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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공공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1년 전 연례 주주회에서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보고서에 위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훌륭한 회사를 만들려면 여러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2014년에 또 다른 재무 기록을 성취했을 뿐 아니라 스타벅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봉사하는 고객과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무, 가치, 
지침 원리에 언제나 충실했기에 저는 우리가 세계 최고로 양심적인 회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세 영역에 점차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세 영역은 농부와 함께 미래를 세우고 전 세계적 규모의 친환경 유통을 개척하며 청년을 위한 기회의 

길을 개척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혜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목표 중 몇 개는 
우리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플랫폼과 
자원을 이용해 사람은 물론 회사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 구매커피 체리를 따는 르완다 여성

농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우리는 스타벅스가 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를 위해 커피를 재배하는 
수천 명의 농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스타벅스는 고객을 위해 고품질 
커피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커피 농부의 삶과 
생활 환경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윤리 
구매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전체적인 모델은 책임 있는 구매 
관행입니다. 즉 농부 지원, 공급자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기준 준수, 업계 협업 및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100% 윤리 구매를 향한 스타벅스의 
여정

1999년 스타벅스가 몇몇 국가에 2,000개가 넘는 
정도의 매장을 보유한 회사였던 시절, 우리 
사업의 근본이었던 고품질 커피를 장기적으로 
공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국제 보존 협회(CI)에 
자문을 구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재배 방식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커피 재배의 환경적 영향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의 단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공정 지급 및 근로 조건, 
경제적 투명성 및 건전한 자원 관리 
등 올바른 구매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CI
는 스타벅스가 지속 가능한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품질, 사회, 환경 및 경제에 
관한 폭넓은 지침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스타벅스는 2004년에 커피와 농가 
자산 (C.A.F.E.) Practices이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커피 업계 최초로 
마련한 종합적인 지속 가능성 표준으로 제3
자 전문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지침 
마련 첫 해에 스타벅스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4천3백만 파운드의 생두를 구매했는데, 
이는 스타벅스의 생두 총 구매량 중 14.5%를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초창기에 스타벅스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결정해 업계 내 
타사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공정 무역 및 기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인증을 받은 
커피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커피 재배 지역 농부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윤리 구매 프로그램은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 2008년에는 2015
년까지 C.A.F.E. Practices, 공정 무역 또는 
기타 외부 감사 시스템를 통해 스타벅스 
커피의 100%를 윤리 구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 커피 중 
96%(4억 파운드 이상)가 95.5%는 C.A.F.E. 
Practices, 8.6%는 공정 무역, 1%는 유기능 
인증(일부 커피는 여러 개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았습니다)을 받아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지난 10년간 C.A.F.E. Practices를 통해 
수백만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전 세계 수천 개 제휴 농장의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100% 윤리 구매를 향한 
여정에는 전 업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1998년 스타벅스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3천 또는 4천만 
파운드의 커피 정도가 인증을 받았죠 .  지금은 거의 4억 파운드 ,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구매하는 커피 중 약 96%  정도가 지속 
가능한 방식 ,  즉 자연을 보호하고 농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  그리고 업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M.  산자얀 (M.  Sanjayan)  박사 , 
국제 보존 협회 , 

부회장 ,  수석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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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ervation.org/partners/Pages/starbucks.aspx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sourcing/coffee


제휴 관계를 통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커피 농가를 향한 
중대한 단기 및 장기적 위험을 의미하며, 
스타벅스는 CI 등의 기구와 함께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결과로 스타벅스는 농사법을 C.A.F.E 
Practices에 통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늘과 보존 장소를 통해 탄소 저장을 개선해 
페스트와 질병에서 생기는 기후 위험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CI와의 협력을 강화해 삼림 탄소 
시장이나 기타 환경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용권 중 하나를 통해 농가가 건전한 보존 
관행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농경학을 통한 커피 
농가와의 협업

스타벅스 커피를 재배하는 전 세계 수천 명의 
농부에게 개인적 유대를 맺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10년 전 스타벅스의 C.A.F.E. Practices
가 확대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농학자 및 현장 품질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04년에 작은 
팀과 함께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첫 
농가 지원 센터(Farmer Support Center)
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협력자 
및 농부와 협력해 농부를 도와 커피 품질과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 비용은 줄이는 
한편 생활 수준을 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에서는 르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및 중국과 과테말라의 
지국 등 전 세계 핵심 재배 지역에서 6개의 
농가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인도네이사에도 첫 농가 지원 센터가 
개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첫 농가 지원 센터와 멀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농가를 구매함으로써 소중한 
현장 경험도 얻었습니다. 아시엔다 알사시아 
농장은 100% 농장 운영 커피 농가이자 
농경학 연구 및 개발 센터로 우리가 전 
세계 농가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배 관행을 꾸준히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2014년에는 스타벅스 접근법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시간 제한 커피 제공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코스타리카 
게이샤 라 이네스는 당사 농학자와 현지 
협력자가 질병에 더 강하고 뛰어난 품질을 
갖춘 커피 변형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 6년 
동안 진행된 협업의 결과에서 탄생된 특별한 
커피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은 우리가 
커피를 구매하는 농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품질 개선과 최고의 농사 관행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그라민 
재단(Grameen Foundation)과 함께 2014
년 시작된 혁신 파일럿은 개별 농가의 진행 
상황이 우리 기준에 맞는지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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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sourcing
http://news.starbucks.com/news/hacienda-alsacia-coffee
http://news.starbucks.com/news/six-years-in-the-making-starbucks-reserve-costa-rica-geisha-la-ines
http://news.starbucks.com/news/six-years-in-the-making-starbucks-reserve-costa-rica-geisha-la-ines
http://www.grameenfoundation.org/where-we-work/americas/colombia
http://www.grameenfoundation.org/where-we-work/americas/colombia


평가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농부 지도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료 농부를 가르치고 농가 관리 계획을 
공동 개발하며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가 대출 및 지역 사회 투자를 통한 
영향력 창출

커피는 주로 경제적 개발 도상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커피 생두 
가격 책정 모델을 통해 가격 안정 및 공급 
업체와의 상호 이익 관계를 추구하고 최고 
품질을 기준으로 커피 가격을 정하고자 
합니다.1 

합리적인 조건의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농가 지원 모델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농가 대출에 투자하여, 
협동 조합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뿌리 자본(Root Capital)을 통한 농가 대출 
투자 규모는 2000년 150,000달러에서 현재 1천
2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의 
3백만 달러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뿌리 
대출 및 기타 대출 협력사와 진행한 기부는 
2014년 1천3백3십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총 투자금이 목표치인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커피 지역 사회의 건강한 상태와 안정성은 
농부 및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작물 재배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2014년 스타벅스는 
당사 에토스® 워터 브랜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 지역 사회 기금을 만들어 핵심 
기반 시설 개선 및 농업 다양화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는 
하이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
과 협력해 소규모 커피 농가를 도와 젖소를 
들여오고 깨끗한 식수, 위생 시설 및 
재생 에너지를 더욱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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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벅스는 2014년에 파운드당 평균 1.72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커피 구매 시기(위에 언급된 양)와 
커피 사용 시기(수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양) 
차이 때문에, 2014 회계연도 수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커피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http://www.rootcapital.org/about-us/press-releases/usaid-keurig-green-mountain-cooperative-coffees-starbucks-and-root-capital
http://www.heifer.org


환경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 스타벅스의 수직 정원 - 스타벅스의 500번째 LEED® 인증 매장

친환경 유통 선도



농업 제품에 의존하는 회사인 스타벅스는 
지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임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매장 및 설비 구축, 에너지 및 
물 절약, 재생 에너지에 투자, 재활용 및 컵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 탐구 등이 
친환경 유통을 위해 스타벅스가 행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2008년 스타벅스는 야심 찬 환경 목표 중 
일부를 달성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를 낮출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 도움을 주는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욱 
희망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EED®인증 매장 500개 초과 

스타벅스는 10년 전인 2015년 오리건주 
힐스버러에 첫 LEED® 인증 매장을 열면서 
그린 빌딩 업계에서 최고로 군림했습니다. 
지금도 매장 포트폴리오에 친환경 빌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스타벅스는 LEED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 운영 매장을 
건설했습니다. 2014년에 500번째 LEED 인증 
매장을 열었으며 이 수치는 세계 모든 유통 
회사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는 19
개국 등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많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2014년 미국의 
경우 새로 건설된 회사 운영 매장 중 98%가 
LEED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전체 비율로는 
64%를 차지합니다. 스타벅스는 미국 기반의 
LEED 인증 프로그램이 아직 수용 단계인 
국제 시장에서 몇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와 협력해 LEED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 목표로 한 걸음 더

2008년에 스타벅스는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의 물 사용량을 25%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4년에 기준 사용량의 
23% 이상을 절약해 이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신규 매장에서 물 절약 솔루션을 
실행하고 기존 매장에서 역삼투 여과 
기법을 사용해 물 절약 부문에서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LEED 인증 
매장은 연간 평균 95,000리터의 물을 절약해 
목표 달성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의 지방 자체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물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에너지 
영향력 인식 

2008년에 에너지 25% 절약이라는 목표를 
세울 때 이 목표가 조금은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년 동안 
가능한 장소에 천연 조명 사용, 신규 및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은 유통 환경의 강력한 
영향력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우리 모두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릭 페드리치 (R ick  Fedrizz i ) ,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 , 

최고경영자 겸 설립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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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장에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집기 및 
가전 설치 등 에너지에 관한 절약 조치를 
친환경 건설 전략에 포함했습니다. 그결과 
최근 약 4,000개 매장에서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난방과 냉방을 
최적화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또 다른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성능은 기준선에서 순수 총 4.6%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식품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절약된 양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에너지 수요 증가에 크게 변화를 주어 현재 
2015년까지 기준선에 대한 순에너지 감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방법도 지속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재생 에너지에 투자

스타벅스는 물과 에너지 사용 감소를 위한 
노력 외에 당사 구매 관행을 통해 발전적인 
재생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거의 10
년 동안 미국 환경보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선정 최고의 재생 에너지 
구매자였으며, 지난 한 해만 5억 킬로와트 
이상의 풍력 에너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습니다. 

당사는 재생 에너지 구매 관행을 전 세계 총 
에너지 발자국에 적용했지만,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한 것은 미국 재생 에너지 
시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 협력사와 함께 지역적으로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까지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
를 재생 에너지로 구매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방해 요소 없애기

매장 앞 분리 수거함 설치는 포괄적인 
재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스타벅스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4년에 
고객이 직접 시행하는 분리 수거함을 760
개 매장에 더 설치해 총 개수가 3,849개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 중 47%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분리 
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매장에 
분리 수거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업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방 자치 단체에 있는 매장 및 이 
서비스를 위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임대인 등 여러 어려움에 항상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매립 쓰레기를 
줄이고 대체 솔루션을 강구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업계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컵에 대한 인식 
높이기

재사용이 가능한 컵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스타벅스 전체 전략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30년 동안 스타벅스는 고객이 개인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보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 중 5%를 고객이 
가져온 텀블러와 머그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2014년에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온 횟수는 4천7백6십만 번이었으며 
이는 2013년 4천6백9십만 번에 비해 오른 
수치입니다.

머그나 텀블러를 스타벅스 매장에 
가져오려면 개인 행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실제 텀블러 사용률은 
매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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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랑수언 LEED 인증 매장

환경



가격의 재사용 가능한 컵(영국 1파운드)이 
출시되었던 때와 화이트 컵 콘테스트와 같은 
특별 프로모션 기간 등 짧은 기간에는 고객 
텀블러 사용률이 2.5% 반짝 급등했으나 2013
년의 전체 사용 수준은 1.8%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매장을 넘어선 시각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는 직접적인 
노력에서 매장 운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이러한 환경적 생각을 로스팅 기계, 
커피 공정 설비 및 이볼루션 프레시 주스 
제조 시설 등 제조 설비에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요크, 펜실베이니아의 
스타벅스 로스팅 기계 및 유통 센터가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해 100% 매립 전환으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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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시애틀 트웬티 써드 앤드 잭슨 매장 파트너

기회를 향한 길 창조



스타벅스는 언제나 사람을 한데 모으는 
장소였습니다. 스타벅스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한 명의 
이웃에 정성을 다해 깊은 영감을 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미국 내 150,000명의 파트너(직원)와 전 세계 
300,000명이 넘는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직원과 함께하는 거대 회사로서 최고 인재 
모집 및 보유는 우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7
천3백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구직을 위해 
애쓰지만 회사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한 회사나 업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사업과 규모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 한 번에 청년 1인이라는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인력 구축

미래를 위한 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스타벅스 사람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2014
년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대학 성취 플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플랜은 혁신적인 교육 
혜택으로 스타벅스 파트너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2018년까지 참전 용사 및 군인 배우자 
10,000명 고용이라는 스타벅스 다개년 전략의 
직접적 결과로 지난 몇년 간 약 2,000명의 
파트너를 새로 고용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두 계획을 스타벅스의 임무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끌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라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 기회에 투자

너무나 많은 청년이 인력으로 투입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 부족으로 시스템상 
기회의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종종 "기회 청년"으로 불립니다.”  

스타벅스는 2014년에 14개국에서 스타벅스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 이상의 
그랜트를 지역 기관에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과 기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청년에게 주는 영향력은 어느 곳에서나 
의미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와 슐츠 가족 재단은 
시애틀의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유스케어(YouthCare) 및 페어스타트
(FareStart)를 통해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에는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유스빌드
(YouthBuild) USA와 협력해 고객 서비스 
유통 탁월성 교육 프로그램(Service 
Retail Excellence Training Program)
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스타벅스 매장 파트너가 받는 교육을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스타벅스와의 협력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  평범을 넘어 
앞서 나가고 소매를 걷어 올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을 
완성합니다 .”  

베아트리스 가르자 ,  
AAMA  회장 겸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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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타벅스 도제 과정 프로그램 참가자

http://news.starbucks.com/collegeplan
http://news.starbucks.com/veterans
http://news.starbucks.com/veterans
http://schultzfamilyfoundation.org/
http://www.youthcare.org/starbucks-interview-program#.VOXlVJjF9Ft
http://farestart.org/training/barista/index.html
http://farestart.org/training/barista/index.html
https://www.youthbuild.org/update/starbucks-and-youthbuild-usa-%e2%80%93-perfect-blend
https://www.youthbuild.org/update/starbucks-and-youthbuild-usa-%e2%80%93-perfect-blend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and-schultz-family-foundation-give-young-job-seekers-a-roadmap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and-schultz-family-foundation-give-young-job-seekers-a-roadmap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and-schultz-family-foundation-give-young-job-seekers-a-roadmap


또한 캐나다에서는, 캘거리, 토론도, 밴쿠버의 
직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생활 기능을 
실생활 현장 직무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 
적합성 훈련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에서는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으로 
쑹 칭링 재단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해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을 구축하고 스타벅스 
수석 리더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평생 학습 기회에 대한 집중 
지원을 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기금 프로그램은 청년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 사이트의 청년을 위한 기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매장을 통한 협업 

스타벅스 지역 사회 매장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청년을 위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2011년 첫 지역 사회 
매장을 연 뒤로 스타벅스는 8개의 매장을 
더 열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비영리 
기관에게 지원할 기금을 900,000달러 이상 
모금했습니다. 

지역 사회 매장 모델은 비영리 기관을 위한 
신뢰감 있는 자원 흐름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대화 및 참여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 스타벅스는 대한민국 
서울에 두 번째 국제적 장소는 물론 두 
개의 군인 지역 사회 매장을 만들어 
미국 레이크우드, 워싱턴 및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이제 막 전역한 참전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촉진

함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은 시민의 근본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2014년 스타벅스는 
비영리 기관과 협력해 당사 파트너, 고객 
및 지역 사회 지도자를 함께 모아 전 
세계적으로 520,000 시간 이상을 자원 봉사 
활동에 공헌했습니다. 4월에 네 번째로 
진행된 스타벅스의 연례 행사인 지구촌 
봉사의 달(Global Month of Service)의 
경우 60,000명에 가까운 자원 봉사자가 30
개 이상의 국가에서 232,000 시간 넘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과 노력을 모두 
합하면 우리 지역 사회의 약 1백4십만 명의 
사람에게 5백2십만 달러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2014년 총 봉사 활동 시간은 전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지만 어떤 고무적인 경향이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스타벅스 파트너 1명이 
1시간을 공헌할 때마다 고객 한 명은 약 두 
시간을 공헌합니다.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여정으로 고객을 이끄는 파트너의 능력은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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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canada-launches-canadian-work-placement-program-with-three-not-fo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canada-launches-canadian-work-placement-program-with-three-not-fo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makes-significant-education-investments-to-develop-future-leaders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opportunity-youth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community-stores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opens-first-community-store-in-korea-to-create-pathways-to-opport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opens-first-community-store-in-korea-to-create-pathways-to-opport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military-family-stores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partners-contribute-almost-a-quarter-million-volunteer-hours-in-o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partners-contribute-almost-a-quarter-million-volunteer-hour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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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재단 및 기업 기부

스타벅스 재단은 독립 501(c)(3) 자선 
단체로 주로 스타벅스 주식회사 및 개인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스타벅스 
재단은 2014년에 1천3백1십만 달러를 출자해 
비영리 단체에 144개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에는 스타벅스 유스 리더십 그랜트를 
위한 3백3십7만 달러와 커피 재배 지역 
사회의 사회 개발 기금을 위한 4백2십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스타벅스 주식회사는 스타벅스 
재단에 대한 1천9백8만 달러를 포함한 1천1백
4십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며 3천8백8
십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제공했습니다. 기업 
기부에는 티바나(Teavana)® 오프라 차이 티
(Oprah Chai Tea) 판매 수익금을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 재단으로 전달하는 
기부금 2백만 달러와 (RED)™를 통해 
스타벅스 및 스타벅스 고객이 2008년부터 
아프리카 HIV/AIDS 퇴치를 위해 만든 글로벌 
기금에 전달하는 1천2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 
등, 지역 사회 구축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및 포용

다양한 고객을 기반으로 끝없이 변하는 
인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에 다양성과 포용은 
단지 사업 우선순위가 아닌 필수 항목입니다. 
이는 스타벅스 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반영하는 인력을 만들어 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인력을 
모집하고 개발하고 보유하고 참여하게 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성 및 포용 전략을 발전시킬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회사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자 합니다. 
포용, 인종 및 기타 차이에 대한 개방적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부터 무의식적 
편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파트너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등 파트너가 당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파트너 중 약 40%가 소수자이고 
65%가 여성입니다. 부회장의 비율은 45%
가 여성이고 15%가 소수자입니다. 수석 
부회장 이상인 최고 지도자의 경우 18%가 
소수자이고 29%가 여성입니다. 

스타벅스는 특히 대학 성취 플랜 및 영국 
도제 과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무 지원자 
및 파트너가 회사 내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기회가 매우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문 기관, 비영리 단체, 기업체, 민간 
지도자 및 개인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육성해 핵심 자원과 연결성을 
인재 및 스타벅스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시장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기에 다양성과 포용은 
스타벅스의 강점 및 사업 방식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starbucks-foundation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farmer-support/social-development-investments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farmer-support/social-development-investments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farmer-support/social-development-investments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donates-nearly-2-million-from-teavana-oprah-chai
http://news.starbucks.com/news/starbucks-donates-nearly-2-million-from-teavana-oprah-chai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starbucks-red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community/diversity-and-inclusion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learn-more/relationships


142014 스타벅스 윤리 경영 보고서

다음 단계

스타벅스가 농부, 파트너, 고객 및 우리 
업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생각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할 때 영향력을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스타벅스가 
있고자 하는 위치로 나아가면서, 원료 구매 
모델을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되도록 
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참신한 방법을 찾으며 미래의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부와 함께 미래 건설

스타벅스는 100% 커피 윤리 구매라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커피를 세계 제1의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배운 것을 차, 코코아 및 제조 
상품 등 다른 영역의 스타벅스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 개척 

친환경 관행을 혁신하고 실험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규모를 활용해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매장 및 전체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혁신적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사업(BICEP)과 기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관련 법안을 지지합니다.

기회를 향한 길 창조

스타벅스가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회를 
향한 길을 창조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미래 인력이 될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핵심 
단계로 스타벅스는 2018년까지 10,000명의 
기회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전 분야에서 지식이 풍부한 
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혁신 솔루션을 
찾고 실행하여 지역, 국가 및 세계 규모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2015년 목표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 
스타벅스는 2020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쓰고자 합니다. 전 세계 이해 당사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의 공공 
기관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globalresponsibility@
starbucks.com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sourcing/tea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sourcing/cocoa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sourcing/store-products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sourcing/store-products
http://www.ceres.org/bicep/about/member-directory/starbucks
http://www.ceres.org/bicep/about/member-directory/starbucks
mailto:globalresponsibility@starbucks.com?subject=
mailto:globalresponsibility@starbucks.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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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구매

핵심 학습

외부 감사, 현장 농부 지원 및 농가 대출 
등 포괄적인 접근 방법 채택이 100%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데 중요했습니다.

핵심 학습

커피 기업 및 농가를 위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면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생활 수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4 스타벅스 윤리 경영 보고서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 당사 커피의 96%
가 C.A.F.E. Practices, 공정 
무역또는 기타 외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공정 무역을 
통해 공급하도록 
보장

총 커피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총 커피 윤리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스타벅스 전체 브랜드로 납품하는 커피 생두 구매 포함.

2015

100%

396

377

2013

95%

461

441

2014

96%

2013년에 투자를
1천6백3십만 달러로 늘려 
27%
증가.

2015년까지 
농부 대출을 2천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농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

2014
1천6백3십만2013

1천1백9십만

2015
2천만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미국과 캐나다
에 있는 763개 매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여 
이 두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매장이 47%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 매장 앞 분리 
수거 실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2014

47%

2013

39%

2015

100%

매장 앞 분리 수거함이 
있는 매장의 비율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회사 운영 매장.

2014년 개인 텀블러 사용률이 
640,000만 개 이상의 음료로 
증가했지만 제공되는 총 음료 
비율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 텀블러에 제공되는 음료 비율 

4천6백9십만 
개의 
음료

1.8%

2013

5%

2015

2015년까지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 중 
5%를 개인 텀블러에 
제공 4천7백6십만 

개의 
음료

1.8%

2014

목 표 진 행  상 황

목 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스타벅스는 50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까지
파트너(직원) 및 
고객이 1백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2015

5백만
시간

2013

630,912
시간

2014

523,974
시간

소유권과 별도로 전 세계 시장 포함.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전년 대비 물 소비가 2% 이상 
감소했고 2008년 이후로 
총 23%가 감소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물 소비를 
25%까지 절감

2008 2013 2014 2015
24.35gal

기준

21.1%
감소 23.1%

감소
25%
감소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물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19.22gal 18.73gal 18.27gal

2014년에 에너지 성능 수준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품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절약된 양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에너지 소비 
20%까지 절감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전기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2013

7.1% 
감소 

6.32KWH

2008
6.8KWH

기준

2014

4.6% 
감소 

6.49KWH

2015

25% 
감소 

5.10KWH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스타벅스는 19개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LEED®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통 업체보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소유 매장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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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장과 매년 LEED® 인증을 목표로 세워지는 
회사 운영 신규 매장의 비율.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용량의 
74%에 해당합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59.3% 20147억8천5백만 
KWH

54.9% 20136억5천만 
KWH

100% 2015

629

2014

64%65%

2014년 목표 도표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 당사 커피의 96%
가 C.A.F.E. Practices, 공정 
무역또는 기타 외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공정 무역을 
통해 공급하도록 
보장

총 커피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총 커피 윤리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스타벅스 전체 브랜드로 납품하는 커피 생두 구매 포함.

2015

100%

396

377

2013

95%

461

441

2014

96%

2013년에 투자를
1천6백3십만 달러로 늘려 
27%
증가.

2015년까지 
농부 대출을 2천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농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

2014
1천6백3십만2013

1천1백9십만

2015
2천만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미국과 캐나다
에 있는 763개 매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여 
이 두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매장이 47%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 매장 앞 분리 
수거 실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2014

47%

2013

39%

2015

100%

매장 앞 분리 수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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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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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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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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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물 소비가 2% 이상 
감소했고 2008년 이후로 
총 23%가 감소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물 소비를 
25%까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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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gal

기준

21.1%
감소 23.1%

감소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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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품 플랫폼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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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전기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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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19개국에 5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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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통 업체보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소유 매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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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장과 매년 LEED® 인증을 목표로 세워지는 
회사 운영 신규 매장의 비율.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용량의 
74%에 해당합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59.3% 20147억8천5백만 
KWH

54.9% 20136억5천만 
KWH

100% 2015

629

2014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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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학습 

2015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시장에서 분리 수거를 시작할 것이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많습니다. 임대인의 
지지, 공간 제약 및 지방 자치 정부의 
인프라 제한 등 재활용 실행의 장벽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성과를 개선하고 전 세계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핵심 학습 

1달러 가격의 재사용 가능한 컵 도입 및 
행사 기간에 고객 개인 텀블러 사용률이 
월 평균 2.5%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화이트 컵 콘테스트 등 이 컵에 대한 
관심이 혁신적으로 증가했지만 고객 
수요와 행동 변화는 여전히 저조합니다. 
스타벅스는 이전의 성공 사례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4 스타벅스 윤리 경영 보고서

환경

핵심 학습 

그린 빌딩 전략이 신규 및 기존 매장과 
국제 매장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LEED® 인증 프로그램이 아직 수용 
단계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부 
고성장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 당사 커피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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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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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투자를
1천6백3십만 달러로 늘려 
27%
증가.

2015년까지 
농부 대출을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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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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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백3십만2013

1천1백9십만

2015
2천만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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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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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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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분리 수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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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회사 운영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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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소 

5.10KWH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스타벅스는 19개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LEED®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통 업체보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소유 매장 구축

2013

612

전체 매장과 매년 LEED® 인증을 목표로 세워지는 
회사 운영 신규 매장의 비율.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용량의 
74%에 해당합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59.3% 20147억8천5백만 
KWH

54.9% 20136억5천만 
KWH

100% 2015

629

2014

64%65%

2014년 목표 도표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 당사 커피의 96%
가 C.A.F.E. Practices, 공정 
무역또는 기타 외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공정 무역을 
통해 공급하도록 
보장

총 커피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총 커피 윤리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스타벅스 전체 브랜드로 납품하는 커피 생두 구매 포함.

2015

100%

396

377

2013

95%

461

441

2014

96%

2013년에 투자를
1천6백3십만 달러로 늘려 
27%
증가.

2015년까지 
농부 대출을 2천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농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

2014
1천6백3십만2013

1천1백9십만

2015
2천만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미국과 캐나다
에 있는 763개 매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여 
이 두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매장이 47%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 매장 앞 분리 
수거 실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2014

47%

2013

39%

2015

100%

매장 앞 분리 수거함이 
있는 매장의 비율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회사 운영 매장.

2014년 개인 텀블러 사용률이 
640,000만 개 이상의 음료로 
증가했지만 제공되는 총 음료 
비율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 텀블러에 제공되는 음료 비율 

4천6백9십만 
개의 
음료

1.8%

2013

5%

2015

2015년까지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 중 
5%를 개인 텀블러에 
제공 4천7백6십만 

개의 
음료

1.8%

2014

목 표 진 행  상 황

목 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스타벅스는 50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까지
파트너(직원) 및 
고객이 1백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2015

5백만
시간

2013

630,912
시간

2014

523,974
시간

소유권과 별도로 전 세계 시장 포함.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전년 대비 물 소비가 2% 이상 
감소했고 2008년 이후로 
총 23%가 감소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물 소비를 
25%까지 절감

2008 2013 2014 2015
24.35gal

기준

21.1%
감소 23.1%

감소
25%
감소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물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19.22gal 18.73gal 18.27gal

2014년에 에너지 성능 수준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품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절약된 양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에너지 소비 
20%까지 절감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전기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2013

7.1% 
감소 

6.32KWH

2008
6.8KWH

기준

2014

4.6% 
감소 

6.49KWH

2015

25% 
감소 

5.10KWH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스타벅스는 19개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LEED®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통 업체보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소유 매장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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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장과 매년 LEED® 인증을 목표로 세워지는 
회사 운영 신규 매장의 비율.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용량의 
74%에 해당합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59.3% 20147억8천5백만 
KWH

54.9% 20136억5천만 
KWH

100% 2015

629

2014

64%65%

17

핵심 학습 

처음 이 야심 찬 목표를 세울 당시 
식품 사업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매장 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에너지 수요 증가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2015년 말까지 기준선에 대한 순에너지 
감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 학습 

당사는 재생 에너지 구매 관행을 전 세계 
총 에너지 발자국에 적용했지만,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한 것은 주로 미국 
재생 에너지 시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 협력사와 
함께 지역적으로 관련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학습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 장비를 
파악했지만 이 장비를 매장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고 결과를 내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500개 매장에서 역삼투 여과 기법을 
더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5% 
감소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4 스타벅스 윤리 경영 보고서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 당사 커피의 96%
가 C.A.F.E. Practices, 공정 
무역또는 기타 외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공정 무역을 
통해 공급하도록 
보장

총 커피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총 커피 윤리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스타벅스 전체 브랜드로 납품하는 커피 생두 구매 포함.

2015

100%

396

377

2013

95%

461

441

2014

96%

2013년에 투자를
1천6백3십만 달러로 늘려 
27%
증가.

2015년까지 
농부 대출을 2천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농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

2014
1천6백3십만2013

1천1백9십만

2015
2천만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미국과 캐나다
에 있는 763개 매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여 
이 두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매장이 47%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 매장 앞 분리 
수거 실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2014

47%

2013

39%

2015

100%

매장 앞 분리 수거함이 
있는 매장의 비율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회사 운영 매장.

2014년 개인 텀블러 사용률이 
640,000만 개 이상의 음료로 
증가했지만 제공되는 총 음료 
비율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 텀블러에 제공되는 음료 비율 

4천6백9십만 
개의 
음료

1.8%

2013

5%

2015

2015년까지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 중 
5%를 개인 텀블러에 
제공 4천7백6십만 

개의 
음료

1.8%

2014

목 표 진 행  상 황

목 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스타벅스는 50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까지
파트너(직원) 및 
고객이 1백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2015

5백만
시간

2013

630,912
시간

2014

523,974
시간

소유권과 별도로 전 세계 시장 포함.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전년 대비 물 소비가 2% 이상 
감소했고 2008년 이후로 
총 23%가 감소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물 소비를 
25%까지 절감

2008 2013 2014 2015
24.35gal

기준

21.1%
감소 23.1%

감소
25%
감소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물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19.22gal 18.73gal 18.27gal

2014년에 에너지 성능 수준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품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절약된 양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에너지 소비 
20%까지 절감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전기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2013

7.1% 
감소 

6.32KWH

2008
6.8KWH

기준

2014

4.6% 
감소 

6.49KWH

2015

25% 
감소 

5.10KWH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스타벅스는 19개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LEED®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통 업체보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소유 매장 구축

2013

612

전체 매장과 매년 LEED® 인증을 목표로 세워지는 
회사 운영 신규 매장의 비율.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용량의 
74%에 해당합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59.3% 20147억8천5백만 
KWH

54.9% 20136억5천만 
KWH

100% 2015

629

2014

64%65%

환경2014년 목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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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 당사 커피의 96%
가 C.A.F.E. Practices, 공정 
무역또는 기타 외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공정 무역을 
통해 공급하도록 
보장

총 커피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총 커피 윤리 구매량
(수백만 파운드)

스타벅스 전체 브랜드로 납품하는 커피 생두 구매 포함.

2015

100%

396

377

2013

95%

461

441

2014

96%

2013년에 투자를
1천6백3십만 달러로 늘려 
27%
증가.

2015년까지 
농부 대출을 2천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농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

2014
1천6백3십만2013

1천1백9십만

2015
2천만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목 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미국과 캐나다
에 있는 763개 매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여 
이 두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매장이 47%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 매장 앞 분리 
수거 실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2014

47%

2013

39%

2015

100%

매장 앞 분리 수거함이 
있는 매장의 비율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회사 운영 매장.

2014년 개인 텀블러 사용률이 
640,000만 개 이상의 음료로 
증가했지만 제공되는 총 음료 
비율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 텀블러에 제공되는 음료 비율 

4천6백9십만 
개의 
음료

1.8%

2013

5%

2015

2015년까지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 중 
5%를 개인 텀블러에 
제공 4천7백6십만 

개의 
음료

1.8%

2014

목 표 진 행  상 황

목 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2014년에 스타벅스는 50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까지
파트너(직원) 및 
고객이 1백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2015

5백만
시간

2013

630,912
시간

2014

523,974
시간

소유권과 별도로 전 세계 시장 포함.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전년 대비 물 소비가 2% 이상 
감소했고 2008년 이후로 
총 23%가 감소했습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물 소비를 
25%까지 절감

2008 2013 2014 2015
24.35gal

기준

21.1%
감소 23.1%

감소
25%
감소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물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19.22gal 18.73gal 18.27gal

2014년에 에너지 성능 수준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품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절약된 양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에너지 소비 
20%까지 절감

미국 및 캐나다 내 회사 운영 매장의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전기 사용량. 2008년 기준으로 사용량 변화.

2013

7.1% 
감소 

6.32KWH

2008
6.8KWH

기준

2014

4.6% 
감소 

6.49KWH

2015

25% 
감소 

5.10KWH

목표 진 행  상 황

목표 진 행  상 황

스타벅스는 19개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LEED®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통 업체보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소유 매장 구축

2013

612

전체 매장과 매년 LEED® 인증을 목표로 세워지는 
회사 운영 신규 매장의 비율.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59%가 넘는 
양을 재생 에너지로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용량의 
74%에 해당합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59.3% 20147억8천5백만 
KWH

54.9% 20136억5천만 
KWH

100% 2015

629

2014

64%65%

핵심 학습 

스타벅스 파트너와 고객이 봉사 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 자체도 만족스럽지만 
우리는 이 분들이 총 반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웹 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시간 보고에 따르는 기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지역 사회 서비스 및 
사회 투자에서 나오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2014년 목표 도표

목표 요약2014년 목표 도표

목표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목표 각주

2015년까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공정 무역을 
통해 공급하도록 보장 % 77 81 84 86 93 100% 2008~2011년 결과는 C.A.F.E. Practices만 포함.

2015년까지 농가 대출을 2천만 달러까지 
확대하여 농가 및 지역 사회에 투자 백만 달러 12.5 14.5 14.6 14.7 15.9 11.9 2천만 달러 작성으로 결정합니다.

약정은 공공 의향서 또는 서명 계약서

2015년까지 파트너(직원) 및 고객이 1백만 시간 
동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시간 245,974 186,011 191,224 442,353 613,214 630,912

     

1백만
미국 및 캐나다의 2008년 결과에 Youth Action Grant의 
봉사 활동 시간 포함. 2009~2014년 성과는 
소유권과 별도로 전 세계 시장 포함.

2015년까지 총 50,000명의 청년이 지역 사회에서 
혁신을 실천하도록 유도

명 해당 없음 20,868 53,673 50,050 54,848 해당 없음 50,000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18 24 39% 100%

매장 수 382 1,390 1,843 3,087

2015년까지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 중 5%를 
개인 텀블러에 제공

% 1.1% 1.4% 1.5% 1.5% 1.5% 1.8% 5%
2008~2011년 결과는 총 음료 대 총 거래량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됨. 총 거래량.

# 22,090,511      26,257,492      32,650,747 34,199,507 35,754,382 46,970,869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회사 운영 매장.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에너지 소비 
25%까지 절감

% 0 1.7% 3.3% 7.5% 6.5% 7.1% 25%
2008년 기준으로 비율 변화.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KWH 6.80 6.69 6.58 6.29 6.36 6.32 5.10
제곱피트/매장/월당 평균 전기 사용량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의

% 20 25 58 50 51 55 100%

백만 KWH 211.3 259.5 580 558 586 650

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서 물 소비를
25%까지 절감

% 0 -8.3% -21.7% -17.6% -17.5% -21.1% 25% 2008년 기준으로 비율 변화. 평균 제곱피트/매장/월당 
물 사용량 미국 및 캐나다 소유 매장의 2009~2012년 
결과는 낮음 반올림 방식의 차이로 인한 1~2% 차.갤런 24.35 22.36 19.09 20.11 20.08 19.22 18.27

LEED 인증을 목표로 완전 새로운 회사 소유 매장 
구축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5% 69% 65% 100% 인증을 받은 회사 소유 신규 매장 비율 LEED® 인증.

2015년까지 전 세계 회사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스타벅스 글로벌 책무 목표 성과 요약

2010~2013년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2015년까지 회사 운영 매장에 매장 앞 분리 수거 실행

2013

95

2010~2012년 목표 달성. 현재 새로운 청년 리더십 
평가 방법 탐색 중.

미국 및 캐나다 회사 운영 매장 중 50%를 근거로 한 
2008~2010년 목표 및 결과.

2014

16.3

523,974

해당 없음

47%

3,849

1.8%

47,611,577

4.6%

6.49

59

785

-23.1%

18.73

64%

96



영역
2014 회계연도 보고서의 중점 사항은 2008년에 세운 
다음 세 가지 영역 목표에 대한 성과입니다. 세 가지 
영역은 윤리 구매, 환경 관리 및 지역 사회 투자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노력은 우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정, 기업 지배 구조, 작업장 및 
다양성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정보와 리소스로 연결되는 
유용한 링크를 starbucks.com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간 참여 내용 및 지지자와 
투자자의 의견, 고객 및 스타벅스 파트너(직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스타벅스와 당사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주제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해당 도구는 My Starbucks 
Idea, Starbucks social media channels (Starbucks 및 
Starbucks Partners Facebook, Twitter, Instagram) 
및 당사 고객 서비스팀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략 
자문 기업인 SustainAbility 및 홍보 기업, Edelman
이 시행한 업계 및 경향 분석과 당사와 협력하는 많은 
기관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적인 참여가 스타벅스 사업 방식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사 프로그램, 정책 및 이 보고서 내용에 
당사 사업 및 주주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경계
이전 연도의 세계 윤리 경영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올해 
보고서에도 스타벅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리 구매, 
지역 사회 투자 및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영역은 당사 사업의 중요 부분이자 스타벅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당사 이해 
관계자의 참여 노력을 고려하면, 해당 활동은 당사 
고객, 파트너(직원), 비정부 기구(NGO) 및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과 행복  및 작업장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당사 
사업의 핵심 요소이자 중요 이해 관계자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만, 보고서는 
커피 구매 상황은 제외하고 주로 미국 및 캐나다의 
스타벅스 회사 직영 매장과 세계 공급망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커피 구매량을 포함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스타벅스가 수익 비율 및 운영 매장 수에 
기반하여 사회, 환경 및 경제 분야에 현재 주는 가장 큰 
영향을 나타냅니다. 보고서에는 스타벅스 직영 또는 전 
세계 라이선스 매장을 포함하여 스타벅스 커피,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 및 토레파치오네 이탈리아 등 스타벅스 전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제공하는 커피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Credit3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 성과 
지표 보고 및 추적을 목적으로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관리하고 승인 및 감사 목적으로도 현재 확인 가능한 
부분을 스타벅스 기업 전체의 운영 및 영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고 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고 연도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14 스타벅스 회계연도(2013년 
9월 30일~2014년 9월 28일)입니다.

통화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이전 보고서
스타벅스는 2001년부터 연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전 연도의 세계 윤리 경영 보고서를 보려면  

www.starbucks.com/responsibility/global-report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의 정확성
스타벅스 관리 팀은 2014 회계연도에 보고된 정보의 준비 
과정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보고서의 정보는 
내부 주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검정 과정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2014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윤리 경영 활동 및 성과 
결과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봅니다. 외부 검증은 모스 
아담스(Moss Adams) LLP가 제공합니다. 목표 성과에 관한 
모든 정보 그래픽은 목표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정확한 규모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진술
당사 2014 회계연도의 윤리 경영 보고서에 기업 경영에 
관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진술 및 향후 사업 계획, 
이니셔티브, 목표 및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진술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운영, 
재정 및 경쟁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상당히 큰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실제 결과는 커피, 유제품 및 기타 원자재의 가격과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 
즉, 성장 및 기타 전략에 대한 당사의 성공적 실행 여부, 
비용 절감 및 기타 사업, 미국 및 국제 경제와 통화 변동, 
경쟁사의 영향, 법적 절차의 효과, 2013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짜인 9월 29일 Form 10-K로 제출된 스타벅스 
연례 보고서의 "위험 요인"에 관한 서술 등, 당사가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에 상술된 기타 위험 요소를 포함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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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고서 정보

2014 스타벅스 윤리 경영 보고서

http://www.starbucks.com
http://mystarbucksidea.force.com
http://mystarbucksidea.force.com
https://www.facebook.com/Starbucks
https://www.facebook.com/starbuckspartners
https://twitter.com/Starbucks
http://instagram.com/Starbucks/
http://www.starbucks.com/menu/nutrition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learn-more/policies
http://www.starbucks.com/responsibility/global-report.
http://globalassets.starbucks.com/assets/753361f78afe4df4a6d8b4dba5f603e0.pdf
http://globalassets.starbucks.com/assets/753361f78afe4df4a6d8b4dba5f603e0.pdf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한 명의  
이웃에 정성을 다해 깊은 영감을 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