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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래를 내다보다

CEO인사말
마틴브라워(Martin Brower) 202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찾아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의 주요 성과를 나타내고 전 세계 마틴브라워의
우리 팀이 이루고 있는 훌륭한 업적에 대해 공유합니다.
2020년 발생한 팬데믹은 여러가지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
어 놓았습니다.

마틴브라워는 우리 팀원과 가족, 고객,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 웰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빠르게 운영
을 조정했습니다.
팀의 활약과 마틴브라워의 CARES 가치를 매일 실현하며 일궈온 강한 문화를 진정으로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팀은 핵심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며 공동 사업을 개선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모두의 열의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뤄낸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움직임이
만들어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와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가 과학 기반 목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지역 사회와 협업
하는 등 어떻게 문화를 조정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맥고니글(Bob McGonigle)
MartinBrower CEO

우리의 미션

The Martin-Brower Company, L.L.C.

마틴브라워는 직원을 위해 훌륭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전달하며 앞서 나가는 전 세계 레스토랑 체인의 공급망 솔루션 제공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변화

우리는 변화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유연성,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행동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하며 약속을 실천
하고 서로의 성공을
돕습니다.

관계
우리는 상호존중, 성실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료, 고객,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소개

우리의
CARES
가치

716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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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62
백만
마일

25000
개의 레스토랑

12000
명의 팀원

70

개의 시설

공정 & 포용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잠재적 능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전 & 건강
우리는 동료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틴브라워는 Reyes Beverage
Group, Great Lakes Coca-Cola
Bottling and Reyes Coca-Cola
Bottling과 함께하는 Reyes
Holdings의 자회사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우리의 윤리적 헌신

브랜드 평판과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매일 옳은 일을 합니다. 마틴브라워의 모든 팀원은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와 팀원 간
서로에 대한 강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무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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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를
안내하다.
마틴브라워는 빈틈 없이 꾸준히
윤리적 모범사례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년 팀원들과 함께 기업 행동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통, 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는 기업의 윤리
인증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치를
관리하다.
고객과 파트너 즉, 공급 업체의 가치를
우리 기업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세심
하게 보호합니다. 전 세계 직원 한 명
한 명 모두의 경각심과 현명한 사고를
통해 정보를 보호합니다!
마틴브라워의 모든 팀원은 기업의
기밀 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을 받았으며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피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업무 현장의
과제에 맞서다.
마틴브라워는 부패 방지, 괴롭힘 방지,
직장 내 폭력과 같은 어려운 주제에
맞섭니다.
영향력이 강한 트레이닝을 통해 모두
에게 따듯하고 전문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합니다.

목소리 내어 이야기하다.
전 세계 팀원은 두려움 없이 우려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윤리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보복 정책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통계 & 사실

우리의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었던 한 해 동안, 전 세계 우리 팀원들은 지치지 않고 고객 지역 사회,
그리고 스스로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훌륭한 업무 문화를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집중할 뿐만 아니라 펜데믹 동안에 우수한 성과, 리더십,
서비스를 보여주게 되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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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

관리자 효율성

80%

코로나19 동안 업무 환경에서
안전함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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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참여

호주

브라질

프랑스

신속한 적응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틴브라워는 신속하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절차를
시행해 팀원, 고객,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했습니다.

우리의 센터는 다음과 같이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 모든 공동 구역, 차량, 장비의 청소 및 위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각 부서장 및 의료담당 직원을 통해 업무를 시작 전 팀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휴식 시간과 업무 시작 시간 사이에 시차를 둡니다.
◆ 근무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 지정된 입구와 출구를 이용하여 일방 통행할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우리의 사람들

◆ 개인 안전 예방 수칙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개인 보호 장비 (마스크, 손 세정제 등)를 제공합니다.
◆ 비대면 배송을 적용합니다.
◆ 사내 방문객 및 직원의 출장 및 타지역 관광을 제한합니다.
◆ 가능한 직군에 대해 재택 근무를 적용합니다.

투명성을 통해 안전 신뢰를 구축합니다.
◆ 모든 과정과 정책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내부 감염질병 관리규칙 중 상위 규칙을 준수합니다.
◆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역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이거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직원이 있다면 역학 조사를

실시합니다.

◆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되면 시설의 전 직원에게 공지합니다.
◆ 확진자에게 병가 및 휴직을 통해 완벽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며, 치료 및 격리 후 결과를 공개합니다.
◆ 코로나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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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의 마틴브라워 직원들은 업무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팬데믹동안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생 실천,
대응과 소통 프로토콜을 '최고 수준'으로 권하고
있는 주와 지방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사라 버크, 마틴 브로워 미국 대표 이사
(Sarah Burke, US President Martin
Brower)

새로운 방식의 노력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와 여행 제한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소통하는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모든 일의 선두에 서서 직원의 몰입과 기여 및 만족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새로운 정책과
플랫폼을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지원

직원을 위한 지원

상황에 따라 문제를 조정하고 민첩하게 대응함에
따라 새로운 재택 근무 형태에 적응했습니다.
Microsoft Office 365를 예정했던 제공일보다
서둘러 시행해 글로벌 팀원 모두 Microsoft
Teams와 화상 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것입니다(We＇re in this together)’ 라는
메시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캠페인으로 메시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람들

◆ 월간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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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해피 아워와 협업 이벤트
◆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 각 센터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

◆ 직원에게 보내는 대표의 영상과 편지

79%
79%

직원 참여*
관리자 효율성*

*2020 MB 직원 참여 설문 결과

◆ SMS 문자 전달 및 우편
◆ 배송기사 텔레매틱스 & 급여명세서 메시지
◆ 공용공간 게시판에 포스터
◆ MBTV 디지털 게시판
◆ 사내 인트라넷
◆ 이메일 핫라인
◆ Q&A 포럼

직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지원
펜데믹동안 업무와 가정 생활에 여러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며

"Microsoft Teams를 통한 영상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근무 환경의 판도를 뒤집
는 중요한 게 게임 체인저가 되
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안에 대
해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으며,
특히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더욱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바트 챔버, 마틴브라워 글로벌
HR 책임자 (Davat Chambers,
Global HR Director Martin
Brower)

마틴브라워는 다음을 통해 팀원들이 업무와 가정 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인력과 파트너의 고용을 통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관한 유인물
◆ 정신 건강 및 업무/삶 균형 온라인 트레이닝과 책자
◆ 가상 의사 방문
◆ 재택 근무 공간에 대한 안전성과 인간 공학 평가
◆ 활동 소책자와 아이들을 위한 색칠 대회
◆ 물, 소독용 물티슈,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이 포함된 코로나 케어팩
◆ 토론 포럼 개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우리의 목표는
기업으로서 직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고 팀원들이 불확실하고 계속 변
화하는 상황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앤-마리 블랑크, 마틴브라워 영국 & 아일
랜드 HR 책임자 (Anne-Marie Blanke, UK
& Ireland HR Director Martin Brower)

가상 연결
직원의 발전에 대한 마틴브라워의 노력은 일년 내내 멈추지 않고 가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리더를 위한 올바른 트레이닝과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대면교육 대신에 이전의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온라인 포맷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런칭하였으며, 어려운 한 해 동안 팀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리더가 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프론트라인 리더십 개발 트레이닝 (Frontline 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

우리의 사람들

◆ MB 우수 운영 (MBOpEx) Six Sigma 및 Kaizen Lean 트레이닝

450

안전성 개선

우리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새로운 온라인 트레이닝과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디지털 활용능력 - 자기 주도 세션으로 데이터 지식을 향상하고 데이터 기반 문화를 주도 (캐나다)
동기부여 관리 트레이닝 (캐나다)
iLearn 아카데미 - 팀원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 향상 (영국 & 아일랜드)
멘토십 프로그램 - 숙련된 팀원과 새로운 팀원 간 강한 유대감 형성 (전 세계적으로 확장 및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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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공정성 & 포용성
2020년,
우리는 계속해서 CARES 가치에 근간을
둔 강력한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팀을 구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팀은
각자의 능력과 경험,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믿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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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진정으로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행할 수 있
다고 믿습니다.

다양성, 공정성 & 포용성 (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 프로그램의 진보
더욱 포용하는 마틴 브로워가 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투자해왔으며
2019년에는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비즈니스의 중점으로 두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전략적 청사진

기업의 CARES 가치를 DEI로 수정하여 우리의 노력을 반영했습니다.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비즈니스의 중점
으로 두었습니다. 장기적 글로벌 비전이자 전략인 ＇Imagine 2025’ 도
다양성,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부여

모든 팀원의 경험과 관점을 가치 있게 여기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설
전반에서 글로벌 비전을 현지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과 기회를 통해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포커스 그룹을 활
성화했습니다.

인식 및 교육

더욱 우수한 전 직원의 인식 및 교육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선입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DEI 리더스 가이드(DEI
Leaders Guide)를 내부적으로 발간해 DEI 문화를 도입하는데 있어 리더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고, 변화하며 비즈니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라면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밥 맥고니글, 마틴 브로워 CEO (Bob
McGonigle, Chief Executive Officer
Martin Brower)

2020 DEI 설문결과
76% 호의적인 답변

통계 & 사실

우리의 지구

49,000
98%
93%
90%
16%

2015년부터 탄소 배출량 다수 감소
DC’s ISO 14001 인증
매립 폐기물 재활용
배송차량 대체연료 사용 가능

2015년부터 1톤당 탄소 배출량 감소

우리의 스케일을 활용하고 큰 변화를 이끌며 혁신적인
솔루션, 지속가능한 자원 조달에 개선책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리더십

지구를 기리며, 2020-스타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전통적인 행사였던 지속가능 주간에 제한을 받았지만 전 세계 우리 팀원과 가족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창의적인 이벤트로 우리는 지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 '벌들을 위한 씨앗(Seeds for bees)' 이니셔티브
◆ 쓰레기 사냥 챌린지
◆ 어린이 미술 대회
◆ 탄소발자국 줄이기 사진전
◆ 삼림 보존을 위한 세계 신탁 기부
◆ 가정 및 회사에서의 폐기물 감소를 위한 온라인 지속가능성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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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의 글로벌 맥도날드 스케일 포 굿
(Scale for Good) 어워드 2020 수상

◆ 지속가능성 인식 캠페인

CDP 공급업체 참여
리더로 인정 받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트너와 함께
일하며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 감소.
기후 활동에 대해 노력하기 위해
전 세계 4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CDP의 2020 공급업체 참여 리더
이사회의 대열에 오르게 되어 자랑
스럽습니다

우리의 과학 기반 목표
여정

우리의 지구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1톤당 탄소 배출량 40% 감소 달성
이라는 야심 찬 장기적인 여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및 시설 개선, 대체 연료,
재생가능 에너지와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계획적인 로드맵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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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선

운영 효율화

시설 개선

대체연료

최신 진보 기술을
갖춘 신규 장비에
투자

지속적 개선 촉진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는 우수 운영 프로젝트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통해 물류센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

바이오 연료, 재생
가능한 천연 연료
및 전기 활용

재생가능한
에너지 조달
태양열, 풍력, 수력
에너지 구매

40% 감소

2030년 까지
1톤당 탄소 배출량

환경에 대한 관심
ISO 14001 환경 관리 시스템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마틴브라워는 필수 자원을 보존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폐기물을 감소하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지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설은 끊임없는 개선 전략을 시행해 물류창고부터
레스토랑까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갑니다.

발전된 라우팅 소프트
웨어 및 최대 트레일러
용량을 통해 마일 및 연료
사용 감소

재생가능한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로 시설 가동,
에너지 저소비 장비 사용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 하는 것은 모든 팀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신입사원 환영식에서부터 효율적인 연료 소비에 대한 배송기사
트레이닝, 효율적인 재활용과 에너지 사용 감소에 대한 글로벌 인식 강화
캠페인까지 기업의 모든 부분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모범사례를 교육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을 위해
레스토랑 폐기물 흐름 수집

DRIVE
THRU

유통 센터

최신 텔레매틱스를 갖춘
차량으로 연료와 운송수단
효율성 모니터링 및 개선

기체 역학 및 유로 VI
엔진을 활용하여 운송
수단 효율성 증가

LED 조명, 움직임 감지
센서 및 낮은 방사율의
유리 사용

설비에 태양열 에너지, 수자원
재활용 및 빗물 수집 기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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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면의 주안점

레스토랑의 폐식용유
수집하여 차량가동을
위한 바이오 디젤로
전환

더욱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대안 연료를
사용하여 트럭 가동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노력

2020’ 폐기물 흐름

우리는 매립되는 폐기물 제로 웨이스트의 전세계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국제 표준에 따라 최소90%의 무해한
폐기물을 재사용했습니다.
먼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하고 끝으로 남은 폐기물을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폐기물 관리 방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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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기부/푸드뱅크와 협업하여 유기폐기물로 전용

◆ 단일

흐름 재활용

◆ 유기

재활용

◆ 중온성,

혐기성 소화 식물

◆ 물류센터에서

사용한 종이, 카드보드지, 수축 보장재 재활용

10% 유기물
6% 식품 기부

20% 종이박스,
골판지류

6% 수축 포장재
5% 기타

35% 팔레트 & 우드

3% 에너지 전용
폐기물

◆ 에너지

공급업체와 협업하여 유기 폐기물을 가축 사료,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

전 세계적으로 매립지 폐기물 제로 웨이스트 달성
*기타에는 전기, 전구, 토너 및 종이 재활용을 포함합니다.

탄소 발자국 감소

◆ 영국 & 아일랜드 전체 유통 센터에서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연료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지런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브라질 일부 설비에 재생가능한 에너지 조달

2020년 우리의 노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프랑스, 호주에서 태양열 판넬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

◆ 바이오디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에 264,000 갤런

◆ 시설의 탄소 발자국을 상쇄하며 공공 전력망을
공급을 위해 재생가능한 전력 생산 플랜트 건설
을 지원하는 북미 구매 협약을 진행 중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중요한 차량를 유로 VI 차량으로 100% 업데이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하였습니다.

◆ 미국에서는 바이오연료의 비율이 더욱 높은 혼합디젤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순수 디젤 사용을

우리의 지구

2020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설비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
습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대 가동을 위한 대안 연료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여 배송차량을 가동했으며 미국, 캐나다, 브라질 및 이외 국가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차량을 가동했습니다.

700,000 갤런가량 감소했으며 연간 7,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 대형 전기트럭 및 재생가능한 천연가스 연료와 같은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가스 배출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검토합니다.

67% 의 차량이 대체연료로 운영됩니다.
26% 2015부터 세계 전력 소비 감소
16% 2015년부터 1톤당 탄소 배출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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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한 전기로
설비 가동

12%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얻은 세계 DC 전력 소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례의 활성화
글로벌 규정 및 보고를 위한기술 개발

우리의 지구

투명함, 포괄성, 일관성: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위한 마틴브라워의
새로운 전매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개별 시장 및 고객
수준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Coruson 기술을 통해 글로벌
규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 ISO 14001 인증 달성 및 유지
◆ 지속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
◆ 전체 설비 전반 트레이닝 및 감사

전 세계 비즈니스에서 모두 접근 가능해 정책에 따라
참고 문헌과 문서를 보관하며 보안을 수행하는 온라인
보관함을 통해 지원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설계된 데이터 보고 시스템은 다양하며,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보고를 위해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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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고객의 환경 목표 지원
역물류: 전 세계 많은 시장에서 레스토랑의 폐식용류를 수집해 바이오디젤로 전환했습니다.
유럽국가의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폐지, 박스, 기름통, 폐기물 및 음식 폐기물을 모아
우리의 시설로 보내 향후 재활용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기물 활용에 포함합니다.
호주의 지속가능성 개척자인 우리는 고객의 미래와 완전히 지속가능한 최고의 레스토랑을
위해 모든 폐기물 순환을 관리합니다. 폐기물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마틴브라워의 허브는
우리 고객에게 폐기물 관리를 위한 쉽고 편리한 단일 창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완전 추적
가능성과 법적 준수를 보장합니다.

혁신 양성
프랑스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유기 폐기물: 마틴브라워 배송차량의 외부에 장착된 농축기와
수조를 통해 레스토랑의 유기 폐기물을 수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폐기물은 공공 가스 분배
네트워크에 연결된 혐기성 소화조에 저장되며 BioCNG 트럭을 비롯한 가스를 사용하는 운송
수단을 가동하는 연료로 사용됩니다.

캐나다 및 중동 지역의 재사용 가능한 팔레트 랩: 마틴브라워 팀은 현재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
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재사용가능한 팔레트 포장재 사용을 하고 있
습니다.

통계 & 사실

우리의 파트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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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백만

로날드맥도날드 하우스 자선단체에 기부

$6.5 백만

2016년부터 자선단체에 기부

$10.5 백만

"마틴브라워는 어려운 시기에도 안
전을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며 공급을 보장합니다...
마틴브라워의 서비스와 파트너십에
감사합니다.“
맥도날드의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비상사태를 대비해 MB USA팀원 배치

"마틴브라워 팀은 끊임없이
레스토랑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맥도날드 가맹점 오너

파운드 식품 기부

글로벌 세 발 의자
(THREE-LEGGED STOOL)

"마틴브라워, 그리고 마틴브라워의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언제나 우리 팀과 함께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맥도날드의 공급망 리더십

2020’
영예의
글로벌 맥도날드
세 발 의자 어워드
(Three-legged stool)

수상

어려운 시기를 넘어선
보장된 공급

우리의 파트너

공급망 전문가와 물류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여 여러 혼란이 휘몰
아치는 2020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충분한 제품
공급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장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객과의 긴밀한 협
력과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을 준수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틴브라워의 리더는 팀원과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
랑의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안전 예방 수칙 시행
◆ 배송경로
◆ 업무

전반에 있어 설비, 차량, 장비의 청결 및 위생을 강화

시작 및 배송 시작 전 직원 건강상태 검사 및 온도 체크

◆ 배송매니저를

위한 레스토랑 출입 신규 위생 실천과 안전 방침

◆ 비대면

전달

◆ 비대면

판매 및 클레임(고객관리) 절차

◆ 레스토랑
◆ 배송

관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전용 출입구 설치

◆ 마틴브라워

직원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예방수칙을 따라야 하며
레스토랑 직원에게 개인 안전 장비(마스크, 장갑, 손세정제)를 제공
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물건이 충분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 레스토랑의

직원과 우리 직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 안전 장비를

◆ 배송횟수를

늘려 신속하게 제품을 이송합니다.

조달합니다.

◆ 프로모션

니다.

아이템을 비롯하여 전 제품의 안전 재고량을 높입

◆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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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연재해로 인해 재고가 부족한 레스토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보장합니다.

"2020년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모두 함께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배송하고 지역 사회가
사랑하는 음식을 제공하며, 배송센터와 레스토랑 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맥도날드의 시스템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우리 고객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로 이뤄진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짐 할리, 마틴브라워 COO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
마틴브라워 물류센터는
10.5백만 파운드 이상의
식료품을 기부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

2020년,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단체와
전 세계 푸드 뱅크 및 학교 대상

뉴욕시 시의회 의원 – District 13, Bronx, USA

맥도날드의 파트너로 필요한 지역사회에 건강에 좋은,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2020년 이를 통해 과잉 재고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기부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팀이 투지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Dain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선 기부

NHS Bury & Rochdale Care Organization, UK

우리 팀원들은 계속해서 다음과같이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 의료진을

위한 세면 도구

◆ 노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식료품 구매 및 의약품 수령

◆ 노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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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식품 기부와 전달, 수많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을 나누어 주는 데에 있어 지치지않는 노력을 보여주
신 마틴브라워 및 관계사와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급품 기부

◆ 기념일

장난감 및 의류 기부

◆ 여성의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상담

◆ 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기부 방송 지원

"진정한 '세 발 의자(Three-Legged-Stool)의 정신은 멈추
지 않습니다. 마틴브라워 해리먼 DC는 가능한한 모든 방
법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합니다. 푸드 뱅크는 마틴브라
워의 후원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의 맥도날드 소유주(McDonald’s Owner in New York,
USA)

폭풍우를 이겨내다
마틴브라워는 팬데믹, 지진, 허리케인, 홍수, 산불, 그리고 공급 품에 있어 큰 제약 요인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쳤던 2020년 모든 팀원과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레스토랑을 지원했습니다.
마틴브라워 팀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여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미국

전역의 임시 보호시설 지원을 위해 100명의 팀원 이동

◆ 식자재
◆ 자연

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가족 지원

우리의 파트너

◆ 정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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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음료 기부

기간 동안 레스토랑 및 병원에 보관용 트레일러 지원

허리케인 ‘로라’가 지나간 이후
수천 명분의 식량 제공

호주 산불 사이의 안전 통행

풍속 150 mph의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 레이크 찰즈와
루이지애나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산산조각난 건물, 강풍으로 인한 정전, 식수 부족..
그리고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피해지역의 체감 온도는
섭씨 38도였습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매우 즉각적이고
놀라울 정도의 대응을 펼쳤습니다. 맥도날드의 McRig
를 활성화하여 피해 지역의 레스토랑을 가동하였으며
피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따듯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
는 유일한 레스토랑으로 지역사회 주민, 피해 복구 작
업자, 공무원에게 매일 10,000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
했습니다.
그 후, 마틴브라워 보스턴 Rouge팀은 Patel 기관과 파
트너십을 맺어 McRig에 트레일러와 배달물품을 지속적
으로 보충해주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가 허리케인
의 피해를 맞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양적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사우스 오스트레일
리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주요 배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틴브라워 배송 경
로 전문가는 여러 대안 경로를 파악하여 배송
기사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품과 필수품을
레스토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호주의 동쪽과 서쪽 해안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막혔을 때 우리 Supply Chain팀은 효율적
으로 항공 운송을 관리해 레스토랑에 문제 없이
필요한 제품,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시한제품이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 명의 팀원

미국 전역에
비상사태를 위해 배치

자랑스러운 후원: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우리의 파트너

마틴브라워가 중증 질병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적
비영리 기관,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 단체(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의
대표 후원자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단체는 주요 의료 시설 근처에 위치하며 ＂제 2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며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단체는 매년 전세계 7백만명 이상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착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RMHC를 위한 창의력
팬데믹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모금 행사와 봉사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마틴브라워는 다음과 같이 색다르고, 특별하며 성공적인 방법의 혁신을 통해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했습니다.
◆ 온라인

갈라 행사 및 기부

◆ 전국적인
◆ 직원의
◆ 방문

자발적 급여 공제

캐이터링 대신 개인별 도시락(식사) 배달

◆ 마스크,

20

모금 캠페인

◆ 모금을

식재료 등의 보급품 기부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대회
및 친선 달리기

2020년
마틴브라워 글로벌

$1.3 백만 기부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 단체

2021년
주목해야 할 점과 그 너머
사람
◆ 부상 제로 (무사고, 무재해)
◆ 우수한 식품 안전 및 위생 상태 유지 및 강화
◆ 공정하고 포용적 문화

미래를 내다보다

◆ 디지털 활용을 통한 직원 참여
◆ 전 세계적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선단체 후원
◆ 비상사태 대비: 응급 사태 /위기 대처 계획

지구
◆ 2030년 까지 1톤 당 탄소 발자국 40% 감소 목표
◆ 모든 배송센터의 매립 폐기물 제로 웨이스트로 전환
◆ 역물류와 ＂재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레스토랑의 제로 웨이스트 지원
◆ 과학 기반 목표(Science-Based Targets, SBT) 로드맵 이니셔티브

파트너십
◆ 지속적인 공급업체 협력과 수용적 계획 도구 개발
◆ 발전된 자동화 및 기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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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확장된 글로벌 인바운드 화물 솔루션
◆ 고객과 공급업체를 위한 발전된 글로벌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 자동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의 국제적 활용 및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