회사와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화했습니다.

• 조직 내에서 여성 및 소외된 소수 계층을 현재보다 더 높은 비율
로 승진시켜 경영진을 위한 파이프라인 속도를 높임

이제 이 보고서에서 진행 상황인 Progress Made Real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전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 달
러를 모금한 Take on Race Coalition에 합류함
•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를 선보여 고객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받음
또한 저는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부문에서 행동을 촉진하며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CEO 커뮤니티인 세계경제포럼의 CEO 기후리더동
맹에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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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Dell
회장 겸 CEO
Del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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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
을 가집니다. 사회의 결함은 물론 통신망과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격차 또는 불평등 문제가 드러난 한 해
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삶, 건
강, 교육 및 업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은 전 세계의 회복, 즉 모두에게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
이며 지속 가능한 회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Dell Technologies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 핵심 가
치 및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이끄
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 고객, 파트너, 공급
업체, 투자자, 지역 사회 등의 이해 관계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솔루션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팬데믹에 따른 가장 긴급하고 장기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코
로나19의 치료와 연구를 지원하고 가상 학습 및 재택/
원격 근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팀과 커뮤니
티는 인종 차별과 인종적 편견에 맞서 싸우고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
다. 우리는 업계 전반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이점
을 보여 주었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계속해서 가상 환
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재
와 전문 지식, 전 세계적인 지원, 폭넓고 깊이 있는 기
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고
위 경영진의 감독하에 전용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한 내부
혁신을 거쳤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가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중점을 두는 이유는 2030년을 향한 목표를 가속
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고, 그와 동시에 장기
적인 관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주도할 책임이 있
기 때문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 접근 및 교육을 제공함

• 파급력이 가장 큰 곳을 다시 살펴봄: ESG 중요성의
원칙을 개편함으로써 이해 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공헌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있는 곳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려는 우리의 노력
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
다. Dell Technologies의 ESG 접근 방식과 연례 사회 공
헌 보고서가 바로 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 핵심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 지표에 대한 약속: 모든
이해 관계자가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시 자료 표준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책임감은 우리의 정체성,
즉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의 위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팀일 것입니다. 평등, 정직과
성실, 신뢰, 권익 옹호를 위한 확고한 약속은 앞으로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
니다.

• 최고 수준의 조율 달성: 여기에는 ESG 전략 및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관리 위원회 구성과 이사회에
ESG 공시 자료가 포함됩니다.

∙ 전 세계적으로 더욱 포용적인 근로 문화 및 커뮤
니티를 조성함

Jennifer "JJ" Davis
Dell Technologies
CCAO(Chief Corporate Affairs Officer)

Vanice Hayes
Dell Technologies
CDIO(Chief Diversity and Inclusion
Officer)

• 가장 시급한 ESG 기회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협
력 체계 전체에서 계속 파트너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음에 대한 목표 및 솔루션을 수립합니다.
∙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중립에 더 가까이 다
가감

Michael McLaughlin
Dell Technologies
CECO(Chief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

∙ 기술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긍정적인 의료 서비
스 결과를 이끌어냄
∙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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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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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의 약속
Dell Technologies는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주도하고 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역량, 기술, 그리고 구성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며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인류와 지구를 위한 오래 지속되며
긍정적인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은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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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마일스톤

Dell Technologies는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식 있는 책임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행동에 관한 최근의 주요 사항을 공유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생활 방식의 혁신

2017

2018

2021

2018

2019

2019

Dell Technologies는 해양 폐기 플라스
틱으로 만든 업계 최초의 패키징을 만
들고, 해양 폐기 플라스틱 공급망의
첫 번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플라스
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컨소시엄인 NextWave Plastics를
공동 설립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2007년 이후 20억
파운드의 중고 전자제품을 회수하여
20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소비자에게 무료 글로
벌 메일백(mail-back) 서비스 제공부터
상업 고객에게 안전한 물류, 데이터 보
호 및 책임 있는 EOL(End of Life) 처분
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만듭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후 변화에 따
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연
장선상에서 지구의 날에 2050년까지
Scope 1, 2 및 3에서 온실가스 순배출
량 제로(0)를 달성하는 새로운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비전염성 질병을 관리
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의 Digital
L ife C a re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1억 명 이상이 등록되
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학생들이 Dell 데
스크탑, 노트북 및 고객 중심 프로세
스를 사용하여 IT 이슈에서 동료 및 교
직원을 도울 수 있도록 실습 경험을
통해 향후 직무 기술과 학습을 촉진하
는 Dell Student TechCrew를 선보였습
니다.

비영리 기관의 디지털 혁신 장벽을 해
결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는 해당
기관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Dell 자원봉사자 팀과
글로벌 비영리 기관을 연계하는 Tech
Pro Bono 컨설팅 프로그램 포트폴리
오를 만들었습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2018

2020

2020

2018

2019

2020

Dell Technologies는 2025년까지 컴
퓨팅 학위를 받는 흑인, 라틴계 및 아
메리카 원주민 여성의 수를 두 배
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boot
Representation Tech Coalition의 창립
회원이 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최
고 다양성 및 포용성 부문 이전 이사
인 Brian Reaves 씨가 초대 의장직을
맡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74개국 463개
지부가 있는 13개의 ERG(Employee
Resource Group)에서 44%의 참여율
을 기록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
의 ERG는 안전하고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 정의 이슈 등을 옹호
합니다.

Dell Technologies 피플 리더 인원의
99.98%(11,000명 이상의 팀원)가 Dell
Technologies의 무의식적 편견 기초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이는 팀
원들이 무의식적 편견을 파악하고 높
은 의식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그
러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RSA Arche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Dell Technologies는 최초로 자체 맞춤형
GDPR 규정준수 위험 관리 디지털 솔루
션을 개발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투
명성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책임감
과 노력을 유럽 연합 데이터 보호 당국
과 고객들에게 입증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등록된 Dell My
Account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
터를 출범했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 센터
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My Account를 비활성
화/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연례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새롭고 강력한 결속력: 인종
불평등에 맞서기 교육 과정을 배포했
습니다. 이 교육은 인종과 민족에 중점
을 두고 인종적 편견과 무의식적 편견
을 탐구하며 팀원들이 존중받고 가치
있음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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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Dell Technologies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상 내역은 사회 공헌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의지를 보여 주며 Dell Technologies가 우수한 성과를 낸 분야와 계속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합니다. 수상 내역 및 공로 인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DP CLIMATE A LIST

CDP SUPPLY CHAIN LEADERBOARD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CORPORATE EQUALITY INDEX

점수: A

Leader 지위

점수: 9년 동안 인정

점수: 최고 점수인 100점 획득

Dell Technologies는 양질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2020년에 CDP의 연례 기후 변화 질문지에 대한 답변
을 기반으로 A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점수
는 우수한 내부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 기후 변
화와 관련한 회사의 투명성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2020년 CDP 공개를 기반으로 공급업체가 기후 변화
에 대응하도록 활동을 벌이는 회사를 평가한 결과 Dell
Technologies는 7% 안에 들어 Leader로 선정되었습니
다. CDP의 공급업체 참여 평가는 공급업체가 기후 변
화에 대응하도록 회사가 벌이는 활동의 효과를 측정합
니다.

2021년에 Ethisphere® Institute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8년 연속 인정을 받
았습니다(총 9년 동안 인정받음). 이 결과를 통해 Dell
Technologies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윤리적 기업이 되
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 지수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
고 성 소수자 평등 측면에서 Best Places to Work로 17
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 소수자 관련
기업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국가 벤치마킹 툴 역할을 합
니다.

2020 BEST PLACES TO WORK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ESG

KNOWTHECHAIN

GLOBAL TOP 25 SUPPLY CHAIN

점수: 100%

점수: Prime 지위

점수: 49개 기업 중 6위

2021년 리더 중 하나로 선정

DEI는 기업이 장애인 포용성과 평등을 위해 취할 수 있
는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인 조치에 관한 로드맵을 구
축하도록 지원하는 벤치마킹 툴입니다.

2020년, Dell Technologies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
능한 발전과 관련된 ISS의 엄격한 ESG 요구 사항을 충
족하여 "Prime" 지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 부문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부터 KnowTheChain에 보고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공급
망에서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목적 의식이 뛰어난 통합된 조직, 고객 중심
의 비즈니스 혁신, 디지털 우선 공급망을 달성했음을
나타냅니다. 평가 기준의 15%는 ESG 측정 기준을 기반
으로 합니다.*

* Gartner는 연구 간행물에 설명된 어떠한 공급업체, 제품 또는 서비스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Gartner의 연구 보고서는 Gartner의 연구 및 자문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구성되며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artner는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포함해 이 연구와 관련된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비롯한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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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2019년 6월,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인류와 지구에 오래 지속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회 공헌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 영향력 및 앞으로의 기회에 대한 검토를 공유
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포용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생활 방식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윤리와 개인 정보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우리는 이 비전을 명확한 사회 공헌 목표로 확립하고 2030 Progress Made Real 플랜을 발
표했습니다. 연례 Progress Made Real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한 행동을 입증하고 2030년과
그 이후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 줍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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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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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Made Real - Dell Technologies의 2030 사회 공헌 플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Dell Technologies에게는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지구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
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환경 친화적
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업무를 모든 것의 근
간으로 삼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한편 언제 어디에서든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Dell Technologies는 모두가 인재 부족을 걱정하면서도
너무 많은 잠재적 인재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미래의 인재 수요를 충족하고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고객층을 반영하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성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비즈니스를 운영하
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여 사회적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미래의 인력
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Dell Technologies의
규모, 포트폴리오, 파트너를 활용하면 무궁무진한 가능
성이 열립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술에 잠재된 막대
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는 긍정적인 사회 공헌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빠
른 혁신, 빅데이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처해야 하
고 고객과 직원 및 지역 사회의 기대치가 증가하는 지
금, Dell Technologies는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실천에
계속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추구하려는 노
력은 Progress Made Real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길잡
이가 될 것입니다.

2030 Progress Made Real 플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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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요성의 원칙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

2019년 Dell Technologies는 당사가 가장 의미 있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파
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2030 Progress Made Real 플랜을 추진했습
니다.

Dell Technologies는 새로운 중요성의 원칙 개선 작업
을 수행하여 당사가 성장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는 가장 큰 기회가 있거나 완화해야 할 가장 큰 환경
적 또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리소스를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 목표를 통해 이러
한 주제를 보고하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및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같
은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ESG 성과를 계속 조정해 나
갈 것입니다. GRI 및 SASB 지표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지난해의 노력은 중요성의 원칙 개선 작업의 영향을 받
았습니다.

높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에너지와 기후
인권
지속 가능한 소비

비즈니스 윤리
지역 사회 투자
거버넌스
비즈니스 성과
혁신
직원 참여 및 개발
산업 보건 및 안전
제품 품질 및 안전
제품 전 과정 책임주의
공급망 보장

환경 및 사회 규정 준수
우려 물질
용수 및 폐수

보통

20 1 9년 중요성의 원칙 평가 를 실시한 이후 D e l l
Technologies는 계속 충실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 초에는 전년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조
직으로서 ESG 중요성의 원칙에 더욱 활발히 접근하고
자 중요성의 원칙 평가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
성의 원칙 개선 작업을 통해 Dell Technologies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관계자의 우선 과제에 적
절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주제
가 부각되었고 기존 주제는 그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비즈니스 윤리와 같이 항상 Dell
Technologies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주제는 이제 중요한
ESG 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Dell Technologies는 이러한 주제 간의 상호 관계를 인
식하고 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다른 분야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Dell Technologies 직원, 투자자, 공
급업체, 고객 등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과 소통했습니
다. 이처럼 이해 관계자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활용하여
주제의 중요성을 평가했습니다. 회사와 ESG 거버넌스
조직의 전문가들이 각 주제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결정했습니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중요도

폭넓은 ESG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성의 원칙 및 이
해 관계자의 참여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높음

보통
기회 또는 영향의 정도
중요성의 원칙은 ESG 보고 및 전략의 맥락에서 중요성을 의미하며 보안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요성 개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이러한 중요성 주제에 대한 정의는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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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SDG(SUSTAINABLE
DEVELOPMENT
G AL)

Dell Technologies의 2030년 목표는 Dell Technologie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가치 창출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통해 순
환형 경제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기 위해 Dell Technologies는 물론 당사 공급업체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임
할 것이며 Dell Technologies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Dell
Technologies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Dell Technologies가 하는 모든 일
에 바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UN 회원국들이 2015년 채택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와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술이 이러한 17가지의 야심 차고 상호 연관된 목표 중 많은 부분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사회 공헌을 하려는 Dell Technologies의 노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
회를 모색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모든 2030년 목표는 특정 SDG와 연결되며, Dell Technologies는 이러한 목표가 SDG 달성에 기
여한다고 생각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 변화 대응
조치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건강과 웰빙

생활 방식의 혁신

양질의 교육

성 평등

품위 있는 직장
과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및
견실한 제도

목표를 위한
협력

생활 방식의 혁신
Dell Technologies의 규모, 파트너십, 기술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SDG에 내포된 잠재성을 실현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전문 지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소외 계층을 위해 기회를
늘리고 건강을 증진하고 교육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맡은 바 역할
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강과 웰빙

계획

품위 있는 직장
과 경제 성장

Dell Technologies의 성공적인 미래는 다양한 인재를 확보를 육성하면서 포용성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기반으
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계속해서 더욱 다양하고 포용성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미래를 위한 잠재적 인력 풀을 구성하고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지
역 사회와 협력하고, 사내에서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원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직원
들에게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UN SDG 달성을 위한 지원

소개

저렴한 청정
에너지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양질의 교육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수치로 보는 정보

목표를 위한
협력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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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거버넌스
Dell Technologies ESG 전략의 근간이 되
는 거버넌스
20 1 9년 중요성의 원칙 평가 를 실시한 이후 D e l l
Technologies는 계속 충실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Dell Technologies가 중요한 ESG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
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전사적으로 이러한 이니셔
티브를 발전시키고 ESG 주제와 관련한 측정 및 관리
활동을 전략적 계획 및 운영에 통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 경영진

전략 기회
ESG Steering
Committee

2020년에는 Dell Technologies에서 ESG 문제를 감독하
는 두 개의 거버넌스 조직인 ESG Steering Committee
와 ESG Interlock Team을 구성했습니다. 각 조직은 고
유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며 Dell Technologies가 내부
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조정합니다.

ESG Interlock Team

Global
Sustainability
Council

이 거버넌스 조직은 Dell Technologies 전체의 다양한
팀에 속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통합된
관점에 따라 ESG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러한 구성원에
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다양성 및 포용
성, 인적 자원, 자선 활동 및 사회적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공급망, 기업 활동, 정부 활동, 내부 감사, 법
무, 위험 관리, 투자자 관계, 회계 및 보안과 같은 사업
부 및 부서에 소속된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이 두 거버
넌스 조직은 함께 Dell Technologies가 ESG 전략을 개
발 및 관리하고 ESG 성과를 측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Global
Diversity
Council

Global
Giving
Council

ESG 우선순위(예: 기후, D&I 모범 사례,
Regional Giving Council)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정
작업 그룹, 포럼 및 위원회에 중점을 둡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글로벌 위험 및
규정 준수 위원회

Enterprise Risk
Steering Committee

Information
Governance
Steering
Committee

글로벌 규정
준수 포럼

수치로 보는 정보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보고 방법

Global Privacy
Steering
Committee

ERM
Working
Group

지역 제어 및
규정 준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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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거버넌스

Dell Technologies 이사회 소개

ESG 거버넌스 조직의 주요 업무

Dell Technologies 이사회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기업
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현재 7명으로 구
성된 이사회에는 여성이 두 명 포함되어 있으며, Dell
Technologies는 앞으로도 다양한 후보자를 각 의석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 이사
회 구성원 중 네 명은 뉴욕증권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 구성원으로 분류됩니다.

ESG Steering Committee

ESG 관행 및 위험에 대한 이사
회의 역할
Dell Technologies의 ESG Steering Committee는 매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Dell Technologies의 사
명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감독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2030년 목표와 기타 ESG 우선 과
제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거버넌스, 규정 준수, 위험 감독 프로세스
및 절차의 수립과 유지 보수 활동을 감독하여 Dell
Technologies가 최고 수준의 책임성, 윤리, 정직과 성실
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Dell Technologies 이사회의 거버넌스 정보를 둘러보십
시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위험 관리는 Dell Technologies가 최고 수준의 책임성,
윤리,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프로세스와 절차로 구성됩니다.

• 연간 ESG 전략 수립 및 지휘
• 이사회를 대상으로 ESG 프로그램 옹호
• ESG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확보
• Dell Technologies의 2030년 사회 공헌 목표 달성 진
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
• 우선순위 ESG 평가, 순위, 수상 실적을 기준으로 성
과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 지원
ESG Interlock Team
• ESG 전략 실행 지원
• 주요 위험, 새로운 트렌드, 이해 관계자의 우선순위
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수집
• 회사의 ESG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
한 의견 제시
• 2030년 사회 공헌 목표와 우선순위 ESG 평가, 순위,
수상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를 모니터링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
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

또한 위험 관리는 경영진이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회사가 노출되
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가치 창출 과정과 회사
가 직면한 전반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일이 포함됩니
다. Dell Technologies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
해 ESG 거버넌스 조직을 활용합니다. 연례 보고서(10-K
filing)를 통해 Dell Technologies에 대한 주요 위험에 대
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Dell Technologies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지침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후 기
후 관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Dell Technologies와 해
당 이해 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했
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기후 전략을 결정하고 기후
관련 활동을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후 문
제와 관련된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P 기후 변화 질문지의 C2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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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자료 프레임워크
Dell Technologies는 ESG 공시 자료를 개선하고 강화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공시 자료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인정
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 Dell Technologies는 여러 해 동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참조해 왔고, 올해 공시 자료를 통
해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이전 Legacy of Good 2020 플랜
과 현재 2030 Progress Made Real 플랜을 통해 우리의
비즈니스가 UN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ll Technologies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기술 및 통신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산업별 표준을 비롯해 추가 프
레임워크를 준수하도록 FY21 보고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관련 보고에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장 사항을
채택했습니다(ESG 거버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14페이지 참조). 작년 Dell Technologies는 CDP의 기
후 변화 질문지 C3.1b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TCFD의
지침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Dell
Technologies의 GRI 인덱스는 GRI 공개 정보를 TCFD
권장 사항에 매핑합니다.

원칙에 초점을 맞춘 21가지 보편적이고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WEF 프레임워크의 핵심 이해 관계자 자본주
의 지표에 기반한 공시 자료를 약속했습니다. WEF의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에서 정의한 이 공통 지표 기준
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 공시 자료에는 인적 자본에 대한 질적 정보가 새
로운 요소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12페이지부터 시작되
는 FY21 10-K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해 보고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은 Dell Technologies가 오랫동안 파악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회사는 여러 측면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에
게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
는 향후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이러한 지표를 활
용할 계획입니다.
모든 보고서의 현재 및 보관된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GRI의 경우 SASB 및 WEF 지수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Dell Technologies는 25개의 다른 기업과 함께 WEF(World
Economic Forum)가 기업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공개를
조정하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 시행한 이니셔
티브의 초기 서명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Dell Technologies는 인류와 지구의 번영과 거버넌스의

소개

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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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공공 정책 옹호 및 지원
여러 국가와 지역 사회, 그리고 기업들이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
고 심화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
고 있는 가운데 Dell Technologies는 정부
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고 협력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ll Technologies
는 팬데믹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
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협력하고자 합니
다. 이를 통해 사회가 교육을 제공하고 업
무를 수행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공공의 이익
을 위해 언제, 어디서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서 Dell Technologies는 직원, 고객, 파트너, 지역
사회, 투자자, 정책 입안자와 같은 모든 이해 관계자 그
룹과 소통합니다.
지난해 Dell Technologies가 수행한 주요 공공 정책 활동

코로나19 팬데믹 구제책 지지

미국에 민주적 절차 지원

2020년에는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필수 정
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필수
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인 기술의 역할이 분명해졌습니
다. Dell Technologies는 지난해 내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를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정책과 접근 방식을 장려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가 수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직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유권자
등록, 자원봉사, 선거일 투표에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
를 제공하는 일을 항상 우선 과제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동안 Dell Technologies가 수행한 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IT 인력과 제품의 자유로
운 이동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여 중요한 운영의 연
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 원격 학습으로 전환한 학생에게 디바이스와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하는 코로나19 회복 법안의 정책을 지
지했습니다.
• 회복 법안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및 광대역 액세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지지하여 성공적인 결과
를 이끌어 냈습니다.
• Dell 시스템으로 확진자와 접촉 동선을 추적하는 통
제 센터를 인도 첸나이 근처의 외딴 마을에 구축하
여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위해 기술이 실현하는 가
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 미국 상원 청문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
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유연한
재택/원격 근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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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Time To Vote U.S. 이니셔티브에 참여하
여 유권자 접근성 및 교육을 추진하고, Day for
Democracy Pledge(민주주의의 날)에 서약하며 직원
주도 교육 행사 및 등록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 미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지지와 워싱턴 D.C.의 평화로운 전환
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1월 6일에 발생한 미국 국회의
사당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투표자 제한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를 위한 접근성
을 확대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며 정
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020년
미국 대선의 성공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했습니다.
• Dell Technologies의 Political Action Committee 이사
회는 선거 후 기간 동안 Dell Technologies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보인 국회 위원에 대한 기부
를 중단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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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공공 정책 옹호 및 지원

인종차별과 차별에 대처

디지털 포용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모두는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인종 차별을 목
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극명하고 마음 아픈
방식으로 이를 목격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가능
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두를 위
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가 수행한 활동
은 다음과 같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디지털 포용성을 확장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에
게 자금 지원 정책과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을 통해 소
외된 커뮤니티를 위해 광대역 접근성을 향상하고 5G
기술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가 수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은 Dell Technologies의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2020년에 온실 가스 감축을 위
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이니셔티브와 조치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였습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
가 수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공
개적으로 언급하고,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
을 마련하고 흑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직원을 지원하
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흑인 및 히스패닉/라
틴계 커뮤니티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내부 특별 대책반을 구
성했습니다.
• Take On Race Coalition(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연대)
에 가입하고 유권자 접근성에 대한 CEO의 공개 서한
에 서명하고 Intel Coalition Index(인텔 연대 지수)에
서명했습니다.
• 미국의 평등법(Equality Act)을 지지했고 주 수준에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
니다.
• 의회 내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및 흑인 코
커스(당원대회)로 구성된 의회 트라이코커스(TriCaucus)를 지원했습니다.

• 미국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Land O'
Lakes American Connection Broadband Coalition(미
국 광대역 연결 연대)에 가입했습니다.
• 시골 지역을 포함한 소외된 그룹의 사람들에게 디바
이스와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극
복 자금 지원을 지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인도 정부와 주 정부에 교실과 그 밖의 곳에서 디지
털 기술을 채택하도록 정책을 권장했습니다.
• 원격 학습 모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교육자가 겪
게 되는 문제와 교육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
회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
이기 위해 European Schoolnet(유럽 교육부 연합)과
PolicyHack을 개최했습니다.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Health Systems
Transformation Platform, LGT Venture Philanthropy,
Swasti 및 USAID와 함께 인도에서 포괄적인 기본 의
료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습
니다.

•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를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경제
포럼의 CEO Climate Leaders(CEO 기후리더동맹)에
합류했습니다.
• We Are Still In 약속에 서명하여 파리 협정에 대한 지
지를 재확인하고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벌이고 관
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촉
구하는 Business Roundtable의 새로운 기후 변화 정
책 초안 작성에 기여했습니다.
• The Climate Group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기후 변화
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과학계의 공통된 견해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지지를 알리기 위해 다른 기업 및 투
자자들과 함께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 McDonald’s 및 다른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재생 가능한 에너지 구매자 연대) 소속 기업
들과 함께 의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구제책을 통한
경제 회복 과정에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촉
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 유럽에서는 유럽 기업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하
기 위해 청정 에너지 구매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이해 관계자 연대인 RE-Source에 가입했습니다.
• 유럽의 정책 입안자와 공공 부문 고객이 450억 유로
에 달하는 연간 IT 조달 예산 전체를 환경 친화적이
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CTA(Call-to-Action)를 실시했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조달자가 입찰 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여 기준으로 포함하도록 전체
제품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CSR 조달 가이드를 개발
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사회 공헌 공공 정책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 / 17

인권에 대한 약속
Dell Technologies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합니
다. 우리의 정책과 관행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국제노동기구
의 기본 협약 등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따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약속
에 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기업 인권 정책
인권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고 추구하는 것은 긍정
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조성하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비즈니스 전략, 목적 및 약속의 본질입
니다. 이러한 약속은 Dell 인권 및 노동 정책 강령에 포
함되어 있으며 Dell Technologies의 모든 팀원, 공급업
체, 모든 규모의 계약업체와 하청업체, 파트너, 리셀러
및 가치 창출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기타 대상에 적용
됩니다.

인권 거버넌스
Dell Technologies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명시
된 기대에 부합하여 위험을 평가 및 해결하고 Dell의 인
권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실사 프로토콜을 구현했습
니다. Dell Technologies의 많은 내부 조직은 윤리 및 규
정 준수, 인적 자원, 제품 엔지니어링, 제조 및 공급망
운영, 직장 보건 및 안전을 비롯한 약속 이행을 운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중요한 인권 이
슈는 보고되어 이사회에서 감독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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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약속

HRIA(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최근 Dell Technologies는 기업 수준의 HRIA를 수행하
기 위해 타사를 고용했습니다. 목표는 인권 위험 및 영
향에 대한 이해를 보장 및 향상시키고 현재 또는 미래
의 정책을 알리고 위험 완화 및 거버넌스 관행을 지원
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HRIA는 Dell Technologies의 가장 두드러진 인권 위험
과 영향 영역(표 참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장 중요
한 위험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수 체계
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가의 일환으로 수집
된 외부 이해 관계자의 관점을 포함한 이 HRIA의 통찰
력과 제안은 Dell Technologies 인권 전략의 발전과 긍
정적 영향을 가속화하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표에서는 가치 창출 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
권 영향 영역, 각 관리 정책 및 기대치, 이러한 주제를
추가로 다루는 추가 리소스 및 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위험

가치 창출 과정 영향 영역

정책

추가 리소스 및 공시 자료

차별

자체 운영, 공급망,
제품(접근성)

•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

• Dell Technologies 다양성 및 포용성

• Dell Technologies 다양성 및 기회 균등
고용 정책

• Dell Technologies의 접근성 이행 원칙

•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업무
수행 강령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공급망

• Dell Technologies 인권 및 노동 정책 강령

•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진행 상황 보고서

• RBA 업무 수행 강령

• Dell Technologies 노예 제도 및 인신매매 반대 선언문

• Dell Technologies 취약 근로자 보호 정책
• Dell Technologies의 책임 있는 소싱 정책
보건 및 안전

자체 운영, 공급망, 제품

• 글로벌 산업 보건 및 안전 정책
• RBA 업무 수행 강령

• 이 보고서의 78페이지 수치로 보는 정보 섹션에 포함된
보건 및 안전 지표
•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진행 상황 보고서

• Dell 제품 규정 준수 정책

• Dell 제품 안전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자체 운영, 공급망, 제품

•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
• RBA 업무 수행 강령

• 이 Progress Made Real 보고서의 68–73페이지에 기술된
2030년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의 목표 지지

• Dell Technologies 미국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노동 시간/임금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공급망

생활 방식의 혁신

• RBA 업무 수행 강령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진행 상황 보고서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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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약속

업무 수행 강령 및 교육

공공 정책 지지

인권(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노력에 대한 지원 포
함)과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지지하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행동 강령은 Dell Technologies 업무 수
행 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모
든 직원은 연간 업무 수행 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
다. FY21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고객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 연례 윤리 교육의 일
환으로 새로운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시작했습
니다.
FY21에는 Dell의 연례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그리고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고 강력한 결속력: 인종 불평등에 맞서기 교육 과
정도 배포했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인종과 민족에 중
점을 두고 인종적 편견과 무의식적 편견을 탐구하며 팀
원들이 존중받고 가치 있음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FY21에는 총 120,956명의 팀원이 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Culture Code을 제공하고 홍보합
니다. 이 강령은 Dell Technologies 직원이 업무를 수행
하고 이끄는 방식에 대한 가치와 기대치를 명시한 것입
니다.
Dell Technologies는 2020년에 인종 정의에 관심을 가
지는 흐름의 증가세에 화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
불평등 주제를 다루기 위해 MARC(Many Advocating
Real Change) 기초 학습에 특정 콘텐츠를 추가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다양성 및 포용성 보고서에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ll Technologies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창립 회원이며, RBA는 RBA 업무 수행 강령
에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
다. Dell Technologies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며 해당
공급업체가 Dell 공급업체 원칙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
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의 공급망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건강
및 안전, 강제 노동 금지 등의 권리와 그 외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한 해 동안 61,124시간의 사
회 및 환경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인권 존중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약속
은 당사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의 책임 있는 소싱으로
까지 확대되며 Dell Technologies의 책임 있는 소싱 정
책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와 같은 그룹을 통
해 책임 있는 자재 소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접근 방식
을 구축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책임 있는 제조 보증 프로그램, 관
행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진행 상황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ell Technologies는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가 다양
성, 형평성, 포용성을 수용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
는 문화를 유지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직과 성실 및 책
임감을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Dell
Technologies 파트너의 업무 수행 강령에 명확하게 정
의되어 있습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Dell Technologies는 공공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인권에 관한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
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당사 팀은 다양한 정부기
관과 협력하고 정책 입안자 및 선출된 대표자들과 소
통하여 디지털 격차와 같이 소외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기술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인
종적 편견, 건강 불평등, 인력 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 공헌 공공 정책
지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으로 알아볼 사항
인권 위험과 기회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속적인 실사 및 거
버넌스 관행을 통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현재의 위험과 영향에 중점을 두는 동시
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화하는 상황도 모
니터링합니다. FY22에는 인권 영향 우선순
위를 내부의 다기능 ESG 거버넌스 포럼에
통합하여 가치 창출 과정 전체에서 위험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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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달성
Dell Technologies는 2050년까지 Scope 1,
2, 3을 통해 GHG(GreenHouse Gas) 순배
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지구를 보호하는"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는 새로운 순배
출량 제로(0) 약속의 강력한 중간 목표
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중
요한 전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GHG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서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적의 순배출량 제로(0) 목표
는 계속되는 탄소 배출과 상쇄 활동의 밸런싱을 맞추
는 것만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입증 가능한 탄소 제거
전략을 수행하기 전에 전체 가치 창출 과정에서 최대한
극적인 감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배출량 제로(0) 목표는 기존의 기후 관련 목
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
러나 순배출량 제로(0) 달성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
려면 비즈니스의 여러 측면에 걸친 글로벌 협력과 전체
가치 창출 과정에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Scope/Category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FY20 기준 배출량, MTCO2e로 측정

Scope 1: 58,000
Dell Technologies가 소유하고 제어하는 리소스에서 직접 배
출량입니다.

Scope 3,
Category 4

Scope 3,
Category 6

Scope 3, Category 3

Scope 2: 240,500
Dell Technologies가 구매한 전력, 증기, 난방 및 냉방 사용과
관련된 간접 배출량입니다.
Scope 3, Category 1: 3,748,600
Dell Technologies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으로 인한
업스트림 배출량입니다.

Scope 3, Category 1

Scope 3, Category 11

Scope 3, Category 3: 131,700
Dell Technologies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Scope 1 또는
Scope 2에 포함되지 않음) 연료 및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배출량입니다.
Scope 3, Category 4: 763,400
이동하는 자재 및 제품(육로, 해상 또는 항공) 또는 웨어하
우징 관련된 배출량입니다. 여기에는 인바운드 물류, 아웃바
운드 물류 및 운송/유통이 포함됩니다.
Scope 3, Category 6: 314,300
타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이동 수단(예: 항공기, 자동차,
기차)을 통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직원을 이송하는 것과 관
련된 배출량입니다.

Scope 2

Scope 1
Scope 3, Category 11: 11,280,000
Dell Technologies 제품 사용과 관련된 배출량입니다.

현재 Dell Technologies는 그 외 Scope 3 범주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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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달성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후 성과

운영 배출량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는 것은 지구 기후와 인간
활동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서 시작됩
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둔 내
력이 있으며 강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진
전을 이루었습니다. 2002년 환경 보고서에서는 처음
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에 Dell
Technologies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
계되고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의 승인을
받은 GHG 감축 목표를 수립한 최초의 12개 회사 중 하
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40% 감소를 요구하는 운영 탄소 배출량에 대한 2020
년 목표를 달성했으며, 제출한 정보의 품질과 포괄성
에 대해 CDP의 2020년 연례 기후 변화 질문지 응답에
서 A를 획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점수는 우수
한 내부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 기후 변화와 관
련한 회사의 투명성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Dell
Technologies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2020년 Scopes 1 및 2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Scopes 1 및 2 배출
량 감축 목표는 파리 협정의 가장 원대한 목표인 섭씨
1.5도까지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축량과 일치함
을 SBTi에서 승인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미 인
프라스트럭처를 업그레이드하고 운영의 에너지 효율성
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75%,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전력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나머지 Scope 2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달성하여 순배출량 제로(0) 목표
의 해당 부분을 해결합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 관리
순배출량 제로(0)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접근 방
식은 자사 운영(Scope 1 및 2), 공급망(Scope 3) 및 Dell
제품 사용(Scope 3)에서 나온 배출량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
다. 각각의 경우에 우리는 과학적 측정 기반의 시간 제
한이 있는 중간 목표를 조합하여 순배출량 제로(0)를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및 연구개발
팀과 협력하여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Scope 1 배출량의 경우 건물 및 차량에서 GHG 배출 연
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및 장비를 저배출 또는 무배
출 냉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러한 기술 중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
면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여러 경우
의 수를 실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업스트림 배출: 공급망과 협력
제조업체가 과학적 측정 기반 타겟을 달성할 수 있으려
면 공급망 파트너를 참여시켜 순배출량 제로(0)를 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해야 합니다. 파트너와의 향후 협력에는 에너지 소싱,
에너지 효율성 증대, 물류 개선, 기후 관련 측정 및 보
고 개선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공급업체가 자체적인 참여 관행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업스트림 배출량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면 Dell Technologies의 공급
업체, 그리고 해당 공급업체의 공급업체가 우리 프로그
램을 에뮬레이트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자체 프로
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운스트림 배출: 제품의 탄소
발자국 관리
2013년 말, Dell Technologies는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
의 에너지원단위를 80%(FY12–FY21)까지 줄이기 위한
SBTi 승인 목표(업계 최초)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표
에 대한 보고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우리는 FY12 기준
과 비교하여 약 76.7%의 감축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Dell Technologies는 이 목표를 2021년 말에 발표될 제
품 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목표로 대체할 것입니
다. 이러한 새 목표는 엔지니어링 팀과 공급업체 간의
혁신을 고무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사용은 Dell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지만 Dell Technologies는 설계 및 서비스를
통해 순환 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
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제
품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이 적은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
리퍼비시 또는 재활용이 더 쉽도록 설계하여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앞서 기술한 모든 단계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
고 순배출량 제로(0)에 가까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제품
과 서비스에는 항상 약간의 탄소 발자국만 있
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도 Dell Technologies는 자체적인 영향과 제품
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급업체와 협력하
여 공급망을 탈탄소화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
의 폭넓은 도입을 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
기의 탄소를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입
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미 일부(추산되지
않은) 나무 심기 및 서식지 복원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지만 "위의 모든" 전략이 필요합니
다. 우리는 추가 탄소 제거 전략을 계속해서 조
사하고 입증할 것이며 효과적이고 정량화 가
능하며 검증 가능한 전략에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의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십시오.
• Dell Technologies는 2050년까지 Scope 1, 2,
3에 걸쳐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
할 것입니다.
•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할 것입
니다.
• Dell Technologies는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
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단위 매출당 60%
라는 과학적 측정 기반 온실 가스 배출량 감
축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Technologies.com/
ClimateChang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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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사회 공헌 목표

2030 Progress Made Real 플랜을 통해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향후 10년간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사회 공헌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은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Moonshot Goal

Moonshot Goal

Moonshot Goal

Moonshot Goal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제
품 자재 중 절반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
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업무 인력의 50%, 글로
벌 피플 리더의 40%를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자체 기술과 세계적인 사업 규
모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 및 경제 분야의 공평한 기회 이니셔티
브를 진행하여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제어 프로세스를 자동
화하여 고객이 개인 정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기타 목표

기타 목표

기타 목표

기타 목표

• Dell Technologies는 2050년까지 Scope 1, 2, 3에 걸쳐 온실가
스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미국 인력의 25%, 미국 피플 리더의 15%를 흑
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
상자의 50%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
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직원이 Dell Technologies
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90%가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 1,000곳의 비영리 파
트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그들이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
량을 5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시설에서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75%를 그리고 2040년까지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직원의 50%가 ERG(Employee Resource Group)
에 참여하여 사회 공헌에 힘쓸 것입니다.

•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에너지원단위를 8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FY12–FY21).

•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관리자가 모범이 된
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Dell Technologies는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단위 매출당 60%라는 과학적 측정 기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직원의 95%가 무의식적인 편견, 학대, 소극적
괴롭힘 및 차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례 기초 학습에 참여하
게 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
상자의 50%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
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가 Dell Technologies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약속
을 이행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지역 사회를 지원하
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공급망의 직원들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매년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지속적으
로 교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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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시보드
Dell Technologies의 목표 대시보드는 2030년 목표를 향한 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알려 줍니다. 이 섹션의 뒷부분에서 목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목표의 기준은 이미 달성한 진행 상황을 반영하거나 2020년 2월부터의 진
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점을 설정합니다.
"Progress Made Real" 전반에 제공된 지표와 정보는 자체 연례 글로벌 공헌 성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VMware를 제외하고 Dell Technologies(이하 "Dell", "우리" 또
는 "당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RSA, Secureworks, Boomi, Virtustream, Dell Financial Services의 데이터는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RSA의 데이터는 매각일인 2020년 9월 1일까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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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OT GOAL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제품 자재 중 절반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구매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
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것입니다.
수집된 제품의 비율(판매한 제품 중량 대비 재활용 및
재사용된 제품의 총 중량)

2030년까지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생 소재로 제조하겠습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는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의 9.6%를 회수했습니다(이 비율은 판매된 제품량
대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수집된 총 제품 수입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0.5% 증가한 수치입니
다. 이러한 증가는 FY21의 제품 판매 수량과 제품 수집의 전년 대비 6%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고객과 Dell에 수집과 관련된 과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해당 연도에 판매된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집을 성장시켰습니다.1

FY21에는 패키징의 약 87%가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공급업체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골판지로 전
환하기 시작하면서 개선된 소싱 옵션에 따른 것입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는 패키징 자재 공급
업체에 FSC 인증 골판지를 소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2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 변화 대응 조치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패키징 내 재활용/재생 가능한 자재 사용 비율

2030년까지 제품 자재 중 절반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FY21에는 제품에 사용된 자재의 3.9%가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0.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많은 디스플레이와 노트북을 통한 포스트 컨슈머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재활용 탄소섬유 소재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더 작고 가벼운 기
술을 향한 발전 덕분에 사용되는 제품 자재의 전체 양이 감소했습니다.
제품 내 재활용/재생 가능 자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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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는 2050년까지 Scope 1, 2, 3에 걸쳐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조치

성과 지표 - CO2 환산 미터톤(MTCO2e)으로 측정
Scope 1: 직접 배출

FY21에는 Scope 1 배출량을 13,100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FY20 기준에서 23%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건
물, 차량 및 회사 항공기의 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Scope 2: 간접 배출, 시장 기반

FY21에는 Scope 2 시장 기반 배출량을 65,600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FY20 기준에서 27%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로 인
한 재생 가능한 추가 전력 구매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Scope 3, Category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FY21에 Dell Technologies의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는 GHG 배출량을 251,100미터톤으로 감축했습니다.3 이는 FY20 기준과 비교할 때 절대 배출량이
6.7% 감소(단위 매출당 7.7%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소는 공급업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청정 에너지를 공
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 Dell Technologies의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 이니셔티브 중 일부에는 공급망 전체의 에너지 관리를 파악하기 위한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급업체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주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4

Scope 3, Category 3: 업스트림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FY21에는 Scope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을 26,200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FY20 기준에서 20% 감소한 것입니다. 이 범주는 연료 및 전
력 구매와 관련이 있으므로 배출량이 총 에너지 소비 추세를 따릅니다. 이러한 감소는 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그 중 상당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무실용 건물, 차량 및 기업 항공기 사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Scope 3,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유통

FY21에는 Scope 3 업스트림 운송/유통 이동 배출량은 334,800미터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항공 운
송이 증가하고 이 지표의 범위가 추가 지역 운송 경로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5

Scope 3, Category 6: 비즈니스 출장

FY21에는 Scope 3 비즈니스 출장 관련 배출량을 252,900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배출량 범주인 호텔 숙박과 렌터카를 추가하더라도
FY20 기준에서 80%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 출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Scope 3, Category 11: 제품 사용

FY21에는 Scope 3 제품 사용 관련 배출량을 1.08MM 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FY20 기준에서 9.6%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Dell
Technologies 제품 포트폴리오의 에너지 사용 감소와 구매한 전력에 대한 그리드 배출량 계수의 개선 때문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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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1에는 Scope 1 및 2 (시장 기반) GHG 배출량을 78,800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FY20 기
준에서 26%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재생 가능한 추가
전력 구매 및 운영의 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6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2 GHG(GreenHouse Gas) 배출량을 50%
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저렴한 청정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조치

Scopes 1 및 2 (시장 기반) GHG 배출량의 MTCO2e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시설에서 2030년
까지 소비 전력의 75%를 그리고 2040년까
지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는 재생 가능 자원에서 전력을 54%로 늘렸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미국, 유럽 및 인도에서 재생 가능한 추가 전력 구매 및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전력 소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총 사용 전력 중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비율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에너지원단위를
8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FY12–FY21).

제품 포트폴리오 에너지원단위 감축 비율(이는 FY20 기
준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
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단위 매출당 60%라
는 과학적 측정 기반 GHG(GreenHouse Gas)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MM당 Scope 3, Category 1 GHG 배출량의 MT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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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1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에너지원단위를 FY12 기준보다 76.7% 줄였습니다. 이 목표는 FY14에
Legacy of Good 2020 플랜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이는 FY20에서 에너지원단위가 5.5% 감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진전은 FY21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 기술의 성능 개선과 제품 혼
합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는 2020년 에너지원단위 목표를 보고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Dell Technologies
는 제품의 환경 친화성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 탄소 영향에 대한 2세대 목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7

FY21에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는 FY20 기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MM당 3.7MTCO2e로 줄였습니
다. 이는 FY20 기준과 비교하여 단위 매출당 7.7%의 GHG 배출량 감소(절대 배출량 6.7% 감소)를 나타
냅니다. 이러한 감소는 공급업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청정 에너지를 공
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 Dell Technologies의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 이니셔티브 중 일부에는 공
급망 전체의 에너지 관리를 파악하기 위한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급업체가 에너지 효율성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주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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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 소유 시설의 담수 사용을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25%로 감축할
것입니다.

FY21에는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담수 사용을 23메가리터로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지역에
서 34% 감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사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메가리터의 담수가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사용됩
니다.

Dell Technologies 소유 시설의 담수 사용을
10%로 감축할 것입니다.

FY21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 담수 사용을 197메가리터로 줄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FY20 기준보다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사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메가리터의 담수가 그 밖의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업무 공간 플라스틱 폐기물을 90%로 감축할
것입니다.

FY21에는 제조 작업에서 생성된 총 플라스틱 폐기물이 73미터톤 증가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기록 관리 개선과 제조업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2030년 목표
의 목적은 사무실용 건물을 포함한 업무 공간 전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건물이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터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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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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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목표

현재 성과

UN 관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Y21 성과 정보

2030년까지 매년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목표의 측정은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CY20에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직원들에게 61,124시간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CY19 기준보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계획된 온라인 학습 기회와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육 모듈의 도입
에 따른 것입니다.9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직원들에게 제공
한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교육의 총 시간

2030년까지 매년 공급망의 직원들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제조 시설 내에서 제공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의
총 시간

CY20 기준: 99,27111
공급망에 제공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의 총 시간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이 목표의 측정은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CY20에 Dell 팀원들은 사내 공장에서 6,592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는 CY19 기준보다 4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러한 감소는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코로나19 프로토콜과 사내 공장에서의 교육 제공 기
회로 인한 것입니다. 팬데믹 관련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이전 성과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0

이 목표의 측정은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CY20에는 두 곳의 가장 큰 공급업체에서 진행
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 시간이 총 99,271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이 목표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CY20에 Dell Technologies는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 기회에
대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 공급업체
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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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목표

현재 성과

UN 관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Y21 성과 정보

2030년까지 매년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직
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입니다.

이 목표의 측정은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CY20에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인증 타사 공장 감사 기간 동안 11,699명의 공급업체 직원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CY19 기준보다
6%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완료 가능한 공급업체 감사 횟수를 제한한 코로나19 방역을 위
한 제한 사항 때문입니다.12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공급망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피드백 면담 횟수

이 목표의 측정은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CY20에는 모든 제조 시설에 피드백 채널을 도입
했습니다. 이는 CY19 기준보다 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제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에 따른 것입니다.13
의견 수렴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 시설의 비율

FY21에 Dell 공장 팀원은 사내 공장에서 271개의 개념화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개
념화 세션 수가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대면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코로나19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팬데믹 관련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이전 성과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4
사내 개념화 세션의 총 횟수

FY21에는 826개의 Dell 공장 팀원 혁신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개념화 프로세스가 발전되고 모든 Dell 공장 위치에 대한 추적
조정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15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사내 혁신 아이디어의 개수

FY21에는 Dell 공장 팀원의 86%가 사내 개념화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대면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코로나19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팬데믹 관련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이전 성과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6
사내 개념화 세션에 참여하는 수준
공급망의 개념화 세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공급업체 개념화 세션 기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FY21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제안 상자,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른 채널을 통해 직원 참여를 지원하여
운영 효율성과 직원 웰빙의 혁신 개선을 주도했습니다.17

제공되지 않음

감사 결과를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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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 / 30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

목표

현재 성과

UN 관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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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OT GOAL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업무 인력의 50%, 글로벌 피플 리더의 40%를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인력의 50%를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으로 확인되는 글로벌 인력의 비율

FY21에 글로벌 인력의 31.8%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Dell Technologies의 경영진과 팀원들이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화하고, 최고의 여성 인재를 발굴 및 유지할 기회를 최적화하
기 위해 인재 발굴팀과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FY21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이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18

여성으로 확인되는 글로벌 인력 중 피플 리더의 비율

FY21에 피플 리더의 25.8%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Dell Technologies의 경영진과 팀원들이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화하고, 최고의 여성 인재를 발굴 및 유지할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
해 인재 발굴팀과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FY21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이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19

2030년까지 글로벌 피플 리더의 40%를 여
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것
입니다.

성 평등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및 견실한 제도

2030년까지 미국 인력의 25%, 미국 피플 리더의 15%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 인력의 25%를 흑인/아프리
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
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
로 확인되는 미국 인력 비율

2030년까지 미국 피플 리더의 15%를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는 미국 인력의 피플 리더 비율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FY21에 미국 인력의 14.2%는 자발적으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히스패닉/라틴계로 칭한 사
람들이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0.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Dell Technologies의 경
영진과 팀원들이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대학과의 관계, Better Together 파이프라인 학교 및
Project Immersion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십에 따른 것입니다. FY21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반영하
기 위해 이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20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및 견실한 제도

FY21에 미국인 피플 리더의 11.4%는 자발적으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히스패닉/라틴계라고
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Dell Technologies
의 경영진과 팀원들이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
라, 경영진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에 따른 것입니다. FY21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이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21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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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90%가 자신의 직
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FY21에 Dell 직원의 91%가 자신의 직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FY22에 측정). 이는 FY20 기
준과 비교하여 2%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겟 목표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한 어려
운 한 해 동안 직원의 94%가 Dell Technologies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22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FY21에는 직원의 44%가 ERG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
가는 Dell Technologies의 경영진과 팀원이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Black Networking Alliance Moment of Reflection와 같은 주요 ERG 이니셔티브,
Conexus ERG가 공유하는 원격 인력 모범 사례 및 글로벌 ERG의 교차 협업에 따른 것입니다.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자신의 직무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직원의 비율

2030년까지 직원의 50%가 ERG(Employee
Resource Group)에 참여하여 사회 공헌에
힘쓸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및 견실한 제도

ERG에 참여한 직원 비율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관
리자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관리자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의
비율

2030년까지 직원의 95%가 무의식적인 편
견, 학대, 소극적 괴롭힘 및 차별과 같은 주
제에 대한 연례 기초 학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
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0%가 여학생 또
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FY21에 Dell 직원의 83%는 자신의 관리자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FY22에 측정). 이
는 FY20 기준과 일치합니다. 전례 없는 한 해 동안에도 관리 직급들은 여전히 팀원에게 영감을 줄 시간
을 찾았습니다. 직원의 92%는 자신의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도록 도전했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원의 89%는 자신의 관리자가 팀원 모두에게 성장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23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FY21에는 직원의 33%가 연례 기초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
다. 이러한 증가는 Dell Technologies의 경영진과 팀원들이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에 대
한 전략적 초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사 전체로 확장할 수 있었던 완전 가상의 Many
Advocating Real Change 학습 환경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24

성 평등

연례 기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의 비율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및 견실한 제도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 중 지
원을 받은 비율

FY21에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6.1%는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
로 확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FY21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전략적 기부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이니셔티브는 다른 프로
그램보다 더 포괄적인 인구통계학적 "지원 범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FY21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이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25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한 협력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 다양성 및 포용성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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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목표

목표

현재 성과

FY21에는 건강, 교육 및 경제적 기회 이니셔티브(예: Digital LifeCare)를 통해 4,700만 명이 추가로 지원
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Dell Technologies가 누적 9,300만 명 이상에게 지원을 제공한 것과 같습니
다. 코로나19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 세계의 비
영리 파트너와 협력하고 가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MOONSHOT GOAL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자체 기술
과 세계적인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의료, 교
육 및 경제 분야의 공평한 기회 이니셔티브
를 진행하여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
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0%가 여학생 또
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 1,000
곳의 비영리 파트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
여 그들이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N 관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Y21 성과 정보

지원을 받은 총 인원 수(누적)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품위 있는 직장과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한 협력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 중 지
원을 받은 비율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는 총 비영리 파트너 수(누적)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지
역 사회를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
입니다.

FY21에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6.1%는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
로 확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FY20 기준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FY21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전략적 기부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이니셔티브는 다른 프로
그램보다 더 포괄적인 인구통계학적 "지원 범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FY21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이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26

FY21에 Dell Technologies는 Pro Bono 프로그램을 통해 66개의 비영리 파트너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11
개 비영리 파트너인 FY20 지원 범위보다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FY21에 두 개의 새로
운 Tech Pro Bono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Pro Bono 프로
그램은 가상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환점을 통해 Dell Technologies는 비영리 파트너에게 계속해
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FY21 타겟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27
FY21에는 전 세계 Dell Technologies 팀원의 51%가 기부 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FY20 기
준보다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가 대면 자원봉사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으
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자원봉사에 참여한 직원 비율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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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목표

목표

현재 성과

UN 관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Y21 성과 정보

MOONSHOT GOAL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제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고객이 개인 정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My Account 기능의 하나로 고객 개인 정보
Digital Trust Center를 설립합니다.

FY21 진행 상황: 등록된 Dell My Account 사용자가 데이터
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
를 출범했습니다.
FY20 기준: 설계 및 개념 입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온라
인으로 My Account를 비활성화 및 재활성화하는 기능은
FY20 말에 27개국에서 완성됩니다.

운영상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디지털
솔루션(즉, RSA Archer)을 확장하여 My
Account에 신설된 개인 정보 디지털 보호 센
터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dell.com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
해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 및 개
인 정보 보호 실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
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FY21 진행 상황: 운영 개인 정보 규정 준수 제어 및 프로세
스를 포함하여 내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FY20 기준: 온라인으로 My Account를 비활성화 및 재활성
화하는 기능은 FY20 말에 27개국에서 완성됩니다. FY20에
는 개인 데이터 액세스 및 삭제 기능을 위한 설계 및 개념의
입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FY21 진행 상황: FY21에 Dell Technologies의 미국 개인 정
보 처리 방침을 수정해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
과 개인 정보 보호 실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FY21에는 등록된 Dell 내 계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 센터를 통
해 사용자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더 이상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싶지 않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고 My Account를 비활성화/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새로운 6개 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파나마, 태국, 한국)를 추가하여 고객의
데이터 요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개인 정보 거버넌스 제어 및 프로세스(예: RSA Archer)를 구현했습니다. 기본적 권
리로서 고객 신뢰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는 필수 연례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새로운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28

FY21에는 운영 개인 정보 규정 준수 제어 및 프로세스(예: RSA Archer)를 포함하여 내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는 개인 정
보 인시던트 또는 우려 사항을 추적하는 내부 절차를 개선하고 순환형 루프 개선 조치를 100%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자동 제어 기능을 만들어 Dell
Technologies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관리에 강력한 책임을 더했습니다.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새로운 6개 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파나마, 태국, 한국)에 대한 개인 정보 처
리 방침을 업데이트하여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6개 국가가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를 통해 데
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FY20 기준: 온라인 dell.com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해
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
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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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목표

목표

현재 성과

UN 관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Y21 성과 정보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직원
이 Dell Technologies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
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직원이 지정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이수했으며, FY20에는 100%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공
은 증가하는 재택/원격 인력이 교육 이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예: 새로운 My Ethics 앱을 통해).29

배정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이수한 Dell Technologies
직원의 비율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직원이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했으며 FY20에는 100% 동의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
공은 새로운 My Ethics 앱의 검색 가능한 모듈형 콘텐츠를 비롯하여 업무 수행 강령을 액세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30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한 직원의 비율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가 Dell
Technologies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FY21 기준: 96%

FY21에는 파트너의 96%가 파트너 업무 수행 강령에 정의된 Dell Technologies의 가치와 기대치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이 목표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FY21에는 DTPP(Dell Technologies Partner Program)에 참여하는 Metal Tier 솔루션 공급업체와 공인 총판의
DTPP 동의서 수락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31

파트너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한 파트너 비율

FY21 기준: 100%
지정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이수한 파트너 비율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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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방법론
2030년을 향한 Progress Made Real 플랜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이행할 원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발전의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동인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믿습니다. 각 목표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론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 이후에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측정: Scope 2의 MTCO2e: 간접 배출, 시장 기반
방법론: GHG 배출량은 GHG 프로토콜의 계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계산됩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
고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제품 자재 중 절반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
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
는 재활용
방법론: 과거에는 수집된 재사용 자재의 중량을 보고했습니다. FY20에는 중량-단위 변환을 기반으로 한 단위 수를
보고했습니다. FY21 초반부터 Dell Technologies는 수집된 실제 단위와 수집된 자재의 중량으로부터 변환된 단위를
결합하는 더욱 발전된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보다 정확한 단위 측정을 위해 방법론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수집된 제품 범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세분화된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
파트너와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측정: Scope 3의 MTCO2e, Category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방법론: 가치 창출 과정(Scope 3)의 배출량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타겟은 원대한 가치 창출 과정 목표에 대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즉, 현재 모범 사례와 일치합니다.
측정: Scope 3의 MTCO2e, Category 3: 업스트림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방법론: GHG 배출량은 GHG 프로토콜의 계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범주에는 Dell Technologies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Scope 1 또는 Scope 2에 포함되지 않음) 연료 및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측정: Scope 3의 MTCO2e,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유통
방법론: Scope 3, Category 4 배출의 경우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수집 개발의 리소스 제약으로 인해
GHG(GreenHouse Gas) 프로토콜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GLEC 프레임워크 및 Well-to-Wheel(차량 연료 생애 전과
정) 분석에 따른 배출 계수를 사용합니다. 향후 Dell Technologies는 물류 배출 보고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선
택하기 전에 GLEC 프레임워크 및 GHG 프로토콜 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
방법론: 이 범위에는 고객에게 발송되는 모든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자재의 패키징이 포함됩니다. 이 측정은 다수
의 사업 영역에 걸쳐 패키징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패키징에서 재활용 및
초도 사용 자재의 대략적인 볼륨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기 플랜은 구매 시 재활용된 자재의 비율 정
보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GLE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GHG 프로토콜 방법론에 비해 회사의 측정 배출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는 GLEC 프레
임워크가 구성 요소 및 제품 이동으로 인한 전체 업스트림 및 직접 사용 물류 배출량(Well-to-Wheel)을 측정하는 반
면 GHG 프로토콜은 직접 사용 운송 배출량(Tank-to-Wheel)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제품 자재 중 절반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
방법론: 새로운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제품에 사용된 자재의 총 중량에 대한 비율로 재활용 및 재생 가능 자재의
추산 양을 보고합니다. 백분율 기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자재 사용량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자재 공급 설비
내에서 표준화된 보고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공급업체, 자재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 세트를 수립하고 재생 가능 및 재활용 자재에 대한 산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고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측정: Scope 3의 MTCO2e, Category 6: 비즈니스 출장
방법론: GHG 배출량은 비즈니스 항공, 철도, 자동차 및 호텔 여행을 고려하여 GHG 프로토콜 회계 기준 및 지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범주에는 Dell 소유 차량 또는 회사 전용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출량은 Scope 1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FY20 기준 배출량에는 항공 및 철도 여행이 포함되었습니다.
FY21에는 호텔 숙박 및 렌터카에 대한 배출량이 추가되었습니다. 항공을 통한 비즈니스 출장 시 배출량은 복사강제
력 상승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2050년까지 Scope 1, 2, 3에 걸쳐 GHG(GreenHouse Gas) 순배출량 제로(0)를 실현할 계획입
니다.

측정: Scope 3의 MTCO2e, Category 11: 제품 사용
방법론: GHG 배출량은 보고 연도 동안 판매된 모든 범위 내 제품에 대해 수명주기 내 예상 에너지 사용에 중점을
둔 GHG 프로토콜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이 수치에 해당 연도의 구매 전력에 대해 게시된 그리드
배출 계수를 곱합니다. 이 데이터 범위에는 모든 서버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킹 시스템, 디스플레이, 고객
노트북 및 데스크탑 시스템은 물론 Precision 및 Alienware가 포함됩니다.

측정: Scope 1의 MTCO2e: 직접 배출
방법론: GHG 배출량은 GHG 프로토콜의 계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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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방법론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방법론: 이 목표는 Legacy of Good 2020 플랜의 감축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GHG 배출량은 GHG 프로토
콜의 계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범위 1 배출에 범위 2 시장 기반 배출을
더한 값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시설에서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75%를 그리고 2040년까지 100%를 재생 가능 에너
지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방법론: 재생 가능 전력의 양은 풍력, 태양광, 수력 및 기타 재생 가능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한 양과 현장에
서 예를 들면 태양광 집열판으로 생산된 전기의 양을 포함합니다. 계산은 GHG 프로토콜의 계산 기준과 지침을 따릅
니다.

측정 지표: 업무 공간 플라스틱 폐기물을 90%로 감축
방법론: 이 목표는 Dell Technologies의 운영 및 사무실 기반 활동(Dell이 제공하는 식품 서비스 포함)에서 생성된 플
라스틱 및 플라스틱 형태 폐기물의 연간 중량을 참조하며 해당 폐기물은 폐기 또는 퇴비화되거나 재활용을 위해 외
부로 보내집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무실 시설의 플라스틱 폐기물 생성에 대한 계획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준은 향후 운영이 정상화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방법론: 이 범위는 Dell Technologies 공장 직원들과 공급업체들에 보건 및 안전,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관리, 강제 노
동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제공된 온라인 및 대면 교육의 총 시간을 뜻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결과는 1년 단위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입니다.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에너지원단위를 8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FY12–FY21).
방법론: 이 목표는 FY14에 Legacy of Good 2020 플랜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한 방법론은 단위
판매 데이터와 더불어 수명주기 내 예상 에너지 사용 및 모든 핵심 하드웨어 제품의 납품 능력에 대한 모델을 사용
합니다. 이 범위에는 당사의 다운스트림 에너지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고객 및 기업 하드웨어 제품이 포
함됩니다. 이 목표에는 Dell Technologies 디스플레이 또는 Alienware 하드웨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단위 매출당 60%라는 과학적 측정 기반 온
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방법론: 가치 창출 과정(Scope 3)의 배출량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타겟은 원대한 가치 창출 과정 목표에 대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즉, 현재 모범 사례와 일치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측정 지표: Dell Technologies 소유 시설의 담수 사용을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25%로 감축
방법론: 물은 Dell Technologies 시설에서 음용, 조리, 청소 및 수세식 변기 등 가정용으로, 냉방용으로 그리고 관계
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어셈블리 공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시설의 담수 사용에는 고품질의 공공 및 민간
수도는 물론 지표수, 지하수 및 우수에서 끌어온 물도 포함됩니다. 각 시설의 수자원 결핍 수준은 전체 수자원 리
스크 점수 대비 '수자원 리스크 지도(Aqueduct Water Risk Atlas)'의 기준치를 사용해서 결정됩니다. 이 목표는 Dell
Technologies가 소유 및 운영하며 전체 수자원 리스크 점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지역 사회에 위치한 건물에
적용됩니다.

측정: 공급망 직원을 대상으로 피드백 면담 수행
방법론: 이 범위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가 인증한 타사 공장 감사 중 수행된 면담의 총 횟수입니다. 이
러한 면담은 독립적인 타사의 감사 담당자가 비밀리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결과는 1년 단위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합니다.
측정: 의견 수렴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 시설
방법론: 올해 보고서의 데이터 건전성을 위해서 RBA 업무 수행 강령을 준수하는 의견 수렴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Dell Technologies 및 고위험 공급업체 공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를 보고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성과를 기
록하기 위해서 보고된 데이터는 Dell Technologies가 이 부문에서 업무를 더 추진함에 따라 한층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 목표에 대한 결과는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측정: 사내 개념화 세션
방법론: 이 범위에는 모든 Dell Technologies 공장에서 Culture of Innovation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됩
니다.
측정: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사내 혁신 아이디어
방법론: 이는 프로젝트로 이행되는 사내 혁신 아이디어의 총 개수를 반영합니다. 이 범위에는 모든 Dell Technologies
공장에서 Culture of Innovation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측정: 사내 개념화 세션에 참여하는 수준
방법론: 이 범위에는 Dell Technologies 공장에서 Culture of Innovation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측정 지표: Dell Technologies 소유 시설의 담수 사용을 10%로 감축
방법론: 위를 참조하십시오. 이 목표는 Dell Technologies가 소유 및 운영하며 전체 수자원 리스크 점수가 "높음" 미
만인 지역 사회에 위치한 건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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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방법론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관리자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업무 인력의 50%, 피플 리더의 40%를 여성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글로벌 인력의 50%를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함
방법론: 글로벌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

방법론: FY21 데이터가 아니라 FY22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기준치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선택형 설문조사가 직원
들에게 자신이 채용된 해의 직전 연도를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의 지표는 Dell Technologies의 정
규직 및 임시직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례 내부 및 선택형 설문조사 동안 수집된 긍정 답변의 비율을 기반으
로 합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피플 리더의 40%를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함
방법론: 글로벌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

2030년까지 직원의 95%가 무의식적인 편견, 학대, 소극적 괴롭힘 및 차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례 기초 학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 인력의 25%, 미국 피플 리더의 15%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
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방법론: 이 측정은 무의식적인 편견, 학대, 소극적 괴롭힘 및 차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례 기초 학습에 참여한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직원의 비율을 기초로 합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미국 인력의 25%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도록 함
방법론: 미국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히스패닉/라틴계임을 칭한 사
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0%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측정 지표: 2030년까지 미국 피플 리더의 15%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
는 사람이 맡도록 함
방법론: 미국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피플 리더 중 자발적으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히스패닉/라틴계
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

방법론: 이 목표는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및 생활 방식의 혁신을 위한 중점 영역에 맞게 조정되며 이는 사회 및 교
육 방안을 통해서 여성, 소외 계층 또는 소수 인종 등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범위에는 지원을 받은 개인의 총 인원수 대비 여성 또는 소외 계층 인원수가 포함됩니다.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90%가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방법론: FY21 데이터가 아니라 FY22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기준치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선택형 설문조사가 직원
들에게 자신이 채용된 해의 직전 연도를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의 지표는 Dell Technologies의 정
규직 및 임시직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례 내부 및 선택형 설문조사 동안 수집된 긍정 답변의 비율을 기반으
로 합니다.
2030년까지 직원의 50%가 ERG(Employee Resource Group)에 참여하여 사회 공헌에 힘쓸 것입니다.
방법론: 현재 ERG(Employee Resource Group) 참여도를 하나 이상의 EGR에 등록한 직원의 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ERG 가입 기록 저장 시스템인 YourCause의 추적을 통해서 확인).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
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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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방법론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자체 기술과 세계적인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 및 경제 분야의 공평한
기회 이니셔티브를 진행하여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제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고객이 개인 정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것입니다.

방법론: 이 범위는 전략적 공여 및 사회적 혁신과 같은 (예를 들면 Digital LifeCare) Dell Technologies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개인의 총 인원 수를 포함합니다. 가능한 경우 산업계 모범 사례를 활용해서 직원
자원봉사 그리고 자선 단체 이외에서 진행되는 자선 프로그램(즉, 사업부 조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포함
해서 모든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영향 전체를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측정 지표: My Account 기능의 하나로 고객 개인 정보 Digital Trust Center를 설립합니다.
방법론: Dell Technologies는 완전 자동화를 향한 진행 현황을 매년 제공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0%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방법론: 이 목표는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및 생활 방식의 혁신을 위한 중점 영역에 맞게 조정되며 이는 사회 및 교
육 방안을 통해서 여성, 소외 계층 또는 소수 인종 등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범위에는 지원을 받은 개인의 총 인원수 대비 여성 또는 소외 계층 인원수가 포함됩니다.
2030년까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 1,000곳의 비영리 파트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그들이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 현재 이 측정은 Tech Pro Bono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영리 조직의 수를 포함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기
타 노력(예: 직접적인 사업부 공헌)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과 직원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는 기관들을 포
함하는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전후 프로그램 참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Digital Assessment Tool 개발에 투자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비영리 파트너를 위한 디지털 혁신 수준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DAT(Digital
Assessment Tool)는 타사 제공업체인 TechSoup에서 개발 중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지역 사회를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방법론: 이 범위는 타사 공여 및 자원 봉사 플랫폼에 참여한다고 보고한 Dell Technologies의 정규직 직원의 참여도
를 포함합니다. 이 지표의 범위는 2020년 9월 1일에 발생한 RSA의 매각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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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측정 지표: 운영상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디지털 솔루션(즉, RSA Archer)을 확장하여 My Account에 신설된 개
인 정보 디지털 보호 센터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론: Dell Technologies는 이 목표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현황을 매년 제공할 것입니다.
측정 지표: 온라인 dell.com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해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방법론: Dell Technologies는 진행 현황을 매년 제공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직원이 Dell Technologies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측정: 배정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이수한 Dell Technologies 직원
방법론: 이 측정은 매해 지정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총 직원 수 대비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과정을 이수한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직원의 수입니다. 또한 Dell Technologies 신입 사원은 입사 후 90
일 내에 배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측정: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한 직원
방법: 이 측정은 매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직원의 총 수 대비 연례 온라인 업무 수행 강령 교육 과정을 이
수함으로써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함을 인증한 Dell Technologies 직원의 수입니다.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파트너의 100%가 가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방법론: 이 측정은 DTPP(Dell Technologies Partner Program) 동의서를 통해 파트너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한 총 파
트너 수를 DTPP에 참여하는 총 파트너 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이 측정은 Dell 파트너를 위한 규정 준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총 파트너 수와 과정을 이수하고, DTPP Metal-Tier 또
는 배포 승인 상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 파트너 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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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시보드 미주

1

시장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또는 품절된 제품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량 기반 가정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량-단위 변환이 사용됩니다.

2

이 지표는 알려진 Dell 고객 패키징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패키징 자재의 재생 가능성/분해 가능성은 본 목표의 일부로 측정
되지 않습니다. FY20 기준은 1년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
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19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
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3

이 수치는 이 보고서의 2021년 6월 버전에 251,00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2020년 CDP 보고 주기는 CY19의 공급업체 정보를 사용합니다. 공급업체 배출치는 소비량 100%를 맞추기 위해서 추정되었습니
다. 해당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Scope 3의 절대 GHG 배출량 데이터, Category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FY20에는 3,748,553MTCO2e이고 FY21에는 3,497,494MTCO2e입니다.

5

해당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Scope 3의 절대 GHG 배출량,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유통 데이터는
FY20에 763,397 MTCO2e이고 FY21에 1,270,239MTCO2입니다.

6

해당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7

계산 프로세스가 개선됨에 따라, FY20 결과를 69.9% 감축에서 71.2% 감축으로 다시 수정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프로세스와 관
련된 것일 뿐이며 기본 데이터 세트나 계산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8

FY20 대시보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은 $MM당 47.1MTCO2e입니다. 공급업체 배출치는 소비량 100%를 맞추기 위해서
추정되었습니다.

9

"공급망의 사람"은 Dell Technologies 공장, 최종 어셈블리 공급업체, 직접 공급업체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0 "사내"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일선 팀 구성원, 관리자 및 감독자로서 Dell 전반의 제조 팀에 속한 인원을 뜻합니다(고객 및 인프
라).

11

18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20 "미국 인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푸에르토리코 포함) 일하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을 뜻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21 "미국 인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푸에르토리코 포함) 일하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을 뜻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22 긍정 비율(percent favorable)은 5점 만점에서 4 또는 5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사용해서 계산됩니다. 설문조사가 시작되기 최
소 4주 전에 입사한 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인턴과 임시직은 제외).

23 긍정 비율(percent favorable)은 5점 만점에서 4 또는 5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사용해서 계산됩니다. 설문조사가 시작되기 최
소 4주 전에 입사한 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인턴과 임시직은 제외).

24 기초 학습에는 직장 내 무의식적인 편견, 학대, 소극적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한 핵심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이 포함
됩니다. "글로벌 직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비롯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25 "소외 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그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소외된 소수 계층을 뜻합니다.

이 수치는 이 보고서의 2021년 6월 버전에 99,72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공급망 팀 구성원"은 Dell Technologies 공장, 최종 어셈블리 공급업체, 직접 공급업체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팀 구성

26 "소외 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그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소외된 소수 계층을 뜻합니다.
27 FY20에 도달한 비영리 기관의 수는 이전에 5로 축소 보고되었으며 Tech Pro Bono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

원을 뜻합니다.

는 실제 비영리 기관의 수는 11로 수정되었습니다. 반복 참가자를 고려한 후 FY21 Tech Pro Bon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비영
리 파트너의 수는 66개이며, 현재까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는 비영리 파트너의 누적 총 개수는 77개입니다.

13 이는 Dell Technologies, 최종 어셈블리 공급업체, 직접 공급업체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공장을 포괄합니다.
14 "사내(In-house)"는 Dell Technologies 공장 내부에서 제조팀에 소속된 Dell Technologies 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개념화 세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세션을 뜻합니다.

15 "사내(In-house)"는 Dell Technologies 공장 내부에서 제조팀에 소속된 Dell Technologies 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개념화 세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세션을 뜻합니다.

16 "사내(In-house)"는 Dell 공장 내부에서 제조팀에 소속된 Dell 팀의 참여를 뜻합니다. 이는 Dell Technologies, 최종 어셈블리 공급업
체, 직접 공급업체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공장을 포괄합니다.

17 "공급망"은 최종 어셈블리를 담당하는 외주 공급업체, 직접 공급업체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를 뜻합니다.

28 My Account는 dell.com의 비밀번호 보호 기능으로, 여기에 고객 정보와 주문 정보가 저장됩니다.
29 "글로벌 직원"은 전일제, 시급제 및 인턴을 비롯한 모든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유효 직원"은 글로벌 직원의
하위 구분으로서 현재 승인된 휴가 상태에 있지 않은 직원을 말합니다. 과정은 필수 글로벌 및 비즈니스 목표를 기초로 합니다.

30 "글로벌 직원"은 전일제, 시급제 및 인턴을 비롯한 모든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유효 직원"은 글로벌 직원의
하위 구분으로서 현재 승인된 휴가 상태에 있지 않은 직원을 말합니다. 과정은 필수 글로벌 및 비즈니스 목표를 기초로 합니다.

31 "파트너"는 Dell Technologies Partner Program에 참여하는 Metal Tier 솔루션 공급업체와 및 공인 총판을 의미합니다.
32 "파트너"는 Dell Technologies Partner Program에 참여하는 Metal Tier 솔루션 공급업체와 및 공인 총판을 의미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 / 40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Dell Technologies에게는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지구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
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업무를 모든 것의
근간으로 삼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한편 언제 어디에서든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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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구심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영역에 따라 조정됩니다.

순환형 경제 가속화
2030년경 세계 인구는 거의 10억 명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 활동은 지구 위험 한계선뿐 아니라 사회 구조에 그 어
느 때보다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형 경제를 벗어나 순환 경제를 채택함
으로써 폐기물을 저감하고, 제품과 자재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며 생태
계를 복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지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술이 이러한 전환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순환 경제를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
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지구를 보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

제품을 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호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공급망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Dell Technologies는 책임 의식을 갖고 제품을 제조하기 위
한 규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든 징후들
은 이러한 변화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각해질 것을 암시합니다. 극단
적인 날씨, 기후 난민 그리고 천연 자원 시스템에 대한 압력은 모두 사람
들이 보기 시작하는 장기적인 영향의 예들입니다.

비즈니스 협력의 조건으로서 Dell Technologies는 공급업체에 제품을 제
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윤리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공급업체와의 협력하면서 그들이 감사를
비롯해서 개선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증 프로그램으로
강화된 필수적인 통찰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자랑스러운 창립 회원으로서 글로벌 기
술 공급망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와 웰빙을 뒷받
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조치를 수행하느냐는 전 세계가 기
후 변화의 피해를 완화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천
연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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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OT GOAL: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제품 자재 중 절
반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작할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은 현대 경제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증가 속도와
생태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자재를
"폐기물"로 처분하는 사회의 방법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Moonshot Goal에 따라 Dell Technologies는 생산한 제
품을 회수하고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자재의 채택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치는
제품 재사용 가능성 및 재생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Dell
Technologies의 설계 방법론과 더불어 순환 경제의 미
래를 뒷받침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능 요구 사항도 충족하는 대체
원자재를 식별할 때 지속 가능성의 적정성을 계속 평가
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Dell Technologies의 디자이너들은
제품 사용의 마지막 단계까지
고려하여 사용과 수리가 쉽고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설계합니다.

환경 친화적 자재 사용,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 목표의 핵심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콘텐츠를 통해 고
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모든 사람의 삶에 순환 경제의
관련성을 공유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소비자가 재
활용에 대한 동기를 갖거나 기회를 얻는 방법을 확인하
기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고객의 데이터를 기
존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기존 시스템을 삭제하는 새로운 옵션 서비스를 포함하
여 재활용 오퍼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및 재활용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EOL(End of Life) 자재를
회수하여 순환경제를
강화합니다.

순환형 경제에 대한 Dell의 관점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순환성의
가속화

환경 친화적 자재
재활용 및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해 사용한 자재들이
경제 구조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의 선구자

수집된 제품의 비율(판매한 제품 중량 대비 재활용 및 재사용된
제품의 총 중량)

제품 내 재활용/재생 가능 자재 비율

"Dell Technologies는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2030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지속 가
능한 수준의 상용 PC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Dell Technologies의 노력은 설계, 성능 및 회수를 아우르므로 고객이 Dell 시스템을 구매, 사용 및 재활용
할 때 신뢰할 수 있죠." - Rahul Tikoo, 클라이언트 제품 그룹 부문 선임 부사장 겸 총괄 관리자
Dell Technologies는 새로운 Latitude 5000 Series 및 Precision 3560/3561의 덮개에 재생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제지 공정의 부산물인 톨유를 활용했으며, 이는
순환형 경제를 가속화합니다. 톨유를 재활용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환하며 이는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
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패키징 내 재활용/재생 가능한 자재 사용 비율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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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OT GOAL: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최근 소식

비접촉식 폐기 기술 반환 서비스 제공

순환형 하드 드라이브 이니셔티브 확장

해양 폐기 플라스틱의 재활용

재활용 탄소섬유 혁신 추진

반환 배송 옵션을 활용하는 고객 수는 FY20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이
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근무한
곳 어디서든 Dell Technologies를 통해 사용한 기술을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Dell의 장
기적인 접근 방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는 전 세계 고객에게 편리한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
는 것입니다. 기술과 전자 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Dell
Technologies는 재활용에 대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
로 현대화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제 Dell Technologies의 순환형 하드 드라이브 이니셔
티브에는 순환형 재활용 알루미늄 솔루션이 포함됩니
다. Reconext 및 Seagate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
해 노후화된 Dell Technologies의 엔터프라이즈 드라이
브의 알루미늄을 Dell 제품의 신형 하드 드라이브 베이
스 플레이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파일럿 단계에
서는 순환형 재활용 알루미늄이 들어간 24,000개 드라
이브가 일부 OptiPlex 7090 소형 폼 팩터 및 미니 타워
에 사용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은 Dell Technologies 제품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재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혁신을 통해 Dell과 업계가 순환형 금속 공급망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형 재활용 알
루미늄 사용을 추가적인 드라이브와 다른 산업 용도로
확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Dell XPS 노트북의 패키징 트레이에 포
함되는 해양 폐기 플라스틱 성분의 비율을 25%에서
50%로 증가시켜 재활용 플라스틱 양을 늘렸습니다. 일
부 새로운 Dell Latitude 2-in-1 모델의 패키징 트레이에
서는 해양 폐기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재활용 성분 함
유 비율을 2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패키징 트레이에 사용되는 자재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포스트 컨슈머 재활용 성분을 함유한 원자재에서
조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으
로 ±10%의 오차가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해양
폐기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패키징에서 비용
효율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러한 자재 사용 범위를 패키징을 넘어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릴리스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제품 사용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재활용 탄소섬유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Dell
Technologies는 재활용 탄소섬유의 수명주기 사용량
을 380만 파운드로 늘렸습니다. 새로운 Latitude 5000
Series 및 Precision 3560/3561은 프리 컨슈머 재활용
탄소섬유(20%), 포스트 컨슈머 재활용 플라스틱(30%)
및 바이오 플라스틱(21%)을 혼합하여 사용해 뚜껑에
서 수지의 총 재활용 및 재생 가능 함량을 71% 중량으
로 만듭니다. 또한 Latitude 7000 Series 노트북의 LCD
커버에 항공우주 산업에 쓰이는 재활용 탄소섬유를 사
용하도록 프로세스를 확장하여 재활용 함량을 시스템
중량의 약 3%에서 5%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이전 세
대보다 중량은 약 40g, 두께는 0.2mm 줄였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풍력 터빈 및 자동차의 오래된 부품과
같은 다른 산업의 자재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더
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 데이터는 FY20에서 FY21까지 매년 인쇄된 라벨 수를 기준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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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Dell Technologies는 2050년까지 Scope 1, 2, 3에 걸쳐 GHG(GreenHouse
Gas) 순배출량 제로(0)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최근 소식
• 2020년 9월 Michael Dell 회장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경제포럼의 CEO
Climate Leaders(CEO 기후리더동맹)에 서명 및 합류했습
니다.

새로운 순배출량 제로(0) 목표는 기존의 기후 관련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즈니스의 여러 측면과 광범위한 가치 창출 과
정 전체에서 글로벌 협력, 과학적 측정 기반 접근 방식 및 시간 제한이 있는 중간 목표가 필요하며, 특히 중요한 점은
2030년 배출량 타겟을 일관되게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지구의 날에 새로운 순배출량 제로(0) 목표를 시
행했습니다.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려면 Scope 1 및 2 및 자재 Scope 3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거나 제거한 다음, 가능한 경우
탄소 제거 활동을 통해 나머지 GHG 배출량의 밸런싱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것
이 큰 도전임을 알고 있지만 지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과정의 다음 단계를 밟을 때 이미 준비된 것
입니다.

현재 성과*

• We Mean Business Coalition, We Are Still In 및 America
Is All In 캠페인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
책 및 조치를 지지하고 Goal 13 Impact Platform을 공동
설립하기 위한 국가적/세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합
니다.

CO2 환산 미터톤(MTCO2e)으로 측정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Scope 1: 직접 배출

• GHG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Business Roundtable의 새로운 기후 변화 정책 초안 작성
에 기여했습니다.
• Dell Technologies는 양질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CDP의 연례 기후 변화 질문지에서 2020년 답변을 기반
으로 A를 획득했으며 CDP 공급업체 참여 리더로 선정되
었습니다.

Scope 3,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유통

Scope 2: 간접 배출, 시장 기반

기존의 2030년 기후 관련 목표를 향한 Dell Technologies의
노력은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다음 목표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Scope 3, Category 6: 비즈니스 출장

•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Scope 3, Category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Dell Technologies는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단위 매출당 60%라는 과학적 측정 기반 온
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Scope 3, Category 11: 제품 사용

Dell Technologies의 탄소 발자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
시오.
Scope 3, Category 3: 업스트림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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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2 GHG(GreenHouse
Gas)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최근 소식
• FY20 대비 Scopes 1 및 2 GHG 배출량을
78,500미터톤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감소
는 신규 및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활
동과 결합된 재생 가능한 추가 전력 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감소의 일부는 초로나
19 봉쇄 및 운영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무용 건물 및 제조 작업에서 일
시적으로 에너지 부하가 감소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만큼 모두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 건물의 전력 사용은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최대 GHG 배출원이며 그 외 소량이 건물과 회사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와 냉매에서 발생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2030년 GHG 감축 타겟은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서 승인되었
으며 이는 파리 협정의 가장 야심 찬 목표인 섭씨 1.5도로 온난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축과 일치합니다.

• 말레이시아 페낭의 제조 시설에 1,59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있는 새로운 700kWp 옥
외 태양광 어레이를 건설하여 현장 재생 가
능한 발전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년 약 900메가와트시의 청정 전
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시설에서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75%를, 그
리고 2040년까지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재생 가능 자재는 경제를 탈탄소화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목표는 상
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도 기여합니다.

• Dell Technologies 소유 건물 및 임대 공간의
에너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었습니
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LED로 조명 전환, 보
다 효율적인 모델로 노후 장비 교체, 지붕 교
체 시 단열재 추가 등)가 현장의 환경 친화
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Scope 1 및 2 (시장 기반) GHG 배출량의 MTCO2e

•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서 Dell Technologies의 2030 Scopes 1 및 2
GHG 감축 목표가 섭씨 1.5도와 일치한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총 사용 전력 중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비율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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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에너지원단위를 80%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FY12–FY21).
Dell Technologies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분명히 고객
발자국에 속하지만 이는 Dell Technologies의 일부이기
도 합니다. 이 발자국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
다. 제품의 에너지 소비, 고객의 제품 사용 및 에너지
공급 방식입니다. 많은 곳에서 여전히 화석연료를 태워
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Dell Technologies 제
품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자사
뿐 아니라 타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며, IT 활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을 통해 고객을 지원합니다. 이 목표는 FY14에 Legacy
of Good 2020 플랜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며 FY21 보
고서를 기준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20년
에너지원단위 목표를 보고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제품의 환경 친화성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 탄소 영향에 대한 2세대 목표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최근 소식
•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FY12–FY21)에서 에너
지원단위가 76.7% 감소했습니다. 포트폴리
오 전체에서 80% 감축이라는 2013년에 수
립한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매우 만
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전년 대비 개선 사항
은 부분적으로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의 에
너지원단위가 10% 가까이 감소하고 고객이
14G 서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2030년까
지 단위 매출당 60%로 GHG(GreenHouse Gas) 배출량 감축을 달성
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환경에 배출하는 탄소의 일부가
공급업체들이 핵심 제품을 제조하고 필수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배출량 감축 타겟은 기후 변화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야심 찬 가치 창출 과정 목
표를 위한 SBTi 기준을 충족합니다. 즉, 현재 모범 사례
와 일치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
해서 그들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목표를 설정 및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검증 목표의 2세대 대체품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이 개발은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
(0)를 달성하기 위한 단독 목표이자 중간 목
표가 될 것입니다. SBTi를 통해 새로운 목표
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올해 말 정식 출시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 다양 한 E N E R G Y S TA R ® 인증에 대한
Dell Technologies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
분을 계속해서 검증했습니다. 또한 Dell
Technologies는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를
ENERGY STAR로 인증한 유일한 제조업체입
니다.

$MM당 Scope 3, Category 1 GHG 배출량의 MTCO2e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최근 소식
• SBTi로부터 과학적 측정 기반 타겟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 두 공급업체가 기후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현했습
니다. 한 공급업체는 SBTi 지침에 따라 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공
급업체는 2021년에 타겟을 수립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 경험을 통
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내년에 4개의 전
략적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예정
입니다.
• 공급업체 GHG 배출량 감축 및 이러한 노력
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
한 기대치에 맞춰 업계 동료 및 조직과 협력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공급업체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우선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정하고 공통 용어 및 모
범 사례를 사용하여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DP 공급망에 대한 공급업체의 참여를 장
려하고 가치 창출 과정 전체에 기후 변화 조
치를 취하려는 Dell Technologies의 노력에
따라 CDP의 공급업체 참여 리더로 선정되
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에너지원단위 감축 비율(이는 FY20 기준이 아
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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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Dell Technologies의 노력은 세계
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의미 있
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국지
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역 수준에서의 노력은 다양
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실천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샤먼에 있는 Dell Technologies

Dell Technologies 소유 시설의 담수 사용
을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25%, 그
밖의 지역에서 10%로 감축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 담수는 음용수, 조리, 청수 및 수
세식 변기는 물론 냉방과 조경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
고 있습니다. 수자원 결핍, 즉 특정 지역의 필요에 비추
어 수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모든 상황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선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수자원은 어디에서나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의 생활과 산업 활
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담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표를 해당 지역 사회에서 모범적 활동의 일환으
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프랑스 몽펠리에의 지사 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더럼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는 매우 다른 수자원
관련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노력은 두 가지 전 세계적인 노력, 즉 담수 사용 절
감 그리고 공장 발생 폐기물의 저감에 중점을 두는 데
서 시작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및 제한으로 인해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담수 및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담수의 양이 감소하여 직원 및 건물 시스템의 물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FY21이 특수한
상황의 연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물 사용량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 인도 방갈로르의 임대 사무 공간에서 최근 완료한 Green Interiors 프로젝트가 IGBC(Indian Green
Business Council)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위치에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용수 효율적인 설비
와 친환경 자재 사용 및 기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설비는 2019년부
터 IGBC 또는 LEED 플래티넘 및 골드 인증을 받은 전국의 다른 5개 Dell Technologies 건물 및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Dell Technologies의 International Services Private Limited 운영이 2020년
GPEMA(Golden Peacock Environmental Management Award)의 국가 비즈니스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
다. Dell Technologies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전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에 Golden
Peacock 특별 수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 폴란드의 지역 폐기물 관리 및 컨설팅 회사의 비즈니스 당면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바르샤바 및 로지에 있는 Dell Technologies 시설은 폐기물 감사를 받았고 직원 지원 활동에 참여
했으며, 폐기물 배출량 제로(0)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권고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메가리터의 담수가 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메가리터의 담수가 그 밖의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업무 공간 플라스틱 폐기물을 90%로 감
축할 것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즉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플라
스틱은 선형적 경제의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D ell
Technologies는 이러한 일회성 사용을 끊고자 합니다.
목표는 Dell Technologies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제품 및 부품 포장 그리고 음식과 자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폼 폐기물에 중점을 두
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

•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이펙스에 있는 Dell Technologies의 제조 작업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그 이
상의 활동을 추진하는 환경 관리 이니셔티브(Environmental Stewardship Initiative)에 참여하여 10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환경 품질부(North Caroli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로부터 미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Dell Technologies의 캠퍼스는 2년 신청을 갱신했으며 오스틴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Platinum-level Green Business Leader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Dell Technologies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팀
원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Eureka for Sustainability 내부 웹 툴을 출시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방법과 같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일상적인 운영에 구현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
젝트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터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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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030년까지 매년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근 소식
• 공급망의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온라인 및
모바일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
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교육 기회가 제한
됨에 따라 보건, 안전, 강제 노동과 같은 주
제를 다룬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모
듈을 제공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더
많은 온라인 기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
급망에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으
며 제공한 교육 시간을 CY19에 비해 46% 늘
렸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고 건전한 업무 공간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업무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흔
히 건강과 안전,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공급망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Dell Technologies는 시설
및 공급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CY19는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프로그램을 강화하
기 위해 협업했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를 통해 업계 동료들과 협력하여 팬
데믹 기간 동안 공급업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위 지침(Top Guidelines for Suppliers’
Protection of Workers During COVID-19)을
개발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교육의 총 시간

•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직원
이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였습니
다. 2021년 초에 Dell Technologies는 Clean
Electronics Production Network를 통해
Toward Zero Exposure Program에 서명 기업
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정 화
학물질 사용에 대한 지침을 기업에 제공하
고, 파악된 우선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
자의 노출 가능성을 줄이며, 공급망 계층에
더 깊이 탐색하고자 합니다.

Business Alliance 회원 협업은 국제 공급망 전반에서 진행 상
" Responsible
황을 주도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업계가 팬데믹 상황
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특히 그러했죠. Dell
Technologies와 같은 회원들의 협업 노력, 그리고 이들이 이사회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
록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ROB LEDERER,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EO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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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030년까지 매년 공급망의 직원들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
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수천 명의 인원들이 제품과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의미 있
는 일을 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며 발전하길 원합
니다.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팀 구성원
들에게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에 필요한 역량
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Dell
Technologies 공급업체들의 동일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CY19는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제조 시설 내에서 제공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의 총
시간

CY20 기준: 99,271

최근 소식
• 공급망 일선 직원과 경영진이 "미래 지향적
인" 역량으로 보는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핵심 비즈니
스, 인지, 개인/대인 관계 및 리더십 기술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
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내년에 Dell Technologies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타겟 공급업체를 위한 파
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대치의
밸런싱을 맞추고 공급망 전체에서 공유할 모
범 사례를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
입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중요한 미래 역량 분야
의 교육 및 개발에 대해 사내 제조 팀과 지
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는
Dell의 기술과 원격 학습 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상 학습 모델에 대한 미래의 업무 환경 학
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급망에 제공된 미래 지향적인 역량 개발 교육의 총 시간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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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030년까지 매년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독특한 통찰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경험, 즉 제조팀의 혁신 문화 프로
그램을 통한 경험은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이 개인적인 교류, 역량 개발, 공헌 기회 및 인정을 통해서 어떻게 혁
신을 촉진하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Dell Technologies와 공급업체 간의 교류의 기초가 되며 이는
그들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현재 성과*
CY19/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공급망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피드백 면담 횟수

의견 수렴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 시설의 비율

• 공급망에서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의 새로운 작업자 음성 플랫폼을 시범 운영
했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조건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이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더 여러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능에는 설문조사 툴과
모바일 학습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초
기 피드백은 긍정적이었으며 FY22에 타겟
공급업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 제조 팀원 간에 협업 문제 해
결을 지원하는 옵션을 탐색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공급업체 개념화 세션의
대면 주최를 제한했지만 팀원들에게는 가상
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노력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해당 툴을 계속 사용하여 향후 대면
세션을 보완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사내 혁신 아이디어의 개수

• Dell Technologies의 공급망 혁신에 대한 오
랜 노력의 일환으로 힘든 과제를 창의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조 팀원의 역량을 강
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초
기,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했을 때 제조 팀
원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더 나은 착
용감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안면 보호대
와 안면 마스크용 이어 루프 버클을 디자인
하고 제작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조립
하고 테스트한 현지 공급업체 중 한 곳에 물
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내 개념화 세션에 참여하는 수준

제공되지 않음
공급망의 개념화 세션

사내 개념화 세션의 총 횟수

최근 소식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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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Dell Technologies는 다양성을 갖춘 하나의 팀이며 모든 팀원의 고유한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
과 경험의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고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이끄는 기술을 만들기 위한 Dell Technologies
의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평등, 신뢰, 권익 옹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
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미래의 인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포용성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의 인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팀원의 관점
을 통합하고, 글로벌 고객 기반을 반영하며, 윤리 및 정식과 성실을 지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고
용 기회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1 다양성 및 포용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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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혁신 장려
Dell Technologies의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는 이러한 중점 영역과 일치하며 Culture Code와 People Philosophy에 따라 수호됩니다.

미래의 주역인 인재 확보 및 육성

역량 있는 인재 개발 및 유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확장

Korn Ferr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 분야에서 부족한 숙련 인력의
수가 2030년까지 4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고객에게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오늘날 더 많은 학생들이 성별과
배경에 관계없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을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인재 파이프라인을 채우려면 다양성 격차
를 좁혀야 합니다.

Gallup의 10차 직원 참여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직원 참여도가 높은 사
업부와 팀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합니다. Gallup은 실행 가능한
직무 요소를 통한 참여도를 측정해서 직무 성과와의 관계를 입증하였
는데 그러한 요소에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습니다.

기술에서 다양성의 결핍은 고질적인 문제이며 산업계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력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의 하나로서 그러한 방향을 주도하고 기술의 다양성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치에 있습니다.

McKinsey에 따르면 변화하는 인력의 구조에 맞춰 다양성과 포용성을
수용하는 기업들은 혁신, 생산성, 업무 몰입도 및 직원 만족도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비즈니스 성과 또한 향상됩니다. 이는 인력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구매력에서의 엄청난 전환과도 일맥상통합니
다. Catalyst에 따르면 여성 및 소외된 소수 계층의 경제적 영향력은 계
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저마다 다른 고유한 관점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뛰
어난 팀이지만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와 전략을 인식하고 하나의
문화로 단결하며, 권한을 부여받고 참여하는 팀원은 마치 그들 자신보
다 더 큰 무언가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관된 느낌은 해당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 및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팀원들이 직무적 수준은 물론 개인
적 수준에서도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리소스와 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People Philosophy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고객, 비즈니스, 팀원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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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직급은 직장 내 평등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최일선에 있습니다.
무의식적 편견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그러한 편견이 확인될 때면 언
제든 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촉진하는 것까지 Dell
Technologies 팀원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다양성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고객 및 조
직과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가치를 인정, 존중
및 환영하는 더 강한 연대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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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의 방법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업무 인력의 50%, 글로벌 피플
리더의 40%를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운영 전체에서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모으고 개발하
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특히 전통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기술 직군과 경영진 역할에서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원합니다. 목표는 Dell Technologies가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과*

구축 및 유치

개발 및 유지

확장

• 기술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혁신을
증대하기 위해 다각화

• 참여도 향상

• 직장 내 평등을 위한 교육

• 직원 소속감 강화

•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 "기존의" 인재 풀을
넘어서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 직원 리더십, 연대 및
성장을 통한 강화

• 다양성과 관련된 혁신
개발

•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
양성

여성으로 확인되는 글로벌 인력의 비율

여성으로 확인되는 글로벌 인력 중 피플 리더의 비율

경력 멘토링 안내 및 실천
Dell Technologies는 모든 피플 리더가 혁신적 결과의 촉진자로서 다양하고 고유한 관점을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멘토링과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People Philosophy의 핵심입니다. FY22 Tell Dell 직원 설문조사의 데이터
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23%는 멘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얻은 것을 돌려주는 과정
"배우고,
은 리더십에 대한 저의 지침이 되

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하고 좋지
않은 부분은 버리기도 합니다. 저
에게 리더십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나를 따르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들에게 영감이나 권한을 주고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Rola Dagher 선임 부사장은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모든 경험을 통합하는 리더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엔터프라이즈 부문 및 Infrastructure Solutions Group 내에서 리더 역할을 포함하여 IT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현재 글로벌 채널 책임자인 Rola 부사장의 새로운 역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Rola 부사장은 자신의 경력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으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방향을 잡는 데 전념하
고 있습니다.

ROLA DAGHER, 채널 판매 부문 부사장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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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진정한 리더십을 통한 시간 단축
Leadership Accelerator
"DLAP(Diversity
Program)는 진정한 경영진 리더십을 펼칠

직원 지원

일선 관리자 역할에 준비되어 있는 여성

다양성 리더의 파이프라인 구축 지속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원격 근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리자에게 유연성에 중
점을 두고 온라인 Dell Wellness Hub와 같은 웰빙 옵
션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오퍼링은 직원과
그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웰빙을 포함하여
각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건전한 습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MSN(Managing Success Now)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사업 부에서 여성으로 확인되는 팀원이 일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는 기업 문화를 살펴보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2020년
에는 코칭 모델, 개별 평가 및 네트워킹 플랫폼을 추
가했습니다. FY21에 Secureworks는 첫 번째 MSN
2.0 코호트를 출시했습니다.

• DLAP(Diversity Leadership Accelerator Program)의
두 번째 코호트를 추진했습니다. 9개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다양성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제에 대비하
도록 함으로써 리더십 파이프라인 성별 격차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코치와 내부 경영진 스
폰서는 각 팀원의 개발, 가시성 및 네트워킹 기회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하는 부모가 직면한 어
려움에 대해 ERG(Employee Resource Group) 전체
의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Dell Technologies의 제품 및 운영 조직에서 여성 60명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Linda Amorino 씨는
"MSN은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수
행하는 데 지침이 필요한 여성에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에요."라고 말합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진 스
폰서십, 교육, 코칭 및 네트워킹 문화가 제
경력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
어요. DLAP 경험을 통해 저는 놀라운 코
호트 및 연대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제 꿈을 DLAP에 맡겼으니 어서 다른 이
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YOLANDA WILLIAMS, 판매 부문 선임 관리자

• FY21에는 완전한 가상 환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
재 코호트(FY22에 졸업 예정) 내에서 참가자의 62%
는 인종적 다양성에 해당하고 31%는 소외 계층/소
수 인종입니다. FY21 말 기준으로 DLAP에 참여한 사
람들의 56%가 경력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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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미국 인력의 25%, 미국 피플 리더의 15%를 흑인/아프
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소외된 소수자 계층을 위한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근로 문화를 적극
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재 발굴팀은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려면 소외된 소수 계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근
성이 높고 평등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기 위해선 집중적이면서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기관, 정
부 및 대학과 협력해서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기부와 전문 지식의 공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외자 집
단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
인되는 미국 인력 비율

Immersion에 참여해서
" Project
IT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귀중

한 경험을 얻었어요. 이러한 방
식으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Dell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
합니다."
ROYCE PAYNE, 제품 기술 담당자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소수 인종으로 확
인되는 미국 인력의 피플 리더 비율

Dell Technologies와 함께한 Royce 씨의 여정
은 Morehouse College에서 Dell이 진행한 워
크숍과 2019년 Dell 인턴십에서 시작되었습
니다. Royce 씨는 2020년 11월 Dell Presales
Academy 프로그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
니다.

최근 소식
• Project Immersion을 비롯한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확보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
다.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Dell Technologies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턴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의 27%는 흑인/아프
리카계 미국인 또는 히스패닉/라틴계이고 10%는 HBCU 출신이었습니다.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오랜 약속을 바탕으로 더욱 포용적인 기업이 되고
구조적 인종 차별 및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관리 직원을 소
집했습니다. 또한 북미, 브라질, 유럽, 중동 및 아시아의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팀원을 위한 청취 세션
을 추진하고 학습, 리소스 및 토론을 위한 내부 포털을 출범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개인의 관점을 듣
기 위해 히스패닉/라틴계를 대상으로 한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13개
ERG(Employee Resource Group)도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모든 그룹, 연대 및 관점이 프로세스의 일
부가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 HACR(Hispanic Association on Corporate Responsibility), ALPFA(Association of Latino Professionals For
America), CHCI(Congressional Hispanic Caucus Institute), Prospanica’s new Center for Social Justi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히스패닉/라틴계 인재 지원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약속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네트
워킹, 전문성 개발 및 다양성 비즈니스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HACR의 Leadership Pipeline Program™,
Young Hispanic Corporate Achievers™ 프로그램 및 ALPFA Fellowship Program의 이점을 최적화했습니다.
• 2년제 대학, 직업 학교 및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교육 기관에서 새로운 Changing the Face of
Tech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말에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술 업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
을 수 있도록 Dell Technologies의 전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구축할 것입니다.
• FY21에 새로운 커뮤니티 칼리지 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원자들과의 관계
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23개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확인했습
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선보이고 Dell Technologies와 기술 업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준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이고 전문적이며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여 배포할 대학과 협력할 계획된 교육 과정입
니다.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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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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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90%가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입
증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을 원합니다. Mercer가 수행한
2021 글로벌 인재 경향성 연구 조사에 따르면 동기가
확실한 직원은 자신의 조직이 사회 전반을 위해서 올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세 배나 더 크다
고 합니다. Mercer는 미래 지향성과 직원의 동기 부여
를 오늘날 인력을 규정하는 네 가지 핵심 경향 중 두 가
지로 파악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팀원이 Dell, 자신의 업무 및 의미 있는 경력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연
례 설문조사는 팀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와 개
선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목표의 지표는 Dell Technologies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
는 연례 내부 및 선택형 설문조사 동안 직원들이 자신의 관리자
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2030년까지 직원의 50%가 ERG(Employee Resource Group)에 참여
하여 사회 공헌에 힘쓸 것입니다.

최근 소식

최근 소식

• 연례, 내부 및 선택형 Tell Dell 직원 설문조사
결과: 팀원 91%는 자신의 업무가 더 큰 목적
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74개국 463개 지부가 있는 13개의 ERG에서
44%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FY21에는
54,000명의 팀원이 하나 이상의 ERG에 소
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6% 증
가). ERG는 세계 여성의 날, Be an Ally 및 기
타 행사에서 협력했습니다.

• 연례 Tell D ell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팀
원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
을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86%는 Dell
Technologies는 그 어떤 기업보다 앞서 세상
에 공헌하고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 경험에 대
한 특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50%의 팀원 표본에 대해 펄스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94%는 Dell
Technologies 문화를 통해 재택/원격 직원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91%
는 고위 경영진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
안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ERG(Employee Resource Group)는 공통 관심사 또는
배경을 가진 팀원을 한데 모으는 Dell Technologies 내
의 커뮤니티입니다. 팀원이 혁신을 주도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나 전문적으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3
개의 ERG는 회사의 많은 문화, 신념, 아이디어 및 사람
들을 기념하고 지지합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 사회 및 시민 불안을 인정하기 위해
Moment of Reflection 세션을 만들었습니
다. 78개국에서 약 28,000명의 팀원이 Black
Networking Alliance와 Executive Leadership
팀이 주최한 두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 유연한 근무 ERG인 Conexus의 재택/원격
근무 리소스를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건강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전일제 재택/원격 근무
로 전환한 90%(약 140,000명) 인력을 지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Conexus
지부는 Zoom 사용에서 정신 건강 관리에 이
르기까지 모든 주제에 대한 웨비나를 주최했
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직원의 비율

ERG에 참여한 직원 비율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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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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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관리자가 모범이 된다고 생
각할 것입니다.
문화는 가치로 정의됩니다. 관계, 추진, 판단, 비전, 낙천
주의, 겸손 및 이타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일하
고 발전합니다. 이는 Dell Technologies Culture Code의
일환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다채로운 역량을 반영
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의 지표는 Dell Technologies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
는 연례 내부 및 선택형 설문조사 동안 직원들이 자신의 관리자
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바탕으로 합니다.

"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관리자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의 비율

최근 소식

부모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
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저
는 Michael Dell 회장이 코로
나19 발생 후 팀원의 자녀들
에게 가상으로 책을 읽어주
는 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어요. Michael
회장과의 이야기 시간은 부
모에게 도움이 되었고 진정
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Dell Technologies 가족에게
무엇이 우리의 직장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 포괄성에 대한 12개의 새로운 질문을 포함하도록 FY22의 연례 내부 Tell Dell 설문조사 및 선택형 직원 설
문조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제 의견은 중요합니다. 제 관리자는 다양하고 포용
적인 팀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 저는 진정한 나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들 계획입니다.
• Dell Technologies의 연례 내부 및 선택형 직원 설문조사인 Tell Dell에서 측정된 팀원 경험: 83%가 자신의
관리자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고, 93%는 관리자가 팀원들의 전문성과 웰빙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으며 90%는 자신의 관리자가 성공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고 답했습니다.
• 연례 Tell Dell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팀원들에게 관리자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팀원의 94%는 그들
의 관리자가 최소 하나의 리더십 원칙에서 탁월하다고 답했습니다. 리더십 원칙은 Culture Code의 일부이
며 Dell Technologies에서 관리자의 행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 2021년에 3,927명의 Dell Rockstar를 기념했습니다. 이들은 나의 관리자, 우리의 문화, 전반적인 Dell
Technologies의 경험 및 포용성을 포함한 Tell Dell 연례 설문조사 항목에서 85% 이상의 점수를 받고 고도
성과 기업을 위한 외부 벤치마크보다 높은 직원 순 승진 점수를 받은 관리자들입니다.

CARLY TATUM, 기업 및 커뮤니티 부문 이사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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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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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

2030년까지 직원의 95%가 무의식적인 편견, 학대, 소극적 괴롭힘 및
차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례 기초 학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의 일부는 사내 인식과 긍정적인 변화
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Dell Technologies는
MARC(Many Advocating Real Change)를 수립했는데
이는 직장 내 포용성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프
로그램입니다. 팀원들이 무의식적인 편견을 파악 및 완
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안된 이 기초 학습 경험을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연례 기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의 비율

최근 소식

최근 소식

• 2020년 8월에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인
종 불평등에 대응하여, 고조된 시민 불안에
대한 응답으로 Dell Technologies의 Many
Advocating Real Change 기초 학습에 특정
인종 불평등 콘텐츠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결속력: 인종 불평등에 맞서기 교육
과정을 Dell Technologies의 연례 윤리 교육
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인
종과 민족에 중점을 두고 인종적 편견과 무
의식적 편견을 탐구하며 팀원들이 존중받고
가치 있음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툴을 제
공합니다.

팀원들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의 비영리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
다. 2013년 AIA(Asias in Action) ERG(Employee
Resource Group)는 비영리 소액 대출 기관인
Kiva를 통해 무이자 소액 대출을 제공하기 위
해 Dell Technologies에 20,000달러를 요청하
여 받았습니다.

• FY21의 가상 추진을 혁신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Advocating Real
Change 학습 세션이 지속되도록 했습니
다. 가상 모델은 모든 팀원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
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FY21 말에 Dell
Technologies 모든 경영진과 피플 리더의
99%를 포함하여 총 41,000명의 팀원이
Many Advocating Real Change 세션에 참여
했습니다.
• 문화적 차이를 다루고 학습 세션이 지역에
관계없이 관련성이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콘텐츠를 추가로 만들었습
니다.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기술에 대한 접근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
를 통해 여성과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 등으로 확인되
는 사람은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는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및 생활 방식의 혁신을 위한
중점 영역에 맞게 조정되며 이는 사회 및 교육 방안을 통해서 여
성,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 등으로 확인되는 사람과 같은 다양
한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대출금이 상환되면 AIA는 새로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재투자합니다. FY21 현재 AIA는 남아시
아의 소규모 기업에 351건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20,000를 "재사용"했습니다. 평
균 대출 금액은 $250이며 상환율은 99%입니
다. 총 대출 금액은 $106,000 이상입니다.
"AIA에서 Kiva 소액 대출을 담당하는 Gaurav
Donaonkar 씨는 아시아에는 신용이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사회가 있어요. 이는 돈
을 빌리고, 생계를 개선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대출로
ERG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AIA 회원은 일반적으로 구정 설이나 디왈리 축
제를 기념하는 동안 새로운 수혜자를 선택합니
다. FY21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은
가상으로 투표했습니다.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 중 지원을
받은 비율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0%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될 것
입니다.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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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복잡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Dell Technologies의 규모, 포트폴리오, 파트너를 활용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기술에는 혁신의 힘이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열이 생깁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이러
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 / 60

지역 사회를 혁신하는 기술
생활 방식의 혁신 목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영역에 따라 조정됩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디지털 경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지원

Global Enabling Sustainability Initiative의 연구에 따르면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것은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
다. 종합적으로, Dell Technologies의 규모, 지원 및 기술 포트폴리오의
혁신적인 적용은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사치가 아닌 필수재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술
공급자 및 기업으로서 접근성과 포용성이 어디에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시대의 일원이 되도록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
습니다. 2030년의 경제는 현재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므로 모든 사
람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는 디지털 형평성을 보장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크고 분명하게 느끼게 해준 한 해였
습니다.

전략적 수준, 즉 지역 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 비영리 기
관과 협력하는 업무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혁신과 글로벌 지원을 통해
서 가장 큰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있습
니다. 파트너십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최첨단 혁신과 기술
을 Dell Technologies의 전략적 기부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의료, 교육 및
경제적 영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 5G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ML, 보안 등의 6가지 핵심 기술 전략은
Dell Technologies와 고객이 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2030년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결과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
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비영리 기관들이 매일 해당 지역 사회를 변모시키
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술을 채택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
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가 의뢰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의 96%가 디지털 혁신의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을 추진하며 포트폴리오가 현재 및 성장을 위한
전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영리 기관들이 사
회적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ech Pro Bono 프로그
램은 이러한 조직이 기술 솔루션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
술을 빌려주는 글로벌 팀원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세계가 물리적 환경에서 원격 환경으
로 전환했을 때 디지털 액세스 권한이 없는 개인, 가정, 기업 및 영역
은 뒤쳐졌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디바이스 및 인터넷 연결 이상
의 것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과 기술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
을 제공하기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약속을 바탕으로, Dell
Technologies는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구축 지원 및 기술 지원
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리소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해당 커뮤니티의 폭넓은 요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습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팀원들에게 사회 발전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술, 역량 및 확장
을 적용하여 비영리 기관의 노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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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자체 기술과 세계적인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 및 경제 분야의 공평한 기회 이니셔티브를 진
행하여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세
계의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전보다 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 Dell
Technologies는 리소스, 지원 활동 그리고 세계 및 지
역의 유익을 위한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문화를 통해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기술이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그럴 것
이라고 믿고 있지만 기술이 인간과 그 가치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것은 Dell Technologies에게 달려 있습니
다. 향후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것
이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참여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즉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
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파트너와 협력하여
강점을 결합

디지털
포용성을 높여
교육 수준 증대

예방적 선별 심사는 비전염
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환
자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치
료를 진행하는 내내 강력한
IT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인도의 NCD
프로그램에 사전 예방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모듈을 도입
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했습
니다.
VISHAL CHAUHAN, 인도 보건 및 가족 복지
부 공동 장관

생활 방식의 혁신을
위한 DELL
TECHNOLOGIES
의 중점 영역

기술의 힘으로
보건 수준 증진

공평한 접근성 확대로
경제적 기회 확대

기술을 통한 의료 시스템 강화
전 세계적으로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인 NCD(Non-Communicable Disease)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불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또는 만성 상태의 NCD는
말기에 이를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성과*

인도에서 NCD는 공중 보건의 주요 문제입니다. 2017년부터 Dell Technologies는 인도 보건 및 가족 복지부, Tata
Trusts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NCD 검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술 솔루션인 Digital LifeCare
를 개발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총 인원 수(누적)

Digital LifeCare는 향후 모든 주요 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디지털 레일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등록, 검사,
진단, 치료, 의뢰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NCD 플랫폼에 구축됩니다. 플랫폼은
의료 서비스 전체에서 치료의 연속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8M+
등록한 시민 수
(FY21 기준)

26+

활성 상태 수
(FY21 기준)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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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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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방법

48K+

의료 종사자, 의사, 공무원을
포함한 활성 사용자 수
(FY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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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의료 확대
Dell Technologies는 파트너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연
구 결과의 활용 확대 및 컴퓨팅 용량의 확장을 지원
했습니다. 2020년 Texas Advanced Computing Center
의 슈퍼컴퓨터인 Frontera는 코로나19 연구를 가속화
하고 자연 재해와 같이 긴급한 컴퓨팅이 요구되는 상
황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최
근 Frontera에 400개에 가까운 Dell EMC PowerEdge
R640 서버 노드를 제공했는데, 이는 모두 11개의 랙에
들어 있습니다.
FY21에 i2b2 tranSMART Foundation에 대한 재정적 기
부 및 기술 기부를 통해 Covidauthors.org를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전 세계적으로 300,0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코로나19 데이터 세트로 더 많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80,000개 이상의 연구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위한 i2b2 tranSMART 플랫폼을 개선하며 과학자와 의
" 코로나19
료 전문가를 연결하여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줍니다. Dell

Technologies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폭넓게 생각하고 더 많은 병원에서 플랫
폼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채택할 수 있어요."

디지털 포용성을 위한 청사진 구축 협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가상 생활 방식이 나
타났을 때 발생한 심화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협업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성을 지지하고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도록(특히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주 및 지방
정부, 공공 및 민간 부문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One Million Connected
Devices Now로, P&G(Procter & Gamble)가 주도하는
Take on Race Coalition의 국가 이니셔티브입니다. Dell
은 다른 주요 기업과 함께 P&G 프로그램의 1단계에 합
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학생의 가정에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
치했습니다.

DIANE KEOGH, I2B2 TRANSMART FOUNDATION 상임 이사

C o n n e c te d
" OD envei cMe si l l iNo now는
Harlem

Children's Zone이 지역 사회
를 개선하고 Central Harlem
과 전국의 세대 간 빈곤을 종
식시키려는 사명을 발전시
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 시의적절한 움직
임이 빈곤 근절을 위한 국가
적 노력과 지역별 접근 방식
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
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K WA M E O W U S U - K E S S E , H A R L E M
CHILDREN'S ZONE CEO

4,200만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가 부족한 미국인 수
(출처: Broadband Now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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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기술 이슈를 해결하고 IT 기술 개
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액세스가 상당 부분 가능한 국가에도 "디지털
사막"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2019–20 학년도에 Dell Student
TechCrew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주도형 헬프 데스크는
Dell 데스크탑, 노트북 및 고객 주도형 프로세스를 사용
하여 학교의 IT 이슈 해결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Dell TechDirect 인증
기술 지원 담당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
는 컴퓨터 수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
들은 소중한 경력과 전문 기술도 습득합니다. 이 프로
그램은 미국 8개 주의 3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
다. 참여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
고 소외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술을 통한 재정적 접근 및 포용성 향상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
" 저는
을 정말 좋아합니다. Student
TechCrew가 제 시야를 넓히
는 데 도움이 되고 확실히 미
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에 이르는 성인이 금융 기관이나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 Global Findex Database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56%)은 여성으로, 전통적인 금융 기관 범위권 밖에서는
수년간 쌓은 신용 기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비영리 기관인 Kiva와 협력하여 대출자들이 과거
의 비공식/공식적인 금융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산형 디지털 ID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
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문을 사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꿈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디
지털 ID에 액세스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최초의 사람인 Nancy Gbamoi가 말했습니다. Nancy는 20명이 넘는 가족
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XAVIER, STUDENT TECHCREW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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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목표

2030년까지 매년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50%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될 것
입니다.
글로벌 기술 공급업체이자 기업 시민으로서 D ell
Technologies는 양질의 교육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
는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업무 인
력 구성에서 여성 및 소외 계층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및 교육 이니셔티브에 참여
하는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소외 지역의 구성원을 포함
하여 동일한 배경을 가진 그룹 출신으로 구성합니다.
이 목표는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및 생활 방식의 혁신을 위한
중점 영역에 맞게 조정되며 이는 사회 및 교육 방안을 통해서
여성,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 등으로 확인되는 사람과 같은 다
양한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 이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 AI 산업에 대한 현재의 이
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
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과정
후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아
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LIU HAOYUE, 중국 베이징 TSINGHUA
UNIVERSITY 학생

최근 소식

현재 성과*

D e l l Te c h n o l o g i e s는 2 0 1 6년부터 Wo m e n i n Te c h n o l o g y 전략적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WDF(Collaborating With the China Women’s Development Foundation)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Dell-CWDF
프로그램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과목을 전공하는 여성으로 확인되는 중국인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UN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으로 확인되는 고등 교육 학생 중
3%만이 ICT 연구를 선택합니다.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CWDF와 협력하여 온라인 및 대면 수업, 워크숍과 세미나를 제공하여 중국 전역의 대학
생들이 기술 산업에서 번창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FY21에는 이러한 과정 중 하나
에서 체험 학습을 통한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Dell Technology Group의 전문가가
개발한 이 과정은 AI 기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미니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AI 프레
임워크, 코딩 및 프로세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 교육과 ADAS를 결합하여 Dell Technologies는 여자
로 확인되는 대학생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경력 기회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FY21 현재, 여성으로 확인되는 3,675명을 포함하여 8,750명의 학생이
이 AI 과정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 중 지원을
받은 비율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 / 65

생활 방식의 혁신 목표

2030년까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 1,000곳의 비영리 파트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그들이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세계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추진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며 Dell Technologies는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조사 에 따르면 비영리 기
관의 96%가 디지털 혁신의 장애 요소를 경험하고 있
었으며 비영리 기관의 리더 중 42%가 뒤처지게 될 것
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까다로운 리소스 및 IT 제약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코로나19 팬데
믹 중에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및 접근성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성과*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는 총 비영리 파트너 수(누적)

최근 소식
비영리 기관의 디지털 혁신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의 팀원, 인재 및 기술을
전 세계의 비영리 기관과 연계하는 무료 프로
그램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FY21에 Tech
Pro Bono 프로젝트를 완료한 비영리 기관 중
하나는 A21입니다. 이 비영리 기관은 전 세계
의 인신매매 위험을 파악하고 식별하고 줄이
기 위해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데 전념하는 기
관입니다. A21의 기술 역량과 사용자 요구 사항
을 기반으로 Dell Technologies는 Tanzu Act(이
전 Pivotal Act) 팀을 지원하여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A21의 학교 기반
인신매매 방지 교육 과정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미국에서 A21은 플로리다주 듀발 카운티에서
200명의 교육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Tech Pro Bono 프로
그램은 가상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D ell
Technologies는 FY21 타겟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 성공적인 가상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Dell Technologies는 77개의
비영리 기관과 디지털 혁신 과정에 협력했으며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생존자를 위한 사후 관리를 제공하든 IT에 투자하든 모든 비용이
" 인신매매
중요해요. Tanzu Act는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와
협력했습니다."

KRISTEN MORSE, A21 글로벌 지원 이사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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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의 혁신 목표

2030년까지 매년 직원의 75%가 자신의 지역 사회를 지원하거나 자
원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지역 사회를 열성적으로 지원합니
다. 매년 Dell Technologies는 기금, 기술 및 전문 지식을
통해서 전 세계 17,000개 이상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직원들은 그들의 재능과 시간을 선호하는 대의를
위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계속 참여
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연례 Tell Dell 직
원 설문조사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모든 측정 부문에서
더 높은 점수를 표시했고 이는 Dell Technologies가 직
원들의 공여를 더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Dell Technologies는 직원들이 재해 구호 단체에
또는 기타 중요한 대의를 위해 기부하는 기부금과 동일
한 금액을 기부합니다(직원당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최근 소식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심 있
는 기관을 지원하려는 팀원들을 뒷받침하는 것
입니다. 2020년에는 전례 없는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Dell 팀원의 기부와 자원봉사가 강력
했습니다. FY21에 기부는 7% 증가했으며 자원
봉사 시간은 516,444시간이었습니다. 가상 자
원봉사는 276% 증가했으며 자원봉사 시간 중
206,000시간이 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2,000명에 가까운 고유한 팀원이 3,500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총
94,509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전반적인 기부 및 자
원봉사 대응에는 280만 달러의 기부금이 포함
됩니다(직원 기부, Dell Match 및 기업 주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Su Sian Tan과
Thien Chi Ming 및 Angeline Lee를 비롯한 동료
팀원들은 싱가포르에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
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Dell 기부 기금 마
련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 팩을 배포하
는 비영리 기관인 Food from the Heart를 위해
약 72,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기부/자원봉사에 참여한 직원 비율

활동은 개인과 자선 단체에서 시작하지만 더 큰 지역 사회를 넘
" 자원봉사
어 확장됩니다. 이 경험은 제가 Dell Technologies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함께라
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SU SIAN TAN, 판매 계획 및 전략 부문 수석 고문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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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는 긍정적인 사회 공헌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업이 더 높은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표준에 대한 약속에서 사회적 거버넌스 책임
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와 같이 증가하는 사회적 거버
넌스 책임 목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Dell Technologies는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고객 신뢰
와 충성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혁신, 빅데이터 및 진화하는 규제 환경의 시대에 데이터에 대
한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려면 비즈니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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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 유지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목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영역에 따라 조정됩니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Dell Technologies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삭제하고 정보가 취급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과 직능에 적용되고 직원을 지키는 견
실한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문화가 조성되고 고객의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과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데이터 사용 및 저장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
려는 약속은 회사 내 자부심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가 비공개이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무제한 액세스로부터 데이터
를 보호한다는 고객 및 직원의 기대와 일치하는 지속적인 개인 정보 보
호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윤리적 문화와 강력한
프로그램의 결과로 Ethisphere® 기관이 선정한 2021 세계에서 가장 윤
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9년 동안 존경받는 이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수호하도록 모든 직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고취

파트너 협력 체계에서의 책임 강화
파트너와 타사에서도 Dell Technologies가 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욕구를 그리고 정직성의 문화에 대
한 Dell Technologies 리더들의 약속을 고취하는데, 이는 가치를 일상의
행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도구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루
어집니다. 정직성의 문화에 대한 리더의 약속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연례 Tell Dell 직원 의견 설문조사 그리고 격년 윤리적 문화 설문조사로
측정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산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직접적
인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자체 프로그램을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는 디지
털 도구를 제공하여 Dell Technologies의 요구 사항과 변화하는 산업계
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도구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직접적인 파트너
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더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첨단 도구를 적용해서 직원들이 정직성의 원칙과 규정
준수를 일상적인 비즈니스 트랜잭션, 업무 활동 및 의사 결정의 일부로
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명성과 정직성 고취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과 자문 기관의 참여 회원 그리고 종종 창립 회
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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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제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
여 고객이 개인 정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방법

궁극적으로 투명성은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냅니다. 개인 정보는 기본적 권리이며 Dell Technologies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에 관한 모범 사례는 무엇보다도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한 인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게시 -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하여 게시

활용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관리 방법 시행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목표

FY20 기준

FY21 성과

My Account 기능의 하나로 고객
개인 정보 Digital Trust Center를
설립합니다.

설계 및 개념 입증에 중점을 두었
습니다. 온라인으로 My Account를
비활성화 및 재활성화하는 기능
은 FY20 말에 27개국에서 완성됩
니다.

등록된 Dell My Account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
를 출범했습니다.

운영상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디지털 솔루션(즉, RSA Archer)을
확장하여 My Account에 신설된
개인 정보 디지털 보호 센터와 통
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My Account를 비활성
화 및 재활성화하는 기능은 FY20
말 에 2 7 개국 에서 완 성됩니다.
FY20에는 개인 데이터 액세스 및
삭제 기능을 위한 설계 및 개념의
입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운영 개인 정보 규정 준수 제어 및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내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dell.com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해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에 대한 투명
성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 dell.com 개인 정보 처리 방
침을 개선해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 보호 실
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FY21에 Dell Technologies의 미국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수정해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수집과
개인 정보 보호 실무에 대한 투명
성을 높였습니다.

투자 - 개인 정보 관리 및 위험 관리 기술 향상에 투자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 출범
등록된 Dell My Account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를 출범했습니
다. 이 셀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My Account를 비활성화/재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FY21에 Dell Technologies의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대
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Dell Technologies의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처리 방침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며 투명성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새로운 6개 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파나
마, 태국, 한국)를 추가하여 고객의 데이터 요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개인 정보 거버
넌스 제어 및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고객이 개인 데이터에 더 쉽게 액세스 및/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동화할 것입니다.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파트너 관계 - Dell Technologies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수준이 맞는 업체와 비즈니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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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개인 정보 보
호 프로그램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글로벌 개인 정보 보
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새로운 6개 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파나마, 태국, 한국)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정
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최소 데이터 보호 법적 요구 사
항 이상으로 약속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6
개 국가가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신뢰 센터를 통해 데
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최소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 새로운 추
가 국가를 포함하도록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약속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입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새로운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개발

더 강력한 책임 추진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수호

연례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새로운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에서는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Dell Technologies의 개인 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이 개
인 데이터에 대해 갖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운영 개인 정보 규정 준수 제어 및 프로세스를 포함하
여 내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
로는 개인 정보 인시던트 또는 우려 사항을 추적하는
내부 절차를 개선하고 개선 조치를 100% 모니터링하
는 새로운 자동 제어 기능을 만들어 Dell Technologies
가 각 인시던트를 마무리하고 고객이 위탁한 데이
터를 관리하는 데 강력한 책임을 더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운영 개인 정보 거버넌스 제어 및 프로
세스의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개인 정보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형성하기 위한 작
업을 계속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권
리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하도록 도왔습니다. Dell
Technologies 팀은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정책
입안자 및 선출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개인 정보 보
호 공공 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FY21에
Dell Technologies는 Business Roundtable의 일원으로
서 코로나19 건강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정
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개인 정
보 보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솔루션
을 만들면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의 약속을 강
화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과 방문자의 웰빙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
체 코로나19 건강 설문조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개
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의 약속을 강화했습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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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목표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의 모든 직원이 Dell Technologies의 가
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
할을 함에 따라 비즈니스의 정직성과 관련 법률의 준
수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수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
며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 그러한 실천은 그 직원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배정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이수한 Dell
Technologies 직원의 비율

Technologies와는 23년
" Dell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
력한 결속력: 인종 불평등
에 맞서기 과정은 제가 들었
던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Dell
Technologies의 일원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
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최근 소식

ROCKY GUERRA, 판매 부문 어카운트 담
당자

• Ethisphere® Institute의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9년째 선정된 것은 Dell Technologies의 견실
한 프로그램과 정직성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팀원이 연례 필수 윤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My Ethics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팀원들에게 키워드 검색 기능과 "Speak Up" 기능을 통해 의심되는 위법 행위를 은밀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모바일 버전의 업무 수행 강령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제공합니다. 팀원이 언제 어디
서나 편리하게 윤리 교육 및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앱은 출시 4개월 만에 8,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특히 유용함을 입증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한 직원의 비율

• Dell Technologies의 연례 윤리 교육의 일환 및 2030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
고 강력한 결속력: 인종 불평등에 맞서기 과정도 배포했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인종과 민족에 중점을 두
고 인종적 편견과 무의식적 편견을 탐구하며 팀원들이 존중받고 가치 있음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툴
을 제공합니다. 많은 팀원들이 이 과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 Ethics and Compliance Office 다년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잠재적인
내부 부정 행위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기반 분석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FY22에 더욱 발전될 이 접
근 방식을 통해 Dell Technologies는 윤리 조사에서 주요 위험을 포착하고, 자동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해 주요 위험 지표를 구축한 후 사전 예방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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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지 목표

2030년까지 Dell Technologies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
가 Dell Technologies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
니다.
핵심적인 전략 직접적인 파트너는 Dell Technologies 비
즈니스의 연장이며 그런 만큼 평판과 영향력을 좌우합
니다. Dell Technologies와 직접 거래하는 파트너들이
Dell Technologies 파트너 업무 수행 강령에 제시된 요
건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성과*
FY20은 전년 대비 진행 상황의 기준입니다.

최근 소식
• 파트너 업무 수행 강령에 대한 전면 및 중앙
링크를 포함하여 파트너에 대한 주요 규정
준수 기대 사항 및 리소스를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인 채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제공
했습니다. 27개 언어로 제공되는 파트너 업
무 수행 강령은 Dell Technologies의 가치를
설명하고 명확한 규정 준수 기대치를 제공
합니다.

Technologies Digital
" Dell
Partner Program은 부패 방

지 규정 준수 모범 사례에 대
한 선도적인 지침을 제공하
여 강력한 윤리적 문화를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요 전략적 파트너와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
해 새로운 글로벌 및 지역 Dell Technologies
관리자 역할을 지정하여 채널 파트너 전략
및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성
과 책임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약
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MARÍA JOSE CUESTAS, EXCELCOM 회장

FY21 기준: 96%
파트너 업무 수행 강령에 동의한 파트너 비율

아르헨티나의 다양한 산업과 민간 및 공공
기관에 기술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통합하는
데 전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Excelcom이
Digital Partner Program에 참여했습니다.

• FY21에는 Dell Technologies의 혁신적인
Digital Partner Program 파일럿을 지속적으
로 확대했습니다. Digital Partner Program이
FY20 라틴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파트너와의 회담에서 강조된 후 파트너로부
터 프로그램의 향후 단계에 포함될 여러 문
의와 요청을 받았습니다. 참가자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2단
계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유럽, 중동, 아프리
카, 북미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더 많은 파트
너를 참여시키는 전략을 지정했습니다.

FY21 기준: 100%
지정된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을 이수한 파트너 비율

*이 목표의 진행 상황, 범위 및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30 목표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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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정보
핵심 지표에 나타난 상세한 3년 간의 성과 경향은 Dell Technologies 업무의 투명성을 한 차원 높이고
독자들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매년 비즈니스 전반의 물질적 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부는 2030 Progress Made Real 플랜에 제시된 목표와 직접 연관되어 있
고 다른 일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관련된 기타 비즈니스 지표에 대한 추가 관점을 제시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 및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 지표에 따른 프레임워크 보고를 통해 이 정
보를 보완합니다. 또한 GRI 인덱스는 GRI 공개를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의 권장 사항에 매핑하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rogress Made Real" 전반에 제공된 지표와 정보는 자체 연례 글로벌 공헌 성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VMware를 제외하고 Dell Technologies(이하 "Dell", "우리" 또
는 "당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RSA, Secureworks, Boomi, Virtustream, Dell Financial Services의 데이터는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RSA의 데이터는 매각일인 2020년 9월 1일까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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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정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

FY19

FY20

참고

FY21

제품의 환경 친화적 자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파운드로 측정됨
사용된 환경 친화적 자재의 총량

해당 없음

25,400,200

27,766,500

새로운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자재만을 포함합니다. 총량은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이전 CY19 기준은 FY20에 재작성되었습니다.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해당 없음

24,730,100

26,472,100

새로운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양을 나타냅니다. 기존 원자재(물병, CD 케이스 등)의 포스트 컨슈머 재활용 플
라스틱과 EOL(End of Life) IT 제품의 순환형 루프 플라스틱이 포함됩니다.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이전 CY19 기준은 FY20에 재작성되었습니다. 향상된 데이터 가시성과 정확성, 특히 디스플레이 포트폴리오의 재활용 플라스틱 콘텐츠를 허용하는
개선된 보고 프로세스로 인해 CY19 값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된 재활용 탄소섬유

해당 없음

670,200

1,284,400

새로운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이동성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몰딩 공급업체에 배송된 재활용 탄소섬유의 양을 나타냅니다. 숫자는 가장 가까
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이전 CY19 기준은 FY20에 재작성되었습니다.

재활용된 희토류 자석 활용

해당 없음

12,800

6,40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한 새로운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제품에 그리고 다른 산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배송된 재활용 희
토류 자석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전 CY19 기준은 FY20에 재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중단으로 FY21의 볼륨이 감소했습니다.1

패키징의 환경 친화적 자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파운드로 측정됨
사용된 해양 폐기 플라스틱

19,711

73,366

118,875

새로운 Dell Technologies 브랜드 제품에 사용되기 위해서 원 설계사에 배송된 해양 폐기 플라스틱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FY19 동안 해양 폐기 플라
스틱이 474,300개의 플라스틱 패키징 트레이와 엔드캡에 사용되었습니다. FY20 동안 해양 폐기 플라스틱이 1,975,306개의 플라스틱 패키징 트레이
와 엔드캡에 사용되었습니다. FY21 동안 해양 폐기 플라스틱이 2,724,004개의 플라스틱 패키징 트레이에 사용되었습니다.2

9.5

9.1

9.6

과거에 수집된 폐기물의 양을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판매한 제품 대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수집된 자재의 총 장치 수를 보고합니다. FY21
부터 Dell Technologies는 수집된 실제 장치와 수집된 자재의 중량으로부터 변환된 장치를 결합하는 더욱 발전된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보다 정확한 단위 측정을 위해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수집된 제품 범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세분화된 보
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 파트너와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3

해당 전자제품 처분
수집된 제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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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정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

FY19

FY20

참고

FY21

GHG(GreenHouse Gas)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 미터톤으로 측정(MTCO2e)
Scope 1 및 Scope 2 시장 기반 GHG(GreenHouse
Gas) 배출량

366,700

298,500

219,700

58,100

58,000

44,900

Scope 2 GHG 배출량, 시장 기반

308,600

240,500

174,900

Scope 2 GHG 배출량, 위치 기반

432,100

411,400

360,800

해당 없음

16,238,000

14,962,600

Scope 3 GHG 배출량 - Category 1, 구매한 상
품 및 서비스

2,644,100

3,748,600

3,497,500

Scope 3 GHG 배출량 - Category 3, 업스트림
연료 활동 및 에너지 관련 활동

140,000

131,700

105,500

Scope 3 GHG 배출량 -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유통

해당 없음

763,400

1,098,200

Scope 3 GHG 배출량 - Category 6, 비즈니스
출장

329,200

314,300

61,400

11,590,000

11,280,000

10,200,000

Scope 1 GHG 배출량

Scope 3 배출량(총계)

Scope 3 GHG 배출량 - Category 11, 제품 사용

임대 공간, 회사 차량 및 항공기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시설입니다.

임대 공간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시설입니다.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자재 공급업체의 배출량은 공급업체가 2020년 CDP 보고 주기에 따라 Dell Technologies에 보고한 Scope 1 및 2 GHG 배출량
이 Dell Technologies의 재정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할당됩니다. FY19와 FY20 사이에 직접적인 자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Dell Technologies의
소비와 볼륨이 크게 늘어 관련 GHG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FY20에서 FY21까지 소비량이 계속 증가했지만 GHG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의 노력으
로 인해 절대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4
Dell Technologies 운영에 사용되는 구매한 연료 및 전력과 관련된 업스트림 배출량입니다.

GLEC 프레임워크 Scope 3, Category 4 지침에 따라 이 수치에는 Dell Technologies가 지불한 아웃소싱 물류 서비스의 WTW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EPEAT 관련 보고 표준에는 Dell Technologies가 지불한 아웃바운드 물류 및 고객 픽업에서 발생하는 WTW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FY21의
경우 176,600MTCO2e입니다.5
RSA는 제외됩니다.6

이 데이터 범위에는 모든 서버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킹 시스템, 디스플레이, 고객 노트북 및 데스크탑 시스템은 물론 Precision 및
Alienware가 포함됩니다.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합계는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cope 1, 2 및 3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급수 및 폐수 배출에 대한 타사 검증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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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FY19

FY20

참고

FY21

Dell Technologies 운영에 사용되는 에너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00만 킬로와트시(kWh)로 측정됨
소비 전력(총계)

이 섹션의 에너지 수치는 임대 공간과 회사 소유/임대 운송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1,039

1,029

958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입니다.

재생 가능한 전력 소비량

346

461

513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된 전력은 현장에서 사용 및 생성됩니다.

총 소비량의 백분율로 나타낸 재생 가능 전력

33%

45%

54%

기타 에너지 소비량

205

200

147

1,244

1,229

1,106

총 에너지 소비량

Dell Technologies 운영에 사용되는 용수
1,000입방미터(m3)로 측정됨

이 섹션의 용수 수치는 임대 공간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급수 - 총량

2,298

2,371

1,949

타사 수원

2,210

2,335

1,900

88

35

49

지하수 수원

건물 및 회사 소유 및 임대 운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난방/냉방, 액체 및 가스 연료입니다.

시립 및 민간 수원에서 얻은 담수 및 재생 폐수입니다.
현장 지하수 우물에서 끌어온 물입니다.

총량은 반올림으로 인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copes 1, 2 및 3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급수 및 폐수 배출에 대한 타사 검증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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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FY19

FY20

참고

FY21

제조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터톤(MT)으로 측정됨
발생한 비위험 폐수

13,802

13,175

12,505

98%

99%

97%

12,410

11,472

10,544

996

1,491

1,476

소각된 비위험 폐수

0

0

4

분해된 비위험 폐수

94

107

54

매립된 비위험 폐수

302

105

427

보고 대상 상해/질병률

0.08

0.08

0.04

DART(Days Away, Restricted or Transferred) 비율

0.05

0.04

0.02

0

0

0

총 비위험 폐수량 대비 매립 방지율
재활용 또는 재사용 비위험 폐수
비위험 폐수 회수(에너지 활용)

데이터는 제품을 조립하는 Dell Technologies 소유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 및 안전 지표(Dell Technologies 운영)

직무 관련 총 사망자 수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정규직 직원 100명당 건수(FTE)

모든 직원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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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FY19

FY20

참고

FY21

여성으로 확인되는 팀원(글로벌 인력 비율)

30.4

31.1

31.8

글로벌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7

비기술 직군 성별 다양성

35.1

35.8

36.7

글로벌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비기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8

기술 직군 성별 다양성

19.2

20.1

20.8

글로벌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기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9

피플 리더 성별 다양성

23.4

24.4

25.8

글로벌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을 칭한 피플 리더인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10

미국 내 민족 비율: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7.7

8.2

8.9

미국 내 민족 비율: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4.9

5.1

5.3

14.2

14.5

14.7

미국 내 민족 비율: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0.5

0.5

0.5

미국 내 민족 비율: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연안 섬 주민

0.2

0.2

0.2

미국 내 민족 비율: 둘 이상의 인종

1.7

1.7

1.7

69.9

68.9

67.4

0.9

0.7

0.9

미국 내 민족 비율: 아시아인

미국 내 민족 비율: 백인
미국 내 민족 비율: 지정되지 않음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미국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표시된 인종/민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11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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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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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FY19

FY20

참고

FY21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8.4

9.0

9.8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흑인 또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

5.3

5.5

5.8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아시아인

9.1

9.1

9.1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아메리카 원주민 또
는 알래스카 원주민

0.5

0.5

0.5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하와이 원주민 또
는 기타 태평양 연안 섬 주민

0.2

0.2

0.2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둘 이상의 인종

1.9

1.8

1.8

73.8

72.8

71.4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지정되지 않음

0.9

0.7

0.9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6.2

6.5

7.1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4.2

4.2

4.4

24.8

25.6

26.0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아메리카 원주민 또
는 알래스카 원주민

0.5

0.5

0.5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연안 섬 주민

0.1

0.1

0.1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둘 이상의 인종

1.3

1.4

1.4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백인

62.1

60.7

59.2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지정되지 않음

0.8

0.7

1.0

미국 내 민족 비율(비기술 직군): 백인

미국 내 민족 비율(기술 직군): 아시아인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미국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표시된 인종/민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12

미국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표시된 인종/민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13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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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FY19

FY20

참고

FY21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6.2

6.9

7.9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9

3.0

3.5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아시아인

11.4

11.7

12.8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아메리카 원주민 또
는 알래스카 원주민

0.3

0.4

0.6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연안 섬 주민

0.1

0.1

0.1

1

0.9

1.1

77.4

76.1

72.9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지정되지 않음

0.6

0.6

0.8

ERG(Employee Resource Group)에 참여하는 직원
비율

30

33

44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둘 이상의 인종
미국 내 민족 비율(피플 리더): 백인

미국 인력에 적용됩니다. 범위에는 자발적으로 표시된 인종/민족임을 칭한 사람들의 비율이 포함됩니다.14

현재 ERG(Employee Resource Group) 참여도를 하나 이상의 EGR에 등록한 직원의 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 및 ERG 가입 기록 저장 시스
템인 YourCause의 추적을 통해서 확인).
데이터는 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세계 직원에게 적용됩니다.15

ERG 지역별 챕터의 총 수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370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412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463

생활 방식의 혁신

Dell Technologies 지역별 ERG는 진정한 자아, 다양한 관점 그리고 집단적인 의견을 한데 모아 비즈니스 및 사회 공헌을 촉진합니다. 챕터의 수는
ERG 커뮤니티 지원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 지표의 범위는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현재 ERG(Employee Resource Group) 참여도를 하나 이상의 EGR에 등록한 직
원의 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 및 ERG 가입 기록 저장 시스템인 YourCause의 추적을 통해서 확인).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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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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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FY19

FY20

자원봉사 직원 비율16

참고

FY21

52

59

51

890

914

516

보건, 교육 및 경제 기회 방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누적 수(누적, 천 단위)

2,471

46,588

93,565

FY19에 이 지표는 전략적 공여 프로그램의 혜택을 직접 받은 아이들의 총수를 계산하는 Legacy of Good 목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FY20에 이
목표는 Progress Made Real 생활 방식의 혁신 목표 "10억 명"에 맞춘 조정으로 보건, 교육 및 경제 기회 방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총 수
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FY19 데이터에는 직간접적 영향이 포함됩니다.

총 기부 금액(수백만 미국 달러)

68.5

51.6

49.9

이 지표는 각 회계연도에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총 현금 및 현물 그리고 서비스 기부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이 값에는 직원, 협력사 또는 고객의 기
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의 비율

해당 없음

51.7

56.1

"10억 명" 목표 보고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는 지원을 받은 개인의 총 인원수 대비 자발적으로 여학생 또는 여성이나 소외 계층으로 칭
한 인원수가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FY20 현재의 새로운 지표입니다.17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는 총 비영리 파트너 수
(누적)

0

11

77

현재 이 측정은 Tech Pro Bono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영리 조직의 수를 포함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기타 노력(예: 직접적인 사업부 공헌)을 통
해서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과 직원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는 기관들을 포함하는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자원봉사 시간(천 단위)

Dell Technologies는 전후 프로그램 참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DAT(Digital Assessment Tool)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비영리
파트너를 위한 디지털 혁신 수준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DAT(Digital Assessment Tool)는 타사 제공업체인 TechSoup에서 개발 중입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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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정보 미주

1

재활용 희토류 자석 활용은 총 환경 친화적 자재 사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 수치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10%의 오차가 있습니다.

3

시장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또는 품절된 제품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량 기반 가정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CDP 보고 주기는 CY19의 공급업체 정보를 사용합니다. 공급업체 배출치는 소비량 100%를 맞추기 위해서 추정되었습니
다. 해당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Scope 3의 절대 GHG 배출량 데이터, Category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FY19에는 2,644,075MTCO2e이고 FY20에는 3,748,553 MTCO2e, FY21에는 3,497,494MTCO2e.입니다.

5

FY20 Progress Made Real 보고서가 2020년 7월에 게시된 후 이 지표에 대한 기준을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과 데이터 수집이 발
전됨에 따라 향후 이 수치는 다시 기재할 예정입니다. Dell의 서비스 오퍼링 및 물류 현장과 관련된 운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
당 숫자는 가장 가까운 100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Scope 3의 절대 GHG 배출량 데이터,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유통 - FY19
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FY20에는 763,397MTCO2e, FY21에는 1,098,159MTCO2e입니다.

10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Scope 3, Category 4 배출의 경우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수집 개발의 리소스 제약으로 인해 GHG(GreenHouse Gas) 프로토
콜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GLEC 프레임워크 및 Well-to-Wheel(차량 연료 생애 전과정) 분석에 따른 배출 계수를 사용합니다. 향후
Dell Technologies는 물류 배출 보고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GLEC 프레임워크 및 GHG 프로토콜 영향을 검
토할 예정입니다.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피플 리더"는 임원 또는 부서장과 같이 직무 관리 수준에 있는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2020
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
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11

"미국 인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푸에르토리코 포함) 일하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을 뜻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12 "미국 인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푸에르토리코 포함) 일하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을 뜻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이 데이터에는 인사, 재무, 법률 등의 비기술 직군에
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
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13 "미국 인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푸에르토리코 포함) 일하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을 뜻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이 데이터에는 정보 기술,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
학,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 직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피플 리더"는 임원 또는 부서장과 같이 직무 관리 수준에 있는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미국 인원"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
GLE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GHG 프로토콜 방법론에 비해 회사의 측정 배출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는 GLEC 프레임워크가 구
성 요소 및 제품 이동으로 인한 전체 업스트림 및 직접 사용 물류 배출량(Well-to-Wheel)을 측정하는 반면 GHG 프로토콜은 직접
사용 운송 배출량(Tank-to-Wheel)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6
7

8

9

턴 및 계약직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푸에르토리코 포함) 일하는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을 뜻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
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FY19 및 FY20의 출장 시 배출량은 항공 및 철도에 대한 것입니다. FY21부터는 호텔 숙박 및 렌터카와 관련된 배출량도 포함됩니
다. 항공을 통한 출장 시 배출량은 복사강제력 상승 계수로 계산됩니다.

15 Dell Technologies의 ERG(Employee Resource Group)는 진정한 자신감, 다양한 관점 및 집단적 목소리로 비즈니스 및 사회 공헌을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
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16 FY20은 자원봉사 및 공여로 정의하는 직원별 참여를 추적한 첫 해입니다. FY19와 직전 연도에 팀원의 자원봉사 및 기부금의 비율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이 데이터에는 인사, 재무, 법률 등의 비기술 직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촉진합니다.
을 포함했습니다.

17 "소외 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그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소외된 소수 계층을 뜻합니다.
18 FY20에 도달한 비영리 기관의 수는 이전에 5로 축소 보고되었으며 Tech Pro Bono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
는 실제 비영리 기관의 수는 11로 수정되었습니다. 반복 참가자를 고려한 후 FY21 Tech Pro Bon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비영
리 파트너의 수는 66개이며, 현재까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지원되는 비영리 파트너의 누적 총 개수는 77개입니다.

"글로벌 인력"은 정규직, 전일제, 시급제, 인턴 및 계약직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소속 직원으로 정의됩니다(Secureworks 및
VMware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이 데이터에는 인사, 재무, 법률 등의 비기술 직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로 Dell Technologies는 STG(Symphony Technology Group)에 RSA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RSA 직원은 더 이상
이 FY21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Y21 보고 날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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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방법
본 FY21 Progress Made Real 보고서와 더불어 다양
성 및 포용성 보고서,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
능한 발전 진행 상황 보고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기반 온라인 지표, 그리고 아래에 제시
된 기타 보고서를 통해서 고객과 이해 관계자들은 Dell
Technologies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이전 버전은 2021년
6월에 발행되었습니다. 모든 보고서의 현재 및 보관된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2021년 다양성 및 포용성 보고서

2020년 공급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진행 상황 보고서

Dell Technologies가 세계 유수의 다양한 고객들에 걸맞은 포용적인 업무 인력을 어떻
게 양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Dell Technologies는 기술 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 수준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보증
프로그램 중 하나를 관리합니다. 이 보고서는 Dell Technologies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자세히 소
개합니다.

ESG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보고
GRI 표준, SASB 표준, WEF의 핵심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 지표에 따른 프레임
워크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GRI 인덱스는 GRI
공개 정보를 TCFD 권장 사항에 매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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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광물 조달 보고서

CDP 수질 안전 보고서

Dell Technologies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
며 수호합니다. 윤리적 광물 조달은 Dell
Technologies가 전 세계적으로 채택한
원칙에 포함됩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Dell Technologies는 안전한 수질 확보
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노력을 다루는
CDP 수질 안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보고 방법

CDP 기후 변화 보고서
Dell Technologies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다
루는 CDP 기후 변화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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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이 보고서에 있는 용어와 Dell Technologies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맥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연대: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의 지지자입니다. 지지자
는 자신의 집단 외부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
에 나섭니다.
바이오플라스틱: 비석유 기반 생물 자원에서 파생된
플라스틱입니다.
역량 개발: 조직과 커뮤니티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서 생존, 적응 및 번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본능, 능력,
프로세스 및 리소스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프로세스입
니다.
아동 노동: 특히 불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산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입
니다.
순환형 경제: 폐기물과 오염을 설계하고 제품과 자재를
계속 사용하며 생태계를 복원하는 원칙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순환형: 폐기물과 오염을 설계하고 제품과 자재를 계속
사용하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제 시스템 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환형 루프: 자재가 처음 사용된 동일한 유형의 제품
생산을 위해 재생, 반환 및 재사용되는 자재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경우에는 새로운 IT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IT 제품(브랜드 또는 회수 네트워크에 관계없
이)에서 수집된 자재입니다.

디지털 격차: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입니다.

CO2e, 또는 CO2 환산: 여러 온실가스를 공통 단위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온실가스의 양과 유형에 대해
CO2e는 동일한 지구 온난화 영향을 미칠 이산화탄소
(CO2)의 양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
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생성하고 전달하는 능력으
로, 인지 및 기술적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COP26: 2021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
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DART(Days Away, Restricted or Transferred) 비율: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측정한 비율입니다.
데이터 제어 프로세스: 데이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프
로세스입니다.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및 데이터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일반적인 유형의 내부 제
어입니다.

기후 난민: (부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이주하거나 난
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탈탄소화: 탄소 감축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종종 이
산화탄소(CO2) 배출을 지속 가능하게 줄이고 보완하
는 경제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기후 관련 시나리오: 기후 변화의 대규모 복잡한 특성
을 포함하는 미래의 타당한 물리적, 정치적 또는 경제
적 시나리오입니다.

디지털 사막: 인터넷 또는 기타 연결성이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리적 영역입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디지털 포용성: 정보 및 통신 기술에 액세스하고 사용
하는 개인 및 그룹의 능력입니다.

다양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특히 성별, 인종, 문화,
성적 취향, 사회경제적 배경 및/또는 능력이 광범위하
게 혼합된 상태입니다.

민족: 공통의 인종, 국적, 종족, 종교, 언어 또는 문화적
기원 또는 배경에 따라 분류 되는 대규모의 집단입니
다. 인종과 유사하게 민족은 사회적 구성 요소이지만,
보다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전자 폐기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며
수명이 거의 다 되었거나 끝난 전자제품입니다.
강제 노동: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의 위협을 받은 사람
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입니다.
화석연료: 고대 동식물이 분해되어 형성된 탄소 기반
연료입니다.

다운스트림: 제품 생산 후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제품이
유통, 사용 또는 폐기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미래 지향적인 역량: 새롭게 부상하거나 부각된 직업에
적합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생태계: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와 물리적 환경의 생물
군집입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 정부 및 기타
조직이 기후 변화, 인권 및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독
립 표준 조직입니다.

순추천 고객 지수: 직원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NPS(Net Promoter Score)를 기반으로 구축된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직원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직장을 얼마
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동일한 양의 유용한 출력을 얻기 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약어입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거버넌스: 제어의 행위나 방식입니다.
GHG(GreenHouse Gas):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복
사열을 흡수하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스입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민간 및 공공 부문 운영 및 가치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표준화 프레임워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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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결핍이 심한 지역: 특정 기간의 물 수요가 사용
가능한 양을 초과하거나 수질이 좋지 않아 사용이 제
한되는 지리적 지역입니다. 수자원 결핍 수준을 파악하
기 WRI Aqueduct Baseline 수자원 결핍 지표를 사용합
니다. 수자원 결핍이 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은 지
표 점수가 높거나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교육을 주 목적으로 1964년 이전
에 설립된 미국 고등 교육 기관(총 102개 학교)입니다.
인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운영 및 고객 사용을
포함한 가치 창출 과정 전체의 인권 존중 및 인권 침
해 시정을 가리킵니다. 분쟁 광물에 대한 해결을 포함
합니다.
HRIA(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비즈니스
운영, 자본투자 프로젝트, 정부 정책 또는 무역 협정의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 예측 및 대응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인신매매: 노동, 서비스 또는 성매매를 위해 사람을 착
취하는 범죄입니다.
개념화 세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개발 및 전달하
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포용성: 모든 직원들이 존중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평등하게 기회와 참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IoT(Internet of Things):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물에
내장된 컴퓨팅 디바이스가 인터넷 상호 연결을 통해 데
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입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차성: 여러 형태의 차별(예: 인종 차별, 성 차별, 계급
차별)의 영향이 결합, 중첩 또는 교차하는 복잡하고 누
적적인 방식으로, 특히 소외된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
에 적용됩니다.
ISO 50001 에너지 관리 시스템 표준: 조직의 에너지
사용 관리 및 제어를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
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라틴엑스: 라틴계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성별 중립적
또는 논바이너리 대체 용어입니다.

Moonshot Goal: 대담하고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인 목
표입니다.
순배출량 제로(0): 회사의 가치 창출 과정 내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에 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쇄: 반대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균형을 맞추는 대가
또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관련 문맥에 사
용됩니다.

Pulse 설문조사: 직원 만족도, 직무 역할, 의사소통, 관
계 및 근무 환경과 같은 주제에 관한 피드백을 확인하
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짧은 분량의 간단한 설문
조사로, 정기적으로(월간, 분기별 등) 직원에게 실시합
니다.
인종적 편견: 인종 또는 민족 정체성에 근거한 암시적
또는 명시적 선호 또는 판단입니다.

현장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에너지가 소비되는 위치
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복사강제력: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정
의한 바와 같이, 주어진 기후 요인이 지표면에 충돌하
는 하향 복사 에너지의 양에 미치는 영향력의 척도입
니다.

운영 배출량: 시설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온실가
스 배출량입니다.

빗물 집수 시스템: 빗물을 수집하고 저장하도록 설계된
기계 시스템입니다.

파트너: 회사 가치 창출 과정의 협업자, 고객 또는 공급
업체입니다.

희토류 자석: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강자성 물질입
니다.

유색인종: 주로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언급
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재활용 탄소섬유: 폐기물, 폐기된 제품 또는 기타 품목
에서 재사용을 위해 수집된 탄소섬유입니다.

중요성의 원칙: 이 보고서에 사용된 중요성의 원칙은
ESG 보고 및 전략의 맥락에서 중요성을 의미하며 보안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요성 개념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지구 위험 한계선: Stockholm Resilience Centre에서 개
발한 개념으로 인류가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발전하
고 번성할 수 있는 9개의 지구 경계를 나타냅니다.

재활용 소재: 재활용 자원에서 유래한 품목의 자재 비
율입니다.

미묘한 차별: 소수 인종 또는 민족과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미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차별의 예로 간주되는
진술, 행동 또는 직접적인 인시던트입니다.

제품 수명주기: 모든 제품이 도입에서 사용 또는 궁극
적인 소멸까지 거치는 주기입니다. 또는 제품의 제조
(원자재 생산 포함), 패키징, 유통, 사용 및 EOL(End of
Life) 폐기의 모든 관련 단계를 단계적으로 나타냅니다.

LGBTQIA+: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
어 및/또는 퀘스처닝, 인터섹스, 무성애자 연대의 약어
입니다. Dell Technologies의 Pride ERG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이 약어를 사용하여 모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을 나타냅니다.
선형 경제: Dell에서 창출한 가치로, 연간 재무 보고서
에 공개된 매출, 세전 소득 및 순이익과 같은 지표를 사
용하여 측정합니다.

MSI(Minority-serving institution): 소수 민족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흑인 대학, 히스패닉 교육 기관, 부족 대학, 아
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연안 섬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관(AANAPISI)이 포함됩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제품 포트폴리오 에너지원단위 목표: 제품 포트폴리오
의 정규화된 평균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량적 목표입
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재생 가능 자재: 재생 가능 자원에서 유래한 품목의 함
량 비율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이 사용할
때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글로벌 공급망
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세계 최대의 산
업 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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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광물 조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
하여 기본 기준을 준수해 광물 자원을 취득하는 행위
입니다.

서브티어 공급업체: 제품과 관련된 부품, 자재 및/또는
구성 요소를 회사의 공급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타사입
니다.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기업이 과학적
측정 기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민간 부문에서 원대한 기후 변화 대응 조치에 전
념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이해 관계자: 특정 항목, 특히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과학적 측정 기반 타겟: 일반적으로 물 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수치적 성능 목표를 말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임계값과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에 관한
최신 지식을 고려합니다.
Scope 1 배출량: 연료 연소, 냉매 누출, 산업 공정에서
의 온실가스 사용 등 회사 자체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Scope 2 배출량: 구매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으
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위치 기반 배출량은 지역
에너지 그리드에서 계산되며 시장 기반 배출량은 구매
한 에너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STEM: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
(Engineering) 및 수학(Math)의 약어입니다. 해당 분야
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경력을 통칭하는 데 주로 사용
됩니다.

공급망: 회사에 자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집합입니다.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모두를
위해 더 지속 가능하고 나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청
사진"으로 설계된 17개의 상호 연결된 글로벌 목표 모
음입니다. SDG는 2015년 UN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총회
는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재: 원산지 또는 가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자재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한 번 사용 후 폐기하도록 설계된 플
라스틱 제품입니다.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업 보고의 표준 및 지침을 전
담하는 국제 조직입니다.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인재 파이프라인: 승진 가능성이 있는 회사 직원 또는
외부 후보자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책을
맡은 준비가 된 잠재적 후보자 풀입니다.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수자원 결핍: 지역이나 국가의 수자원 또는 기업이 이
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해당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입
니다. 수자원 결핍 수준을 파악하기 WRI Aqueduct
Baseline 수자원 결핍 지표를 사용합니다. 수자원 결핍
이 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은 지표 점수가 높거나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무의식적 편견: 주로 오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환 정
보를 기반으로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사람,
장소 또는 상황 등에 대한 암시적 연관입니다.
소수 계층: 이 보고서 상에서는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
역사적으로 기술 산업 분야에서 그 비율이 불균형적으
로 낮은 3가지 인종 그룹(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아
메리카 원주민 및 라틴계)을 의미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비율이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천
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 발전입니다.

소개

타사 감사: 독립적이고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검증 및/또는 감사 활동입니다.

SER(Supplier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공급업체가 배정되거나 공급업체가 가질 수 있는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어 또는 소유권을 인
정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Scope 3 배출량: 보고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제어하
지 않는 가치 창출 과정의 활동 및 자산을 통해 간접적
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사회 공헌: 회사 또는 활동이 지역 사회와 개인 및 가족
의 복지에 미치는 순 효과입니다.

Tell Dell: 나의 관리자, 우리의 문화, 전반적인 Dell
Technologies의 경험 및 포용성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연례 직원 의견 설문조사입
니다.

업스트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서비스 투입물을 말합니다.
가치 창출 과정: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수자원 리스크 점수: 물 관련 위험 수준을 나타낸 수치
입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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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Dell Technologies의 ESG 중요성의 원칙 주제
중요성의 원칙 주제의 최근 평가 정보는 이 보고서의 중요성의 원칙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및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2030년 목표를 통해 아래에 언급된 주제에 따라 ESG 성과 및 보고를 조정할 것입니다. GRI의 경우 SASB 및 WEF 지수는 여기에
서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윤리: 높은 윤리 기준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관행 전체에서 부패, 갈취 및 뇌물을 방지하도록 지원
합니다.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 사항
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려 사항
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이 정직하고 투명하며 공정
하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성과: 순 매출, 영업 이익, 조정 EBITDA, 운
영의 현금 유동성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Dell
Technologies에서 창출한 가치입니다.
지역 사회 투자: Dell Technologies는 다음 두 영역에 중
점을 두고 지역 사회에 투자합니다.
• 기술 접근성: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액세스 권한
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합니다.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계에
적응하고 번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및 기술을 갖
춘 미래의 시민이 되도록 대비합니다.

소개

계획

목표

페이지 탐색의 시작 부분입니다. 탐색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H" 키를 누르십시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성 있는 환경 조성

생활 방식의 혁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데이터 손실, 손상 또는 무
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특히 개인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사용 및 공개되는 방식을 관리하
는 것과 같은 데이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인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운영 및 고객 사용을
포함한 가치 창출 과정 전체의 인권 존중 및 인권 침
해 시정을 가리킵니다. 분쟁 광물에 대한 해결을 포함
합니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우리가 거주하고 비즈니스
를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관점, 배경 및
문화를 반영하는 포용적인 문화를 육성하는 동시에 조
직 내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합니다.

혁신: 기술 부문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
선 및 개발하고 발견의 이점을 각 이해 관계자에게 전
달합니다. 영구적인 정보 기술을 포함합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
하고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여
기에는 운송 에너지 및 제품 에너지 효율성이 포함됩니
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가치 창출 과정 전체에서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을 보장합니다.
환경 및 사회 규정 준수: Dell Technologies가 비즈니스
를 운영하는 각 국가의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된 환경
및 사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거버넌스: 모든 전략, 목표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
는 문제를 포함하여 Dell Technologies의 효과적인 거버
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 구조 및 프로세스를 유지
합니다.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치로 보는 정보

보고 방법

직원 참여 및 개발: 경영진과 직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유지하고 Dell Technologies의 전략 및 목표에
대한 목적 의식과 노력을 제고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및 노동 복지를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 옵션과 긍정적
인 문화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가치 창출 과정 전체에
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노동 역학을 해결합니다.
산업 보건 및 안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
이, "산업 보건은 업무 공간의 건강과 안전의 모든 측면
을 다루며 위험의 1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모든 팀원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
며 보안이 유지된 작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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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 및 안전: 수명주기 전체에서 안전하고 우수
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정보에 입각한 대중의 요
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품질을 향상 및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고려합니다. 여
기에는 모든 지적 재산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제품 전 과정 책임주의: 제품 수명주기를 관리하여 에
너지 효율성, 회수, 재사용, 재활용 및 재활용 함량을
높이고 순환형 자재 루프를 활성화합니다. 책임 있는 폐
기물 관리, 특히 전자제품 폐기물 관리를 장려합니다.
우려 물질: 제품 수명주기 전체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잠재적인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제거합니다.
공급망 보장: 악천후, 분쟁 및 팬데믹 상황과 같은 가치
창출 과정의 잠재적 중단에 대한 Dell Technologies의
위험 노출을 줄입니다.

물 소비: 끌어와서 제품에 통합되거나, 작물 생산에 사
용되거나 폐기물로 생성되거나, 사람이나 가축에 의
해 증발, 발생 또는 소비되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가 사
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경우의 모든 물을 나타내
므로 보고 기간 동안 지표수, 지하수, 해수 또는 제3자
에게 재방출되지 않습니다(출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배출수: 보고 기간 동안 조직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표수, 지하수, 해수 또는 제3자로 방출된 폐수, 사용
수 및 미사용수의 총량입니다(출처: GRI).
급수: 보고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지표수, 지하수,
해수 또는 제3자로부터 끌어온 모든 물의 총량입니다
(출처: GRI).

지속 가능한 소비: 부정적인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으로부터 성장을 분리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
환합니다. 순환형 경제가 가능하도록 구매 및 사용 행
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객을 참여시킵니다. 서비스
로서의 사용 촉진 디지털화를 통해 프로세스와 활동
을 비물질화합니다.
용수 및 폐수: Dell Technologies 제품 및 서비스를 통
해 사용된(또는 사용하지 않은) 용수는 물론 본사 및
데이터 센터 내를 비롯한 운영 전체에서 전반적인 물
소비 및 품질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최적화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배출수 품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
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역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은 지역 사회와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경
제적 영향을 포함하여 지역의 삶의 질에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개

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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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Made Real(2030년 사회 공헌
플랜)은 2030년과 그 이후를 목표로 인
류와 지구를 위한 진보를 실현하는 방
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본 보고서 및 기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 공헌 방안에 대한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입니다.
Dell Technologies 모두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하고 발전해야 하며 이는 외로운 여정
이 아닙니다. Dell Technologies는 아이디어와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여러분이 진보를 실현하는 과정
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ellTechnologies.com/ProgressMadeRe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