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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앞선 3D 디자인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의 프로그램을 도입, 가상 샘플을 사용해 불필요한 실물
샘플 원단의 폐기물과 샘플 전달 시 소요되는 포장재 및 운송 연료 등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향후 메리디
안글로벌 주식회사는 2025년까지 실물 샘플의 80% 이상을 3D 가상 샘플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공헌과 관련해
서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컴패션을 통해 불우한 케냐 어린이를 돕는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들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범규준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인 윤리 규범을 토대로 조직 전반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과도 신뢰와 정도를 원칙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 주식회사는 원재료, 디자인, 생산 및 운송, 판매, 운송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의류
제품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사 이래 지켜온 정도경영의 신념으로 사회 번영의 일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메리디안글로벌 주식회사를 향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사이래지켜온정도경영의신념으로

명분이아닌실질적인의류친환경순환생태계를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17년 성수동에 다누리텍스 창립하여, 의류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다누리텍스㈜으로 법인전환, 2019년
메리디안글로벌 주식회사 상호변경을 시작으로, 이후 5년 업력의 뛰어난
영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의 100%를 미국 달러로 받는 수출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기 전부터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CREATE BEYOND 
EXTRAORDINARY”를 모토로 친환경 의류 제품을 공급하는 신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CEO Message

2022년 11월
메리디안글로벌㈜대표이사황성수



기업명 메리디안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자명 황성수

설립일자 2018년 1월 17일 임직원수 26명

자본금 13억 원 2021년 매출 434억 원

E-mail nathan@m1-global.com 연락처 070-4247-5455

주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영동테크노타워 603호

업종/주요제품 섬유, 의류/KNIT & SPORTS WEAR, 유니폼

일반현황

기업개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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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다누리텍스
주식회사설립

2018년 9월

연구개발
전담부서설립

2019년 10월

상호변경
‘메리디안글로벌주식회사＇

2021년 4월

한국컴패션
국제아동후원시작

2021년 7월

ISO9001 인증

2022년 8월

ISO14001 인증

2023년 5월
미국현지

반자동봉제공장설립

2023년 6월

친환경의류제품매출시현

친환경의류부문
IP R&D 정부지원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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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Teslar, Walmart, Lowes, 병원 의료복 등

미국 작업복 유통 대기업 SCG 고객으로 유니폼 판매

핵심 사업

메리디안글로벌㈜은 글로벌 스포츠의류 및 유니폼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와 유니폼을 OEM 납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러 우량 브랜드 및 기업에 OEM 계약 수주 및 납품과 대기업 SCG 고객에 유니폼 판매를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연속적으로 매출을 2배 신장시키며 성장입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매출 신장을 성취하기 위해 핵심 사업의 확장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메디컬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메디컬 의류 및 유니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과 ESG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내 작업장 안전 기준 강화로 건설, 제조 등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복의 중요
도가 높아진 점을 사업 확장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신사업을 새롭게 개발해나
가고 있어, 향후 2026년까지 기존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새로운 매출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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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YOGA UNIFORM
(단위 : 백만 원)

추정 연매출 상승액 추정 유니폼 매출 성장률

300%

엑티브웨어 매출 비중

2022년

63
%

유니폼 매출 비중

2026년

200억

58
%

스포츠웨어 매출에서 유니폼 매출 비중 증가, 친환경 유니폼 신사업 개시로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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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wear
RBX, SPYDER, AVALANCHE, HIND 등 우량 브랜드 및

기업에 스포츠웨어 등 OEM 계약 수주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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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매출액 수출실적

메리디안글로벌㈜은코로나19로경제전반에어려움이있음에도, 스포츠의류수요확대로매출액및수출실적에서의성장
을보였습니다. 매출증가세는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유니폼시장의전반적인수요증가로지속될것으로예상합니다.

팬데믹상황에서의료서비스수요증가에따라, 의료복, 환자복등의의료작업복등의서비스시장에서의작업복수요가지
속적인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미국내작업장안전에대한인식이강화됨에따라, 규정에맞는안전작업복수요는당사
에게새로운기회로서작용할것입니다.

성장하는메리디안글로벌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원자재에 앞선 Recover과 원단 공급업체 효성과 단독 파트너쉽을 채결했습
니다. 친환경밸류체인구축으로글로벌의류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겠습니다.

친환경역량강화

현재계약중인유니폼기업대비최대 260배시총규모를가진신규업체(CINTAS, ARAMARK)와구
매계약을체결하여, 판매역량강화에있습니다.

신규고객사발굴

9,676 

21,975 

43,448 

2019 2020 2021

1,109 
3,617 

27,872 

2019 2020 2021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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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및경영전략

메리디안글로벌㈜의비전 ‘Create Beyond Extraordinary’는뛰어난제품품질을핵심으로지속가능한의류의생산을다짐하
는메시지입니다. 디자인스케치부터최종상품까지의전과정에서뛰어남, 그이상의품질로고객만족을실현하겠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은비전을실현하기위한동력으로서세가지철학을가지고있습니다. 

첫번째철학은품질입니다. 
고객이요구하는높은품질의제품을제공하겠습니다. 

두번째철학은배송입니다. 
납기일준수를통해고객과의신뢰를구축하겠습니다. 

세번째철학은지속가능성입니다. 
생산시엄격한환경기준을준수하여패션산업의지속가능성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Create Beyond Extraordinary

Vision Value Ambition

메리디안글로벌㈜는업사이
클링으로순환경제를만들
어, 우리가살고있는지구를
보호하는데기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옷의생산으로, 
고객이메리디안글로벌㈜와
함께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
게지구를보호하는사회적
가치를창출하겠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윤리적
인옷을만드는선도업체가
되는것을꿈꾸고있습니다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비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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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글로벌㈜는완전한의미의서큘러체인을만드는것을목표로기간별전략을수립하고있습니다.

단기적으로유니폼생산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파트너쉽을통해코로나 19시대에도지속적인매출성장을이뤄냈습니다. 기존매출확대및다양한신
규고객사유치로유니폼시장에서의영향력이확대되고있는지금, 당사의핵심역량을중심으로기업펀더멘털을강화하
겠습니다. 

중기적으로업사이클링에집중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의중요성, 특히패션산업에서그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업사이클제품출시로지
속가능한산업을구축하고나아가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완전한서큘러체인을구축하겠습니다.
폐의류수거부터제품생산까지의과정을현지화하여산업모델의진정한친환경화에앞장서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UNIFORM
BUSINESS

• SGC 2019~
기존매출확대및신규
아이템추가

• CINTAS, ARAMARK등
신규고객사유치
*CINTAS 2023년수주예정

UP-CYCLING
BUSINESS

• SGC 업사이클링제품
출시예정

• 기존미국시장확대및
신규유럽,
일본시장진출

CIRCULAR
CHAIN

• 현재 Sustainable 
Materials과 Yarn, Fabric에
대한 1차소싱을끝냄

• Recover 생산시설
설치하고유니폼
회사로부터폐의류수거
분류를통해미국내
완전한 circular chain 완성
준비중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중장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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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현지법인, 사무소현황

위치 사무소명 업무 사무소장 직원수 주요역할

미국 New York Sales Office 영업지원 최혜현 1명 미주 마케팅 및 바이어 상담

인도네시아
PT.Meridian Global (Indonesia 
Production Office)

생산지원 류창수 5명 (현지직원 포함) 현지영업 및 생산 및 품질관리

베트남
The representative of 
Meridian Global Co., Ltd

생산지원 Mr.  Kelvin 4명 (현지직원) 현지영업 및 생산 및 품질관리

방글라데시 Meridian Sourcing Ltd
영업/생산지
원

Mr. Jahir 2명 (현지직원) 현지영업 및 생산 및 품질관리

BUYER FACTORY 생산하는 ITEM

RBX, SPYDER, HIND, 
AVALANCHE, HARMONY & 
BALANCE

TNG GROUP-VIETNAM

KNIT SPORTSWEAR 전문 봉제공장

ANB-VIETNAM

TNP-VIETNAM

JMC-VIETNAM

L&B-VIETNAM

NAM TIEP-VIETNAM WOVEN & KNIT SPORTSWEAR 전문 봉제공장

PT.PURNAMA ASIH SUR INDONESIA-
INDONESIA

KNIT SPORTSWEAR 전문 봉제공장

PT.Anugrah Maju Perkasa-INDONESIA WOVEN & KNIT WEAR 전문 봉제공장

PT.PERMATA GARMENT-INDONESIA WOVEN & KNIT WEAR 전문 봉제공장

Superior Group Of 
Companies

NAM TIEP-VIETNAM WOVEN & KNIT SPORTSWEAR 전문 봉제공장

HUAN HOANG PHAT -DANANG,VIETNAM POLO & KNIT WEAR 전문 봉제공장

글로벌네트워크

• Sales / Operation
- Los Angeles

- North Carolina

- New York

- Korea

• Sourcing / PD&D
- New York

- Spain

- Korea

- Japan

• Production
- Vietnam

- Indonesia

- Bangladesh

- Cambodia

- Guatemala

- Haiti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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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비전

재생산 수거

분류
/해체

판매

친환경 제품 서큘러체인 선도

ESG
전략

환 경 사 회

• Upcycled & Recycled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아이템 공급

• 3D 모델링을 활용한
폐기물 절감

지 배 구 조

제품 친환경성 강화

• 국내외 직원 및
협력사의 근무 환경
모니터링

• 지역사회공헌
활동 확대

공급망 EGS 관리

• 현지 법인의 국가별
법적, 윤리적 규범
준수

• 계약 및 납기 진행의
투명한 정보 공개

컴플라이언스 강화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메리디안글로벌㈜는 2018년 1월창립부터친환경의류생산과공급에사업의근간을두고있습니다. 환경오염고위험으로
분류되는의류산업의문제점에주목하고자사제품을통해폐의류수거, 분류제품생산과과정을내재화한친환경의류
생태계를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친환경제품서큘러체인선도’라는비전은메리디안글로벌㈜가추구하는
비즈니스의본원적성장방향성과미래지향가치를표방하고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에는 환경뿐만아니라사회, 지배구조전반의전략목표및실행과제를포함하는 ESG 전략체계를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제품친환경성강화, 공급망 ESG 관리, 컴플라이언스강화를 ESG 핵심전략으로하여
이해관계자와상생하고신뢰받는경영을달성하기위한지속적인혁신과노력을지속해나갈것입니다.

ESG 비전및전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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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글로벌㈜는 제품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원재료나 공급망 개선 등을 중심으
로 친환경 제품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원자재 확보를 포함하여 환경영향
저감, 유해 물질 저감, 안전보건 등이 우수한 협
력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효성과 Recover와 같은 친환경 원자재 공
급사를 시작으로 생산 공정 내 우수하고 친환경
적인 협력사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폐의류 수거 및 분류 작업 수행

인프라 구축하여
로컬에서 일괄 수거 및 분류

→ 수거, 분류 비용▽

원사 생산 후 원단 공장으로 국가 이동

로컬 공장에서 리사이클링 원사 생산

기존의 의류 제조업에서는 샘플을 제작하고 고객사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류비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과
정에서 샘플 제작 및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 샘플과 같은 크고 작은 환경오염이 수
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친환경 제품 이외에도 향후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업 전반의 크고 작은 전환을 통
해 친환경 사업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과 사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크고 작은 활
동들을 실천하고 있으며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리디안글로벌㈜는 ERP, 메타버스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사적 데이터
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면지 활용을 넘어 종이와 잉크 등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CLO와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
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를 구현하여 온라인으로 샘플을 제작, 디자인 논의 및 확인 등을
가능케 하여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 전반의 친환경화를 위해 많은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수급과 공급
망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서큘러 체인의 구현을 위해 메리디안글로벌㈜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
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류 제조 및 패션 산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원료수급부터 생산, 운송, 판매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촉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의류순환

국가이동 하여 리사이클링 원사 추출
기존 리사이클링
의류생산공정

일반
의류생산공정

친황경
서큘러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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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공장 국가로
이동 후 봉제

생산된 의류 검수 후
고객 국가로 이동

의류 리사이클링으로
환경영향 저감

고객 국가 현지에서 원단 가공 작업 및
봉제, 완제품 유통까지 공정 단일화

봉제 공장 국가로
이동 후 봉제

생산된 의류 검수 후
고객 국가로 이동

폐기물, 물류 등
환경영향 발생

의류 리사이클링, 물류 등
전 과정 환경영향 최소화

또한, 의류 생산이라는 직접적인 환경오염 외에도, 사내에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까지 감소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리디안글로벌
㈜는 사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의 요소를 줄이고
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내부 자료로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
고, 이는 생각보다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
히 종이를 쓰기 위해 나무를 베는 문제만이 아닌, 출력 과정에서
잉크 토너를 사용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를 다시 출력하고, 심지어
사용한 자료를 폐기하고 버려지고 운송하는 과정에서조차 탄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문제마저 해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진정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RP, 메타버스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우선하
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면지 활용을 넘어 종이, 잉크 등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
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기업 홍보 자료를 대신하고, 가상 매장을 통해 제품 체험과 안내 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의류 제조업에서는 샘플을 제작하고 고
객사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류비와 시간을 소
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샘플 제작 및 운송 시 발
생하는 탄소 배출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 샘플
과 같은 크고 작은 환경오염이 수반되었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CLO와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
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
를 구현하여 온라인으로 샘플을 제작, 디자인 논의 및
확인 등을 가능케 하여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 합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세계적인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친환경 요구에 맞춰
사업 전반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사업 구조를 친환경 사업으로 피벗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제 사내 ERP 환경 스크린샷

실제 CLO 작업 환경 스크린샷



친환경 전략

전사적인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당사로 하여금 단순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환경이나 제품 관련 국제 법률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2021년에는 불량률을 줄이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9001)을 취득하였으며, 2022년에
는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14001)을 취득하였습니다.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
템 인증을 통해 경영 이념에 친환경을 내재화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리디안글로벌㈜는 현재 기획 중인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의 비중을 차차 늘려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까지 보인 지속적인 매출 증가 곡선을 잘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향후 2026년에는 매출 중 60% 이상을 친환경 제품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현재 친환경 설비 현지화와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사업이 안정적 성장 단계에 도달할 시 기업공개(IPO)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국제사회의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더 이상 단순히 탄소배출
을 저감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거나, 캠페인
등의 활동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환경을 위해 경영의 기반이 되는 경영 이념에 환
경 정책이 반영되는 것은 단순한 글로벌 트렌드를 넘어 당
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직간접적인 오
염물질 배출 저감이나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서 경영 전반
에 미치는 핵심 가치에 환경을 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21.4%
33.3%

36.3%

61.5%
50,000

70,000

90,000

110,000

130,000

2022 2023 2024 2025 2026

(백만 원)

친환경 기존

How we wear:
Environment

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총예상매출액대비친환경신사업예상매출액비율

14

https://www.m1-global.com/MERIDIAN_IR_V142.pdf


환경 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현재 메리디안글로벌㈜의 사업장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메리디안글로벌㈜가 성장하며
기술을 내재화하여 친환경 서큘러 체인을 구축하는 등 사업 확장을 하는 동안 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망 및 제품 라이프 사이클 등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 파악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는
간접적인 환경 영향의 잠재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토대로서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조사한 뒤, 원부자재와 에너지를 포함한 10개의 범주 별 환경 영향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심각성 등을 평가하고 그 시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공급망 선정 시
상기 세부 기준을 토대로 환경 영향을 평가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 협력 회사의 환경 영향 관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관련 준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직 내 자원 사용량 및 오염 물질 배출량

메리디안글로벌㈜는 현재 사무실 외에 생산 공장이나 물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자원 사용은
에너지 사용량(사무실 전기 사용)과 용수 사용량(사무실 상하수도)의 일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직원 수가 증가함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존 파괴 물질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 역시 온실가스 배출(차량 이동에 사용되는 가솔린, 사무실
전기 사용)을 제외하면 현재 사업 구조상 특별히 배출하고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확장과 기술 내재화
및 공장 보유 등의 사업 변화에 따라 해당 아젠다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친환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6.3

305.9

406.0

2019 2020 2021

(GJ)

44.3 44.4

54.2

2019 2020 2021

(m3)

3.8

10

14.7

7.7 7.3
10.1

2019 2020 2021

Scope 1 Scope 2 (tCO2e)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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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메리디안글로벌㈜는 초과근무 근로 시간에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있습
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유연근무제도를 채택하여 일정 기간의 단위로 업무
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 시간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맞
추는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임직원 구성

임직원의 안전 보건
메리디안글로벌㈜의 3년간 재해 발생률은 0%였지만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
에 대한 보상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에 관련한 조항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ISO14001 인증 획득과 재해 발생 시 신속,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단기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 위험작업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산재 법령이 정하는 바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의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여 점진적인 점검 및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년간 재해 발생 건수

적법한 근로환경 조성

메리디안글로벌㈜는 임직원과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규칙 위반 및 미흡 등 개선사항을 반
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노동관계 법
령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법령 재, 개정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초임임금 및 비율

초과근로 규정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도수율 % 0 0 0

재해율 % 0 0 0

구분 2019 2020 2021

최저임금 1,745,150 1,795,310 1,822,480

초임임금 2,083,340 1,944,450 2,500,000

초임임금 비율 119% 111% 143%

20%

67%

13%

30대 미만

30대 이상 50대 미만

50대 이상
68%

32%

여성

남성

How we w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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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글로벌㈜는 패션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구성원의 지식과 교양의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3D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CLO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훈련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2년에 약 10명의 임직원이 CLO에 관련한
외부 기초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고,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특화된 특별 외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이수 여부 및 결과 등은 승진 및 제반 인사관리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
업 확장과 함께 추가적인 사원 교육이 필요하다면 메리디안글로벌㈜는 이에 대한 임직원의 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사업전환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과 평가와 보상제도를 시행하진 않고 있지만, 추후 개선 계획 중
에 있고, 임직원과 회의를 통해 의사소통 및 노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생산은 OEM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서 생산인력의 감축 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친환경 소재를 활용
한 사업 확대 시 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받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 포상 제도

메리디안글로벌㈜는 임직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
가 인정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 등에게 상장 또는 상패, 상품, 상금, 포상 휴가, 특별
휴가, 특별승진 등을 정상에 따라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
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메리디안글로벌㈜는 직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재충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근속자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아래
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성과 평가와 보상제도를 추가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선함으로써 경
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속년 내용

10년 금 5돈

15년 4박 5일 동남아 부부여행권

20년 금 10돈

25년
8박 9일 유럽 또는
미주 부부여행권

30년 금 15돈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별 평균 교육시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인당 평균 교육 시간 (*) 시간 1 1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시간 11 16 16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가 (*) 시간 11 16 16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가 (*) 시간 0 16 16

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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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글로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전 임직
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법정 의무교육을 성평등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예방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임직원의 고
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차별 사건 발생은
0건입니다.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는 남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모집 및 채용, 교육, 승진, 배치,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 환
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
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임직원에게 고
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의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차별 사
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 기간: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시 1회 30일 이상

가족 돌봄 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 기간: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분할 사용

육아 휴직
- 대상: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휴직
- 기간: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

임신직원 단축근로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허용

메리디안글로벌㈜는 임직원의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탄력근무제 및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제를 실시하여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 임
직원의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 육아휴직과 같은 다양한 가족 친화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육아휴직자 대상자 2명 2명 3명

육아휴직 사용 직원 0명 0명 2명

육아휴직 후 복귀율 0명 0명 0명

가족친화경영

구분 2019 2020 2021

기본급여 (남) 3,873,109원 4,283,885원 3,982,507원

기본급여 (여) 3,001,130원 3,301,616원 3,577,840원

남/여 임금 비율 77.49% 77.07% 89.84%

성평등 교육 강화

How we w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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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글로벌㈜의 3대 경영 철학 중 하나는 품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엄격하게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9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바 있습니
다. ‘End to End Service’를 통해 제품 제작부터 배송까지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보호

메리디안글로벌㈜는 고객 정보 보호가 기업의 신뢰도에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
다. 이에 당사 고객정보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해외 서버의 메일링 서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드라이브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 사외반출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ERP, 클라우드, 공유 드라이브의 삼원화된 서버로 운영
되어 데이터 손실에 유의하고 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결과
2019~2021년 3년간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 관련 위반 사실(벌금 및 과태료)은 0건입니다.

구분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 0 0 0

고객정보 분실 사실 입증 (건) 0 0 0

시정 조치 완료 (건) 0 0 0

디자인 개발 패턴 제작 프로토타이핑 & 
샘플링 대량 생산 배송

지속 가능한 원단
및 부자재를 조달, 
의류 디자인 지원
으로 의류 샘플
제작

오랜 경험을 활용
하여 각 아이템에
맞는 적합한 패턴
제공

고객 피드백 적극
수용 및 제작 과
정에서 3D 가상
의류 샘플링 활용
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단
폐기물 발생 요인
원천 제거

자체 ERP 시스템
을 통한 실시간
생산 관리 및 사
고 예방을 위한
개별 영업 관리자
배치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통한 평면
설계로 화물 선적
효율성을 극대화
한 최선의 옵션
제안

전문품질보증팀
중심의 품질관리

End to End Service

품질경영

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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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및 인증

지적재산권 연도

특허출원(10-2021-0035644): 다기능성 친환경 의복 원단 및 이의 제조 방법 2020

특허출원(10-2021-0017395): 확장 현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2020

특허등록(제10-2123191호): 렌티큘러 구조체를 가지는 의류 2021

상표 등록 출원(40-2021-227414/15/16): COLOR FACTORY (25류, 35류, 42류) 2021

미국 상표 등록 출원(97127483): COLOR FACTORY (25류, 35류, 42류) 2021

인증 연도

벤처기업확인서 2018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2018

ISO9001 2021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2021

ISO14001 2022

서울형 강소기업 2022

우수벤처기업 2022

How we w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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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메리디안글로벌㈜는 현재, 유니폼 수거부터 운송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환경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현지에서 수거-분류-
생산-유통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서큘러 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분이 아닌 실질적인 의류 친환
경 순환생태계를 위한 일로 공정을 단일화하여 물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메리디안글로벌㈜의 주요 해외사업장인 Takson Hue와 Nam Tiep는 자사의 준법정신을 보여주고, 노동자들을 존엄
과 존중을 가지고 대하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2022년 세계 최대 규
모의 독립 인증 프로그램인 WRAP 감사를 받고, 인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주요 해외 거래처 및 공급망 중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위한 WRAP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률 및 직장 규정 준수,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학대 금지, 보상과 복리후생, 근무
시간, 차별 금지, 임직원 건강과 안전,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환경, 관세 준수,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업장을 통해서만 WRAP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개의 사업장이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아 인증받았고, 추후
나머지 사업장 또한 WRAP 감사를 실시하여 잠재 리스크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평가를 위해 메리디안글로벌㈜는 사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직접 공급사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협력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평가합니다. 실사 평가를 바탕으로 노동, 안전보건, 환경 등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측면에서의 근로환경 리스크를 식별하여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WRAP 12개 주요 관리분야

구분 2021

원자재 43.2%

부자재 13.5%

외주가공비 10.8%

운반비 30.4%

견본비외 2.1%

공급망 ESG 감사

기존 의류 업사이클링 체인

수거 후 분류작업에 용역비용 발생 등 이유로
방글라데시 등으로 폐의류 이동

중국, 한국 원단공장으로 이동

베트남, 중남미로 봉제

미국으로 수출, 유통

이 과정에서 항만 운수 등으로 공해 발생

의류 업사이클링 공정

폐의류 수거 및 분류

원사 추출

원단가공

봉제가공

유통 판매

메리디안 친환경 서큘러 체인

유니폼의 경우 수선, 세탁 등 유지보수
구축된 인프라로 수거, 분류 비용이 낮음

유니폼 의류 일괄수거

폐사 수거 즉시 원사로 가공

미국에서 원단가공부터 봉제, 
완제품 유통까지 공정 단일화

수거부터 판매까지 현지에서 소화가능

유형별 공급사 구매 비율

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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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직장규정

준수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괴롭힘
금지

보상과
혜택

근로시간 차별금지 보건/안전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환경 관세 준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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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메리디안글로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구촌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컴패션(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은 철
저한 감사를 통해 자산활동 자금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공익기관입니다. 메리
디안글로벌㈜는 한국 컴패션을 통한 국제 어린이 양육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1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7일, 40년 만의 기근으로 굶고 있는 케냐 국제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 워크’ 캠페인에 임직원들이 참
여하였습니다. ‘컴패션 워크’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메리디안글로벌㈜의 임직원들 또한 컴패션 워크에 함께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캠페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약 1억 원 규모의 후원금은 케냐 가뭄 피
해 가정에 영양식 및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며 단순히 당장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어린이 가정에서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종자와 가축을 제공하고 농업 및 직업 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영양실조
의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가 확대하여 국외뿐만 아닌 국내 지역사회에도 긍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이 위치한 성동구청을 중심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들은 메리디안글로벌㈜가 전개하는 친환경적인
비즈니스와 결합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세상

How we w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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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영 실천

메리디안글로벌㈜는 회사경영 및 사업 활동에 있어 윤리적이며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활동에 근간이 되는 <윤리 헌장>을 개정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하였고, 해당 내용을 당사 홈페
이지 게시하여 엄격히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Ⅰ. 서문

메리디안글로벌(주)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Ⅱ. 반부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 방지협약, 미국 FCPA 등 뇌물 및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를 준수한다.
또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Ⅲ. 선물, 접대 등의 수수(授受)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단,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
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Ⅳ. 기부 및 후원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부정한 이익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Ⅴ. 정보보호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
다.

메리디안글로벌 <윤리강령>

윤리 경영

구분 2019 2020 2021

부패 사례의 수 0 0 0

부패 사례의 수

구분 2019 2020 2021

법적 조치의 수 0 0 0

법률 위반 현황(단위: 건) (단위: 건)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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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관련이슈 소통 채널 주요활동

고객
고객관계관리, 고객 정보보호, 제품 및 서
비스 품질 관리

홈페이지
마케팅 및 영업활동
고객 불편 사항 응대

주주 및 투자자
주주가치 극대화, 지배구조 투명성, ESG 
리스트 관리, 사업 전망,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홈페이지, 기업설명회, IR 
자료

기업설명회를 통한 성과 공유

임직원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복리 후생, 임
직원 역량강화 지원, 고충 처리, 고용 안
정성 보장

전사강연회, 노사협의회
임직원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 모색, 
다양한 복지 제도 운영

지역사회
법적 책임 실천, 성실한 세금 납부, 일자
리 창출

지자체 설명회 및 간담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및 협력 모색

정부
법적 책임 실천, 성실한 세금 납부, 일자
리 창출

정책 간담회 세미나
성실한 조세 납부, 양질의 일자
리 창출로, 고용 창출에 기여

메리디안글로벌㈜는 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을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공
급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메리디안글로벌㈜는 국내 법령과 회사 정관에 따라 3인의 사내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최초사업
계획의 수정, 연간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중요성 있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 구성

이해관계자 참여표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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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현황

황 성 수

2018.01.17 선임 ~ 현재

• 한솔섬유 영업

대표 이사

• 푸른텍스타일 영업

최 혜 정

2018.01.17 선임 ~ 현재

• Southpole USA 미국 의류 브랜드회사

이사

• 푸른텍스타일 영업/R&D

• 한솔섬유 영업

영업

류 창 수

2018.01.17 선임 ~ 현재

• 한솔섬유 생산관리

부사장

• 푸른텍스타일 생산관리

인도네시아 해외 영입 / 생산총괄

황성수 최혜정 류창수 합 계

85.68% 9.70% 4.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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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메리디안글로벌㈜는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종합 측면의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앞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은 11가지를 핵심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전사적 대응 활동을 ESG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창구로써 활용하고 ESG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경영 전반에 폭넓게 반영하여 지속가능한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STEP 4. 
보고 방향성 논의

STEP 3. 
이슈평가

STEP 1. 
환경분석

STEP 2. 
이슈풀 구성

ESG영역별 이슈풀
산업 특성을 반영한 33개
이슈풀 구성

거버넌스ㆍ경영ㆍ고객 ·경
제 9개, 사회 14개, 환경 8, 
사회 13개

글로벌 표준 분석
GRI Standard

벤치마킹
국내외 동종/유사 기업의
ESG 관련이슈

내부자료 검토
IR자료, 각종 내외부 보고
서 등

내부 검토
메리디안 ESG 주관부서 중
요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가 ESG 이슈별 중요도
평가

이슈 선정
핵심이슈 11개, 일반이슈
22개 선정

이슈 보고
핵심 이슈를 토대로
2021년 ESG 성과 보고

핵심이슈 GRI Aspect 보고 페이지

1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통한 제품 혁신 원재료, 공급업체 환경평가 p.6, 12-13

2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및 폐기물 감축 폐기물, 공급업체 환경평가 p.12-13, 21

3 환경 친화 사업장 및 관리체계 공급업체 환경평가 p.15

4 인재 개발 훈련 및 교육 p.17

5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전개 간접 경제효과 p.22

6 환경영향 최소화 폐기물, 에너지, 배출 p.12-13

7 제품 다각화 간접 경제효과 p.6-7

8 고용 안정성 확립 고용 p.18

9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산업안전보건 p.16, 21

10 공급망 ESG 역량 강화 공급업체 환경평가/사회평가 p.21

11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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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온실가스

총 배출량 (Scope1 + Scope2)

tCO2e

11.5 17.3 24/8

Scope 1 (*) 3.8 10.0 14.7

Scope 2 (**) 7.7 7.3 10.1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tCO2e/십억 원 11.5 17.3 24.8

에너지

총 에너지 사용량
GJ

216.3 305.9 406.0

직접 에너지 사용 (*) 161.5 152.6 194.8

간접 에너지 사용 (**) kWh 16,825 15,966 22,000

에너지 사용 집약도 GJ/십억 원 22.35 13.92 9.34

용수

총 용수 사용량
m3

44.3 44.4 54.3

용수 사용량 (사무실 상수도) 44.3 44.4 54.3

용수 사용량 집약도 m3/십억 원 4.6 2.0 1.2

환경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제제

환경 법규 위반 건 0 0 0

벌금 액수 천 원 0 0 0

(*) 법인차량 휘발유 사용
(**) 본사 사무실 전력 사용
(***) Scope 3 기타 온실가스 배출 산정하고 있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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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경제적 가치 창출
(요약 재무 정보)

매출액 9,675 21,974 43,448

영업이익 221 1,472 1,447

당기순이익 62 1,473 1,077

자산 총계 5,325 9,749 11,052

부채 총계 4,045 6,696 6,922

자본 총계 1,279 3,053 4,130

경제적 가치 분배

주주 및 투자자 현금배당금 0 0 0

협력사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비용 7,904 19,000 40,015

임직원 급여 516 540 807

정부

법인세 및 세금과 공과 89 120 291

법인세 62 88 255

세금과 공과(전파 사용료 포함) 27 32 36

지역사회 기부금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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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30대 미만 명 2 2 4

30대 이상 50대 미만 명 8 10 13

50대 이상 명 1 1 5

여성 명 5 6 15

남성 명 6 7 7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신규 채용 명 4 9 19

이직률 % 20 54 57

퇴직한 임직원
퇴직자 명 2 7 10

퇴직률 % 9 12 13

육아휴직

육아휴직자 대상자 명 2 2 3

육아휴직 사용 직원 명 0 0 2

육아휴직 사용 직원 업무 복귀 비율 % 0 0 0

근로자 1인당 한 해 평균
훈련 시간

인당 평균 교육 시간 시간 15 20 20

국내 시간 15 20 20

해외 시간 0 0 0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최소 통지기간 주 5 5 5

차별 사건 수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차별 사건 수 0 0 0

처리 완료 수 0 0 0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
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전체 사업장 수 0 0 1

수행 사업장 수 0 0 1

수행 사업장 비율 % 0 0 100

법률 규정 위반 사건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처분 결과

수 0 0 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처분 결과 수 100 100 100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건 수

수 0 0 0

정보 및 라벨을 위해 필요
한 제품/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정보 조건을 갖춰
야 하는 주요 제품/서비스

취급주의 라벨 % 100 100 100

산업 재해율
도수율 % 0 0 0

재해율 % 0 0 0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개인정보보호 위반 수 0 0 0

고객정보 분실 사실 입증 수 0 0 0

시정 조치 완료 수 0 0 0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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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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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번호 지표 내용 페이지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p.5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p.6

102-3 본사 위치 p.5

102-4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거나,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와
국가명

p.10

102-5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p.24

102-6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관련 산업, 고객과 수혜자 유형 p.5, 6, 10

102-7
조직의 규모(임직원 수, 사업장 수, 순 매출, 자기자본과 부채 구분한
총자본, 제품 서비스 수량 포함)

p.5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p.27

102-9 조직의 공급망 p.10, 21

102-10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 관련 중대한
변화

p.9

102-11 조직의 사전 예방 접근법 및 원칙 p.4

102-12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p.4

102-13 산업 협회 등 국가별, 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현황 관련 활동 없음

전략
102-14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p.4

102-15 핵심 영향, 위험, 기회 p.4

윤리성과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p.23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과 신고 메커니즘 p.23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p.24

102-19 권한 위임 p.24

102-20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 p.24

102-21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협의 p.24

102-22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 p.24

102-23 최고 거버넌스 기구 의장 p.24

102-24 최고 거버넌스 임명과 선정 p.24

102-25 이해관계 상충 방지 프로세스 및 이해 상충 사항의 공개 여부 p.24

102-26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관련)

p.24

102-2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관해 공동지식
강화 및 개발 절차

관련 활동 없음

102-2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평가에 대한 절차 p.24

102-29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파악과 관리 관련 활동 없음

102-30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효과 관련 활동 없음

102-31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검토 관련 활동 없음

102-32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식 검토하고 승인하며, 모든 중요 측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 위원회 또는 직위

관련 위원회 없음

102-33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 관련 절차 없음

102-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 개수, 해결 메커니즘 대외비로 공개 불가

102-35 보수 유형별 정책 및 고위 임원에 대한 보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규정을 두고 있음

102-36 보수 결정 절차 및 보수자문위원 관여 여부, 자문위원과 조직의 관계 상동

102-37 보수 관련 이해관계자의 견해 수렴 및 보수 정책 제안에 대한 투표 결과 상동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대외비로 공개 불가

102-39 연간 총 보상 인상률 대외비로 공개 불가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p.24

일반 정보공개



GRI Index

지표 번호 지표 내용 페이지

경제 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 p.26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p.4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지역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 평가, 기부 등)

p.22

203-2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영향의 예시(긍정적, 부정적 영향
포함)

p.4

조달 관행 204-1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구매 비율 p.21

반부패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1개 사업장 (본사)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관련 교육 현황 p.23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p.23

반경쟁적 행위 206-1
경쟁저해 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한 법적조치 없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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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번호 지표 내용 페이지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및 보고서

프로필

102-41 전체 임직원 중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비율
노조 없음. 국내 법규상 가입

의무조건 30인 이상

102-42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p.24

102-43 조직이 관여시킬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P.24

102-44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및 조직의 대응 p.24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없음

102-46 보고서 내용과 토픽의 경계 결정 과정 p.25

102-47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요토픽의 목록 p.25

102-48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수정 보고
이유

p.31

102-49
이전 보고 기간 이후에 발생한 중요토픽의 목록 및 경계의 의미 있는
변화

p.25, 31

102-50 제공한 정보의 보고 기간(회계 연도 또는 역년) p.31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보고 일자 p.31

102-52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매년, 또는 격년 계획 중

102-53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p.31

102-54 GRI Standard 부합 방법 p.31

102-55 적용한 GRI Standard와 disclosure 목록을 표기한 GRI 인덱스 p.28-30

102-56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검증 보고서 보고서 외부 검증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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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번호 지표 내용 페이지

고용

401-1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p.27

401-2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p.17,18

401-3 육아휴직 p.18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p.16
403-2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p.16, 21
403-3 산업 보건 지원 프로그램 p.16
403-5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교육 p.16
403-7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완화 p.21
403-9 재해율 p.16

훈련 및 교육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 시간 p.17
404-2 임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p.17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2023년 성과 평가 및
보상제도 도입 예정

다양성과 기회 균등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p.24, 27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p.18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p.18

공급업체 사회적
평가

414-1 사회 영향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p.21
414-2 공급망의 부정적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p.21

고객 개인정보 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p.19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최근 3년간 사회적, 경제적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납부 없음.

사회

How we wear친환경의류순환ESG 비전및전략Introduction AppendixHow w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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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번호 지표 내용 페이지

원재료

301-1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p.21 

(의류 완제품 직접 생산 없음)

301-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공급망 재생 원료 사용 있으나
정량 수치 집계하고 있지 않음.

301-3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
폐의류로 수거/재생산
제품 비율 산정 어려움.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26
302-2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산정하고 있지 않음
302-3 에너지 집약도 26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산정하고 있지 않음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산정하고 있지 않음

수자원&폐수
303-3 용수 취수량 26 (본사 사무실 상수도 사용)
303-4 용수 방류량 26 (본사 사무실 하수도 사용)
303-5 용수 사용량 26 (본사 사무실 상수도 사용)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26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26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3) 26
305-4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26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26
305-6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배출량 미미하며 산정 불가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배출량 미미하며 산정 불가

폐기물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12,13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12,13

환경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메리디안글로벌㈜의 첫 번째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회사의 ESG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 저변의 활동과 성과
를 담고 있습니다. 메리디안글로벌㈜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당사 ESG 경영의
현재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메리디안글
로벌㈜의 본사를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의 경우 2022년의 활동
과 성과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추세 파악을 위해 최근 3개년
데이터를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제 지속 가능경
영보고 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기준(Core
Option)을 준수하였으며, 재무 정보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배포 및 문의

메리디안글로벌㈜ 2022 ESG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ESG 경영에 대한 의견 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boutThisReport

문의처 주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3, 603, 604호(성수동 2가, 영동테크노타워)
E-mail depark@m1-global.com
Website https://www.m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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