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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연결된지능형세상을 위해 모든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을제공합니다. 



화웨이는 어떤회사인가?

1987년에 창립된 화웨이는 정보 및 통신 기술 (ICT) 인프라
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글로벌 제공업체 선두 주자입니다. 우
리는 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 가정, 및
조직의 디지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197,000명의 종업원이 170여 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서
전 세계 30억 이상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소유자는?

화웨이는 직원이 100% 소유한 개인 기업입니다. 화웨이는
화웨이 투자 홀딩스 노동조합을 통해 121,269명의 직원을
위한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화웨이 직원
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외부 조직
은 화웨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화웨이의지배구조와관리구조는?

화웨이는 회사의 독립적인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기
업 지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 사원이 본사의 대표자 위
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1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 위
원회는 회사의 이사회와 감사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사회와
감사회와 함께 대표자 위원회는 회사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 결
정, 관리, 및 감시를 수행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및 나머지 16명의 이사회 이사
를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4명의 부의장과 3명의 집행 이사를
선출합니다. 3명의 부의장은 회사의 순환 의장직을 번갈아 가
며 맡습니다.

순환 의장은 재직 중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전략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
하는 최고 기구로서 기업 전략, 운영 관리, 및 고객 만족에 책임
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의장은 대표자 위원회를 주재합니다. 화웨이의 최
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표자 위원회는 이익 분배, 증자, 및 이사회
및 감사회 임원선출과 같은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을 합니다.

화웨이는누구와협력하고있는가?
외부적으로 화웨이는 고객들과 협력업체들에 의존합니다.  고객
들은 우리 사업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는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으로 가치를 창조합니다. 내부적으로 화웨이는 열심히 일하
고 헌신적인 직원들에 의존합니다. 화웨이에서는 더 많이 기여
하는 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공유된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더 넓은 생태계를 조성하
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협력업체, 산업 단체, 오
픈 소스 커뮤니티, 표준 기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기술 발전
을 주도하고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우리는 현지 지역사회에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당사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법과 규제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사회 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정부, 

언론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욱더많은 정보는화웨이 2020 연간 보고서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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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지속가능성 기록물로서 본 보고서는 2021년 7월 중국
어 및 영어본으로 온라인 및 인쇄본으로 출간됩니다. (2019년
보고서는 2020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www.huawei.com/en/ 또는 다
음 QR 코드를 스캔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Tel: +86 (0)755 2878 0808

E-mail: sustainability@huawei.com

2008년 이후 매년 화웨이 투자 홀딩스는 (이후 “화웨이”, “당
사”, 또는 “우리”라고 함) 자발적으로 연간 지속가능경영 보고
서를 출간하며 우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개해 왔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인식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
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정 및 운영 정책 및 조치 측면에서 화웨이가 통
제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
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업은 화웨이 2020 연간 보고서에서
다룬 조직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 세
계 화웨이 및 자회사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기술합니
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화웨이의 공식 문서와 통계
보고서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더욱 상세한 경
제 자료는 화웨이 2020 연간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보고서 작성표준 (GRI) 에따라 작성되었
습니다(핵심 기준). 화웨이는 본 보고서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검증하고 독립적인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 외부
검증 제공업체인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와 함께 하였
습니다
(부록 IV 참조).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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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
전의 동력이다.

기후 변화는 우리 사회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었습니
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하며 저탄소
개발 및 친환경 성장 모델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기술이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COVID-19의 대유행 속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5G, 클라우드, 및 AI와 같은
기술들이 우리 사회 구조를 하나로 만들며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 원격학습
및 보다 좋은 의료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다 커진 연결성으
로 많은 일상생활들이 온라인화되어 가며 뉴 노멀 (new normal)을 정의합니
다.

글로벌 보건, 사회경제 복지, 환경 및 디지털 기술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
할 때 지역사회 개발이 이제 지속가능한 혁신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디지털경제는무엇보다도친환경경제입니다.  
탄소 중립은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었으며
ICT 산업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분야입니다. 오늘날, ICT 기술의 발전은 에너
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하며
저장하기 위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 5G를 들어봅시다. 비트 당 에너지 소비는 단지 4G의 10분의 1 수준이지
만 3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또한 에너지 수급 모델을 최적화하면서 신재생 및 청정 전력
생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행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글로벌 지역사회로서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도구 중 하나입니다.

ICT 기술이 다른 영역에서 가능하게 만든 절전 및 탄소배출 감축은 이미 ICT 

산업 자체가 이룩한 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
브 (GeSI)에 따르면, ICT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웨이는 보다 친환경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당사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보다 순환적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산업들 역시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을 줄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탄
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고 재생 경제 시스템에 더욱 기여
하기 원합니다.

화웨이 PowerStar 솔루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PowerStar는 무선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다중 솔루션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목표하
는 조합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무선 네트워크의 에
너지 소비를 지능적으로 줄여줍니다.

― Liang Hua(량화) ― 
이사회의장

우리는모든가치사슬에있
는협력업체들과일할준비
가되어 있고기꺼이그렇게
할것이며탄소 발자국을줄
이고 환경보호를 지원하며
지속가능성을 더욱추진하기
위해혁신적인기술을사용
할것입니다. 다 함께
완전히 연결된지능형세상
을위해 모든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기술을제공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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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메시지

PowerStar는 중국, 남아프리카 및 모로코를 포함하여 이미
많은 국가에서 검증되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에
너지 관리와 함께 단일 사이트에서 하루 전기 1.5 kWh를절
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솔루션은 이미 400,000

개 이상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전기 소비량을 2

억 kWh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디지털 기술이 신재생원으로부터 보다 많은 전
력을 생산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화
웨이의 디지털 전력 솔루션은 170개국 이상 지역에서 사용
중이며 전 세계 1/3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까
지 이러한 솔루션들은 신재생원에서 3,250억 kWh의전력을
생산하였으며 100억 kWh 전력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억6천만 톤 절감하였습니
다*.

저탄소, 지속가능 운영 또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
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사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체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소비량 사용을 정하는 노력을 포함
하여 생산 및 운영의 모든 부분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당사 상위 100개 공급업체 중 93개 사와 협력하여 탄소 배
출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화웨이 캠퍼스에 있는 태양광 발전
소를 통해 1260만 kWh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순환 경제 촉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보다
많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제품 수명을 늘리고 보다 많은
지속가능한 포장을 사용해 폐기물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능형세상은또한친환경세상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자연을 더욱 잘 이해하고 보호하게 도와줄 수
있고 지구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경감시킵니다. 우리는
기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 사는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 환경 보호 기구와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협력하
여 우리는 어떻게 ICT가 위험에 처한 생태계를 감시하고, 보
호, 하며 또한 보존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보호 노력을 증진
할 수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우리는 열대 우림 연결(RFCx)과 협력하여 태
양광으로 작동하는 사운드 감시 시스템을 전 세계 열대우림
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가디언즈 (Nature Guardian)” 시스템은 화웨이 클라
우드 AI와 업사이클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불법 벌목을 탐지
하고 지역 당국에 경고를 보내 너무 늦기 전에 개입할 수 있
게 하였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이러한 가디언즈는 5개 대륙
18개국에 전개되어 산림 관리자와 환경 보호론자가 더욱 자
연과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웨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Tech4Natur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3년간 파트너십
으로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보호지역을 위한 일련의 혁신 디
지털 도구 및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린 협업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공동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 생태계를 조
성하기 위해 우리의 협력업체들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
성 및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는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
이 바로 보다 강력한 디지털 인재 생태계를 개발하고
TECH4ALL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포용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 협력업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의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 있어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우
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열린 그리고 투명
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친환경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지속적으로 찾는 우리는 또한 혁신과 산업 표
준 개발을 지원함으로 공동의 사이버 보안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화웨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모든 산업과 커뮤니티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진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
치 사슬에 있는 협력업체들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지원하
며 지속가능성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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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웨이는 COVID-19 대유행, 기후 변화,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ICT 솔루션과 함께 세계를 위한 우
리의 노력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과의 전쟁 및 사람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고 통신 네트워크가 계속 기능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ICT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사업이 더 지능적이고 사회가 더욱 포용적
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세상에 가까워지기 위
한 기술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누구도소외되지않는디지털세상을위한 기술

지난 30년 동안 정보 기술의 빠른 진화는 세계를 심오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우리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그들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인터넷 접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제공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균형 잡힌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화웨이는 RuralStar  Pro 솔루션을 실
시하여 인구가 적은 외딴 마을에 음성 및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이 디지털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련의 RuralStar 솔루션은 이제
60개국 이상 지역의 외딴 지역에 사는 5천만 이상의 주민들에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글로벌 교육과 보건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10억 명 가까이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되었고 1억 명 이
상의 사람이 COVID-19에 감염되었습니다. 교육 및 보건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
근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코로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
적인 ICT 솔루션을 사용하여 질 높은 교육과 보건 자원에 여러 다른 지역 간 사람
이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년에 화웨이 ICT 아카데미 프로그
램 2.0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백만 ICT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도
록 전 세계 대학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기술: ICT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 Tao Jingwen (타오징원) ― 
이사회임원및 CSD 위원회이사

우리는기술이 인간중심적
이어야한다고 믿는다. 기술
은 정보에입각한 선택과동
의를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권리를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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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지역 사회의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화웨이는 작년 거의 90개국에 기술
적 지원을 제공하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
하기 위해 화웨이 스마트폰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
이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의 접근성 기능을 제공합
니다. 이는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해 개발된 수화 읽기 앱 스토
리사인(StorySign), 시각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시각 보조 장
치인 PocketVision, 및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단순 모드
와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성 기능들은 매달 스
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도록 거의 천만 사용자들이 애용
하고 있습니다.

보안및 신뢰를위한기술

COVID-19 대유행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과 조직이 운영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클라우드 오피스, 온라인 교육, 

및 비접촉 쇼핑이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책임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과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화웨이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
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
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과 동의를 보장함으로 사람들의 권리
를 온전히 지키며 사람에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화웨이는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엔드-투-엔드 글로벌
사이버 보안 보증 체계를 세우고 꾸준히 최적화할 것입니다. 

이는 화웨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체계는 기
업 정책과 조직 구조에서 사업 과정, 기술 및 표준화된 실무
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R&D, 공급망, 영업
마케팅, 배송, 및 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과정의 하나로
보안 보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통합은 우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
구사항이며 관리 규제 및 기술 명세서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
되었습니다. 화웨이의 보안 관리 시스템은 2004년 이후 BS 

7799-2/ISO 27001로 인증되었습니다.

화웨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
사가 운영하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있는 개인 정보 보호법과
규제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전문화된 기술 지원으로 엔드-투
-엔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20,000건 이상의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한 즉
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 존중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및 사업 영역에서 내부 및 외부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5,00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수행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대유행과 무역 제한 목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고객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170여 개 이상의 국가 및 지
역에서 1,500개가 넘는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ICT 서비스의 안정적인 접근을 제
공하였습니다. 공동의 성공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는 협
력업체와 계속 협업하고 화웨이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지속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보다나은지구를위한기술

기술은 자연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ICT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시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
구해 왔고 앞으로도 추구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기업 지속가능 발전 (CSD) 위원회
의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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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고객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탄소 배출 절감을 도와주
는 선도적인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애 주기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당
사의 장비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평가하고 친환경 연결성을 제
공하기 위해 모든 제품의 생애 주기 단계에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의 NetEngine 라우
터는 시장의 경쟁사 제품보다 26%에서 50%의 에너지를 덜 사
용합니다. 자연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순환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제품 설계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생
애 주기 단계마다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의 친환경 및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운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의 일환으로 당사 캠퍼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처를 해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사용합니다.  2020년에 중국에서 사용했던 2억2천만 kWh의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약 188,000t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동일한 양입니다. 2020년 매출
액 대비 100만 RMB 당 화웨이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12년
기준연도와 비교할 때 33.2% 절감되었고 이는 2016년도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욱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치 사슬
의 위아래에 있는 협력업체와 협력합니다. 상위 100개 공급
업체 중 93개사는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세웠고 관련 프로젝
트를 이행하였습니다. 2020년에 화웨이와 협력하며 배출된
우리 공급업체들의 전체 탄소 배출량은 2019년의 그것과 비
교하여 300,000t 감소하였습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18개국에 있는 22개 보호지역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생물다양성과 자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
하도록 일조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환경 비영리 기관인 탄소 공개 프로젝트
(CDP)는 5,800개 이상의 회사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들의 노력을 점수를 매겼고 화웨이는 배출량을 줄이고, 기
후 위험을 경감하고, 저탄소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당사 행
동에 대해 권위 있는 'A' 점수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회의이익을위한기술

우리의 고객을 위해 더 많은 사업 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더해, 

화웨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 가치 창조의 중요성
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혜
택을 주며 디지털 기술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
한 발걸음을 가속하며 우리의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원을 생각하며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합
니다.  코로나 전염병 기간 중 우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했습니다. 우리는 COVID-19 예
방 통제 전담팀을 세우고 12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있
는 화웨이 자회사들에 620개 이상의 보호 장비를 선적했습
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귀중히 여기며 전 세계의 밝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웨이가 뛰어
난 사람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162개국
및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우리는 중국 이외에서 3,400명 이상의 지역 직
원을 채용하였고 해외 사무실의 69%는 지역 주민이 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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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표준 사
업 윤리를 준수하며 모든 직원이 사업 행동 지침을 준수하도
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고
객, 협력업체, 및 정부 규제 당국을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준
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정부와 협력업
체로부터 존경 및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조달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급업체 자격 조건과 선정 및 성과 평가 및 일일 관리에 이
르기까지 당사 공급업체 관리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
됩니다.  COVID-19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에 우리는 공급업체의 CSR 요구 사항에 전염병 예
방 조치를 추가하고 공급업체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화웨이는 당사 사업이 운영되는 현지 지역사회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원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 이익을 끼치고 지
원하기 위해 정부, 고객, 및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합니다.  

2020년에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650개 이상의 자선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COVID-19 발병에 직면하든 디지털 기
술을 양성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든 시종일관 지역
사회와 함께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서 기술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
습니다.

기술은 세상을 위한 힘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합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합시다.

기업 지속가능 발전 (CSD) 위원회
의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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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속가능성 영예 및 수상

기후변화대응부문최고등급 A
— CDP

훌륭한고용주유럽 2020
—우수고용협회

국무총리상:  

올해의디지털국제기업
—태국총리실

노동권보호모범사례
—이집트정부인력부

황금납세자
—요르단정부소득세및 판매세부및
재무부

화웨이 투자 홀딩스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우리는기후변화대응부문최고등급 A를
받은투명한기업이자선두주자입니다.

기후



지속가능성 관리

올해의중국투자상
—중국-영국비즈니스협의회

화웨이파워스타 3등급에너지절약
솔루션: 2020 글로벌모바일(GLOMO) 

어워드에서기후행동최고의모바일
혁신
— GSMA

KAMI Piagam Apresiasi 수상
(정보보안)

—국립사이버및 암호화
기관인도네시아

디지털기술및 사이버보안분야
뛰어난성과에대한우수상
—나이지리아 ICT 및 사이버범죄
상원위원회

2020년베스트프랙티스어워드
화웨이의 SDGs에대한

기여를인정
—글로벌콤팩트중국네트워크

/ 14화웨이 투자 홀딩스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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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전략 및 진전

화웨이의 비전과 사명은 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CT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믿습니다. 2020년 화웨이는 디지털 포용, 보안 및 신뢰성, 환경
보호, 및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태계라는 당사의 4가지 지속가능성 전략에 초점을 지속적으로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UN SDGs)와 연계하였습니다.

누구도소외되지 않는디지털 세계
화웨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TECH4ALL 이니셔티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형평성과 자연 보전 그리고 기술, 적용 및 기능기술에
투자함으로 기술이 보다 포용성을 가지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와 목표는 모든 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뢰를쌓기 위한 책임감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순위이며 이를
위해 투자를 계속하며 투명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 성능 및 관행, 회복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신뢰성 및 고품질 제품 개발 및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연속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을 위한협업
우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업하며 지속 가능성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들이 그들의 개인적 가치를
개발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당사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산업 협력업체와
함께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청정, 효율적, 저탄소 및 순환 경제기여

우리는 생산, 운영 및 당사 제품과 서비스의 모든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화웨이의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소비와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순환 경제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산업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SDGs와
연계

디지털
포용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태계

보안 및 신뢰성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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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보건 및복지 품질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및인프라

기후 행동 수중 생명

육지 생명 목표를 위한 파트너쉽

목표를 위한 파트너쉽

산업, 혁신, 및인프라

기후 행동

우수한 보건 및복지 품질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를 위한 파트너쉽

책임 있는 소비및 생산

책임 있는 소비및 생산

깨끗한 물과 위생
저렴한 청정 에너지

무빈곤 무기아

양성 평등

불평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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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개 분야에 주요 진전:

환경 보호 청정, 효율적, 저탄소및 순환경제 기여

93
공급업체 (100개중)가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억2천만 kWh
전력 (중국에서 화웨이 사용)이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발전되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88,000톤*에
해당합니다.

33.2%
의 매출액 백만 RMB 당 탄소
배출 감소 (2012년 기준년에
비교)를 성취하여 2016년에
세운 목표 (30%)를
초과했습니다.

4,500+ 톤
의 스마트 장비 폐기물이 우리의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태계 공동 선을위한 협업

118.9억
위안화
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투자되었습니다.

100,000+
사용중인 특허 (40,000개
이상의 특허군에 걸친)가
화웨이에 의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2,500+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업체의 CEO들이 CSR 

& EHS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50+
자선 활동 (90여개국에 이르는
화웨이사 주도)이
화웨이로부터 코로나 대응
기술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안 및 신뢰성 신뢰를쌓기위한책임감

4,000+
공급업체의 사이버 보안
위험들이 평가, 추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000+
공급업체들이 화웨이와
데이터 처리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6
개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200+
중대 사건들이 화웨이
네트워크 안정성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디지털 포용 누구도소외되지 않는디지털세계

60,000+
교사와 학생들 (200개 이상의
학교)이 TECH4ALL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입었습니다.

22
보호 구역 (18개 국가)이
화웨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15
접근 기능들이 화웨이
스마트폰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달 천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5천만+
사람들 (60개국 이상
시골지역에 사는)이 화웨이
RuralStar 덕분에 이동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 중국지역 그리드 베이스라인 배출 계수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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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우리의 전략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ISO 26000 및 SA 8000과 같은 국제 표준과 지침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하였고 PDCA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주기를 사용하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화웨이의 내부 및 외부 환경, 현지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정부, 고객, 및 직원과 같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업환경

이해관계자

고객

사업환경

이해관계자

고객

2. 계획

• 위험과 기회에대한
대응책

• 지속가능성 솔루션계획
• 변화계획

화웨이의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만족

1. 리더십

• 지속가능성 전략, 원칙, 및 목적
• 지속가능성 정책, 규칙, 및 표준
• 단계별 지속가능경영 인증
• 지속가능성 문화, 인센티브, 및 책임

5. 성과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
• 성숙기 평가
• 측정, 분석, 및평가
• 지속가능성 검토
• 관리검토

4. 공정 운영

• 주요사업 공정 (IPD/LTC/ITR)

• 엔드-투-엔드지속가능성 관리
(지속가능성 요건을공정내로 통합)

• 지속가능성을 전체가치사슬
(공급업체/협력업체)에 구축

화웨이의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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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속가능개발 (CSD) 위원회

우리는 화웨이의 4가지 지속 가능성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화웨이 사업부를 지원하는 책임이 있는
화웨이 그룹 기업지속가능개발 (CSD)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인적자원 (HR), 생산, 행정, 조달, 및 연구개발
(R&D)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서로부터 10명 이상의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됩니다. CSD 위원회는 이사회 임원 및 품질, 사업공정
& IT 관리 부서 회장인 Tao Jingwen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CSD

위원회는 일상적인 지속 가능성 작업을 조정하고 완료하는 실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지속가능성위험및기회

지속가능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웨이는
위험, 거버넌스, 및 통제 (RGC) 방법론에 근거하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본 지침은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목표 설정,

위험 제어,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거버넌스를 다룹니다.

이는 화웨이 사업부서들이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에
유지되도록 그들의 지속가능성 위험 관리 조직 및 운영이
개선되도록 도와줍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관리는 위험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기회 역시 식별합니다 . 이는 당사의 연간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에 중요한 입력 자료이며 당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SD 위원회 기능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지침, 목적, 및 정책의 개발, 일정의 설정, 및 이행을 모니터링합니다.

•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의 생성, 이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조정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고,

화웨이의 지속가능성 관리가 관련 법률 및 규정, 국제 표준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객, 규제 당국, 및 산업 단체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 사업영역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이슈의 해결을 추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가능성 운영을
조정합니다.

• 환경, 산업 보건 및 안전(E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주요 EHS 문제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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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위험및기회예시

지속가능성 전략 위험 및 기회 조치

디지털 포용

경제 및 제도적 불평등은 일부 지역의 교육 자원
접근이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보다 훨씬 낮음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대유행은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켰고 교육 형평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화웨이는 전 세계 200 여 학교에 Skills on Wheels and

Connecting Schools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60,000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지구 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상승하는 해수면과 같은 문제는
이제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18개국에 위치한 22개
보호지역이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도록 일조했습니다.

건강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그 중요성은
COVID-19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공유된 목표는 의료서비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여 모든 인류가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ICT를 사용하여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고품질 의료 자원과 디지털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느 누구도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듭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의하면 세계 인구 거의
절반은 인터넷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접근자는 저개발 농촌지역에 사는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제공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화웨이는 외딴 지역에 ICT 인프라를 위한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당사의 일련의 RuralStar

솔루션은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외딴 지역에 사는 5천만
이상의 주민들에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및 신뢰성

COVID-19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교육,

원격진료가 뉴노멀 (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온라인 개인 정보 및
사 이 버 보 안 을 지 키 는 우 리 의 책 임 또 한
무거워졌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화웨이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 우리는 엔드-투 -엔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각 사업 영역이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최신 버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도록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을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이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웨이는 열린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 표준/인증 및 개선된 거버넌스를 통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면서 그들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중에도 클라우드 오피스, 온라인
교육, 및 비접촉 쇼핑으로 봉쇄 조치 중에도 일부
일상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디지털 인프라는
엄청난 로드가 걸려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의 화웨이 엔지니어들은 당사의 두 개 글로벌 센터
및 10개의 지역 기술 지원 센터에서 고객 네트워크를 연중무휴
지원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일부 화웨이 기업을 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하였고 이로 인해 화웨이 및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화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우리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망 다양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 연속성은 글로벌 공급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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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전략 위험 및 기회 조치

환경 보호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화웨이에게
도전이며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새로운 중장기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의 상위 100대 공급업체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장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2020년 재생 가능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2025년에 석탄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생산원이 될
것입니다.

화웨이는 2010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전력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전력을 태양 에너지에서 발전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 파워를 모든 산업 및 가정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탄소 중립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글로벌 전자 폐기물 모니터 2020에 의하면,

전자 폐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생활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전자 폐기물 재활용은 ICT

인프라와 스마트 장비 제공업체로서 화웨이에게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장비 제품을 위한 글로벌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당사 제품 교환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화웨이는 당사의 재활용 처리장에서 4,500 톤
이상의 스마트 기기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태계

코로나 전염병은 전 세계 당사 직원들의 육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당사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웨이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발병 이후 신속한 대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한 국가와 지역에 있는 자회사들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호 장비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했고 코로나 전염병 사례를 연중무휴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의료
체계, 온라인 상담 시스템 및 중국 전문가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방 보건 조치에 대하여 30개 이상의 강의를
개설하였고 직원을 위한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복잡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 증가하는 불확실성으로
화웨이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거래 컴플라이언스, 재정, 반부패, 지적재산, 거래
비밀, 사이버 보안, 및 사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 고객, 협력업체, 및 정부 규제
당국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이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 전염병은 화웨이의 제조 공급업체에게
새로운 보건 및 안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CSR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COVID-19 보호조치를 추가하였고 공급업체들이
보호장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여 전염병에 함께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COVI D-19 전염병은 우리 모두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며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는 당사의 사회 책임의 일부입니다.

화웨이는 지역 사회의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ICT

솔루션을 이용하였습니다 . 다자간 국제 공조의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조직, 국제기구, 및 당사 고객 및
협력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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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화웨이는 이해당사자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의 요구에 경청하고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웨이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고객과 소비자, 직원,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 정부, 비정부 기구 (NGO), 산업단체, 전문 기관, 언론, 및 지역사회를 포함합니다.

2020년 우리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사용하여 당사 이해관계자들의 최고 관심사를 파악하였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채널 주요관심사 화웨이 전략

고객및
소비자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고객과의 만남
• 화웨이 소비자 팬클럽
• 고객 감사 , 설문조사 , 및 공동

프로젝트

• 기후변화/탄소배출 감소
• 사 이 버 보 안 과

개인정보 보호
• 공급망 책임
• 순환경제

• 화웨이의 중장기 탄소 배출 감소 목표 설정 및 당사의
상위 100대 공급업체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장

• 화웨이에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최우선순위화

•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화웨이 조달 전략에 통합시키고
고객 및 산업단체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당사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을 개선

•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각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통합시키고 순환 경제 관행을도입

직원

• 직원설문조사 (예, 조직풍토 설문조사)

• 관리자 피드백 프로그램 (MFP)

• 직원대표자 만남
• 성찰세션
• 이의 제기를 위한 핫라인 및 공공 이메일

주소, 제안 제공, 부당행위 신고 및 이의
신청

• 관리자와 전문가 오픈 데이

• 직장내 보건및 안전
• 보상, 복리후생 및성과급
• 직원연수 및개발
• 화웨이 근무하는 직원

관계및 경험

• 직원보건 및안전 보장코로나-19 비상대응 팀설립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성과급을 통한 헌신적 직원들에게

보다나은 삶제공
• 직원성장 돕는 많은 경력개발옵션 제공
• 따뜻하고 생산적이며 편안한 사업장 만들기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

•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감사
• 공급업체 회의
• 공급업체 연수
• 공동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공정한 경쟁
• 연수
• 공동 성공을 위한

협업
• 사회적 책임
•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

• 윤리적 및투명한 조달, 뇌물 및부패 무관용
• 정기적인 지속 가능성 연수 및 코칭을 통해 공급업체가

모범사례를 채택하도록 권장
• 공동성공을 위한지속가능한 산업의 공동개발

정부

• 정부정책 회의
• 정부공공 협의
• 정부및 정부간 회의
• 정부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운영컴플라이언스
• 고용및 가치창조
• ICT 인재 개발

• 정직한 사업 영위, 상식적인 사업 윤리 준수 및, 모든
관련법률 및규정 준수

• 현지인 채용, 현지 회사로부터 구매 및 현지 법률에 따른
세금납부 준수

• 미래의 화웨이 ICT 아카데미와 시드를 통한 글로벌
인력을 위한숙련된 ICT 전문가양성

비정부 기구
산업단체 및
전문기관

• 산업회의, 포럼, 및실무 그룹
• 표준회의
• 공동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학술연구 프로그램

• UN SDGs에기여
• 경제, 사회, 및 환경

기여
• 개방과 투명성

• 적극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비정부 기구, 산업 단체 및 전문
기관과 의사소통및 협업및 그들의 요구에 빠른대응

• 당사지속가능성 정보 정기공개

언론
• 기자회견
• 독점인터뷰
• 당사회의와 이벤트에 언론사초대

• 개방과 투명성
• 지속가능성 정보 정기 공개 및 외부 우려와 질문에 대한

빠른대응

지역사회

• 현지고용 및조달
•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 자선행사 개최
• 화웨이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

• 현지고용 및조달
• ICT 인재 개발
• 환경보호
• 지역사회 기여

•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곳의 현지인 채용 및 현지
회사로부터 구매

• 미래의 화웨이 ICT 아카데미와 시드를 통한 글로벌 인력을
위한숙련된 ICT 전문가 양성

•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기술 활용
• 가치 창조로 지역사회 환원 및 디지털 기술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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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리

2020 이해관계자참여

화웨이는 전 세계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참여합니다. 우리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깊이 관여하여 공유된 관심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기후 변화, 및 순환 경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혁신과 협력을 고취하기를 희망합니다.

Learn ON:

화웨이, 유네스코 IITE, 및 ICHEI 고등교육웨비나

2020년 4월 11일 유네스코 IITE 와 유네스크-ICHEI와 함께 화웨이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생방송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 본 웨비나는 화웨이의
TECH4ALL Learn 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지속적인
고품질 교육 접근을 통해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중에도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0 리스판서블비즈니스서밋

화웨이는 2020년 6월 8일에서 16일까지 로이터 이벤트가 개최한 가상 리스판서블 비즈니스 서밋 (Responsible Business

Summit)의 주요 협력업체였습니다. 이 행사는 정부, 기업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온 1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맞이했습니다.

화웨이는 기후 변화 대처에 가용한 최신 혁신 및 기술에 관한 접근 및 COVID-19 대유행이 화웨이의 환경적 포부와
대유행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습니다.

화웨이및 GlobeScan이 주관하는지속가능성웨비나

2020년 5월 27일 화웨이 및 GlobeScan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포스트
COVID-19 세계와 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SR 웨비나를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본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의 진전이 포스트
COVID-19 현실과 기술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사회를 재건하는
렌즈로서 SDGs를 사용하여 도래된 새로운 현실에 비즈니스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70 0명 이상이 등록하였고 그 외 70개국의 3 5 0명 이상이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유럽 의회, 캠브리지 대학, 및 세계 경제 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파트너쉽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포스트 COVID-19 세계와기술의
역할

2020년 5월 27일
10:00 CET | 16:00 북경표준시| 17:00 동경표준시
웨비나의프레젠테이션자료및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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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에도온라인고등 교육을 위해
우리의웨비나에 참여하세요.

2020년 4월 11일 16:00-18:00 (UTC+8),

Lea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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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COVID-19 지속가능성 기회 및 도전에 대한 CDP

원탁회의

CDP는 202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환경 공개를 통한 그린 경제 회복
촉진 보고서 발간을 위한 가상 행사를 개최한 후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환경 공개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 행동에
관한 최우수 공급업체(Top-performing Supplier on Climate Action)를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COVID-19 세계에서 중국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기회 및 도전에 관한 원탁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7월 29일
열린 원탁회의에서 화웨이는 이사회 임원이 의장을 맡은 CSD 위원회를
어떻게 설립했으며, 더 나은 지구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회사의 약속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당사의 진행 중인 지속 가능성 노력을 감독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유럽 SDG 서밋 2020에서의화웨이

화웨이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CSR 유럽 최초 가상 유럽 SDG 서밋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영향력 있는
파트너십" 의 파트너입니다. 이 행사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부회장인 Frans Timmermans의 후원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기관, 사업체, 정부, 산업 연합 및 학계를 대변하는 100명 이상의 고위급 대변인을 포함하여 5,5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화웨이는 순환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여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 간의
더 많은 협업과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UNGC 웨비나의화웨이

2020년 6월 11일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GC)는 “글로벌 경제 회복
추진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이 함께 모여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화웨이 대변인은 전염병이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가속화시켰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디지털 기술이 아직도 초기 개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화웨이는 디지털 혁신으로 발생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ICT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UNGC는 “행동의 10년에서 비즈니스 연합”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UN SDGs에 대한 다양한 산업의
기여에 중점을 두고 UNGC 20주년 진도 보고서에서 찾은 주요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화웨이는 당사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원칙을 공유하였고
디지털 포용, 환경 보호,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 UN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20주년 진도 보고서 주요
결과 및 중국 기업의 현황

행동의 10년에서 비즈니스연합

더나은세상을위한비즈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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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리

여러지속가능성기구회원인화웨이

중대이슈에주목

어느 이슈가 중대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당사
지속가능성 개선의 열쇠입니다. 중요성 결정을 통해 이해
관계자가 관심을 두고 비즈니스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당사의 중대 이슈들의 포괄적인 분석 및 우선순위
재설정을 거쳐 “인권 존중”과 “다양성 및 포용성”과 같은
당사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더 많은 이슈를
포함하기 위해 중요성 매트릭스를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매트릭스에는 “기후 변화/탄소 배출 감소”와 “순환
경제”를 보다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높음

낮음 높음
화웨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1장지속가능성 관리 2장디지털 포용 3장보안 및신뢰성

4장환경 보호 5장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태계 모든장

이
해
관
계
자
에

대
한

중
요
성

중대이슈를식별하는방법에는다음과
같은사항들이포함되지만이에
국한되지는않습니다.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고객 문의, 감사, 의사소통, 및 공동 프로젝트
• 산업 통찰, 의사소통, 및 벤치마킹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 내부 위험 평가 및 전략적 연계

/ 24화웨이 투자 홀딩스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파트너쉽

보건의 포용성과
형평성

다양성과 포용성

직원 연수 및개발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균형잡힌 개발추진

안정적 네트워크운영

개방과 투명성 지역사회 참여와기여

교육형평성과 품질의 추진

사업연속성산업 보건 및안전

사업윤리

인권존중

기술로 자연보전
신재생 에너지

사이버 보안
및개인정보 보호

순환경제

기후변화/탄소배출 감소

공급망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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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세계의 촉진자로서 ICT 산업은 경제 성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이는 또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TECH4ALL 디지털 포용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화웨이는
교육형평성을주도하고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협력업체와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산업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숙련기술에 투자하여 기술이 더욱 포용적이게
만듭니다. 본 이니셔티브와 목표는 모든 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것입니다.

교육 형평성과 품질의 추진
자연 보전과 기술

보건의 포용성과 형평성
균형 잡힌 개발 추진

우수한보건및
복지

품질 교육
양질의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및 인프라 기후 행동 수중 생명 육지 생명

목표를위한
파트너쉽

/ 26화웨이 투자 홀딩스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화웨이의접근법과관행

디지털 세계로부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화웨이는
TECH 4ALL 디지털 포용 주도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형평성과 품질, 환경 보호, 건강의
포용과 형평성, 균형 발전의 4가지 영향력 있는 영역에
중점을 두고 UN 기관, NGO, 연구 기관, 정부, 및 고객과
같은 글로벌 협력업체와 함께 디지털 포용을 넓히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 0 2 0년 말 현재 , 화웨이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 (UNESCO)),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열대우림 연결(RFCx)과 같은 20개 이상의 협력업체와 함께
일했고 교육 및 자연 보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은 인터넷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그들은 디지털 세계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매우 불평등하며 환경은 악화하며 이로 인해 지역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는 방식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사무실, 온라인
교육, 및 비접촉 쇼핑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결성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디지털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더욱필요하고시급하다는것을상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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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교육 형평성과 품질의 추진

교육은 진보의 뿌리이며 보편적 교육은 현대를 정의하는 특징입니다. 교육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인류 문명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및 제도적 불평등은 일부 지역의 교육 자원 접근이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보다 훨씬 낮음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전염병은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켰고 교육 형평성을 약화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화웨이는
유네스코와 같은 협력업체와 함께 서로 다른 지역 간 고품질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코로나-19 기간에중국에서 “Learn Anytime 교육 연합 (Learn Anytime Education Alliance)”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발로 중국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배움은
계속된다고 선언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수억 명의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온라인 교육을 구현하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화웨이는 100개 이상의 교육
협력업체들과 함께 “Learn Anytime 교육 연합”을
시작하여 초등 및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연수 센터에게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연합의 목표는
학교 공간을 넘어 가정에까지 학교 교육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택에 학생과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전체 수업 스트리밍 교실, 전체 수업
대화형 교실, 대형 공개 온라인 과정 (MOOC), 원격 협업,

및 온라인 학습 센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의 원격
학습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습니다. Learn Anytime 교육
연합이 설립된 이후 화웨이는 20,000명 이상의 고객을
지원하였습니다. 5,000개 이상의 학교와 기업들이 비상
상황 속에서 무료로 제공된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로
혜택을 보았습니다. 화웨이 솔루션을 이용하여 5천만이
넘는 학생에게 2 4 0 , 0 0 0 개의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한 번에 천 백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및 맞춤형 평생 배움은
오늘날 교육의 핵심 기능입니다. 화웨이는 더 많은
사람이 지식과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클라우드, AI 및 5G를 활용하고 생태계
파트너와 협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240,000개의 온라인
수업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중국 학생

5천만+

/ 28화웨이 투자 홀딩스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방글라데시에서교육 격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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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유행 중 집에서 공부하는 방글라데시 아동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10억 명의 어린이들의
학교 수업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학교 폐쇄 효과를 더욱 부채질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의 교육 시스템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방글라데시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디지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학교 폐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이 코로나 대유행 중에도 집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웨이는 2020년 7월 지역
기업인 Bijoy Digital과 유네스코와 팀을 이루어 2개년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웨이는 Bijoy Digital 교육 앱이 미리 설치된 태블릿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앱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 도 록 애 니 메 이 션 그 래 픽 으 로 재 미 있 게
설계되었습니다.

태블릿을 이용하여 아이들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원격 튜터링을 통하여
진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되어 많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학생 및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 우리는 본 프로그램이 더욱더 많은
학교를 포함하고 더욱더 많은 학생과 교사가 혜택을
입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포용

세네갈디지스쿨에서배움은멈추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유네스코는 2020년
3월 세계 교육 연합 (Global Education Coalition)을
출범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처럼, 세네갈의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본 연합의 일원인 화웨이는 세네갈 정부 교육부 ,

서아프리카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 및 지역 통신사
Sonatel과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8월 디지스쿨
( D ig iSc hoo l )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 교사들에게 원격 연수를
제공하여 코로나 대유행 중에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 연합에 참여하기 전에 화웨이는 이미 정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수도 Dakar에 있는 일부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였고 학생들에게 대화형 멀티미디어 학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 디지스쿨 프로젝트는 교육
형평성과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화웨이와 교육부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0개의 학교에서 20,000명의 교사와
100,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200명의 교사가 원격 교육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 연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60개가
넘는 학교의 15,000명 학생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격 교육 기술을 배우고 있는 교사

교사가 원격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학생 (60개 이상 학교)이 디지스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5,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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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사인 (StorySign): 청각장애아동의 독서의즐거움을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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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즐기는 스토리사인 사용자

세계 보건 기구 (W HO)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3천4백만 명의 어린이가 청력 상실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와 단어의 의미를 매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독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독서의 세계를 맛보게
하 려 고 화 웨 이 는 당 사 협 력 업 체 와 함 께
스토리사인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6세 이하 청각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스토리사인은 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기 있는 어린이 도서
내용을 수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앱은 선택된 인기
어린이 도서의 글자를 스캔하여 해당 내용을 친절한 수화
아바타를 이용해 바로 수화로 바꾸어 줍니다 .

스토리사인은 전 세계 무료로 배포되어 화웨이
AppGal l er y, 구글 플레이 스토어 , 및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0년 말 현재, 본 앱을 통해 71개의 어린이 도서가
영국식 수화 , 미국식 수화 , 호주식 수화 (Auslan),

브라질어 수화 (Libras), 스페인어 수화, 및 불어 수화를
포함하여 15개 수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스토리사인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스토리사인은 환상적입니다! 모든 세대의
미래를 바꿀수 있는기술입니다.

— Mark Wheatley, 유럽 청각장애인 연합 상임 이사



디지털 포용

화웨이디지트럭 (DigiTruck): 외딴지역 주민의 디지털기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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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 있는 화웨이의 디지트럭 이동 디지털 교실

외딴 지역에 사는 케냐인들에게 디지털 기술 혜택을 주기 위해 화웨이는
벨기에 비영리단체인 Close the Gap, 유네스코, GSMA, 케냐 학교를 위한
컴퓨터 (CFSK) 및 케냐 이동통신 회사 Safaricom과의 파트너십으로 디지트럭
이동 디지털 교실을 출범했습니다.

디지트럭은 선적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 디지털 교실입니다. 12m

길이의 교실은 노트북, LED 스크린, 가상현실 (VR) 헤드셋, 스마트폰, 및
라우터와 같은 스마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선 광대역 접근 덕택에
학생들은 인터넷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장비들은 교보재의
새로운 영역을 제공합니다. 디지트럭은 태양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2020년 말까지 화웨이의 디지트럭은 22,000시간 이상 디지털 기술 연수를
케냐의 13개 마을에 사는 1,300명의 농촌 젊은이, 교사,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트럭은 더욱더 많은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디지털 기술 연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촌 젊은이, 교사, 및 학생 (케냐
13개 마을)이 화웨이 디지트럭을
통 해 디 지 털 기 술 연 수 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 연수 시간이 화웨이
디지트럭으로 제공

22,000+

1,300+



숙련된 ICT 인력을 양성하기위한공동 투자

5G, AI, 및 Io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은 숙련된 ICT 인력의
부족입니다. 세계은행의 2017년 예측에 의하면 10년
안에 현재 보유한 ICT 전문 인력보다 최소한 천만 명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숙련된 미래 IC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웨이는 교육부서, 대학, 및
연수 기관들과 힘을 합쳐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정립하고
인재 연합을 구축하고 ICT 전문 인력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공동의 성공으로 번영하는
열린 ICT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현재 ICT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인증 체계를 지속해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400,00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는 화웨이 인증을 받았고 그들 중
13,000명 이상은 화웨이 인증 ICT 전문가 (HCIE)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들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 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귀중한 인재 풀입니다.

• 2020년 2월, 당사는 화웨이 ICT 아카데미 프로그램
2.0을 출범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코스
개설, 온라인 연수 제공, 온라인 실험 수행, 및 온라인
인증서를 수여 할 수 있도록 미화 5천만 불 상당의
인센티브를 화웨이 ICT 아카데미에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 (83개 국가와 지역에 있는 2,000개 이상의
대학으로부터)이 제5차 화웨이 ICT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50,000+

화웨이 ICT 경진대화 2019– 202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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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대학들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2백만 ICT 전문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번영하는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ICT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 코로나 - 19 대유행 속에서 우리는 L ear n ON

Program을 시작하여 300개 이상의 과정과 MOOC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57개 온라인 오픈 강의를
실시하며 700개 이상의 수업을 개설하고 175개의
연수자 양성 (Train the Trainer (TTT))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학교와 대학의 폐쇄
와중에도 온라인 학습이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제5차 화웨이 ICT 경진대회는 83개 국가와 지역에
있는 2,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150,000만 명 이상의
학생들로 성황을 이루며 디지털 기술을 증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화웨이 ICT 경진대화 2019-2020 글로벌 결선 폐회식

협력업체:

후원사: 화웨이클라우드



디지털 포용

자연 보전과 기술

경제 번영은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해방헀지만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환경 악화가 인간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자연과 환경은 정부와 일반 시민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환경 단체와 기타 협력업체와 같이
화웨이는 ICT 솔루션을 적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개의 새로운국가에 “네이처가디언즈”배치: 자연과멸종 위기의동물 보호

화웨이와 RFCx 및 지역 단체들이 그리스 북부 핀도스 국립공원에서 알프스 산양 밀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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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우림은 세계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는
"지구의 허파＂입니다. 열대 우림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동물과 식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방어의 최전선에 있는 산림 감시원은 화재와 불법 벌목
방지를 책임지며 산림의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찰은 종종 산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시원이 불법 벌목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현장에 도착해도 벌목꾼은 이미 나무 벌채를 끝내고
목재를 가지고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화웨이와 RFCx는 함께 열대 우림에 설치된 태양광 구동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 벌목 소리를 식별하기
위해 화웨이 클라우드 A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가디언즈” 시스템은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열대우림의 극한 온도 , 습도 , 및 강우
조건에서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전기톱과 트럭과 같은
불법 벌목 소리가 감지될 때마다 이 시스템은 즉시 산림
감시원을 해당 장소에 급파시켜 빠르게 벌목을 막습니다.

오늘날 가디언즈는 단지 열대우림의 벌목 소리만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에 RFCx와 화웨이는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분야에 가디언즈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우리는
밀렵꾼으로부터 야생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구역 에 서 총 소리 를 감시 하도 록 가디 언즈 를
이용하였습니다 . 아일랜드에서 가디언즈는 고래와
돌고래 울음소리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 이러한 해양
생물을 방해하거나 부딪히는 것을 피하도록 접근하는
선박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 우리는
나후엘부타 (Nahuelbuta) 국립공원에서 가디언즈를
사용하여 불법 밀렵을 막고 멸종 위기에 처한 다윈의
여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의 팔라완
(Palawan)과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Sarawak)에서,

화웨이는 RFCs와 지역 환경보호국과 함께 현지 열대
우림을 보호하고 실시간으로 우림에서 불법 벌목을
감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네이처 가디언즈”는 5대륙 18개 국가에
있는 22개의 보호구역에 배치되어 지역 산림관리인과
환경보호론자들이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도록
도왔습니다.

개의 보호 구역 (5대륙 18개국 소재)에 “네이처
가디언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2



필리핀팔라완 우림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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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 우림에서 네이처 가디언즈 시스템을 설치하는 Topher White와 작업자

팔라완은 필리핀 남서쪽에 위치한 길고 좁은 섬입니다. 필리핀
산림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팔라완 우림지역은 군도 국가의
마지막 생태 마지노선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이 우림지역은 많은 희귀종의
서식지입니다.

불법 벌목과 잦은 산불로 팔라완은 매년 5,500헥타르의
열대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이는 7,700개의 축구장 크기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더욱이, 우림을 순찰하는 산림관리인들은
총기를 휴대한 불법 벌목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팔라완 열대우림에 좋은 소식은 열대우림을 위한 기술-주도형
보호 프로젝트가 환경과 천연자원부 (DENR), 필리핀 무선
이동통신업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 RFCx, 및 화웨이에 의해
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DENR과의 가디언즈 설치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많은 불법 벌목 경고가 산림 관리인에 의해 확인 및
해결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팔라완 현지 DENR 산림관리인의
헌신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들은 벌목과 환경
위 협 으 로 부 터 마 지 막 으 로
남 아 있 는 필 리 핀 황 야 의
마지노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어려움과 큰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화웨이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는 팀을
이루어 RFCx가 이러한 용감한
분들을도울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Topher White, RFCx 최고 경영자이며
창립자



기술이중국북동지역호랑이와 표범국립공원을보호하다.

디지털 포용

중국 북서부 호랑이 및 표범 국립공원에 있는 LTE 기지국은 기존 화재 감시탑을 재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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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그들의 적색 목록에 아무르
호랑이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또한 아무르 표범을
“위급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현장 실태조사에서 베이징 사범대학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귀중한 정보를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27개의 아무르 호랑이와
42개의 아무르 표범이 중국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연구는 수작업이었고 느린 데이터
수집은 매우 비효율적인 보전 노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가 임업 초원국의 일부인
아무르 호랑이 및 아무르 표범 모니터링 및 연구 센터는
전체 공원을 담당하는 스카이-투-어스 (sky-to-earth)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런 유형으로는
세계 최초로서 실시간으로 천연자원을 감시, 평가, 및
관리합니다.

화웨이와 지시 미디어 (Jishi Media)에 의해 구축되고
700MHz LTE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적외선 카메라 트랩으로 캡처한 실시간 HD급 동영상,

생태학적 데이터, 도로 검문소 및 화재 안전 카메라에
잡힌 장면을 스트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비디오 전화와 관리인의 순찰 추적을 지원하여 환경
보호론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실시간 데이터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2020년 말까지 이 LTE 네트워크는 14,600 km2에 이르는
전체 국립공원을 거의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100만 개가 넘는 야생 동물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매년 호랑이와 표범 개체군에서
새로운 새끼를 발견하며 이들 장엄한 동물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송됩니다. 우리는 이제 빅 데이터 분석과
AI를 사용하여 동물 종을 재구성하고
분석하여 개체군과 서식지의 상태를
이해합니다. 이는 우리의 연구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고 우리 작업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 팽 리민 박사

베이징 사범 대학 호랑이 및 표범 연구팀

아무르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모니터링 및 연구 센터,

중국 임업초원국



뉴질랜드외지의 의료보건연결

보건의 포용성과 형평성

건강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공유된 목표는 의료 서비스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여 모든 인류가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며 화웨이는 보건 분야에서 ICT를 적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협력업체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고품질 의료 자원과 디지털
서비스에 동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 사람도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듭니다.

MaiHealth 창시자 랜스 오’설리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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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는 약 700,000만 명의 사람이 시골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종사자가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골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부족은
시골 주민의 병원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환자는
종종 수 시간이 걸리는 먼 도시로 병원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과 시간 관점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 좋은 의료 서비스를 외딴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랜스 오 ’설리번 박사는 M a i H e a l t h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플랫폼으로 시골 지역사회의
중심에 도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 MaiHealth와 그
서비스가 더 많이 이용되도록 랜스 박사는 지역 네트워크
운영자인 2degrees와 화웨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사는 박사와 그 팀들이 MaiPODs라고 불리는 의료
클리닉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도와 40피트
길이의 선적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트럭에 실을 수 있고
외딴 지역사회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각의 MAiPOD는 한 명의 간호사와 조무사를 두고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될
필요가 있는 환자를 돌봅니다.

화웨이 4G 네트워크 , W i-Fi 6,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각각의 MAiPOD는 원격으로
의사와 전문의와 실시간 상담, 의료 기록에 대해 빠르고
보안이 잘 된 접근 및 의료 기기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하여 줍니다.

최초 클리닉은 전국적인 봉쇄 조치 수일 전에 뉴질랜드
최북단에 위치한 Kaitaia 마을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 -19 검사가 MAiPOD 의료 서비스에 급히
추가되었습니다. 랜스 박사와 MaiHealth 팀은 쉬지 않고
일하였고 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함으로
대유행을 막기 위한 뉴질랜드의 대응에 기여했습니다.

MAiPOD는 이제 Kaitaia 의료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오’설리번 박사와 함께 MaiHealth

기술과 의료 협력업체는 뉴질랜드 전국에 그들의
시스템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MAiPOD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 리 는 의 료 서 비 스
격 차 가 있 는 국 가 의
지역에 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의료
서비스에 소외된 사람들이
양 질 의 서 비 스 에
접근하도록 더불어 사는
사 회 로 함 께 더 욱
번영하는 사회를 누릴
것입니다.

— 랜스 오’설리번 박사



디지털 포용

청각 장애인및 난청인을 위한트러블-프리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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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프리 (trouble-free) 듣기 앱 학습 수화 개발자

중국에서 2천 7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입니다. 그러나,

접근성 지원 및 수화 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디지털 세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한 협력업체는
트러블-프리 듣기 앱을 개발했습니다. 화웨이 클라우드 AI로 운영되는 이 앱은
온라인 학습 및 오락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일상적인 여러 상황에서 더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앱은 또한 청각 장애인이 의사,

재정 전문가, 변호사, 및 서비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앱은 광범위한 콘텐츠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전화기에서 상영되는
영상의 자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또한 더욱 복잡한 상황에 있는 원격
화상 회의에서 대면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말까지 15,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트러블-프리 듣기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트러블-프리 듣기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0+



노인의디지털 세계 소외 방지보장

세계 보건 기구 WHO에 의하면 2000년과 2050년 사이
60세 이상 인구는 6억 5백만 명에서 20억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한다고 예측합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도움으로 노인들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는 노인들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종종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이 부족하며 의료 코드, 전화
납부용 QR 코드, 또는 차량호출 앱과 같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 방법을 모르곤 합니다.

2017년 이래, 당사는 화웨이 EMUI 전화 운영체제에
새로운 접근성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그룹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하였습니다. 2020년 말 현재 15개의 접근성 기능이
화웨이 전화기에서 가용하며 매달 대략 천만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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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달 화웨이 스마트폰의 접근성 기능을
사용합니다.

천만

사용자가 중국에서 날마다 화웨이 간단 모드를
사용합니다.

8백8십만+

춘절 명절 동안 화웨이는 청년들이 그들의 노인
가족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노인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그림 안내를 사용한 부모님 용
휴대전화 사용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간단 모드: 이 모드는 노인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앱의 간단한 배치 및 더 큰 아이콘 및 글자 크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통화 음량은 자동으로 최대 크기로
맞춰져 노인 사용자들이 전화 소리를 보다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8천8백만 사용자들이
매달 화웨이 간단 모드를 사용합니다.

• 음성 도우미 실리아 (Celia): 노인은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실리아에게 요청하여 그들의 일상 과제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사용자들이
실리아에게 “택시 호출 좀 도와줘”라고 하면 실리아는
즉각 차량 호출 DiDi 앱을 엽니다.

• 미타임 (MeeTime): 미타임은 노인 사용자가 화웨이
전화기 , 태블릿 , 또는 스마트 스크린을 사용하는
그들의 가족들과 HD급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깝게
연결합니다.



RuralStar: 멀리 떨어진 것이연결되지 않음을의미하지않습니다.

디지털 포용

균형 잡힌 개발 추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은 아직도 인터넷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낙후된 시골
지역에 살며 땅에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비록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화웨이의 TECH4ALL 디지털 포용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과 낙후된 산업이 ICT를 사용하여 발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외딴 지역에 저비용 ICT 인프라를 제공하고 가입자 구간의 인터넷 접근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디지털 기술로 산업들이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화하게 되므로 소외된 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과중하고 반복적이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니아 외딴 마을에서 RuralStar 기지국을 설치하는
화웨이 근로자

아프리카의 많은 외진 지역은 정보 사막으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통신 인프라를 가지며 주민들이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진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 불안정한 전력 공급, 및 열악한 도로 조건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전통적인 무선 셀 기지국 설치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지역의
통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화웨이는 현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지 목재 기둥에 설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지국을 고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RuralStar입니다.

이는 소형 크기로 태양 에너지로 구동하며 빠르고 간편한
기지국 설치를 원하는 시골 지역의 통신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특징 덕분에 RuralStar는 여러 곳에
채택되어 외딴 지역 주민들도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의 한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RuralStar 기지국을 설치한 후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지국은 단지 3일 만에 설치되었고 기존
무선 셀 기지국 설치비용의 70%를 절감했습니다 .

나이지리아의 Tobolo 주민의 경우 RuralStar 덕분에 외부
세계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태국에서도 Rur alSt ar 덕택에 산간지역 아이들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보고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RuralStar 때문에 달리앙 산맥
주민들이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으며 외딴 저우산 섬의
근로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uralStar는 넓은 평야, 가파른 언덕, 척박한 사막, 외딴
섬,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 미로처럼 꼬인 옛 시가지, 긴
고속도로 및 깊은 터널에도 연결을 제공하여 그곳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에 화웨이는 혁신적인 RuralStar 프로 솔루션을
출시하여 고품질 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외딴 마을에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 솔루션의 혁신적인 통합 접근 및
백홀 설계는 전력 소비를 사이트 당 100 watt로 줄여
엔드-투-엔드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RuralStar

프로는 이미 소비자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이며 시골
지역의 디지털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의 RuralStar 시리즈 솔루션은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외딴 지역에 사는 5천만
이상의 주민들에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외딴 지역에 사는)이
RuralStar 덕분에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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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마트공장: 제련소작업자는이제 더 이상사우나처럼고온환경에서일할 필요가없습니다.

Xiangtan Steel 제철회사의 제련소 크레인 원격 작업을 돕는 화웨이와 중국 모바일 후난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이며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제련소는 노동 집약적이며 작업자가
먼지와 소음이 가득 찬 고온 환경에서 일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안전하지 않으며 작업자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 결과 기존의 공장들은 낮은 효율과 높은
이직률로 어려움을 겪었고 신규 직원 고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철강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5G 시대에 맞게
Xiangtan Steel 철강 회사는 중국 모바일 후난과
화웨이와 협업하여 스마트 제련소를 개발했습니다 .

Xiangtan Steel 제철 회사는 5G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첫
번째 중국 철강 회사입니다. 새로운 공장으로 장비들은
“대화”하며 기계들은 자동으로 운영되고 직원들은 잘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역시 효율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5G의 도움으로 Xiangtan Steel의 작업자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원격 조정 크레인: 원격으로 조정되는 크레인으로
운전자는 조용하고 편안한 에어컨 조정실에 앉아
원격으로 강철 작업 구역에서 하역 , 리프팅 및
유지보수작업을 위해 여러 개의 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은 사전 설정된 크레인
위치 지정 및 실시간 크레인 작동을 지원하며 운전자는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5G 로봇 팔: 5G 로봇 팔 덕분에 제련소 작업자들은
이제 더는 뜨거운 용광로 근처에서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무거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작업자들은 5G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슬래그
컨디셔너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로봇 팔이 슬래그 컨디셔너를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산소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위험한 운전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철강의 품질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 AI로 작동하는 강철 압연: 작업자들은 훈련된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및 5G 카메라의 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압연기의 회전 및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연 방식은 더 효율적이며 매일 6~7개의 강철 빌렛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Xiangtan Steel 제철사의 제조 효율과
품 질 은 5 G 스 마 트 공 장 덕 분 에
개선되었습니다. 제철 회사 작업자들은
고온의 소음과 위험 환경 속에서 더는 일할
필 요 가 없 어 서 더 욱 안 전 하 고
행복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들이 상하이, 허베이, 베이징, 및 광시 지역에
세워져 중국 철강 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에 중요한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5G 디지털마을: 외딴 마을에 변화를일으키다.

Lianzhang 마을의 시범 디지털 마을

화웨이는 차이나 텔레콤과 팀을 이뤄 Lianzhang 마을의
시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광둥성 칭위안시
지방정부를 지원했습니다 . 화웨이는 통합된 장비-

네트워크-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디 지 털 인 프 라 를 위 한 견 고 한 네 트 워 크 를
제공하였습니다. 화웨이 솔루션은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

공공 서비스, 및 지역 산업을 위해 더 좋은 전자 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팀은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
중국 도시-농촌 간 격차를 줄이고 농촌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G, 광섬유 연결 및 기가비트 속도를
제공하는 Wi-Fi 네트워크는 이미 Lianzhang

마 을 에 서 실 현 되어 중 국 에 서 5 G

네트워크를 최초로 시작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삶은 이미 확실히
변했습니다.

• 차이나 텔레콤의 e-클라우드와 결합한 5G 네트워크,

스마트 스크린 , 및 가상현실 장치로 효율적이고
대화형이며 쉽게 접근 가능한 원격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수업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마을 주민의
디지털 기술은 개선되었습니다.

• 원격 진단 서비스와 의료 상담이 5G 기술 지원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일반의를 방문하기 위해 마을을 떠날 필요가
없으며 만성 및 전염병은 더 잘 통제됩니다.

• 디지털 기술 덕택에 VR 360° 라이브 스트리밍 ,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to-table) 농산물 공급, 및
농산물 추적 서비스와 같은 지역 요구사항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농촌 산업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습니다.

• 위링크 (WeLink) 클라우드 회의를 통해 정부 공무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온라인 중재, 법률 자문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 분쟁이 심각한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 디지털 관리 플랫폼은 노인 간호, 환경 관리, 및 응급
서비스 관리와 같은 지원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Lianzhang 마을에 전개된 디지털 모델이
점진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신 농촌
중국의 경제 재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놓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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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의 보안 및 신뢰성은 우리의 생계를
보장하고 모든 사회의 중요한 공공 및 경제 기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우리 디지털 세상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며 기
본적인 핵심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산업 및 표준 협회, 기업, 및 기술 공
급업체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공동된 책임감을 느
낍니다. 우리는우리의삶을더편하게만들기위해 ICT에 의존하며사이버공간의
보안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히 자연재해, 전염병, 분쟁
과 같은 주요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ICT 서비스에 언제나 어디서든 접
근할수 있도록보장하여야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개방성과 투명성

네트워크 안정성 지원
사업 연속성

산업, 혁신, 및인프라 책임있는소비및생산 목표를향한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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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접근법과관행

ICT 인프라와 스마트 장비의 글로벌 선도 제공업체로서
화웨이는 완전히 연결된 지능형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에 걸쳐 우리는 당사 이동통신사
고객과 함께 1,5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사는 30억이 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백만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에 있어
탄탄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에서 가속하면서 우리는 디지털과 지능형
세상에서 사업 성공이 보안, 신뢰성 및 개인 정보 보호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과 당사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전환을 통해 이런 영역에서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 고객사의 사이버 복원력을 증진하기
위해 보안성, 신뢰성, 및 고품질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계속 구축할 것입니다.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안정성 지원은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ICT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사 조직 구조, 인력,

프로세스, 및 IT 도구를 포함하는 고객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상 계획을 만들어 지진, 홍수, 분쟁 및 전염병
등과 같은 비상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수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화웨이는 공급업체에서
화웨이 그리고 고객사에 이르는 당사 프로세스의 엔드-투-

엔드를 망라하는 사업연속성관리 경영시스템 (BCM)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대 사고 이후에도 공급
연속성 및 제품과 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보장해 줍니다.

배
경

2020년은 변혁의 한 해였습니다. COVID-19 대유행은 우리가 사는 방식과 조직이 운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활이 온라인으로 변했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교육, 및 원격진료가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사업을 재개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이버 보안과 개
인 정보 보호가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빈번한 랜섬웨어 공격과 데이터 침해로 인해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공격의 수와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직원을 향한 사이버 공격과 전체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조직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가해진 공격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사이버 복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방증합니다. ICT 인프라 제공업체로서, 전염병 대유행으로 사업
운영, 비행, 물류 서비스 및 기타 여러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중단되면서 고객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사업 연속성
을 보장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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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화웨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엔드-투-엔드 간 보증
시스템을 지속해서 최적화하여 각 영역이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의 발전에 따라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당사는 프로세스
전환, 솔루션, 기술 혁신, 독립 검증, 공급망, 및 인력 관리와
관련된 다음 조치를 구현했습니다.

보안성, 신뢰성, 및 고품질 제품 및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소프트웨어공학능력및사이버복원력개선

당사 관리 체계와 R&D 프로세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변환 프로그램의 여러 이정표를 통합하는 개선된 역량을
특징으로 합니다. 동시에 신뢰성 공학 역량이 IT 시스템과
도구에 내장되어 공정 신뢰성을 보장하는 보다 효율적인
제품 R&D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위해 당사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신뢰성 역량 프레임워크 및 평가 기준 1 . 0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어떻게 화웨이가 9개 역량 범주의
44개 역량에 걸쳐 114개의 서브-역량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즉시 반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코딩
제작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를 기술합니다.

하드웨어 신뢰성을 위해 당사는 신규 개발된 기판에 신뢰성
있는 설계 사양과 보안을 설계에 구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핵심 신뢰성 하드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CC EAL4+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제품 설계를 위해 당사는 위협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하였고, 제품과
솔루션의 보안 상황 인식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도메인
보안 관리 및 통신망 장비 (NE) 침입 탐지와 같은 공통의
보안 제품과 구성요소를 제공하여 아키텍처에서 결과의
신뢰성을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직원의 사이버 보안 역량과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일관되게 교육 및 인증을 지속해서 제공합니다 .

2020년에 20,000 이상의 직원이 인증받았으며 모든 직원이
당사의 신뢰성 소프트웨어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고객의보안위험처리를위한기술혁신

사이버보안위험관리및공급망역량구축

ISO 28000으로 인증된 화웨이의 포괄적인 공급망 보안 관리
시스템은 입고되는 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와 배송에 이르는
전체 공정에 걸쳐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체 신뢰성 성숙도에 대한 평가
표준과 함께 업계 최고의 자재 신뢰성 사양 및 보안 자재
조달 시험 표준이 포함됩니다. 당사의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서 엄격한 보안 자재 조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당사는 전 세계 4,000여 개 이상의
공급업체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추적하며
관리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는 5,00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사를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공급 가용성 및 생산을 위하여 보안 기준 및 검증
공정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제품의 제조 공정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사 사업의 글로벌 성격을 고려하여 우리는 당사가
사업하는 각 나라의 공급망 보안 요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 대륙 28개 국가와 지역에서
35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품 배송 추적
시스템을 지속해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G, AI,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디지털 지능 트윈 등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계층의 보안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암호화, AI 신뢰성, 기밀 컴퓨팅, 차분 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디지털 ID 및 신뢰 메커니즘과 같은
첨단 기술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 기술의 적용 및 구현을 가속화하고 제품의 네이티브
보안 (native security) 기능을 개선하여 복원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기존 및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예로서 5G 기지국을 들어봅시다. 당사는 허위 기지국 탐지,

가입 영구 식별자 (Subscription Permanent Identifier (SUPI))

암호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한 안티 디도스 (anti-DDoS) 및
내장 방화벽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최종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증진하고 공격 노출면을
감소시키며 방어력을 강화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높입니다.

'화웨이 커넥트 2020'에서 당사는 신뢰하는 실행 환경 (TEE)

기반 AI 보안 보호 기술을 출시하여 AI 솔루션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보안을 개선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화웨이는 전 세계에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관련
2,963개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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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및신뢰할만한서비스운영

글로벌 전염병 대유행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 건설에 대한 고객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 수단을 사용하여 당사는 인력
자격관리는 물론 접근, 운영, 및 데이터 보안 통제 역량을
개선했습니다. 당사는 또한 월간 네트워크 안전 일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용하여 배송 및 서비스 인력의 보안
인식을 증진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사는 통신사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리 및 원격 배송
센터를 설립하여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대유행의 영향을
줄였습니다.

전직원의보안의식강화로전문역량향상지원

당사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인식의 달이라는
행사를 통해 당사 회장 메시지, 전문가 강의, 지식 퀴즈,

사이버 보안 투명성 센터의 오픈 데이, 기술 공모대회, 검증
대회, 및 기타 여러 주제로 캠페인을 열어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도적인
활동은 직원들에게 보안 의식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려는
당사의 핵심 목적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외부 전문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권장하였고 전문적인 연수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60명 이상의 직원들이 국제
공인 정보 시스템 보안전문가 (Cert if ied Informat 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CISSP))와 국제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IAPP)와 같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관련 과정을 기획, 개발하여 현재까지
온라인 사이버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센터에 204개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는 전체
200,000개 이상의 개별 강의 등록으로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프로세스 개발, 및 검증과 검사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3자독립검증에대한투자증대

우리는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비추어 화웨이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역량을 검사하기
위해 업계가 인정하는 인증 기관과 제 3자 시험소와 협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2020년 당사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관련 70개
이상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5G 및
LTE 기지국은 업계 최초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체계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NESAS))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5G 기지국은 CC EAL4+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라우터는 프랑스 국가 사이버
보안국 (ANSSI)에서 CSPN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iTrustee 역시 ANSSI로 부터 C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방화벽 및 캠퍼스 스위치 제품은 지급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 DSS))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HUAWEI

Mate 40 시리즈 스마트폰은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저작권 인증 및 독일의
ePrivacy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화웨이 클라우드는
(Cloud Security Alliance (CSA))의 보안 신뢰 클라우드
보안 연합 보증 레지스트리 (Security, Trust & Assurance

Registry (STAR), ISO 27001, ISO 27701, PCI DSS,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안 평가 교환 (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 (TISAX))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 2020년 5월 독일의 독립적인 IT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인
ERNW는 5G 코어 네트워크상에서 화웨이의 통합·분산형
게이트웨이 (unified distributed gateway, (UDG) )에 대한
기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기술 검토 보고서는
"전반적인 소스 코드 품질은 화웨이가 UDG를 위한
성숙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를
수립했음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고 언급합니다.

• 화웨이 클라우드,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이동 전화, 및
기타 다른 도메인의 취약점 제보 포상 프로그램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화이트햇 해커 (White hat Hacker)가 화웨이 제품의
취약점을 발견하도록 북돋우며 업계 보안 전문가와 함께
책임 있는 투명한 협업 보안 취약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개인정보존중및보호

화웨이는 전 세계 개인 정보 보호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지원 기술 역량을
가지고 엔드 투 엔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사의 규제 준수 효율성과
관리 성숙도 개선을 돕고 개인 정보 규제 준수 과정과
결과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프로세스와 IT 도구 및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20,000건 이상의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포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속해서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 및 사업
영역에서 내부 및 외부 감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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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URL 탐지

인터넷의 중요성은 브라우저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핵심 포털임을 의미합니다. 화웨이 브라우저의
주요 사명은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화웨이 브라우저는 4가지 중요 기능이
장착됩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피싱 및 사기성 웹사이트는 정상적인 웹사이트로
가장하여 개인 정보를 도용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여는 사용자는 계정 해킹 및 신원 도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웨이 브라우저는 업계선도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웹사이트 보안을 검사하여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려주며 일부 웹사이트의
방문 시 사용자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보안을 검사하면서 당사는 사용자가 접근한 실제 URL을
제 3자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는 식별 불가하고 익명화된 URL만 공유합니다.

이는 화웨이나 다른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용자가
접근한 웹사이트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악의적인 U R L 탐지 기능은 화웨이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사용자는
보호받기 위해 따로 세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능형추적방지

사용자가 쇼핑 웹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본 후 같은
물건에 대한 광고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적 쿠키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

광고주는 이러한 추적 쿠키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광고가 표시되게 합니다. 화웨이 브라우저의 지능형
추적 방지 기능은 미리 추적 쿠키를 가진 URL을
식별하여 사용자 전화기와 함께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화웨이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추적 쿠키를 비활성화 시켜 웹사이트 교차 추적을
방지합니다.

콘텐츠차단

팝-업 광고는 사용자의 브라우징 경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화웨이 브라우저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차단합니다. 화웨이 브라우저의
광고 차단기는 광고가 많은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웹사이트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차단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광고 개수는 주소창에 있는 위젯에서 보여 줍니다.

화웨이 브라우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용자
중심의 앱으로 사용자는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즐길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열 때 화웨이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열리고 다운로드되는 앱을 차단하여 사용자가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러한 기능은
또한 기본으로 활성화되며 추가적인 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기능에 더해, 화웨이 브라우저는 데이터 공유를
가시적이고 제어 가능하며 개인화 (개인 데이터를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음 ) , 개인 브라우징, 제삼자
웹사이트가 어떻게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제어, 및 어린이 보호모드와 같은 기타 여러 개인
정보 및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화웨이 브라우저는 4가지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표준 (즉, ISO/IEC 27001,

ISO/IEC 27018, ISO/IEC 27701, 및 CSA STAR)에 대해
영국 표준 협회 (BSI)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동앱열기및다운로딩에대한지능형차단

화웨이 브라우저의 개인 정보 보호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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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과 투명성

오늘날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모두에게
과제입니다 . 정부 , 산업 및 표준 협회 , 기업 , 및 기술
공급업체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공유된 책임감을 느낍니다 .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안 표준과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세우길 요청합니다.

표준과 표준 기반 인증 및 평가는 사이버 보안 위험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허용하며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여줍니다 . 이동통신 분야에서 GSMA와
3GPP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NESAS/SCAS 보안 표준 및
평가 방법은 가치 있는 보안 기준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을 더욱 개선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위험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화웨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술 혁신, 표준과 인증, 및
개선된 지배구조를 통해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사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 대한 다수의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12월에 루마니아 디지털 전환 위원회(Romanian

Digital Transformation Commission)는 화웨이가
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베스트 사이버 보안
생태계" 상을 수여 했습니다.

화웨이가 제출한 5G 보안에 대해 기여한 253개의
표준은 3GPP에 의해 채택됨으로 화웨이는 수년 연속
최고 기여자가 되었습니다.

ITU는 통신망의 사물인터넷 (IoT)을 지원하는 신원 기반 암호
기법 사용을 위한 ITU-T X.1365 보안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Shenzhen OLYM 정보 보안 기술과
차이나 텔레콤과 공동으로 화웨이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
표준은 수천억 개의 IoT 장치가 있는 시나리오에서 신분 인증
및 암호 관리 문제를 해결하며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산업에서 효율적인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월에 독일 연방 정보 보안청(BSI)은 광대역 라우터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사양을 제공하는 TR-03148

보안 광대역 라우터 기술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화웨이는 사양 개발 및 개념 증명(PoC)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차이나 모바일 (China Mobile), 차이나 서던 파워
그리드 (China Southern Power Grid), 화웨이 및 기타 협력업체가
제안한 "5G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가 제3회 Blossom Cup 5G

Application Contest의 결승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력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요구 사항에 맞는 광범위한
맞춤형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력망 보안을 보호하며 일 년 내내 쉬지 않는 전력망 보안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이는 IMT-2020(5G) 추진단의 모든 항목에
대한 보안 테스트 외에도 전력 조각 (power slice) 보안 격리 테스트
및 검증을 최초로 통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G와 전력망
보안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벤치마크를 설정하였습니다.

12월에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 사이버 암호화국(BSSN:

National Cyber and Encryption Agency)은 화웨이에
KAMI (정보 보안) "Piagam Apresiasi” 수상했는데
이는 화웨이의 인도네시아 정보 보안에 대한
모범적이고 탁월한 기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8월 화웨이의 5 G R A N g N o d e B , 5 G 코어
UDG/UDM/UNC/UPCF 및 LTE eNodeB는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제품 개발 및 수명 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GSMA

NESAS 평가를 통과하여 무선 및 코어 네트워크 평가를
완료한 업계 최초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10월에 나이지리아 정부 ICT 및 사이버 범죄 상원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 1월에 화웨이는 나이지리아 기술 혁신 및 통신
어워드(NTITA)에서 "나이지리아 ICT 및 사이버 보안 발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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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신뢰성

화웨이는 전 세계에 6개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투명성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영국, 캐나다, 독일,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중국) 이들
센터는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및 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 전략과 공급망에서 R&D, 제품, 및 솔루션에 이르는 화웨이의 엔드-투-

엔드 사이버 보안 관행의 소개

• 보안 표준 및 검증 메커니즘의 더욱 진전된 개발 및 업계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화웨이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 촉진

• 화웨이 고객에게 제품 보안 검사 및 검증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센터를 사용하여 보안
표준, 검사 및 검증, 및 기술
혁신에 대한 의사소통과
협 력 을 강 화 하 길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도전에
맞 서 기 위 해 역 량 을
개선하고 가치 공유 지속을
기대합니다.

2020년 1월: 브뤼셀 화웨이 사이버 보안 투명성 센터에서 열린 5G 보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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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정성 지원

5,000명 이상의 화웨이 엔지니어들은 당사의 2개 글로벌 및 10개의 지역 기술 지원 센터에서 고객 네트워크를 연중무휴

지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은 고객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큰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과 중단 없는 통신을 보장하였고 170개국 이상의 지역에 있는 1,500개 이상의 고객

네트워크를 지원하였고, 또한 200개 이상의 비상 상황 및 주요 사건 중에도 네트워크 가용성을 보장했습니다.

화웨이 글로벌 및 지역 기술 지원 센터

글로벌 기술 지원 센터 (GTAC)

지역 기술 지원 센터 (RTAC)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
아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파키스탄



화웨이투자홀딩스 2020년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52

보안 및 신뢰성

5G 네트워크, 우한시훠선산야전병원에서가동중

비상 물품 공급

181
코로나-19 대유행이 2020년 초 발병했을 때, 중국 중부도시 우한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발병을 통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통신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1월 23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우한시 비상 지휘 센터는 훠선산
야전 병원에 5G 네트워크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화웨이 후베이성 대표
사무소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당사 통신 고객과 함께 즉시 비상
프로젝트팀을 세워 밤새 네트워크 계획을 논의하고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조율하였습니다.

1월 24일 중국 설 전날 50명 이상의 화웨이 엔지니어와 당사 하도급자로
구성된 조직이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현지 조사, 네트워크 건설 계획, 및
장비와 자재 비축을 마쳤습니다.

1월 25일 13명의 엔지니어가 백 오피스의 지원으로 병원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 단지 하루 만에 5G 비상 기지국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환자들은 2월 4일부터 입원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은 혼잡하고 시끄러운 임시 창고에서 네트워크를 준비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했습니다. 그들은 2월 3일 화상회의 시스템과 화상
감시 시스템 설치를 마쳤고 네트워크 최적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택에 병원은 원격 진료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월 23일과 2월 14일간 우한시 봉쇄 기간에 화웨이 후베이성 대표
사무소는 41개의 비상 네트워크 운영을 완료했고 445개의 현장 네트워크
문제를 처리했으며 181개의 비상 예비품을 공급했습니다. 합쳐서 463

인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입니다.

인일 (person-days) 프로젝트
투입

463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이동 병원 내 네트워크 최적화

이와 같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화웨이 엔지니어는 도전을
이겨내고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통신 채널을
구축하도록당사고객을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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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홍수사태중통신재건

터키의대지진이후네트워크복구

고객의 비상 기지국 설치를 지원하는 터키 화웨이의
네트워크 보증 팀

장비와 자재를 홍수 사이트로 이동하는 화웨이
엔지니어들

2020년 새해 전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시에 큰
폭풍이 덮쳐 심각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300,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대피하였고 여러 지역에 정전사태가
벌어졌으며 1 , 2 0 0 개가 넘는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중단으로 통신 서비스
접근은 물론 정부 구조와 구호 노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화웨이 인도네시아 대표 사무소는 즉시 당사 고객사와
함께 네트워크 보증 팀을 설치하였고 사이트 수리와
네트워크 보강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이트가
피해를 본 관계로 최우선 순위는 가장 중요한
사이트에서 당사의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도와 크게 손상된 백본
라인과 핵심 사이트를 수리하였고 21개의 비상
기지국을 배치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210개의
팀, 150개의 차량, 10개의 고무보트 및 160개의 이동
디젤 엔진을 자카르타에 급파하여 당사 고객을
지원했습니다 . 1월 4일 새벽에 대부분 네트워크가
복구되었고 모든 핵심 노드와 사이트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의 보강된 핵심 장비실은 더 이상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모든 고객 네트워크 사이트는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화웨이 터키 대표 사무소는 지진이 일어난 후 즉시
네트워크 보증 계획을 가동하였고 글로벌 기술 지원
센터와 R&D 부서에서 신속하게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사 고객사와 함께 단지 20분 만에 네트워크
복구 계획을 완성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7개의 비상
통신 트럭을 사이트에 급파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시간 만에 21명의 화웨이 직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복구 팀이 무선 장비, 마이크로파 장비, 및 발전기를
포함하는 보급품으로 가득 찬 2대의 트럭과 함께
피해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추운 밤 당사 엔지니어는
통신탑을 올라가 장비를 복구하고 통신 링크를 검사하며
비상 사이트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 1월 24일 진도 6.8의 강진이 터키 엘라 지그
지역을 강타하였고 이후 200개 이상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 건물은 무너지고 많은 이재민이
긴급하게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신은
중요 인프라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타임이 1초 생길
때마다 위험은 가중되었습니다.

화웨이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하는것입니다.

화웨이와 고객사는 촌각을 다투며 심각한
피해를 본 모든 사이트를 단 3일 만에
복구하여 주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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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간수성대홍수때네트워크복구

2020년 8월 중순 중국 간쑤성의 룽난 지역이 대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 전력은
마비되었고 광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통신까지 끊기었고 그 중 원 현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화웨이 간쑤성 대표 사무소는 즉시 레벨 1 비상 대응
계획을 개시하였고 비상 대응팀을 설치하여 24시간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8월 17일 화웨이와 당사
고객사는 비상 네트워크 복구 계획에 동의하였고 2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룽난 지역에 급파하여 네트워크를
수리했습니다. 원 현으로 가는 길은 산사태로 막혔고
이로 인해 당사 엔지니어는 광케이블을 피해지역으로
70km까지 운반해 통신 서비스의 적시 복구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8월 20일에 백본 네트워크가 복구되어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힘든 작업 끝에 피해 지역의 모든
통신 서비스가 복구되었습니다 . 룽난
지방자치 정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화웨이
팀의 책임감 완 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3차중국국제수입박람회지원

네트워크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은 당사
네트워크 보증 팀의 기술적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는 또한 성숙한
프로세스와 백 엔드 조직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능력과 고객 중심에
대한 당사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 고객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고객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서비스 중단 제로’, ‘사고
제로’, ‘불만 제로’ 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3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2020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식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영상을 통해 연설하였는데 이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매우 고품질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당사 통신 고객사의 전용 회선을 통해 생방송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람회 기간 중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화웨이는 2 0 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네트워크 센터에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하여 24시간 현장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박람회 네트워크는 국립 컨벤션 및 전시 센터, 교통 허브,

주요 도로 및 센터 주변 도로를 포함했습니다. 화웨이
엔지니어는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고 네트워크 계획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박람회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보장하였습니다.

전시장 내외 모두 3G, 4G, 및 5G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시험
결과에 의하면 전시장 내 5G 다운로드 속도는 1Gbit/s

이상이었습니다. 홀로그램 라이브 스트리밍, AI+VR

다이내믹 라이브 스트리밍, 스마트 보안 서비스 등 5G

서비스 시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7일간의 행사 중 중국
중앙 텔레비전 CCTV와 상하이 TV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50번 이상의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스트리밍은
순조롭게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웨이 비상 대응 팀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회식 생방송



55 / 화웨이투자홀딩스 2020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 연속성

오늘날 고도로 세계화되고 전문화된 세상 속에서 화웨이는 조달, 생산, 물류, 및 글로벌 기술 서비스에 대해 다른 제삼자에게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사업 연속성 관리 (BCM)를 더욱 중요하게 합니다.

화웨이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조달, 생산, 물류 및 글로벌 기술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 대한 BCM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급업체에서 화웨이, 다시 당사 고객사에 이르는 당사의 엔드-투-엔드 공정을 망라합니다. 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당사는 효율적인 조치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일상 작업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관리 조직, 공정, 및 IT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연속성 계획 및 사고 관리 계획을 작성하였고 당사 직원을

위해 BCM 교육 및 연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화웨이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

• 공급망 다양성: 제품 설계 시 당사는 원자재의 공급

다양성을 우선시하여 원자재 , 기판 , 및 제품을 하나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제품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개의 생산

기지를 가진 공급업체를 선호합니다.

• 시나리오별 재고 비축: 대량 생산 시 우리는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안전 재고량을 준비합니다.

이는 고객 수요, 공급 가용성, 및 전염병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원천의 불확실성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 공급 및 수요 가시성: 화웨이는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 예측, 구매 주문, 및 공급업체 재고량이 IT

시스템을 통해 가시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당사가

적시 수요 정보와 적절한 공급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R&D와 조달의 BCM을 위한 주요이니셔티브

BCM 정책

사업영향분석 위험평가 전략선택
IMP/BCP 연수

훈련및검사 유지보수및개선

공급업체
BCM

분쟁 지진 폭풍및태풍 전염병 화재 파업 교통사고 경제/무역 정치/정책

고객 BCM

R&D 조달 생산 공급망

행정HRIT재정

서비스 배송/네트워크
지원

사고 관리 계획 (IMP)

지역 사무소, 대표 사무소, 및 전 중국 부서

사업 연속성 계획 (BCP)

부서 및 책임, 운영 기구, 실행 및 평가

BCM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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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0,000개 이상의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그들과 건전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과 8월 17일* 미 상무부는 해외 생산 직접

제품 규정을 수정하고 화웨이 테크놀리지스 및 미국 외 여러

계열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수출 관리 규정

(EAR)이 적용되는 품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을 화웨이 또는 제재 대상 목록의 화웨이 계열사로 수출,

재수출 또는 국내 이전하려면 상무부 허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 사업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확고히 지지하는 당사는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양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에서 공급 다양성을 구축할

것입니다. 화웨이가 제재 대상 목록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따라 당사 고객사에게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 성공 및 상호

발전이라는 협업 원칙에 근거하여 화웨이는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경쟁력 있고 건강한 산업 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화웨이 제품은

지속적인 공급 및 배송에 대한 고객 요구 사항을 언제나

충족할 것이며 고품질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전 세계

당사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 생산 및 공급 자원 백업: 화웨이는 사내 생산 및

아웃소싱 역량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우리는 여러 개의 전자 생산 서비스 (EMS) 공급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세웠습니다. 기판 생산 및 공급

능력은 화웨이와 EMS 공급업체 간 및 여러 많은 EMS

공급업체 간 공유되어 항상 백업양을 보장합니다 .

우리는 중국 선전, 유럽, 남미 및 두바이에 공급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급 센터는 또한 서로를 위한 통합

장비 백업으로 역할 합니다.

• 전 수명 주기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품 보유: 화웨이는

제품 수명 종료 (EOL)에 도달하기 전 시장 수요와 과거

사용량에 근거하여 예비품을 보유합니다. 제품 수명이

종료한 경우, 당사는 해당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충분한 예비품을 보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서비스 중인 고객 네트워크의 운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자연재해, 정치, 경제 및 무역 관련

분쟁은 물론 일부 지역의 폭력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코로나 - 1 9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화웨이는 공급 연속성을 보장하고 당사

고객사에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배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화웨이 BCM 시스템이 전반적인 당사 관리

시스템 일부로서 제대로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화웨이는

네트워크 인프라, IT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

장비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워싱턴 D.C. 현지 날짜

생산, 공급, 및 예비품의 BCM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

보안 및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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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재계 인사는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가 그들의 사업 경쟁력과 발전에
위험과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주요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이니셔티브와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기후
서약에 서명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등의 노력에서 관련 도구, 방법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산업에서 각기 다른 사례를 취하였지만, 기업과 소비자 가운데 책임감
있게생산하고소비해야한다는공감대가점점커지고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신재생 에너지 추진

순환 경제 기여

깨끗한물과위생 책임있는소비및생산 기후행동저렴한청정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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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인프라 및 스마트 장비의 글로벌 선도 제공업체로서 청정 지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화웨이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
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친환경 연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당사의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신재생 에너지 추진 순환 경제 기여

배
경

화웨이의접근법과관행

우리는 관리 및 기술적 방안으로
당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있 습 니 다 . 또 한 , 상 · 하 류
협력회사의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회사에 도움을 주며
함께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혁신적인 ICT

솔루션으로 전체 산업의 탄소 배출
절감에 일조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I C T 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여 저탄소 혼합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재생
에 너 지 를 최 대 한 활 용 하 여
궁극적으로 지능형 세계에 친환경
전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친환경 자재를 더 많이
사용하여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내구성이
높고 분해하기 쉬우며, 당사는 제품
재활용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 사용을 감소하여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기후 변화, 빙하 해빙, 플라스틱 공해, 치솟는 전자폐기물 및 기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5년 파리 협약 서명 이후에도
지구 온난화는 여전히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나라가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전념하고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더욱 많은 조처를 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석 연료 시대에서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탄소 발자국 및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희 직원들은 당사가 사용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순환 경제를 시도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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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저감

우리는 생애 주기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당사의 장비에 대
한 탄소 발자국을 평가하고 모든 제품의 생애 주기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합니다. 더불어, 일련의 기술적 및 관
리적 방안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사
용하며 화웨이 캠퍼스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
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또한 공급망 상·하류 협력업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공급업체들이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장하며 당사의 협력업체와 광범위한
산업의 고객사들이 ICT 솔루션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와 배
출량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세가지 제품의생애주기탄소발자국

원자재선택 생산 운송 사용 생애말기

*사용단계 중네트워크 장비의탄소 발자국: 전체발자국의 80–95%

*사용단계 중가입자 가정용장비의 탄소 발자국: 전체 발자국의 50–70%

*원자재 선택단계중 장비의탄소 발자국: 전체발자국의 80–95%

사용(전체 발자국의 80–95%)

사용(전체 발자국의 50–70%)

원자재 선택(전체 발자국의 80–95%)

화웨이는 스마트 장치부터 무선 접속, 고정 접속, 데이터 통신, 광 전송 및 지능 컴퓨팅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탄소 발자국 평가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가입자 가정용 장비와 관련된 탄소 발자국은 사용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ICT 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면 당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웨이는 에너지 절약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ICT

제품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에너지 보존 및 배출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친환경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환경비영리 기관인탄소 공개
프로젝트(CDP)는 5,800개이상의회사에 대해
기후 변화에대처하는 노력에 대한점수를 매겼
고, 화웨이는배출량을줄이고, 기후위험을경
감하고, 저탄소 경제를개발하기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A’ 점수를 받은몇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화웨이의탄소발자국최소화

네트워크 장비

가입자
가정용 장비

장치



현재 40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온라인 쇼핑 , 온라인 학습 및 소셜 네트워킹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 각각의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지로 운영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일 년에 거의 1억 kWh의 전기를
소비하며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1%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집약에서 벗어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 화웨이는 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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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에너지집약은이제옛말

완전액체냉각이더욱에너지효율적인데이터센터를만듭니다.

50-kW 캐비닛의
연간 CO2 배출 절감량

237.5톤

의 열 이 보 드 - 레 벨
수냉각에 의해 제거

70%

의 열이 캐비닛의 기체-

액 체 열 교 환 기 에 서
처리된 물에 의해 제거

30%

폐쇄식 액체-냉각 캐비닛: 액체에서 모든 열 방출

AI 애플리케이션, 고성능 컴퓨팅 및 GPU 서버는 데이터 센터 랙의
전력 소비를 20kW, 30kW 심지어 50kW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전력 밀도 증가는 종래의 냉각 시스템에 전례 없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화웨이는 완전 액체 냉각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폐쇄식 액체-냉각 캐비닛에서 모든 열이 액체에서
방출되어 냉각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96%까지 절감하며 전력 사용
효율 (PUE)을 기존 공랭식 솔루션과 비교 시 2.2에서 1.1로
감소시켰습니다 . 50 - kW 캐비닛의 경우 연간 절전량은 약
500,000kWh에 달합니다. 이는 약 237.5톤의 CO2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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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더욱스마트한데이터센터냉각용 iCooling + 간접증발냉각

iCooling은 랑팡에 위치한 화웨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매년 2764만 kWh의전기를 절약합니다. 

iCooling 개발 이후 랑팡의 화웨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연간 CO2 배출 감소량

13,129톤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 시스템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많은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의 절전은 데이터 센터를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화웨이의 간접 증발 냉각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자연 냉각을 이용한 해결책입니다. 자연 냉각 효과를 모두
활용하면 냉각 시스템의 전기 소비량은 크게 줄 것입니다.

전통적인 냉각 시스템은 대부분 수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의 부하와 환경의 계속되는 변화로 수동 조절 방식은 더는 빠르게
증가하는 열부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냉각
시스템은 필요한 만큼 냉각을 지능적으로 조절하고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한 두뇌를 필요로 합니다.

빅 데이터와 AI를 통합한 화웨이의 iCooling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절약하고 자동으로 전기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주문형 및 지능형 냉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을 8% 내지 15%까지 절감합니다. 이 솔루션은
랑팡에 있는 화웨이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어 매년 2천7백64만
kWh의전기, 즉 13,129톤*의 CO2 배출을 감소합니다.



연결성은 화웨이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모든 연결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 대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5G, 광 네트워크 및
IPv6와 같은 새로운 연결성 기술은 우리를 지능형 세계로 더욱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삶을 원한다면
지능형 세계는 반드시 지능형 세계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친환경 지능형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화웨이는 5G, 광 네트워크,

IPv6 및 사이트 에너지를 포함하여 당사 통신 네트워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지구를위한에너지효율적 5G 네트워크구축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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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지능형연결성

파워 터보를 사용한 후 차이나 모바일 후난 지역 전체 5G 

네트워크의 연간 전력 절감량

• 지능형 기술을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공동 커버리지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광범위
네트워크의 전력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과거 서비스 모델을 학습하고 미래 서비스 모델을
예측하며 최적 전력 절감을 위해 각 네트워크
사이트에 에너지 절감 정책 목표를 적용합니다.

• 원격 무선 장치(RRUs)의 전력 소비 모델을 분석하고
서비스 라우팅을 지능적으로 수행하여 다중 대역 및
다중 무선 접속 기술(RATs)에 걸친 전체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여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화합니다.

화웨이는 또한 차이나 모바일 후난과 차이나 텔레콤
광시를 도와 이 분야에서 중국이 시행한 최초 시험인 5G

에너지 절감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후난의 라이브 네트워크 현장 시험 결과에 의하면 파워
터보는 네트워크의 전체 에너지 소비를 약 10%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사이트 당 하루 절전량은 3.5kWh이며
이는 전체 5G 네트워크의 연간 절전량으로 계산하면 천만
kWh에 해당하며 4,750톤*의 CO2 배출량 절감에 맞먹는
양입니다. 화웨이는 차이나 모바일 후난과 함께 파워 터보
솔루션을 계속 확장하여 친환경 지구에 기여할 것입니다.

5G 애플리케이션은 우리의 삶과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빠른 네트워크, 향상된 네트워크 경험,

사람과 사물 연결 증가로 더욱 스마트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G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텔레콤 산업은 시급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 네트워크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화웨이는 차이나 모바일 후난과 차이나 텔레콤 광시와
협업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화웨이는 모바일 자동 엔진 (MAE)

기반으로 구축된 전체 네트워크 에너지 절감 솔루션인
파워 터보를 출시했습니다. 화웨이의 3단계 에너지 절감
솔루션인 파워스타 중 하나인 파워 터보는 3가지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천만 kWh

화웨이의 파워 터보로 5G 사이트 당 하루 3.5kWh의전력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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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조성을돕는화웨이의광네트워크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이는 장비실 공간의 80% 절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처럼 단순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에마르
프로퍼티스의 전력소비량을 30% 절감하였고 이는 년간
약 1 30 , 0 00kW h에 해당하는 양이며 , 약 6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해당합니다*.

광 네트워크는 높은 대역폭, 낮은 지연 시간, 전력 소비
절전, 간섭에 대한 저항 및 작은 크기 때문에 저탄소
연결성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 화웨이의 광
교차연결(OXC) 및 수동 광 근거리통신망(POL) 기술은
친환경, 에너지 효율 및 초광대역 네트워크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0,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초대형 개발인 두바이 크릭
항구를 중동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마르
프로퍼티스(Emaar Proper t ies)에서 건설 중인데
화웨이의 광 캠퍼스 솔루션이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주거지 및 상업 지구의 하나로 배치되었습니다.

종래의 집합 네트워크와 달리, 화웨이의 POL 기술은
구리 케이블이 가진 100미터 제약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수의 약 전류 장비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친환경 광 네트워크는 두바이 크릭 항구와 자연 환경이 서로 공존하게 도와줍니다.

친환경 기술은 네트워크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화웨이 광 네트워크가 깔린
두바이 크릭 항구는 새로운 스마트 지구의
모범으로 미래의 친환경 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더욱스마트하고친환경적인광 모뎀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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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화웨이는 광 모뎀과 라우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하였고 화웨이 OptiXstar 스마트 광 모뎀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본 제품 시리즈는 이러한 종류 중 첫 번째
제품 시리즈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3-레벨을 특징으로
하여 (알고리즘, 모듈 및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 전체에 대해 절전이 가능합니다. 화웨이의
OptiXstar에는 사용 패턴에 따라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장치를 다양한 모드(활성, 휴면, 절전)로 전환하는 고급
전원 관리 (APM)가 있습니다 . 이는 에너지 절감을
최대화하면서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화웨이 OptiXstar는 하루에 0.37kWh의 전력만을
소비하여 경쟁사 제품보다 연간 38.5kWh를 절약합니다.

2020년에 화웨이 OptiXstar 시리즈는 전 세계 4천만
이상의 가구에서 사용되어 15억 kW h 이상의 전기가
절약되고 730,000톤 이상의 CO2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동등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사무실 및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게 되면서 W i-Fi 장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동 전화기, 태블릿 및 컴퓨터에서
가전제품과 사물 인터넷 장치들에 이르는 대부분의
소비자용 장비는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해 Wi-Fi에
의존합니다. Wi-Fi 네트워크는 이제 가정용 인프라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광 모뎀은 사용자에게
광섬유 광대역 및 인터넷 직접 연결을 제공하지만 오랜
기간 광 모뎀과 라우터는 별도의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소모적이며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 광
모뎀이 단일 밴드/Wi-Fi 5에서 이중 밴드/Wi-Fi 6으로
진화하면서 최근 전력 소비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4천만 이상의 가구에서 화웨이 OptiXstar를 설치한 후
절전되어 730,000톤 이상의 CO2 배출량 감소

15억 이상 kWh

연결된 친환경 생활을 위한 화웨이 OptiX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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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능적이고 완전히 연결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유비쿼터스
연결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이 더욱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화웨이와 고객사가 공유하는 사명은 친환경
연결성을 제공하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IP 베어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이나 유니콤 베이징은 친환경이며
콤팩트하면서도 높은 사양을 가진 라우터인 화웨이의 NetEngine

5000E-20 및 NetEngine 8000 두 라우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처하였습니다.

화웨이의 NetEngine 시리즈 라우터는 슈퍼 냉각, 혼류 송풍기 및 지능형
전원 장치라는 3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라우터는 경쟁사
제품과 비교 시 비트당 전력 소비를 26% 내지 50%를 절약하여 차이나
유니콤 베이징이 연간 200만 kWh의 전기를 절감하고 900톤의* CO2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했고 이는 40,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백만 kWh

NetEngine을 검사하고 있는 차이나 유니콤 베이징사 엔지니어

화웨이 NetEngine은차이나유니콤베이징이탄소중립성을향해나아가도록도와줍니다.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차이나 유니콤 베이징이 화웨이의
NetEngine을 사용한 후 절전되어
900톤 이상의 CO2 배출량이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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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werCube: 주하이허바오섬을위한오프-그리드, 무디젤전원공급

중국 남부 해안에는 고운 모래와 맑은 물이 특징인 허바오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질서 있는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해상 교통 관제소(VTS)가 있습니다.

이 섬은 도시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 전원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VTS 관제소는 두 개의 디젤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로 가동되었지만, 이는 매우 큰 소음을 유발했고 에너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매년 약 25톤의 탄소 배출을 생산하였고 이미
취약한 섬 환경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본 관제소는
오프-그리드 태양광 시스템, 디젤 발전기, UPS 및 납 축전지를 결합한
전력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장이 자주 일어났고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2020년에 화웨이는 현장 조사를 하여 허바오 섬이 iPowerCube 오프-

그리드, 무 디젤 전원 공급 장치 솔루션을 배치하기에 충분한 일사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태양광과 지능형 리튬 전지를
결합해서 기존의 복잡하고 오래된 방식을 교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iPowerCube는 연중무휴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보장합니다. 주하이 해상 교통 관제소는 이 솔루션으로 연간 연료비
CNY220,000을 절감하였고 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하여 허바오 섬이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0
화웨이 iPowerCube 사용으로 감소한
주하이 VTS 해상교통관제소
탄소 배출량

주하이 허바오 섬의 화웨이 iPowerCube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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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WEF)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탄소 배출을 15%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감소 목표인 50%의 1/3에 해당합니다. 화웨이는 당사의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 ICT 솔루션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도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사의 고객을 위한 사업 혜택과 환경 보호를 의미합니다.

친환경운송을위한화웨이하이차저(HiCharger) 직류충전모듈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디지털기술이산업의에너지저감및 배출감소에일조

의 CO2 배출 저감이 상하이
홍차오 공항 제 2터미널의 전기
택시 충전소에 화웨이 하이차저

직류 충전 모듈을 사용한 후
달성되었습니다.

3,300톤전기 지능형 연결 및 공유 차량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대표합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수요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Enneagon Energy사는 화웨이 하이차저 직류 충전
모듈을 사용하여 상하이 홍차오 공항 제2 터미널에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효율적인 전기 택시 차량용 급속 충전소를 구축하였습니다.

30kW 화웨이 하이차저 직류 충전 모듈은 연간 고장률이 0.2% 미만으로 TÜV

SÜD의 Thresher 종합 인증을 통과한 업계 최초 제품입니다. 1%~2% 앞서는
업계 선도의 충전 효율을 가진 화웨이의 하이차저는 연간 약 7백만 kWh의
충전 용량을 제공하며 이는 3,300톤*의 CO2 배출량 감소와 같습니다. 더욱
신뢰할 만하고 효율적인 고객사의 충전소 구축을 돕기 위해 당사는 고객사와
함께 친환경 교통을 촉진하고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을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전기 택시 충전소



에너지 형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천연 가스 백만 m3 9.93 7.11 11.14 13.13 15.36

휘발유 톤 358 600 347 650 608

디젤 톤 116 256 77 106 107.7

전기(중국) 백만 kWh 1,686.53 2,070.95 2,355.04 3,020.93 3,467.14

전기(해외) 백만 kWh / / / 210.32 134.56

증기 톤 20,352 21,801 23,143 22,613 22,694

* 중국지역 그리드 베이스라인 배출 계수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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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청두연구센터: 모든동력원은재생에너지로부터

화웨이 전체에너지 소비량(2016–2020)

친환경운영: 환경친화적회사캠퍼스구축

화웨이 청두 연구 센터는 쓰촨성에 위치하며 수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본 센터는 연면적 0.67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며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캠퍼스, 친환경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센터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친환경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화웨이가 제품 구상 시작부터 친환경적인
제품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로써 전 세계 고객사를
위해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ICT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 센터는 더욱
친환경적인 지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청두 연구 센터는 수력 발전으로의 전환을
시작했으며 이제 모든 동력원은 재생 에너지입니다.

의 수력 발전량이 청두 연구 센터에 공급되어 연간
탄소 발자국 약 177,000톤의 CO2 배출량을

감소합니다.

2억 kWh 이상

화웨이는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하여 다른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사 운영의 친환경,

저탄소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비, 저공해, 고효율”이라는 원칙에 따라 당사는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회사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당사는 원천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기술적 및 관리적 방안을 취해
에너지를 절감하며 유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환경 의식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당사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는 비용을 줄이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운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중국에서 사용했던 2억
2천만 kWh의전력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나왔으며 이는 188,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에 해당합니다.

매년 2억 kW h 이상의 수력 발전량이 센터에
공급됩니다 . 청두 연구 센터는 수력발전으로
전환하여 연간 탄소 발자국 약 177,000톤*의 CO2

배출량을 감소했습니다.

쓰촨성 화웨이 청두 연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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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화웨이는 2020년 (범위 1과 2에 대한) 탄소 배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매출 100만 위안당 탄소 배출량을
기준 연도(2012) 대비 30% 감소했으며, 2020년 당사의 매출 100만 위안당 탄소 배출량은 2.56 톤이었습니다. 이는 기준
연도(2012)에 비해 33.2% 감소한 것이며 2020년 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 (2012–2020)

1,585,369

1,272,553

843,883 901,084
1,071,833

단위: 톤

1,876,496

2,083,666

2,285,45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2012–2020)

3.04
3.22

3.83 3.77 3.71

단위: 톤/매출 100만 위안

3.11

2.89

2.58 2.5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
-1.6%

-3.1%

-15.9% -20.6%
-18.8%

-24.5%
-32.6% -33.2%

* 2019–2020 수치는 화웨이 글로벌운영을 위한 것이며 2012–2018 수치는 중국 지역내 당사 운영을 위한것입니다.

중국에서 화웨이 물 사용량 (2016–2020)

2016

9.36

단위: 100만 톤

8.13

10.41

12.94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중국에서 화웨이의 물 사용량은 천 4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당사 사업의
성장 , 건설 현장의 증가 및 더 넓어진 조경 영역의
유지관리에 크게 기인하였습니다. 당사 운영 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 소비는 구내 부지 , 식당 , 공조기에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화웨이의 2020년온실가스배출량

범위 1은 고정 및 이동 연소 배출 및 비산 배출을 포함합니다.

범위 2는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간접 배출을 포함합니다. 

온실가스 범위 1 범위 2 합계

배출액(t-CO2) 41,736 2,243,722 2,285,458

총 배출액 대비 % 1.83% 98.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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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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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2

1.195
1.257

1.550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우리는 중국 내 당사 캠퍼스에서 냉각탑 패킹 개선, 당사
냉방 스테이션의 공조 유닛에 변속 펌프 추가 및 LED 조명 시스템
설치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에너지 보존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1100만 kWh의 전기를 절약하였으며 이는
9천 톤 이상의 CO2 배출량 감소에 해당합니다. 2020년 당사가
구매한 약 15억 5천만 kWh의 전기가 청정에너지원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는 62만 톤 이상의 CO2 배출량 감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화웨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CTI 인증

1 중국 지역 그리드베이스라인 배출 계수에 근거
2 수치가어떻게 계산되는지 CTI 인증참조

번호 형태 도시 프로젝트명

1 기술 둥관 냉각탑 패킹 개선

2 기술 둥관 수냉식 냉각 시스템용 냉각 펌프에 변속 드라이브 추가

3 기술 둥관 냉각스테이션의공조유닛에변속 펌프추가및프로그래밍과 운영 최적화

4 기술 청두 당사 시설물 T5 형광등을 LED 램프로 교체

5 관리 둥관 조경 타이머 재설정

6 관리 우한 공조기 효율적 운행 및 불필요한 조명 끄기

7 기술 랑팡 3월및 9월냉방(외기 냉방)용열 교환기사용확대

8
기술 랑팡 메인 시스템에서 유휴 연기 배출 후드 분리

9 관리 선전 야간에 간헐적 공조기 작동

10 기술 선전 실험실 조명 시스템 개선

11 기술 선전 대형 냉각장치 소형으로 교체

12 기술 상하이 사무실 LED 조명 시스템 설치

13 기술 난징 당사 사무실, 식당 및 기기실 형광등을 LED 램프로 교체

14 기술 둥관 공공 장소 LED 조명 시스템 설치

15 기술 선전 서류실 공조 시스템에 더욱 많은 배출구 및 변속 드라이브 추가

2020년화웨이 캠퍼스에서 시행한주요 에너지절감 프로젝트

단위: 십억 kWh

2017년과 2020년 사이 청정에너지원에서 생산한 화웨이 구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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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캠퍼스상의 고형폐기물, 폐수및폐가스관리

당사 시설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더욱 잘 관리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받은 폐기물 처리 회사를 고용해
당사 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폐기물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 의식 캠페인과 활동을 조직하여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이러한 캠페인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류 예 처리

고형 폐기물

비재활용 폐기물 생활 폐기물
지정 공급업체가 정기적으로 폐기물 분류 및 제거
마스크와 같은 폐기물의 무해 처리를 위해 지정된 소각장으
로 운반

식당 폐기물 잔반, 폐기 식용유 및 지방 지정 인증 공급업체에서 무해 처리

재활용 폐기물 포장 박스 및 금속 부품
지정 공급업체가 정기적으로 폐기물 분류 및 제거
폐기된 장비 및 부품에 특수 공정 적용

유해 폐기물 화학물 컨테이너
지정된 장소에 중앙집중식 보관 후 인증된 전문 업체가
처리

건설 폐기물(건설사 배출) 재건축 시 폐기물
건설사가 지정된 장소에 건설 폐기물을 쌓고 이를 시립 고
형 폐기물 매립지로 운반

폐수

식당 폐수
식당의 기름 폐수 정화조에 직접 방류한 후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

하수도로 방류

기타 생활 폐수
욕실, 사무실 탕비실 및 위생
폐수

정화조에 직접 방류한 후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
하수도로 방류

산업 폐수 제조 공정 배출 폐수
산업 폐수처리 시설물에서 처리 후 요구조건 충족 시 방류
폐수의 60%는 제조공정에서 재활용.

폐가스

부엌 폐가스 조리기 요리 연기
최초 가스 배출 후드에서 정화 후 정전 청정기로 정화. 배출
기준 충족 시 일정한 속도로 배출

산업 폐가스 제조 공정 배출 폐가스
폐가스가 생산되는 건물 옥상의 산업 폐가스 처리시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처리 후 기준 조건 충족 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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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화웨이는 공공 환경 사무 협회(the Institute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IPE))에서 개시한 그린 초이스 이니셔티브(Green

Choice Initiative)에 참여하였습니다. 공급업체 스스로 업체를 보다 잘
관리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며 환경 준수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당사는 공급업체 감사 및 자가점검 중 IPE의 블루맵 환경 데이터 검색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당사는 900개의 주요
공급업체 환경 기록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했습니다. IPE의 친환경 공급망
CITI 지수에서 당사는 모든 IT 기업들 가운데 4위를 차지했고, 중국 본토 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IPE의 친환경 공급망 기후 행동 SCTI 지수 2020

에서도 당사는 모든 IT 기업들 중 6위 및 중국 본토 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화웨이는 환경 요구사항을 당사의 조달 전략 및 공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자격, 선정, 검토, 성과 관리, 자재 선정 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환경 법률과 규제 준수에 더해, 당사는 공급업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상위 100개 공급업체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설정하며,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장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모든 상위 100개 공급업체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습니다. 그중 93개의 공급업체가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였고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이행했습니다. 나머지 7개 공급업체 역시 진전이 있었습니다. 2020년
화웨이와 함께 사업하면서 발생한 공급업체의 전체 탄소 배출량은 1246만 톤으로 2019년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30만 톤이
줄었습니다.

화웨이환경보호주간: 보다나은지구를위한기술

화웨이 환경 보호 주간 2020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화웨이는 2020년 6월
5일 환경 보호 주간을 개시했습니다. 당사의 선전
캠퍼스 기반으로 본 캠페인은 “보다 나은 지구를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에는 환경
보호 서약식, 온라인 퀴즈 및 구형 전자 제품 재활용
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사는 모든 화웨이 직원이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고 물과 종이를 아끼며 친환경
여행 및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을 실천하여
생물다양성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약 5,000명의 직원이 그들의 일터에서 환경 보호 주간
활동에 참여했으며 50,000명 이상의 직원이 온라인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직원은 본 캠페인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다른 화웨이 캠퍼스에서 유사한 활동이
계속 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친환경협력업체: 상위 100개공급업체의배출감소목표설정및 친환경공급망구축

IPE의 “친환경선택” 이니셔티브:

경쟁력있으며친환경적인공급망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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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지하철: 상하이지하철의친환경전력

신재생 에너지 추진

기후 변화 대처의 시급함이 분명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국가,

지역 및 조직이 이제 재생 에너지 획득 및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모든
운영 환경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당사 캠퍼스에
더욱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화웨이 둥관
남방 공장, 항저우 연구 센터 및 난징 연구 센터 세 곳의
캠퍼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 126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그리드에 연결된
이후 총 1억 1974만 kWh의전기를 생산하였습니다.

당사는 또한 ICT와 태양광 기술을 통합하여 태양광 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에너지에서
더욱더 많은 전기를 출력하여 친환경 전력을 더욱더 많은
가구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농어업용 스마트 태양광 발전소는 복합 토지 이용의 완벽한
예로서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환경, 산업 및 경제에 통합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13년에서 2020년 기간 중 화웨이는 스마트 태양광 발전
제품을 6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선적하였고, 총 설치
용량은 160GW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이 제품들은 3000억
kWh 이상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제품은 교육 및
운송에서 농업, 축산, 어업 및 가정에 이르는 분야에서
사용되었고 대규모 육상 설치 및 분산 시스템, 언덕, 옥상 및
수상과 같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화웨이는 새로운 주거용 스마트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은 물론 전력
저장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가정집에 친환경
전기를 제공하며 제로-탄소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거용
스마트 태양광 발전 솔루션은 태양광을 건물용
에너지원으로 100% 이용하며 저장 구성품을 통합하여
무중단 친환경 전력을 가정에 보장합니다.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푸동의 롱양 로드 지하철 차량 기지는 상하이 지하철의
2호선과 7호선을 운행하는 기차가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기지의 지하철
격납고가 숨겨진 발전소라는 것입니다 . 격납고의
옥상은 지하철 열차에 청정 및 친환경 전기를 제공하는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 태양광 발전 솔루션으로 작동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용량은 3.66MW로 매년 평균 340만
kWh의전기를 생산합니다.

상하이 지하철 롱양 로드 차량 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M은 지하철 메트로를 대표하며 녹색 잔디는
친환경을 상징합니다.)

이는 대략 1,200톤의 석탄 절감에 해당하는 양이며
3,390톤의 CO2 배출량 절감에 해당합니다. 격납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총 넓이는 50,000

제곱미터로 이는 축구장 5개 또는 6개 크기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 거의 13,000개에 달하는 280W 모듈이
설치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연결된 지하철 노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하철 기지 변전소에 연결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은 2호선 8량
기차가 약 20만 km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2호선을 1 , 5 6 0번 이상 왕복 운행하는 길이와
동일합니다.

2020년 말 현재, 10개의 상하이 지하철 기지는 그리드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기지의 총 설치 용량은 24MW로서 매년 평균 2300만
kWh 전기를 생산할 것입니다. 향후 더욱더 많은 상하이
지하철 시스템이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태양광 발전 사용은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친환경 운송에
기여하고 상하이의 탄소 배출 절감을
가속화하는지 보여주는좋은 예입니다.



닝샤의영농형스마트태양광발전소사막을오아시스로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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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환경 전기가 화웨이와 바오펭(Baofeng) 그룹이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됨

닝샤(Ningxia)의 황하강 동쪽 제방에 위치한 빈허
신구 ( B i n h e N e w D i s t r i c t ) 는 원래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바오펭 그룹은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개자리와 고지를 심어 10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막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래 화웨이와 바오펭 그룹은 공동으로 고지
농장 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토양의 증발을 30%에서
40%까지 감소시키고 불과 몇 년 만에 식생 면적을 86%

증가시켜 지역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뀌어 푸른 태양 전지 바다로 덮인 루비
레드 베리의 비옥한 땅이 된 것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이곳의 태양광 발전소는 43억 천만 kW h의 전기를
생산했으며 204.7만 톤*의 CO2 배출량을 대체했고 이는
8901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고지 농장 위의 태양광 패널은 여러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양광 패널 청소, 잡초
뽑기, 싹 제거, 가지치기, 비료 주기 및 수확 작업을
포함하여 8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일자리와 수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
풍족하게 바뀌었습니다.

43억 천만 kWh

닝샤의 바오펭 그룹 태양광 발전소에서 고지 베리를 수확하는 농부

환경 보호는 고립되어 생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생태계, 에너지 자원, 경제
발전 및 많은 기타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를
개 발 하 고 인 간 의 탄 소 발 자 국 을
감소하면서 친환경 지구가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는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상호 보 강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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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하이브리드양식장-태양광발전소: 모두에게이익이되는프로젝트

* 국제에너지 기구 배출계수에 근거

의 CO2 배출량이 화웨이의 스마트
태양광 솔루션으로 잔화의 양식장-

태양광 발전소에서 저감되고 있으며 약
2억 kWh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산둥성 북부 빈저우시 잔화구는 염전으로 뒤덮였던
곳으로 주요 산업은 전통적 양식업이었고 이는 토지와
해양 자원의 사용이 비효율적임을 의미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이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 이곳의 빛나는
푸른 태양광 패널은 연못의 물고기와 새우에 영양을
공급하고 양식장-태양광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마을
가구마다 온종일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화웨이의 스마트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이용합니다. 전체 설치 용량은 300MW로서 이
프로젝트로 매년 거의 4억 kWh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큰 양식장-태양광 프로젝트이며,

전기 생산과 친환경 양식업 지원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6월부터 시작되어 가동 중입니다.

물밑에서는 녹색 해산물을 양식하고 물 위에서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합니다.

95,000 톤

잔화(Zhanhua)의 양식장-태양광 프로젝트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 에너지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현대화하는 전체 개발 모델을 대표합니다. 그 결과
잔화는 과학 연구, 공공 교육, 낚시, 관광 및 레스토랑을
결합하여 현대적 생태개발의 모델 도시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며 우리가 어떻게
생태학적 , 경제학적 및 사회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약 2억
kWh의 전기를 생산하였고 이는 95,000톤의 CO2 배출량
절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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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경제 기여

선형 경제에서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자재를 획득하고 자개가 더 필요하지 않으면 매립하거나 소각합니다. 선형 경제 모델에서는
이미 매우 한정되고 환경에 부담이 되는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고객에게 더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등 순환 경제에 기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웨이는 당사 제품 설계를 개선하고 제품 포장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며 플라스틱 포장 대신 섬유 기반 포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포장 자재를 더욱더 쉽게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글로벌 재활용 프로그램 수립으로 전자 폐기물에서 잔존
가치를 추출하여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순환 경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보다더 환경친화적인자재

환경을 보호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재생 가능하고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천연자원을
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웨이에서는 제조에 사용할 재생 가능한 자재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화웨이 제품
제작에 재활용 알루미늄, 주석, 금, 코발트 및 종이를 포함하는 12가지 재생 가능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사의
재생 가능 물질 사용을 늘리고 광물 채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가 고품질 재생가능 자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세상을 남기기 원합니다.

자원을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품질
내구성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항상 품질을
최우선시하며 품질을 통한 성공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전체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이 전략을 고수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고품질 원자재를 선택하며 실적이 좋은 공급업체에 더 좋은
품질을 만들도록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제조 단계에서
국제 표준에 따라 엄격한 신뢰성 시험을 시행하여 엄격한
조건에서도 당사 제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플라스틱은 전자 제품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재이지만 기존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극히 어렵습니다. 기술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당사의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는 2013년부터 화웨이 P, Mate 시리즈
스마트폰 및 시계와 같은 화웨이 장치에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통적인 플라스틱보다 훨씬
친환경적인데 왜냐하면 재생 불가능한 석유가 아닌 식물 추출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과 피해를 크게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피마자유를 30% 이상
함유하여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CO2 배출량을 약 62.6% 줄였습니다.

2020년 말까지 당사는 총 1,223톤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였고 이는 약
6,238톤의 CO2 배출량을 줄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시스템 업데이트는 물론 편리하고 저렴한
수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당사 제품의 서비스
수명을 가능한 한 길게 연장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명
주기에 걸쳐 제품 비용을 절감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당사 노력의 일환입니다.

내구성이높은제품

바이오 플라스틱 이용으로 재생 불가능 자원에 대한
의존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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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서비스 매장 전문 수리 서비스

화웨이는 "6R1D”로 알려진 친환경 포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포장(핵심), 절감, 반환성, 재사용, 재활용, 회수 및 분해성.

재활용 및 회수(Recycle & 

Recovery)
환경친화적 및 재생가능 자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여 자원 및 에너지 재사용

올바른 포장 및 절감(Right & Reduce)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포장

디자인 개발

반환성 및 재사용(Right & Reduce)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포장재 더 오래
사용가능

분해성(Degradable)
생분해성 자재를 사용하여 포장

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

화웨이의 6R1D 포장전략

분
해
성 올바른

포장

보다더 친환경적인포장

• 보다 더 좋은 제품 품질: 화웨이는 전 세계에 여러 전문
신뢰성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사용
시나리오를 모의실험하고 7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시행합니다. 시험은
낙하 시험, 온도 반복 시험 및 마모 시험을 포함합니다.

이는 당사가 취하는 조치의 일부로 제품 선적 전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 보다 더 편리한 수리 서비스: 우리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30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수리 서비스 및 더욱 만족스러운 애프터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 보다 더 효율적인 수리 서비스: 당사의 전문 유지보수
엔지니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장치 문제를 식별하여
적절한 수리를 제공합니다. 전화를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11년에 비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사에서 100만 번 수리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약
140,000시간이 절약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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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십휴대폰에가벼운플라스틱을소량적용한포장사용

화웨이 Mate 40 휴대폰 천만 대당
적게 사용한 포장지 무게

550 톤 화웨이 Mate 시리즈와 P 시리즈는 화웨이 플래그십 휴대폰입니다. 당사는
2020년 이들 플래그십 휴대폰에 대한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화웨이
Mate 40 시리즈의 포장 절감률은 화웨이 Mate 7시리즈보다 68% 높았습니다.

각각의 휴대폰 포장은 55g의 자재를 절감하였는데 이는 천만 개 유닛당
550톤의 종이를 절감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935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동일합니다.

당사는 또한 화웨이 P40 시리즈에서 가능한 한 많은 플라스틱 포장을 섬유
기반 포장으로 대체하여 포장재를 더욱더 쉽게 폐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작
휴대폰보다 이들 제품의 포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17% 줄었습니다. 이는
천만 휴대폰당 만 7천 5백 kg 적게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180만
개의 중형 슈퍼마켓 비닐봉지 절감에 해당합니다.

화웨이 P40 휴대폰 천만 대당
적게 사용한 플라스틱 무게

17,500 kg

뚜껑 서류 케이스
휴대폰
트레이

상자 및
액세서리

충전기
데이터
케이블

이어폰

화웨이 P40의 환경 친화적 포장

구버전

신버전

판지 판지 판지 판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판지판지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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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글로벌 전자 폐기물 모니터 2020에 의하면, 전자 폐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생활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ICT 인프라와 스마트 장비의 글로벌 제공업체입니다.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이 재활용하며 매립을
줄이는 것은 화웨이의 사회적 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도 재활용 서비스 업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화웨이는 당사의 폐기물을 분류하였고 각 분류에 맞게 분리하여 폐기하고
있습니다. 당사 폐기물의 많은 부분은 원자재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되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웨이와 당사의
재활용 서비스 제공업체는 또한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폐기 계획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에 당사는 ICT 관련 전자 폐기물 13,184톤을 처리했으며 이중 오직 0.79%만이 매립되었습니다.

화웨이에서 많은 양의 광 모듈이 매년 선적됩니다. 과거 광
모듈은 개별 포장되어 따로 배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고 높은 물류비가 발생했습니다. 배송이 되면
고객은 모듈 하나하나를 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으며 많은 포장 관련 폐기물을
남겼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2020년 화웨이는 제조를 고려한 설계(DFM)를 채택하고 고객이
실제로 요구하는 광 모듈 포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포장을 단순화하였고, 6개 광 모듈을 하나로 포장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접근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의 개별 포장과
비교하여 새로운 포장은 포장을 여는 시간을 85% 절감했으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제품의 포장재를 18톤
절약했습니다. 이는 약 20톤의 CO2 배출량 감소에 해당합니다.

* 스마트장치 전자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음.

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2017–2020)

1.54%

1.24%

0.79%

1.69%

2017 2018 2019 2020

단순화된포장으로자재와
인력절감및 탄소배출감소

더적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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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공급업체가 제로 매립 관리 시스템을 세우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당사는 모든 공급업체가 폐기물 관리에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폐기물 관리 성능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며 매립지로 인한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화웨이는 TÜV 라인란드와 함께 공급업체의 공장이 제로 매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반년도 안되어 공급업체는 매립량을
1400톤 이상 줄였고 TÜV 라인란드의 2-스타 제로 폐기물 매립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TÜV 라인란드 제로
폐기물 매립 관리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기기전자폐기물재활용

상류 공급업체의 최초 TÜV 라인란드 2-스타 제로 폐기물 매립 관리 시스템
인증 획득 지원

의 스마트 기기 폐기물이 당사의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4,500+ 톤

가능한 한 많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장치 제품을 위한 글로벌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제품 교환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화웨이는 당사의 재활용 처리장에서
4 , 5 0 0 톤 이상의 스마트 기기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자 폐기물을 받으면 먼저 제품을 분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최대한의 가치를 보상합니다.

재정비된 전자제품은 협력업체에 전달되어 공식
판매망을 통해 재판매됩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폐기물은 인증된 제삼자에게 위탁된 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분해 및
폐기됩니다.

이동전화기의 PCB는 도금, 전기분해, 정제 및 제련의
화학 공정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금 및 구리를 비롯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만 개의 이동 전화당 120kg 이상의 금과 87톤 이상의
구리가 재활용을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21,000개의 북경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고 190,000개의
동메달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거의 10회의
북경 올림픽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양입니다.

vmal l .com 또는 Vmall 앱의
교환 보상 프로그램

견적 받은 후
주문 신청

무료 방문 배송 전문 품질 검사및
개인 자료 삭제

재활용 및 즉시
보상

화웨이의 4 단계 교환 보상 과정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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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사의 많은 환경 보호 노력은 업계로 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너지효율제품에대한 CQC 인증

중국 품질 인증 센터(CQC)는 국내 표준과 기술 요건에
근거하여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인증 제도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소비와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0년 TD-LTE 디지털 휴대전화, 5G 디지털 휴대전화,

태블릿, TD-LTE 무선 데이터 단말기를 포함하여 일부
화웨이 제품이 높은 에너지 효율로 CQC 인증을 받았습니다.

화웨이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CQC 인증

ISO 50001 인증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방안을 표준화하고 올바른 에너지 절감 기술 및
방법과 최고의 에너지 관리 방법을 식별 및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0년 화웨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또다시 ISO 50001

준수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50001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인증

ISO 50001 인증 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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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라벨링

중국 환경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유사
제품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자원 집약적입니다.

2020년 랙 서버, 블레이드 서버, 다중 노드 서버, 통합
스토리지 서버, 분산 스토리지 서버, 마이크로컴퓨터 및
디스플레이 포함하는 360개의 화웨이 제품이 중국 환경
라벨링 제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국 환경 라벨링 제도로 인증받은
화웨이의 블레이드 서버

이더넷스위치에대한 CEC의환경 친화인증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친환경 제품 인증 프로그램에서 중국
환경 연합 인증 센터(CEC)는 수명 주기 평가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제품 에너지 효율, 소음, 친환경 설계 및
친환경 제조 측면에서 더욱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2020년 (데이터 센터 및 캠퍼스 네트워크용 CloudEngine

스위치 포함) 66개의 화웨이 스위치가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았고 화웨이 스위치는 이러한 인증을 받은 최초의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화웨이 이더넷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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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및 건강 인증을 받은
화웨이의 프리버즈 프로 이어폰

친환경및건강한지능형오디오인증

2020년 9월 10일 화웨이 올-시나리오(All-Scenario)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화웨이 소비자 B G는 최신 화웨이
프리버즈(FreeBuds) 프로 이어폰을 공개하고 지능형
오디오에 대한 화웨이 주도 친환경 및 건강 자가 인증
표준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선도 인증 기관 중 하나인
SGS는 화웨이에 인증을 수여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러한
신규 인증을 받은 최초의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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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 사회 단체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렴하게
사업을 운영할 때 기업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빈곤과 기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 협력사와 함께 기업은 건강 및 웰빙을
개선하고불평등을감소하며전체 사업생태계를더욱더지속 가능하게만듭니다.

직원 돌봄
사업 윤리

공급망 책임
지역사회 책임

무기아 우수한보건및복지무빈곤 양성
평등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품질
교육

불평등감소 목표를위한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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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접근법과관행

오늘날 우리의 사업 환경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의 생태계 협력업체와 더욱더 가깝게 사회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헌신적인 직원은 우리가 의지하는 기반이며 우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 및 개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며 표준 사업 윤리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법규 준수가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항하는
보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당사 조달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협력업체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당사가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원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당사의 지역사회 책임을
이행하며 현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습니다.

배
경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합니다. 일부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건강 및 웰빙, 교육, 평등, 및 동반관계 달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슈는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심오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그들의 사업 전략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치 시켜 사업 운영이 윤리적이며 그들 자신의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더욱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기업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들의 가치사슬 상·하위
협력업체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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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돌봄

직원은 당사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들은 화웨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입니다. 지금의 화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직원들의 노고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이제 17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서 운영하며 전 세계 190,000명의 직원을 가진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원을 돌보며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기간 중 우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편안하며 효율적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개발은 당사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이는 직무 순환을 통한 직원 연수 및 경력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의 공약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능동적으로 앞에 놓인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길 격려합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소중히 여기며 전
세계의 밝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웨이가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의건강및 안전

2020년 7월 화웨이 생산 안전 의식의 달

화웨이는 항상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리는 화웨이 직원, 하도급업체, 및 기타 협력업체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20년 당사의
안전을 향한 노력은 생산 및 배송과 같은 사업 영역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안전 관행을 포함하였습니다.

건강 및 안전 행동 개요

• 안전 관리 시스템: 전 세계 화웨이 자회사를 위해 개선된
EHS 관리 시스템인 ISO 45001 인증 신청 시작.

• 생산: 기계적 안전, 전기 안전, 화재 안전, 차량 안전 및
포괄적 안전을 다루고 있는 5개 안전 의식의 달 캠페인
조직.

• 연구개발 센터: 당사 연구개발 센터의 33,000명 이상의
직원에게 EHS 기본 연수를 제공 및 EHS 서약서 서명.

• 물류 및 행정: 천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9개 대형
캠퍼스에 대한 EHS 평가 완료.

• 배송: 100개국 이상의 1167개 프로젝트에서 배송 안전
개선을 위해 AI 사용.



화웨이는 강력한 직원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유합니다. 당사의 포괄적인
직원 보험과 건강 지원은 전 세계 직원들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직원 보험은 사회 보험, 민영 보험,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하며 건강
지원은 건강 검진, 의료 센터 및 상담, 글로벌 의료 응급 서비스, 및 생활 방식 안내가
포함됩니다 . 2020년에 당사는 직원 복지를 위해 118억 90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당사의 캠퍼스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17개의 의료 센터와 30개의 보건소를 개설하였고 600개 이상의 자동
제세동기(AED)와 구급상자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10,000명 이상의 직원과
비상 대응팀 ( ERT) 요원을 훈련하여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사의 해외 사무실 직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3개의 지역 안전 센터와 원격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해외 중국 직원에게
연중무휴 의료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180개 이상의
인증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를 검증하고 해외 지사에 추천했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당사 직원의 만족도는 99%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의다양한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추가 지원으로인해 2020년 직원 복지에 사용한지출액이 소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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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투자되었습니다.

사회 보험

민영 보험

직원보험
의료 지원

건강 검진

의료 센터 및 상담

건강
지원

글로벌 의료 응급 서비스

생활 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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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중직원의건강및안전을보장

12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있는
화웨이 자회사에 공급된 물자
선적 회수

620+

예방적 의료 조치에 대한 강의에
참여한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있는 직원

100,000+

코로나 전염병은 인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당사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웨이는 코로나 대유행이 발병한 후
신속한 대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대유행이 창궐한 국가와 지역에 있는
자회사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 전담팀을 만들어 일일 활동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고,

• 신속하게 충분한 예방 장비 공급을 예비하고 1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있는 화웨이 자회사에 620번 이상의 공급품 선적을 하며,

• 당사 주재원 동반 가족을 위해 코로나-19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질병 또는 전염병에 걸린 직원에 대한 보험 금액을 인상하며, 더욱더 많은
건강 보험 공급업체를 소개하여 고품질의 직원 보험 서비스를 보장하며,

• 현지 의료 자원 , 온라인 플랫폼 , 중국 전문가의 지원을 포함하여
연중무휴로 코로나-19 확진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대유행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는 내부 및 외부 자원을
편성하여 30개 이상의 예방 건강 조치 관련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있는 100,000명 이상의 직원이 이들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불안으로 고통받는 3,500명 이상의 직원을
위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화웨이 직원

직원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직장 내 안전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직장 내
코로나-19 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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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오랫동안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옹호해 왔습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의 작업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였고 팀 결속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훌륭한 식사, 숙박 및 오락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당사직원들에게강한소속감과 행복감을주기때문입니다.

화웨이에서식사

화웨이는 전 세계 캠퍼스에 식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 140개 이상의 화웨이 식당이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직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점과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지역 사무소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지만, 당사의 요리사는 가용한 재료를
동원하여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팀과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구름 위에서 훠궈 즐기기"와 같은 교육
활동과 이벤트를 조직했습니다. 우리에게
냄비와 접시는 웰빙과 생산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화웨이에서 한끼를

화웨이 직원을 위해 더욱 좋은 근무 및 생활 조건

차드에 있는화웨이의
새사무실 건물

자메이카에 있는 화웨이의
새캠퍼스

화웨이 우간다 직원 숙소
온두라스에 있는화웨이의
새사무실

화웨이숙소

전 세계 직원들이 이익을 남기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고품질의 생활 및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 정책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화웨이 직원의 근무 및 생활 조건 개선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더욱더 많은
화웨이 직원이 정원이 딸린 아름답고
안 전 하 며 편 안 한 아 파 트 단 지 로
이사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바닷가 전망의
헬스 장과 노 래방 을 갖 춘 기 숙사 로
이사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
직원들에게 더 큰 안전감과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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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과정의 화웨이 직원

화웨이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의 일부

2020년 화웨이피트니스 축제

화웨이 차드의즐거운 스포츠데이

화웨이 온라인춤경연

신규직원들 줄다리기

화웨이여가

화웨이 직원은 그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30개 이상의 직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음악 동아리, 춤 동아리,

독서 동아리 , 서예 동아리 , 및 헬스장
동아리를 포함합니다 .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다양한 동아리와 부서가
여러 여가 활동을 조직할 수 있었고 이로 당사
직원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화웨이를떠난 직원 또한 계수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의 능력과 경력 개발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연수 및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직원의 기술을 재교육하고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전략적 예비 , 일선 관리자 개발
프로그램(FLDP) 및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NEO)과 같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내 인재
시장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사내 전근이 허용되고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현지 직원이 새로운
직무와 우리의 기업 문화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가 할당되어 현지 시장에서 당사가 성장하도록 기여하게
합니다.

2020년 우리는 11,000명이 대면 연수 과정을 제공하여
14,000명의 현지 직원을 포함하여 128,000명 이상의 직원이
이수하였습니다. 20,000명의 현지 직원 포함하여 200,000명
이상의 사람이* 당사의 온라인 과정을 들었습니다.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MOOC)에서 50,000만 장 이상의 연수
인증서가 수여 되였습니다.

직원연수및 개발

2020년 전체 직원들은 연수 과정에 평균 36시간을 들였고
현지 고용 직원들은 평균 51시간을 연수 과정에 들였습니다.

화웨이 직원이 연수 과정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

36 시간

MOOC에 수여된 연수 인증서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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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인재를사용해더 총명한인재를개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는 직원을 위해 온라인 연수에
더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당사의 온라인 iLearning 플랫폼의
연수는 마이크로 과정, MOOC, 소규모 개인 온라인 과정 및
라이브 스트리밍 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는 3,400명 이상의 해외 신규 직원에게 바로
고품질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연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중국 이외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이 빨리 당사의 기업문화에
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사의 직원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경력 진로 즉
기술 전문가 진로와 관리자 진로를 가지고 명확한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직원이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은 고위 직급에서 전문가로 그리고 다시 기술 분야의
지도자로 가는 사다리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은 일선 관리자에서
시작하여 프로젝트 리더 또는 기능조직 리더를 거쳐 최종
사업조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갈래
진로는 또한 회사의 사업 필요성과 직원의 경로 계획에 따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어느 진로를 택하든 그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됩니다. 직원의 전문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화웨이는
역량 및 자격 (C&Q)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19개의 역량 및 자격 군과 527개의 하위 범주를 가지며 현재
180,000의 인원이 유효한 역량 및 자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 연수 강사 선택

14,000+

금메달을 수여받은 연수 강사 수

670+

화웨이는 직원 연수 및 개발에 있어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신규 직원이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에
통합되도록 도와줍니다. 당사 관리자 개발 프로그램은 일선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및 기타 매니저가 그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사의 고위직급 관리자를 위해 우리는 고위 관리 세미나를
개시하였고 이곳에서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회사 전략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당사의 전략적 예비는 회사 전체의 여러 다른 사업 라인을
포함합니다. 연수 및 실습을 결합한 당사의 전략적 예비에 참여한 직원은
그들이 배운 것을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적용하여 기술을 향상합니다.

우리는 총명한 인재가 더 총명한 인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웨이의 연수 강사들이 여러 다른 사업 영역의 뛰어난 관리자와
전문가인 이유입니다. 전략적 예비 연수, 신입 직원과 만남, 및 고위 관리 연수
중 모든 직급의 사장도 직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2013년과 2020년 사이 우리는 2,000명의 현지 연수 강사를
포함하여 14,000명 이상의 연수강사를 선택했습니다. 80명의 현지 연수
강사를 포함하여 670명 이상의 연수 강사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화웨이에서 고급 기술 인재 개발에 기여한 연수 강사의 연수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신입사원의 멘토와 만나는 화웨이 캐리어 사업 HR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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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으로 화웨이는 162개국 및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국 직원은 49가지의 다른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 이외에서 당사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고 다양한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화웨이는 전 세계에 걸쳐 약 197,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53.4%는(약 105,000명)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중국 이외에서 3,4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채용하였고 해외 사무실의 69%는 현지 주민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지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 해외인력 현지화율 = 전체 현지 고용 직원수 / 해외 법인의전체 직원 수 × 100%

30-50

70%

직원 연령 (2020)

50세 이상

2%

30세 미만

28%

2016 2017 2018 2019 2020

79.9% 79.8%

20.1% 20.2%20.1%

79.9%

20.1%

79.9%

20.6%

79.4%

남성 여성

학 사
42%

기타
10%

박사 이상 4%

교육수준

67% 69%71% 70% 70%

남성 및 여성 직원 (2016–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해외 인력현지화율* (2016–2020)

다양하고포용적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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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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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화웨이 캠퍼스 내 시설

도서실

기도실 카페

헬스장

화웨이는 직장에서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직원이
동등한 기회를 영위하는 포용적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의 모든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당사 부서와 현지 자회사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관계를 맺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
그들의 신념과 관습을 따르고자 하는 권리에 간섭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여러 다양한 종교를 가진 직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 기도실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사 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노력의 일환으로 캠퍼스 내에 피트니스 센터, 도서실, 카페,

및 수유실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보상, 및 승진 관련하여 당사는 인종, 국적, 혈통,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혼인 여부 및 연령과 같은
요인에 따라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동 노동 또는 기타 형태의 강제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며 채용, 고용 및 퇴사를 포함하여 직원과 회사
간의 관계의 각 주요 단계에 있어서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사의 공급업체에도 이를 동일하게 요구하며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화웨이
설립 이후 한 건의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의 목소리에 유념하기 위해 협조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며 효과적인 방법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관리자 피드백 프로그램(MFP), 조직 풍토 설문 조사,

자기 성찰 시간, 관리자 오픈 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제안을 수집합니다 . 직원은 윤리
준법위원회(CEC) 민원 핫라인 및 내부 서비스 핫라인 등의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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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소통을위한다리놓기

* 중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를 말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 (예를들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불어, 러시아어, 및 일본어등)은 공인 기관에서 현지 언어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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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화웨이는 세계화 및 다각화된
운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인과 현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관리자와 직원 간의 다문화 인식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성 관리, 국제 과제를 위한 적응 및
다문화 인식과 같은 여러 교육 과정을 열었습니다. 중국 해외 주재원은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공부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중국 이외의 신규
고용자는 신입 직원 교육의 일부로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중국인
해외 주재원과 현지 신규 고용자 모두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팀에 융화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중국 직원이 사내
업무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관련 자격증을 통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까지 8,300여 명의 중국 직원과 2,200여 명 이상의 중국
관리자가 관련 영어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현지화를 더욱 잘
지원하고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협조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중국 직원 및 2200명 이상의 중국
관리자가 직무 관련 영어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8,300+

화웨이의 다문화 의식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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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윤리

화웨이직원을위한사업수행지침과자회사직원을위한행동강령:

직원행동에준법요구사항을통합

자회사 직원 행동 강령 지침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며 표준 사업 윤리를
준수하며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와 지역의 모든 관련
법과 규제를 지킵니다 . 이는 당사 관리팀을 인도하는
원칙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고
비즈니스 활동 및 프로세스의 모든 지점에 준법 관리가
지켜지는 준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든 직원은 당사의 사업 수행 지침 (BCGs)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0년 배포된 화웨이의 준법 관리 백서는 준법 관리는 물론
국제 표준, 지침 및 모범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백서는 당사가 다양한 국가 및 사업
영역의 특성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위험-기반 방식으로
준법을 관리하는지를 기술합니다.

전문적인 준법 관리팀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당사는
현지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준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근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현지에서
준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 준법은 모든 팀의 핵심 성능 지표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준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지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채택하며 자회사가 준법 관리에 투자하도록
인도합니다.

• 화웨이의 일반적인 준법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모든
자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규정 준수
관리 정책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사업 활동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자회사는 준법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준법 목표를 설정하며 통제 방안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해당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 자체 평가, 준법 감독 기구의 점검 및 독립적인 내부
감사를 수행하여 준법 관리 방식이 효과적인지
평가합니다. 이들 평가는 준법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웨이는 준법 문화와 청렴한 풍토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위 관리팀은 모범을 보이며
우리의 핵심 가치인 청렴성을 실천합니다. 당사는 직원에게
준법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시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식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화웨이는 반부패, 뇌물 방지, 지적 재산권 및 영업
비밀 보호, 무역 규제 준수, 재무 규정 준수,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 걸쳐 준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선했습니다 . 우리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고객사 , 협력사, 및 정부 규제 당국을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준법 강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화웨이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정부와
협력업체로부터 존경 및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직원 행동 지침

화웨이
직원 사업
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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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및 뇌물방지

화웨이는 뇌물 또는 부패에 대해 제로-관용 정책을
취합니다.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고 뇌물과 부패를 반대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뇌물방지와 반부패에 대한 당사의 의무를 상업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며 당사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는 뇌물 방지 및 반부패 준법 시스템을 준법
문화, 지배구조 및 감독, 준법 관련 위험 평가 및
예방-발견 대응 기술, 및 지속적인 운영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준법 감사를 수행하여 모든 사업 시나리오상
잠재적인 준법 위험을 식별하고 목표로 하는 통제
방안을 개발하며 이러한 방안을 당사의 사업 활동 및
프로세스에 통합시킵니다.

• 화웨이는 청렴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든 직원은 당사의
사업 수행 지침과 반부패 정책을 연구하고 서명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맞춤형 연수는 화웨이가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다루고 다양한 직원 그룹을 위해
제공됩니다. 연수 내용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 포럼 , 전용 온라인 연수 채널 등 여러
방식으로 배포됩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화웨이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화웨이를 대신하여 화웨이 고객사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화웨이 협력업체 역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 , 업계 윤리 기준 , 협력업체를 위한
화웨이의 반부패 정책, 화웨이 공급업체의 사회적 책임
행동 강령, 화웨이 협력업체를 위한 행동 강령, 정직 및
청렴성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우리는 직원 및 기타 당사자가 위반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 화웨이가 제보를
받으면 조사를 개시하고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여 모든 형태의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우리는 당사의 이해관계자와 (예를 들어 재계 기업,

컨설턴트, 협력업체, 및 비정부기구 등) 준법에 관하여
계속해서 의사소통하여 뇌물 방지 및 반부패에 대한
당사의 위치와 견해를 명확히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화웨이의 준법 규제와 정책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반부패 및 뇌물방지와 관련된 화웨이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uawei.com/en/

태국 화웨이의 반부패 관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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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및영업비밀보호

화웨이는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장기 투자와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20년 말 현재 화웨이는 40,000개 특허
군에 걸쳐 100,000개 이상의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혁신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지적재산 규칙의 추종자이자
실천자로서 또한 그와 같은 규칙의 기여자 및
혁신자로서 화웨이는 주요 ICT 기업과 상호 특허 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업계와 국가 및 지역
전반에 걸쳐 혁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타사의 지적재산과 영업 비밀을 존중하는
동시에 당사의 그것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 직원이 부적절하게 타사의 영업
비밀을 획득, 공개, 사용, 또는 폐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특히 타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웨이가 취한 주요 조치들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사업 활동 중 타사의 영업 비밀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합법적으로 및 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 활동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분명한 규정을 명시한 제3자 영업 비밀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규제 발표.

• 연구 및 개발 , 판매 , 조달 , 인사와 같은 사업
프로세스에 영업 비밀 보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일상적인 운영에서 교훈과 사례 연구를 찾아내어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관리 방법을 꾸준히 개선.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시험을 체계화하여 영업 비밀 보호 준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모두 인식할 수 있게 만듦.

• 타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정책 , 규정 및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기 위해 점검 및 감사를 포함하여 감독을 수행.

•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당사자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 규약 및 정보 보안 위반에 대한
책임 등급 기준과 같은 공식적인 기업의 정책에
근거하여 책임 제도를 구축.

2 0 2 0년 말 현재 화웨이는
40,000개 이상 특허 군에 걸쳐
총 100,000개 이상의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화웨이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합니다.

지난 10년 화웨이의 연구 개발
투자액은 7억 2,000만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당 사 전 체 매 출 액 의
15.9%

당사 전체 인력의 53.4%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최대의 특허

포토폴리오를 가진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20

105,000

연구개발 직원

2020

연구개발비

141,893,00

0,000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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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준수

화웨이는 오랫동안 당사가 운영하는 국가와 지역의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UN, 중국, 미국 및 EU의 모든 관련 수출 통제 및
제재 법률과 규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무역 규제 준수를 위한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내부 제도를 구축하고 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업계 모범 사례를 지키며 당사는 통합된 무역 규제 준수
관리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이 부서는 그룹사의 기능적
및 현장 부서 모두에 대해 무역 규제 준수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또한 현지 법률 변경사항을 모니터하고 회사의
규칙과 프로세스에 무역 규제 준수를 통합하고 조달,

연구 및 개발, 판매에서 공급에 이르는 사업 운영의 전
부분에서 무역 규제 준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글로벌
사업장에 전문 팀을 신설했습니다.

화웨이는 무역 규제 준수에 대한 의식을 직원에게
고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매년 반드시 당사의 사업 수행 지침에
서명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해당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됩니다. 화웨이는 당사
모두의 관리자 및 직원에게 무역 규제 준수에 대한 연수
과정을 제공하며 이러한 연수 형식은 과정마다 모두
다릅니다. 특정 사업 시나리오를 표적으로 하는 연수와
결합한 이러한 노력은 직원이 수출 통제에 대한 당사와
직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와 일부 계열사들이 미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등재된 이후 당사는 준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통제 조치가 시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사 고객사, 공급업체, 및
기타 협력업체와 소통을 유지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화웨이의 수출 통제 규제 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huawei.com/en/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화웨이 자회사의 규제 준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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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책임

화웨이는 업계 모범 사례와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 당사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합니다 .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조달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급업체
자격 조건과 선정 및 성과 평가 및 일상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공급업체 관리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객사, 공급업체, 산업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당사는
조달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사항에 전염병 예방을
통합하고 공급업체가 필요한 공급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화웨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의 삼자 선언, 책임 있는 기업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 강령, 공동 감사 협력의 공급망
지속 가능성 지침, 및 IPC-1401 공급망 사회적 책임 관리
체계 지침에 기반하여 포괄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달
관리 체계와 공급업체 계약을 개발했습니다.

화웨이는 모든 공급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급업체
계약에 서명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노동 기준, 안전 및 보건, 환경 보호, 기업 윤리 및 관리
체계와 같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화웨이는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 사용을 꼭 지켜야 할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준수를 공급업체 자격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꼭 지켜야 할 사안의 위반에
대해 제로 관용 정책을 취하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즉시 종료합니다.

지속 가능한 조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달 계약,

꼭 지켜야 할 사안, 프로세스, 및 감사 관행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사항은 당사 조달 부서의 모든 팀의
성과 지표에 통합됩니다.

화웨이는 공급업체 감사에 대해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합니다. 매년 당사는 모든 주요 공급업체를 감사합니다.

이들 공급업체는 당사 조달 지출액의 9 0%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달액, 자재 분류, 공급업체 위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험 정도, 및 이전 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와 같은 포괄적인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각각의
공급업체에 세 가지 위험 등급(고 , 중 , 저) 중 하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연간 지속가능성 감사 계획을 세워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공급업체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모든 잠재적인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수행하여 지속 가능성 체계, 해당 법률, 규정 및 공급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 및 실제
준수 수준을 심사합니다. 평가에서 떨어진 기업은 화웨이
공급업체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업계 모범 사례를 참조하고 공급업체의 개별 기능에
맞게 조정된 공급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는 아동 노동, 현대적 노예 및 강제 노동 금지를 포함한
사안, 미성년자 근로자 보호, 직원에 대한 차별 및 처벌 방지,

결사의 자유, 근무 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화재 통제, 안전과
건강 , 환경 보호 , 탄소 배출 감소 , 사업 윤리 , 및 2차
공급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행 관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현장 검사, 직원 면담, 경영진 면담, 문서 검토, 온라인
검색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공급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공공환경 사무협회가 개발한 블루 맵을 사용하여 환경
요건에 대한 공급업체의 준법을 평가합니다. 감사하기 전
당사는 공급업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체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감사 중 당사는 전문가가 협력업체와
현장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 당사는 1,600여 개 주요 공급업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는
신규 공급업체 및 기존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319개
공급업체에 대해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116개의
공급업체는 제3자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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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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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조달관리 체계

공급업체위험등급및 감사

화웨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를 실시한 공급업체 수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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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장 감사 중 문제를 발견하면 우리는 CRCPE 방법론
(검사, 근본 원인 분석, 수정, 예방, 및 평가)을 사용하여
공급업체가 해당 사안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론은
공급업체가 일반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표적
해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공급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 중
발견된 사안

46%

28%

1%

15%

11%

안전과
보건

2차공급업체의기업의사회적책임관리

공급업체성과관리

매년 화웨이는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 현장 감사 결과,

및 수행한 개선 결과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합니다.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할 때
당사는 공급업체가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가 IPC-1401 공급망 사회적
책임 관리 체계 지침에 기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리
체계를 개발하도록 권장합니다 . 공급업체는 그들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근거하여 4개의 등급 (A, B, C, 및 D)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각각의 공급업체와 수행하는 사업 성과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의존하며 이는 또한
당사의 입찰, 공급업체 선택,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기타
프로세스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른 요소가 동일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우수한 공급업체에
더 많은 사업 지분 또는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과가 적은 공급업체에는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는 지속 가능성 성과가 좋지 않은
공급업체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당면 사안을 해결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업 지분을 삭감하거나 더 적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특별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 관계까지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준 환경 보호 사업 윤리 관리 체계

당사가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할 때
우리는 또한 그들의 지속가능성 실적도 고려합니다.

2020년 당사는 33개의 공급업체가 그들 자신의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는 관리 책임 정의, 내부 연수 제공, 산업 표준
채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 초안 작성 , 신규
공급업체 적격성 평가, 공급망 위험 평가, 공급업체 감사
수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와 사업 기회 연결, 보상
및 징계 시스템 개발이 포함됩니다 . 이들 33개
공급업체는 거의 4,000개의 2차 공급업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에 서명했으며 거의 400개의 2차
공급업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4개 2차 공급업체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여 당사 공급업체의 사회적 책임 조달 관리
체계가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사 공급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은 당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사항을 그들의 공급업체(2차
공급업체)에까지 확장하도록 요구합니다.

2차 공급업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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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역량개선

공급업체가 6-시그마방법론으로초과근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

화웨이는 당사 공급업체를 위해 지속가능성 연수와 코치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공급업체가 위험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그들의 사업 전략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각 공급업체가 다른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유한 경험과 역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므로
공급업체가 벤치마킹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의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에 기반하여 우리는
공급업체를 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벤치마킹을 통한 배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 우선순위 세우기: 우리는 당사 공급업체가 그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가장 흔한 문제를 나열하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 벤치마크 식별: 우리는 어느 공급업체가 최고인지 식별하며 그들의 모범 사례를 분석합니다.

• 공유 및 배움: 우리는 벤치마크 공급업체를 초대하여 그들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모든 공급업체가 업계 표준과 규범을
배우기를 권장합니다.

• 이행: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공급업체가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급업체는 언제 어디서 초과 근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과도한 초고 근무 발생 요인 및 사업 및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 그 후
공급업체는 공정 병목 현상 식별, 제조 자동화, 더욱더
많은 연수 과정 제공, 향상된 중요 직책 직원 유지 방법,

부서 간 정보 공유, 고객사와 공급업체와의 더 많은
의사소통, 및 더 좋은 제조 계획과 같은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들 각각의 해결책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줄고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직원의 과도한 초과 근무는 당사 공급업체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초과 근무에는 많은 주문량, 형편없는
제조 계획, 자재 부족, 낮은 기술 및 열악한 작업 공정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객사와 공급업체는 물론 회사의 판매, 제조, 조달, 및
인사 부서를 포함합니다.

화웨이는 어떻게 6-시그마 방법론이 과도한 초과 근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검사하기 위해 지속해서
공급업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과도한 초과 근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한 화웨이 주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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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지속가능성 사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고객사 및 공급업체와 워크숍을 주최하며 고객사가 공급업체 시설을 방문하도록 초청합니다. 또한, 고객사와 공동으로
공급업체 감사를 실시하며 공급업체 역량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종업계 회사와 지속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고 업계 표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더욱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고자 하는 화웨이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공급망투명성에대한고객사설문조사

이러한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그들의 속마음을 밝히고
공급망 속의 작업자와 고객사를 연결하는 가교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웨이와 당사
고객사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공급업체가
개선할 기회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며 우리는 당사
공급업체가 그들 자신의 작업자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공급망 투명성은 당사 고객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 화웨이는 당사 고객사와 협력하여 여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 공급망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화웨이와 도이체 텔레콤은 휴대폰 앱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과정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공급망의 작업자들이 QR

코드를 스캔하고 관심 질문에 대해 익명으로 은밀하게
도이체 텔레콤에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참여

화웨이와 당사 고객사의 한 회사에 의해 조직된 공급망 투명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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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서비스공급업체를위한환경, 보건, 및안전 (EHS)

2020년 말 현재, 2,500개 이상의 화웨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업체의 CEO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안전, 및 보건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화웨이와
당사 협력업체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요청으로 감염지역 내 통신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였습니다. 감염 지역 내 안전한
건설과 보호에 대한 화웨이의 지침은 건설 전, 중, 후의
작업 방법과 비상시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직원에게 제공하여 협력업체가 효과적인 예방 조처를
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권장합니다.

화웨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업체의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 보건, 및
안전 위험을 관리하며 심각한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를 이용하여 환경, 보건, 및 안전 규칙
위반을 식별하고, 미리 설정된 위험 지표에 의해 자동
경고를 발생시키며 모든 환경, 보건, 및 안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업체가 효과적인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기를 권장합니다. 공급업체의 환경,

보건, 및 안전 의식과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화웨이는 환경,

보건, 및 안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업체가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리더십을
강화하고 ,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

자체적인 환경, 보건, 및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환경, 보건,

및 안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계속해서 그들
자신의 환경, 보건, 안전 성능을 개선하게 도와줍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환경, 보건, 및 안전 교육 및 보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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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병중안전하게작업을재개하도록생산공급업체를도움

2020년 초 , 코로나-19 발발로 당사의 많은 생산
공급업체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
공급망은 위태로웠습니다. 화웨이는 다음 조처를 해
당사의 생산 공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재개하도록
도왔습니다.

• 위험 식별: 우리는 고위험에 직면한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영향을 받은 자재 및 해당 코드를
나열하고 공급업체와 지방 정부와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험 공유 : 우리는 500개 이상의 공급업체에
효과적인 팬데믹 예방 및 통제 보장 제안서를
보냈고 생산 부서용 현장 팬데믹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4개 언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제공하였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4개 차원의 18개 카테고리 내 94개
항목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대한 화웨이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의료 공급품: 우리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공급, 표준화된 가격, 중앙 집중식 유통 경로 및 수요
주도로 배분되는 안면 마스크 구매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 인력 보증: 우리는 선전 및 동관 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과 협업하여 500명 이상의 공급업체 핵심
직원이 설날 후 직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교통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였습니다.

화웨이에 의해 생산 공급업체에게 제공된
의료 공급품: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당사의 주요
공급업체가 신속하게 일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고객사의 주요
프로젝트에 정시 배송을 유지하고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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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속가능한광물공급망국제포럼에서모범사례공유

화웨이는 주석 , 탄탈룸 , 텅스텐 , 금 및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를 포함하는 제품의 책임 있는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및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중국 실사 지침을 준수합니다. 동종 업계
회사와 협업하여 당사는 공급업체가 그들의 제품에 포함된
광물이 직간접적으로 인권 유린을 지원하거나 환경이나 개인
건강 및 보건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부패를 조장하는 등의
위험을 줄이는 능동적인 조처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책임 있는 기업 연합(RBA)의 일원으로 우리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를 통해 분쟁 광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분쟁 광물 설문지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가 공급업체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사용하는 광물 출처를 추적하고 원산지 제련소 목록을
식별하게 하여 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당사의 고객사와
공유합니다.

2020년 우리는 20개 고객사와 설문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업계 전반의 여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책임 있는 코발트 이니셔티브(RCI)의 회원으로 화웨이는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 관리에 대한 화웨이 성명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uawei.com/en/ 참조).

우리는 코발트 공급망 지도를 작성하고 공급망 위험을
식별하고 제 3자 감사를 의뢰하고 고객사에 코발트 실사에
대해 알렸습니다.

광물책임관리

중국 금속 광물 및 화학물 수출입 자의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 국제 포럼은 “새 시대의
규제 변화와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주제로 책임 있는
광물 추적, 책임 있는 거버넌스 및 코발트 공급망의 문제,

분쟁 광물에 대한 유럽 연합의 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포럼은 국제기구, 정부 기관,

표준 협회, 광물 공급망 관련 업체, 투자자의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책임 있는 코발트 공급망 거버넌스 및 도전에 대한
포럼에서 화웨이는 코발트 제품의 고객사 대표로
참여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당사의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행사는 2020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 국제 포럼(SMISC 포럼) 및 2020년 12월
지속가능한 공급망 주간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 본
행사에 참석한 여러 단체는 화웨이가 공유한 사례를
환영했습니다.

2020년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 국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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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책임

화웨이는 당사가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원입니다 . 우리는 소통의 힘을 믿으며 ICT 솔루션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포용과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는 협업을 가치 있게 여기며
정부, 고객사, 및 비영리 단체와 힘을 합쳐 광범위한 자선
활동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ICT 역량 배양에서 성 평등 도모,

및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력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2008년
태국에서 시작

130
개 국가 및 지역

500+
전 세계 최고 대학

120+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의 추천 수

거의 9000명
현재 참가자 수

미래를위한씨앗프로그램

2008년에 출범한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은 화웨이의 가장
오래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며 가장 많이 투자한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화웨이가 운영하는 나라와 지역의 고도로 숙련된
ICT 전문가를 양성하며 현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뛰어난 학생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이
발전된 ICT 솔루션에 관하여 배우고 글로벌 업계 지도자 및
전문가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여러 문화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얻은 경험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더
많이 배우게 하여 미래 ICT 업계의 성공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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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기간중첫번째미래를위한온라인씨앗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이
2020년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립되었지만 , 인터넷은 세상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 온라인 프로그램은 지리적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본 프로그램의 범위와
영향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프로그램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3,000명의 학생으로 호황을 이루며 그중 3분의 1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본 프로그램을 위한 영구적인 열린 학습
플랫폼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수업 및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업계 전문가, 교수, 연구자, 및 기업 임원이 젊은
학생들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질문에 답하는 일련의 생방송 웨비나를
개설했습니다 . 우리는 또한 화웨이의 현지 법인이
지역에 맞게 온라인 수업을 연장 설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2020년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은
아직도 개회식 및 폐회식에 접근 가능하여 당사는 현지
정부 관료, 주요 여론 지도자, 및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배웠는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 0 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학생들과 연결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2020년 온라인 송년회를 시청하는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의 졸업생

명 이상의 학생들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000+ 2020년은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의 1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는 LinkedIn에서 본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를 위한 동창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곳 동창회는
원하는 언제든지 ICT 업계의 동료들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곳 동창회를 통해 당사는
ICT 기술, 경력 개발 경험 및 동문 뉴스에 대한 게시물,

설문 조사 및 비디오 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또한
온라인 포럼과 전문가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 동문을
위한 활동도 조직합니다. 2020년 말 우리는 첫 번째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 온라인 송년회를 개최하여
총 2,4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전 세계 11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 우리는 희망차고 즐겁게
2020년에 다 함께 작별을 고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을 더 알고 싶으면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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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에서진행된학생들의주요인턴십합격을돕는미래를위한씨앗프로그램

2020년 10월 화웨이는 기니에서 두 번째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지 ICT 학생들이 디지털 전환의 선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니 대통령 , 교육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현지 이동통신업체의 대표자, 및
대학에서 온 150명 이상의 귀빈이 본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참가한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Alpha Condé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소중히 여기고 ICT 및 기타 관련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욱
빨리 현지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니 화웨이는 정보통신부, 교육부, 및
자선 단체들과 협력하여 참석자에게 새로운 ICT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장비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이해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5G,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연수는 우리가 성장하고
기니의 산업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니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 개회식에 참석한 학생들

— 기니의 두 번째 미래를 위한 씨앗
프로그램에서일등을 한 Oumar Traore

프로그램 중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참가
학생들의 네트워크 연결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네트워크가 복구된 후 학생들은 학습을 계속하여 해당
과정을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결국 모든 참가자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1 0 명의 학생은 기니의 주요 회사 인턴쉽에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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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 화웨이는 당사가 운영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선 활동을 조직합니다. 우리는 정부 및 국제
및 지역 단체들 모두를 포함하는 협력업체와 함께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화웨이는 다양한 자선 활동을 수행하고 현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문화, 예술 및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에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650개 이상의 자선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발병에 직면하든 디지털 기술을
양성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든 시종일관 지역 사회와 함께 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 19가 이탈리아 전역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 이탈리아 병원과 지방 정부는 전례 없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화웨이는 협력업체와 함께 팬데믹 예방 공급품, 디지털 장비,

및 기타 지원을 이탈리아 지역 정부, 병원, 및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 우리는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자재기부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의료 공급품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화웨이는 시민 보호국, 다수의 지방 정부, 병원, 및 이탈리아
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협력업체에 공급품을 기부하여
현지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의료서비스지원

의료그이상

이탈리아: 코로나-19와함께싸우며기술에 "사람손길"을더하다

현지지역사회를위한가치창조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현지 지역 의료 자원에 큰 압박을
가했고 모든 병원이 빠르게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환자와 더욱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소통하고
의료진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해 화웨이는 화상회의
시스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및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진단 장비를 이탈리아 전역의 많은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중국과 이탈리아 병원 간 온라인 미팅을
지원하여 전염병에 대한 각각의 경험을 서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따뜻함과 돌봄을
특히 필요로 합니다. 당사의 협력업체와 함께 화웨이는 전자
장비를 위 중증 환자와 자택에서 격리하고 있는 현지인에게
기부하여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더 잘 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기술에 사람
손길을 닿게 한 것입니다 . 화웨이는 또한 이탈리아
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온라인 자선 콘서트인 재즈의 마음을
후원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유럽 11개국에 생방송 되었습니다.

화웨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대해 논의하는 이탈리아와 중국 병원의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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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디지스쿨 프로젝트

일본: 기술로코로나19에맞서함께도전을헤쳐나가다.

일본 아이치 의과대학에 팬데믹
예방 물품을 기증하는 화웨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본에 도달했을 때 일본은 현지 의료 공급품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공급품 공수를 시도했으나 많은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후
화웨이는 이들 긴급 공급품을 일본에 선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공급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분배될 수
있도록 온종일 운영하는 일본 창고에 회사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화웨이는 일본의 여러 병원, 지방 정부, 및 교육 위원회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병원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타 조직과 더 잘 의사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일본 의료 기관이 위 중증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간사이 경제 연맹 코로나-19 의료 시스템 재단에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지스쿨과함께 어린이를위한더좋은 미래의구축

읽기 진전에 관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78%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4학년 학생의
기본적인 영어 독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독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화웨이는 남아프리카 이동통신업체 Rain과
비영리 교육 단체인 Click 재단과 함께 2020년 7월 디지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어린이가
3학년을 마치기 전 학습 내용을 유창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계획은 1년 이내 100개의 초등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웨이는 연결 장비를 제공하고 Click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고 학교에 고품질 학습 교보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ain

통신사는 학교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4G와 5G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2020년
말까지 이 프로젝트는 29개 학교를 연결하여 22,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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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dinga 및 파나마 정부와 계약에 서명하는
화웨이

2020년 3월 인도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 인도는 직업 기술 교육 센터를 통해 이미 제공했던
과정을 재빨리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꿔 학생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6월 들어 인도가 점점 봉쇄 제한조치를 풀면서 해당 센터 교수진은
436가족을 방문했고 57명의 신입생을 등록했습니다. 교수진은 또한 그들을
방문하면서 학습 교재와 온라인 코스를 제공함으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센터는 또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인원의
오프라인 코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에 시골 지역의 청년이
직업 기술 교육과 취업 안내에 대해 동등한 접근 기회를 받도록
보장했습니다.

학생의 취업을 돕고 있는 인도의 직업 기술
교육 센터

인도: 학생들취업지원직업기술교육센터

중앙아메리카:봉쇄조치에도불구하고학교연속성보장을위한디지털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많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계속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화웨이는 현지 학교에 ICT 솔루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솔루션과 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 화웨이는 또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학교 교육이 봉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파나마에서 화웨이는 클라우드 솔루션과 플랫폼 자원을 제공하여 온라인
교육 자선 단체인 Ayudinga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라틴 아메리카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제단체, 정부, 및 현지 교육 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의 외딴 저개발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화웨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들이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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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에서 최초 디지털 시대 여성 행사

유럽: 기술분야여성을위한 HUAWEI4HER 프로그램

2020년 화웨이는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일련의 HUAW EI4HER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화웨이는 브뤼셀에서 여성 기술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의 고정 관념을 없애고 더 많은
여성을 기술 분야로 이끌 방법을 논의한 최초의 디지털
시대의 여성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술 분야에서
여성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6월 화웨이는 핀란드의 정치, 학계, 비영리 부문
지도자들을 초청해 양성평등에 있어서 핀란드의
성공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1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화웨이 혁신 데이 행사에서
HUAWEI4HER는 주요 토론 주제였습니다. 이 행사는 기술
분야에서 양성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과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화웨이 대표자는 폴란드에서 기술 분야 여성
정상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폴란드 화웨이의
여성 이사는 폴란드의 5G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15인에 포함되었습니다.

화웨이와 지역 재단은 관련 분야의 여성 기술 기업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의 여성 사업가 대회에서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추가로 화웨이 유럽은 공식 웹사이트에 일련의 여성 파워
토크를 게시했습니다. 이들 동영상에서 고위 이해관계자는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의 파워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고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TU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48%로 남성의 58%에 비해 낮습니다. 인터넷 접근 및
사용 측면은 물론 기술 분야의 참여 및 리더십 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아직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화웨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

포용성, 및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화웨이 수석 부회장 첸 리팡은 BRICS 여성 기업 연합(WBA) 중국 지부의 창립회원이 되었고 WBA 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연합은 여성 기업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더 많은 교육과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를 위해 화웨이는 기술 분야의 여성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여 화웨이에서 일하는 일부 우수한 여성의 이야기를 공유하였고
양성평등 이슈가 더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기술 분야의 여성이 그들의 소리를 내고 양성평등을 신장하는
전 세계 포럼과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의 여성 이니셔티브에 대해 더욱 알고 싶으면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양성평등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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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여성기업가를지원

2020년 화웨이 우간다는 ICT 창업 대회에서 우간다 통신 위원회와
협력하였습니다. 올해 대회의 우승은 Vouch로서 여성 기업가인 Evelyn

Namar a가 개발한 앱입니다 . 이 앱은 외딴 지역의 농부가 정부와
비정부기구로부터 정보와 자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 앱은 정보를 공유하고 농장 효율을 올려 지역 농부의 생활
수준을 개선했습니다. 화웨이 우간다는 Vouch에 지원을 제공하고 앱이
포함된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 Vouch는 이제 8명의 정규직 직원을
포함하도록 인력을 확장했으며 거의 30,000명의 실사용자를 모았습니다.

Namara의 이야기는 더 많은 여성이 ICT를 통해 그들의 꿈을 이루고 주위
사람을 돕는 잠재적인 도구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간다 기업가 Evelyn Namara

기술 분야 여성을 위한 TECH4HER 장학금을
수여하는 화웨이 아일랜드

아일랜드: 기술분야 여성을위한 TECH4HER 장학금

2020년 화웨이 아일랜드는 국립 더블린 대학교(UCD)와 더블린 공과대학(TU

Dublin)의 두 개 아일랜드 대학에서 기술 분야에 있는 여성에게 TECH4HER

장학금을 수여 했습니다. 첫 해 이 프로그램은 상기 2개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을 전공하는 11명의 여성 학부생 및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STEM 전공 여성 학생을 지원하고 더 많은 여성이 ICT 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무합니다. 장학금 수여자들은 또한 화웨이 연구 및 개발
센터에서 멘토와 대화하고 여러 ICT 업계의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장학금은 더 많은 대학교의 학생에게 수여 예정입니다. 여성 및 장애인
학생을 포함하여 ICT 업계에서 과소 대표되는 계층에 코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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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웨이 케냐는 화웨이 기술 분야 여성 (W ITH)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케냐 이동통신업체 Safaricom, CIO 잡지, 및 기타 채널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업계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화웨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기업가 지망생을 위한 ICT 교육, 산업 행사 등 다양한 그룹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이
그들의 ICT 기술을 향상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신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0년 WITH는 AI,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케냐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기업가를 위한 3일 일정의 ICT

연수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이
WITH 활동에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화웨이 WITH 이니셔티브: ICT 산업에서
양성평등 신장

코트디부아르: DEA와 함께여성을위한 ICT 기술교육

DEA에 기부한 화웨이

화웨이는 연결성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사의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더 낳은 네트워크
연결을 구축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광대역과 연결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개발을 증진하며 빈곤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연결성은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을 줄이며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재해 중 구조와 구호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케냐: WITH 이니셔티브를통한여성을위한 ICT 교육

2 0 2 0년 7월 화웨이 코트디부아르는 여성을 위한 자선 단체인
DynExcAfrica(DEA)와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및 기타 자원을 DEA에 기증하고 DEA가 코트디부아르의
청년 여성을 위한 ICT 교육 및 연수를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러 연수 과정과 활동은 DEA의 지원으로 화웨이에서 주최했습니다.

인권존중

화웨이는 모든 관련 국제 및 국내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며
국제 표준 및 인증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화웨이는 세계인권선언이 주장하는 모든 기본 인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사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화웨이는
2004년부터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일원이며
2018년부터 책임 있는 기업 연합(RBA)의 회원입니다. 이에
더해 화웨이는 무엇보다도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발표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과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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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영역

화웨이는 기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 조직을 기반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서는 당사 사업 활동 및 공급망에
존재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기술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 기술은 인간, 사회,

및 환경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화웨이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의
오남용에 반대합니다. 당사는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사용에 있어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및 잠재적인
영향을 꼼꼼하게 평가하며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상업적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신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미지의 위험을 다루기 위해, 화웨이는 기존의 공정 및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확장했으며 공급업체, 협력업체, 및
고객사와 협력하여 기술 개발의 모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화웨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심각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 ( GDPR)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관련 개인 정보 법을 준수합니다.

화웨이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당사의 기업 지배구조와
개인 정보 처리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포함했습니다.

우리는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해 개인정보와 보안 원칙을
따르며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행합니다. 화웨이는 또한 당사 공급업체가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총 473명의
화웨이 개인정보 전문가가 국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IAPP)로부터 인증을 받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전 세계 최고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노동권 보호: 화웨이는 채용, 고용 및 퇴사를 포함하여
직원과 회사 관계의 모든 단계를 다루는 상세하고 공평한
규정을 통해 직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 고용, 승진, 및 보상에 있어 당사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 국적 ,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강제
노동 사용 및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을 금지합니다.

• 책임 있는 공급망 유지: 화웨이는 당사의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 우리는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요건과 모든 감사 요청을 준수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공급업체가 그들의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보호, 보건
및 안전, 개인정보, 및 뇌물 방지 준수와 관련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화웨이는 모든 신규
공급업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격심사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공급업체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시행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그들의 지속가능성 성과, 현장 감사 결과,

및 개선 활동 완료 등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인권 존중은 화웨이의 오랜 관심사입니다.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제, 표준을 준수하며 당사는 국제단체, 정부, 및 업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기술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표준과
지침을 개발합니다.

동시에 당사는 모든 관련 취약점 또는 조직 내 영향을 즉시
식별,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해 관리 방식을 계속 최적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