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SDGs 이행사례 공유 UN 플랫폼
홈페이지

개요

기업 SDGs 이행사례,
혁신기술 및 시장기회 제시

Global
Opportunity
Explorer

기업사례, 시장기회 담은
Global Opportunity Explorer
보고서 매년 발간

참여대상

민간기업, 투자자,
정부기관(지자체) 및
파트너 기관

참여방법 및 혜택

UNGC 회원사례 페이지 제공
파트너회원으로 참여시
산업별시장기회자료제공

운영기관

UNGC
Sustainia
DNV GL

https://goexplorer.org

반부패, 아동노동, 교육, 보건 등
이슈별 UN 파트너십 기회 제시

UN-Business
Action Hub

UN 기구별 파트너십 기회와
참여 가능한
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 검색가능

UN 기구 또는
UN 파트너십 사례가
있는 민간기업

42개 UN 기구/기관
파트너십 기회 검색 가능
기업 SDGs 이행계획 및
UN 프로젝트 업로드 가능

UNGC
Global Hand

https://business.un.org

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플랫폼

Partnerships
for the SDGs

기업, NGO의
SDGs 이행계획, 활동을 업로드

‘자발적 이행계획’ 업데이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

회원국, 시민단체,
기업, 학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기업 SDGs 이행사례와
연계된 SDG 목표 선택 후
이행계획 작성, 제출

UN DESA
(UN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홈페이지

SDG
Philanthropy
Platform
(SDGPP)

개요

참여대상

기업 재단, 인도적 단체들의
SDGs 활동과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플랫폼

SDGs 이슈 관련 사업에
후원하는 재단

SDGs 관련
재단-UN/정부/NGO 간 협력 지원

SDGs를 이행하는
인도적 단체

참여방법 및 혜택

운영기관

UNDP
홈페이지 가입 후
재단의 SDGs 이행사례
작성, 업로드

Roce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https://www.sdgphilanthropy.org

The Ocean
Conference
- Communities of
Ocean Action

SDG 14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를
지원하는 이해관계자 플랫폼

기업,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SDG 14 관련
기업의 목표 이슈
(해양오염,해양생태계 보존 등)
선택 후 이행계획 작성, 제출

피지 정부
스웨덴 정부

https://oceanconference.un.org/coa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도시별, 목표별로
SDGs 우수사례 게시 및 공유

지자체,
정부기관

아태지역 도시들의
SDGs 이행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가능
SDGs 달성을 위한 도시들의
정책 이행여부, 과제 공유

UN ESCAP
서울특별시
CityNet

http://www.urbansdgplatform.org

* 모든 플랫폼은 비용 없이 참여공유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실 경우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UNGC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 gckorea@globalcompac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