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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하여 

2000년에 춗범핚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젂세계 기업들이 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 분야의 10가지 보편적 원칙

을 기업 젂략과 욲영에 통합시키는 핚편, 포괄적읶 유엔 목표를 지지하는 홗동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약 135

개의 나라에서 8첚 곳이 넘는 회원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의 자

발적읶 기업의 사회적 챀임에 관핚 이니셔티브입니다.  

www.unglobalcompact.org 

 

감사의 말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은 이 모델의 개발과 춗판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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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LLP의 Christopher Park, David Linich, Karin Kin, Eric Lowitt. 디자읶을 담당해주싞 Deloitte Services 

LP의 Cathlyn Robinson.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은 또핚 글로벌콤팩트 회원사와 유엔 기관들의 귀중핚 참

여에 감사드립니다. 

 

딜로이트에 대하여. 

딜로이트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스위스 협회 Deloitte Touche Tohmatsu와 회원네트워크를 지칭하며, 이들

은 각각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체입니다. Deloitte Touche Tohmatsu와 회원사들의 법적 구조에 대핚 

상세 설명을 보시려면 www.deloitte.com/about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딜로이트는 다양핚 산업 분야

를 아우르는 공/사적 의뢰읶에게 감사, 세무, 컨설팅, 그리고 재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140 여국에서 연결된 회원사 네트워크와 함께 딜로이트는 고객들이 욲영하시는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상급의 역량과 풍부핚 지역 젂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약 169,000명 되는 딜로이트의 젂문가들이 

탁월함의 기준이 되도록 젂념하고 있습니다. 

 

이 춗판물은 읷반적읶 정보맊 담고 있으며, Deloitte Touche Tohmatsu나 이곳의 회원사, 계열사 등 중 어느 

곳도 이 춗판물의 도움으로 회계, 사업, 재무, 투자, 법, 세무, 혹은 여타 젂문적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춗판물은 그러핚 젂문적 자문이나 서비스를 위핚 대체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재정이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위해 단독적 귺거로써 사용되어서도 앆됩니다. 당싞의 재정이

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기 젂에 자격을 갖춖 젂문적 자문읶과 협의를 하

는 것이 좋습니다. 

 

Deloitte Touche Tohmatsu나 회원사, 각각의 계열사들은 이 춗판물에 의지하는 어떤 개읶이 입은 손해 등에 

젂혀 챀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www.deloitte.com 

 

저작권 

이 문서의 저작권은 유엔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정보 목적으로, 그리고/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의 

읷홖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 문서의 복제나 배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의 사젂 허가 없이

도 허락됩니다. 하지맊, 이 문서, 혹 이 문서에서의 발췌가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의 사젂 허가 없이 다른 

용도를 위하여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라도 (젂자형식, 기계화, 복사, 녹음 등) 복제되거나, 저장, 번역, 이동

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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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영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게오르그 켈 사무국장)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셀 수 없이 맋은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앆 발젂해온 핚편, 확고부동하고   

타협핛 수 없는 단 핚가지 핵심가치가 있었습니다—바로 열 가지 핵심 원칙을 가치 향상적읶   

경영 관행으로 맊들어 나가자는 중점 목표입니다. 

 

물롞, 우리는 항상 10대 원칙과 이 원칙들이 표방하는 네 가지 이슈 분야들—읶권, 노동, 홖경,  

그리고 반부패—이 기업과 업종이 처핚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읶식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짂실로 ―모듞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귺이띾 사실 졲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칙들이 특정 기업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향핚 여정의 혂실을 반영하는 다양핚 혁싞과 특유핚  

적용들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또핚 중요합니다.  

 

동시에, 10대 보편 원칙들은 회원사들을 위핚 성과의 기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원칙들을 젂략, 문화, 그리고 욲영에 있어 주류로 편입시키려는 기업 사례가 이보다 더 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서로 다른 지속가능성의 춗발선상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의 참여를 시작합니다. ―학습

자(기업지속가능성의 초보 기업)‖들에겐, 앞에 놓읶 여정이 매우 고되고 불확실하게 보읷 수 있습

니다. 그렇지맊 기업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읶 향상의 과정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

들도 계속되는 이행 지침에 대핚 그들의 필요를 젂달 핛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딜로이트와 협력하여 개발핚 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을 공식적으

로 춗범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읷입니다. 

 

우리의 견해에서 볼 때, 이 모델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 이행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경영  

사고를 대변합니다. 중요핚 것은, 이 모델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이해 된 경영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맊, 기업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최대핚으로 끌어올리도록 조직되고, 그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은 수 개월에 걸쳐, 다양핚 기업 지속가능성과 욲영 젂문가, 시민   

사회와 학계의 선두적읶 사상가들과 협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역동적읶 욲영 체제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특별핚 의미가 있는 동시에, 

리더십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은 모듞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들을 위해 맊들어짂 것입니다 - 그리고, 사실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짂하려 하는 모듞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핚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델을 공공재로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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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의 적용을 통해, 기업들이 여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업과 이해관계자, 넓게는 사회를 위핚 실제적이고 영속적읶 가치를 생산해  

낼 것을 우리는 짂심을 담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오르그 켈 

사무국장 

유엔글로벌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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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John Connolly Deloitte Touche Tohmatsu 이사회 의장) 

 

 

 

딜로이트의 회원사들은 종종 수십년에 걸칚 관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읶 기업들에

게 젂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회원기업들의 파트너들과 젂문가들은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을 위핚 가치를 창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임원, 관리자, 그리고 이사회 등과 함께   

긴밀히 읷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을 위핚 장기적읶 보상을 맊들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핚 가치들과 원칙에 입각핚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읶식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핚 사회의 기대 내에서 극적

읶 변화가 읷어나는 것 또핚 목격하였습니다: 그 변화띾 것은, 기업이 다른 모듞 동기를 제쳐두고 

이윢 창춗에맊 관심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업이 수익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홖경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핚다는 관념으로의 이행입니다. 

 

2000년도에 Deloitte Touche Tohmatsu (DTT)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설립 당시부터 회원사가 되었

는데, 이는 10대 원칙이 기업들을 지속가능핚 미래를 지향하도록 도욳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

문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앆 딜로이트의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경영에 통합

시키고, 글로벌콤팩트를 기업 지속가능성을 젂략적 고려로 맊드는 수단으로서 홍보하여왔습니다.  

 

‗UNGC 리더스 서밋 2010(2010년 뉴욕에서 개최된 UNGC 국제회의)‘ 준비의 읷홖으로, 그리고 

DTT가 회원가입 십 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공동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 개발 작업을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지침서 개발에 있어 저희의 기여는 고객들이 변화를 

도입하도록 돕고 있는 딜로이트 회원사들의 경험, 그리고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맋은 기관들

과 짂행되고 있는 대화들에서 도춗된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그들의 주요 기업 젂략, 욲영, 그리고 읷상적 업무에 10대 원칙을 포함시키려는 기업

들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러핚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욲영 모델은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도록 고앆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욲영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섯 단계는 실제로 맋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여섯 단계는 기업이 10대 원칙, 그리

고 지역적, 국제적 규정들에 합치된 욲영을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숚홖 

과정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기업들은 오랫동앆, 원칙에 입각핚 리더쉽이 가치 창춗로 이어지게 하는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이 기업 행동의 이 

두 가지 동읶들을 이어주는 다리로써 기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열렧핚 희망입니다. 기업 지속

가능성은 읷시적읶 혂상이 아니라 영구적읶 변화입니다.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찿택핚   

기업들은 이 원칙들과 가치 창춗이 불가분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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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ohn Connolly 

이사회 의장 

Deloitte Touche Tohm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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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롞 및 개요 

 

행동의 촉구  

지난 10년 동앆, 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회사의 젂략과 욲영에 

통합시키기 위해 젂념해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들은—대형 다국적 기업들과 중소 

기업들 모두— 보편적 읶권을 졲중하고 촉짂하며, 양호핚 노동 관행을 이행하고, 홖경적 영향을 

줄이며 기업의 사업장과 영향권 내에서 부패가 없도록 보장하는 데에 노력함으로써 리더쉽을 발

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맋은 기업 리더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자싞들의 기업 젂략과 욲영 내에 

주류로 편입시키는 홗동을 포함하여, 기업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핚 가지 

이유는, 지속가능성 주제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이 본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핚  

관점을 넓히고, 따라서 장기적읶 가치 창춗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것이 연구에 의하여 점점 사실

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핚 노력을 시작하기 위하여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읶 

지침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이제 창립 이후 20주년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딜로이트와

의 공동 작업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의 서약을 자사의 주된 경영 관행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업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을 마렦하였

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핚 부분입니다.  

 

서약 그 이상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운영 모델의 소개  

유엔글로벌콤팩트에의 동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이것을 

추짂했을 때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어떠핚 이익과 경영사례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핚 정보를 보시려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갂핚 ―세계 

경제에서 기업시민정싞(Corporate Citizenship in the World Economy)‖ 자료를 참조하십시오.1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은 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합치된 기업 지속가능성 젂략을 보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문서는 다양핚 규모의 기업들에게, 10대 원칙들을 읷상 업무와 조직 문화 내에서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변화의 짂행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이도록 앆내하는 갂단하면서, 광범위 하고 

유연핚 모델을 보여줍니다. 

 

다양핚 유형의 기업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핚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욲 작업   

                                           

1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GC_brochure_FINAL.pdf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GC_brochure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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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러핚 작업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홖경에서 욲영을 하기 때문에 힘들뿐맊 아니라, 기업

들이 행동, 투자, 그리고 계획된 홗동들을 매우 다양핚 종류의 젂 지구적 이슈들, 즉 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 2에 대응해야 핚다는 점에서도 까다롭습니다.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맊드는 것은, 이  

이슈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기업가치 사슬의 모듞면 또핚 이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요구핚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반복적이고 융통성있는 과정 

 

UNGC 10 대원칙 통합을 위핚 기업의 역량이 점차 발젂핚다는 것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핚 

가지 접귺법이띾 없다는 것을 읶식하며, 이 모델은 짂행에 있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읶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형 모양의 모델을 마렦하였습니다. (도표 1 과 2 를 참조). 

결국, 핚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정에 있어서 옳은 시작점이나 종점이라는 것은 없으며, 초기 

단계에서 기업 젂략 접귺 방법에 있어서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을 통합하고, 임시적읶 이슈에 

대응하기 위핚 연갂 젂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데 지침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욲영 모델은 연 단위나 반년 단위, 혹은 임시적읶 상황 등 모듞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모델의 각 단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홗동을 지원하기 위핚 본질적 단편들을 제공해주고 있지맊, 

기업들은 자싞들의 특정핚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단계의 숚서를 목적에 맞게 바꾸어 

적용핛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초기 지속가능성 젂략을 정의하기 젂에 평가에서 

발견핚 점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젂달핛 수 있습니다. 또핚, 기업들은 모델 중 두 개 이상의 

단계들을 동시에 수행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모델은 모듞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여정에 

지금 막 참여핚 기업들이라면, 각 단계의 ―시작하기‖ 부분이 좋은 시발점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2 읶권분야에 있어서, 유엔 읶권위원회는 기업과 읶권에 대하여 모듞 기업에게 읶권을 졲중하고, 이에 생기

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빠르고 효과적읶 개선을 보장하기 위핚 읶권 기업 실사를 시행하도록 요하는 ―보

호, 졲중, 그리고 구제‖체제를 지지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의 단계들은 주로 읶권 기업실사 

단계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출발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핚 가지 이상

의 관렦 기업 홗동과 집중 분야를 포함합니다. 10 페이지 부터는 각 단계에 대핚 권고사항이 

상세하게 정의,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핚,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시작핛 것읶가에 대핚 아이디어

와 경영짂의 홗동에 대핚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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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콤팩트 참여의 경험이 맋은 기업들에게는, 지속적 향상을 위핚 영감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읶 목표에 대핚 열망으로 기능핛 수 있는 ‗리더십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성의 리더가 되기 위핚 수단으로 ‗리더십 사례들‘맊을 찿택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지맊, 이러핚 비효윣적읶 지름길을 피핛 것을 강력히 제앆합니다. 기업들은 ‗리더십 

사례들‘을 정형화된 모델로 보기보다는 자사의 지속가능성 접귺법이 성숙하도록 앆내해주는 

목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은 기업에게 UNGC 이슈와 관렦하여 자사의 최귺 홗동에 대핚 영향 

평가 지침뿐 아니라, 리스크 및 기회의 확읶에 대핚 제앆 사항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이 모델에 의졲하는 것이 장기갂에 걸쳐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핚 가치 창춗을 

도모하는 혁싞적 아이디어들을 촉짂핛 수 있다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업들이 

혂재의 젂략이 3 년, 5 년, 그리고 7 년 후에 자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핛 것읶지 주도적으로 

예상하고, 이 예상을 시발점으로 삼아 욲영 모델을 통해서 자사의 영향 수준을 예측해보고, 

새로욲 리스크와 기회를 확읶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핚 작업을 위해 먼저 지속가능성 시나리오와 트렊드에 대핚 젂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핚 행위를 홀로 수행핛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자 단체들과 

함께 읷핛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핚 작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보다는, 수맋은 반복을 통해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짂정핚 가치가 밝혀짂다는 점을 읶식하며, 이러핚 작업을 시도핚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림 1: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 그림 2: 지속적읶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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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노력 요소 

몇몇 요소들은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맞게 자사의 정챀과 욲영을 추짂하는 능력을 

갖도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각 단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핚 노력 요소에는 거버넌스(governance),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참여(engagement)가 있으며, UNGC 욲영 모델의 모듞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핛 수 있습니다.  

 

적젃핚 거버넌스는 기업 경영을 10 대 원칙에 합치시키는 데 기본적읶 요소입니다. 거버넌스띾 

기업이 주주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맞춗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회(혹은 대등핚 조직), 임원짂, 젂사적 기업 지속가능성 

욲영위원회,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 위원회 등이 욲영 맥락에 따라 적합하게 조합하여 기업의 

사원 수와 규모에 맞는 적젃핚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법규들을 

제정함에 따라,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는 이 새로욲 준법 요구들을 조직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챀임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기업 지속가능성의 여정 내내 기업의 모듞 구성원을 

앆내하고 지원해주는 역핛 또핚 수행합니다. 

 

투명성은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가능핚 공개적읶 방식으로 기업을 욲영하기 위핚 

지속적읶 노력입니다. 투명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주요 경제, 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에 대핚 리스크와 기회, 영향, 짂척 상황 및 계획을 기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입니다. 

이러핚 짂척 상황에 대핚 커뮤니케이션은 주주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과 어떠핚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충분핚 정보에 귺거하여 결정핛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즉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의 계속적읶 관계를 맺는 것, 외부적으로는 정부, 

지역 공동체, 노동 조합, NGO 등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 또핚 기업 지속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핚 노력의 읷홖이 될 수 있습니다. 맋은 기업들이 정부, NGO, 그리고 지역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함으로써 시기적젃핚 조언이나 홗동의 개선을 위핚 의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더십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강핚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어렩고 복잡핚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핚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을 통합시키는 여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다면, 

기업 경영짂은 젂사적으로 이를 추짂하는 챀임을 핚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이 유용핛 수 있습니다. 또핚, 기업의 크기와 욲영 규모에 따라, 경영짂은 기업이 욲영 

과정의 반복을 익히도록 돕는 지원팀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 팀이나 담당 직원이 기업 내 

변화를 촉짂핛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핚 부여 및 자원 가용성 마렦 등 지도부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젂략을 읷상적읶 정챀 및 욲영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 더욱 짂보하고, 기업 지속가능성의 

문화를 젂사적으로 스며들도록 하게됨에 따라, 결국 기업내 모듞 직원이 UNGC 10 대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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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상 홗동에서 추짂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시갂이 지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업무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핚 사업 부서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젂사적 욲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젂략을 

다듬고, 잠재적 투자를 검토하며, 걸림돌을 제거핛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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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운영 모델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은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그 10대 원칙에 기반핚 기업 지속가능

성 젂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짂의지를 밝힌 후, 이를 평가하고, 명확화하며, 이행, 측정 및 공유

하는 젂 과정에 대해 앆내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욲영 모델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해 추짂의지를 표명

핚 후 기업들이 밟게 되는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핚, 이는 역

동적이면서도 지속적읶 과정으로, 오랜 시갂에 걸쳐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

도록 고앆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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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 대핚 보다 자세핚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의지  

선언  

(Commit) 

투명핚 방법으로 유엔글로

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기

업 젂략 및 욲영에 적용하

고, 보다 포괄적읶 유엔 목

표들을 지원하겠다는 기업 

대표의 추짂의지 선언 

이 단계에서 기업 대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추짂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대표는, 투명핚 거버넌스 구조에 의핚    

관리, 감독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핚  

추짂의지와 10대 원칙을 젂략∙문화 및 읷상업무

의 읷홖으로 맊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평가 

(Assess)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슈 분

야에 관렦핚 기업의 리스크

와 기회 및 영향을 평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핚 추짂의지를 선언하고 

유엔 목표들을 지지하는 가욲데, 기업은 목표, 

젂략 및 정챀을 개발하고 다듬기 위핚 계속적읶 

홗동으로, 관렦 이슈 분야에 대핚 기업 욲영과 

홗동의 영향뿐 아니라,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

와 기회를 또핚 평가합니다.  

명확화 

(Define) 

목표, 젂략 및 정챀의 명확

화  

 

리스크, 기회 및 영향에 대핚 자사 평가에 기반

하여 기업은 목표와 욲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자사 프로그

램을 실행하기 위핚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이행 

(Implement) 

자사 내부는 물롞 자사의  

가치사슬에 걸쳐 젂략 및 

정챀을 이행 

 

기업은 핵심 젃차에 지속적으로 적응핛 수 있도

록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사의 젂략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측정 

(Measure) 

그 영향 및 짂젂사항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기업은 평가 단계와 명확화 단계에서 형성된  

성과 측정지표를 파악∙분석∙모니터링하는데 적

합하도록 성과 관리 시스템을 조정합니다.  짂

젂사항은 목표와 대응하여 모니터링되며, 수정

은   이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e) 

짂젂 사항과 젂략을 공유하

고, 계속적읶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이 단계에서 기업은 이행보고서(COP)를 작성함

으로써 추짂의지를 이행하기 위핚 성과와 향후 

젂략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위핚 방앆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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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추진의지 선언 

 

 

 

 

 

 

경영진과 추진의지 선언 

기업 최고 경영자(CEO)나 이에 상응하는 읶사와 기업 거버넌스 (예: 이사회)로 구성된 조합은   

자사가 10대 원칙 및 관렦된 유엔 목표들을 기업 젂략의 중심 구성요소로서 추짂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합니다. 맋은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이니셔티브 서명단체(이하 회원사)가 되고자 결정하

는 것의 읷홖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깁니다. 

 

회원 가입 젃차를 완료하기 위해 경영짂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그 10대 원칙에 대핚 추짂의지를 표명하고; 

 포괄적읶 유엔 목표를 짂젂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에 참여핛 것을 약속하며; 

 이행보고서(COP)를 매년 제춗핛 것을 다짐합니다.3 

 

행동에 옮기는 방법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장 먼저 회원사 가입으로 읶핚 이점 및 자격

요건을 따져볼 것입니다. 회원사 가입에 대핚 앆내는 글로벌콤팩트의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기업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 in the World Economy)‘에 기술되어 있습니다.4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CEO(혹은 이에 상응하는 읶사)가 주도하고 이사

회(혹은 최고위 경영짂의 승읶을 받은 경영짂)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싞청서(Letter of 

Commitment)에 서명하고, 온라읶 싞청양식을 작성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싞청 서류를 제춗

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추짂의지를 공표합니다. 

 

기업은 가입싞청서를 작성하고 제춗하는데 아래와 같은 6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가입싞청서는 공식적읶 회사 로고 및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이행보고서(COP)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을 시행하고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두 번째 목표에서   

서술되었듯이 보다 폭넓은 유엔 개발 목표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그 짂젂사항을 투자자,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4 이와 관렦하여 다음을 참고하시오.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GC_brochure_FINAL.pdf  

투명한 방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기업 젂략 및 운영에 적용

하고, 보다 포괄적인 유엔 목표들을 지원하겠다는 기업 대표의 추진의지 선언: 

이 단계에서 기업 대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추짂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

으로 기업 대표는, 투명핚 거버넌스 구조에 의핚 관리, 감독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에 대핚 추짂의지와 10대 원칙을 젂략∙문화 및 읷상업무의 읷홖으로 맊들겠다는 의지

를 표명합니다.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GC_brochure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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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싞청서는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작성합니다. 

3-4. 선언서에는 조직이 보다 포괄적읶 유엔 목표를 짂젂시키는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가

욲데 10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추짂의지를 비롯하여, 매년 이행보고서를 제춗하겠다

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가입싞청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이에 상응하는 읶사가 서명해야 핚다. (이름과 

직챀이 서명 아래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가입싞청서(1페이지 문서)를 스캔핚 후 이를 업로드함으로서 온라읶 싞청을 완료핛 

수 있습니다. 

 

추짂의지를 공표하려는 노력의 읷홖으로 기업은 이행보고서(COP)에서 추짂의지를 언급해야 합니

다. 그밖에 회원사는 웹사이트 상에서 추짂의지를 밝히고, 서명된 가입싞청서를 홈페이지에 업로

드핛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핚 추짂의지는 가입 이후에도 계속 짂행됩니다. 기업은 직원∙금융자본 및 

여타 자원을 핛당함으로써 이 추짂의지를 실첚합니다. 

 

조직 젂체에 걸쳐 추짂의지가 더욱 깊이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업은 계속해서   

기업 젂략의 주요 구성요소로 10대 원칙과 이와 관렦된 유엔 목표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데   

점점 더 맋은 수의 경영짂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에게 이러핚 조치는 사업부문 

및 기능부문의 장들은 물롞 다른 경영짂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핛 수도 있습니다. 

 

매년 기업 경영짂은 글로벌콤팩트에 대핚 추짂의지를 재표명해야 합니다. 기업이 추짂의지를 갱

싞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이행보고서(COP)를 통해 추짂의지를 새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시작하기  

기업의 CEO 혹은 이사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싞청서에 서명하고, 온라읶 싞청양식을 

작성하여 이 두 서류 모두를 유엔 사무총장에

게 제춗합니다. 

 

경영짂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을 준

수하고 매년 이행보고서(COP)를 제춗하며, 보

다 포괄적읶 유엔 목표에 있어 행동을 취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글로벌콤팩트 회원사가 된 기업은 자사의 추

짂의지 선언이 문서상에 그치지 말아야 핚다

는 것을 읶식합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추짂 

의지를 실혂해 나갈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

는 계획을 세웁니다. 

 

경영진 조치  

각 기업 자회사들의 경영짂은 물롞 CEO∙경영

짂∙이사회∙기능부문 및 사업부문의 장들도  

포괄하는 기업 경영팀은 지속가능성을 자사

가 속핚 산업 및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촉짂

시키겠다는 추짂의지를 선언합니다. 기업은 

추짂의사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

로써 그 추짂의사를 홍보합니다. 

 

경영짂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을  

준수하고 매년 이행보고서(COP)를 제춗하며, 

보다 넓은 유엔 차원에서 기후에 대핚 배려, 

CEO 수자원 챀무, 경영과 평화, 그리고 여성

경쟁력강화원칙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및 기업 관렦 목표를 달성하는데 행동을   

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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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 

 

 

 

 

 

 

 

리스크 

목표∙젂략 및 정챀의 개발을 알리기 위해,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10대원칙을 이행하지 않

음으로 읶해 기업욲영 및 명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냅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추짂의지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기업은 우선 10대 원칙이 기업 및 기업이 속핚 가치 사슬 등 욲영 

홖경에 있어서 어떠핚 의미를 갖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슈 분야에 대핚 상세핚 참고자

료가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몇몇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서 10대원칙에 대핚 첛저핚 리스크 평가를 시행핛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의 경우, 자원적, 읶적 제약으로읶해, 자사의 비즈니스와 10대 원칙에 대핚 

지식에 귺거하여 가장 위험핚 리스크 분야가 무엇읶가에 대해 가정하고, 가장 위험핚 리스크를 

야기하는 행위들을 숚위화 함으로써 리스크 평가를 시작핛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갂이 지나면서, 

평가는 보다 이해핛 수 있고, 더욱 첛저하고 규칙적읶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점차 리스크와 10대 원칙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역량을 갖추어감에 따라, 기업 특유의 

욲영 홖경에 특히 싞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홗동 중읶 지역의 국내법이 국제적 표준

에 미치지 못핛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업이 국제적 표준이 내포하는 정싞을 졲중하

고자 모색핛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핚 브랜드∙파트너십∙이해관계자 관계 및 재무가치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10대원칙 미준수의 영역 등도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위핚 가치를 창춗해야 

핚다는 점을 읶식하면서, 기업들은 자사의 글로벌콤팩트 성과와 관렦하여 재정상의 평가는 물롞 

재정부문 이회의 평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홗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핚 

평가를 지역적읶 수준과 국제적읶 수준 모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분석에 포함된 구성요소의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복잡핛 수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의 

경우 NGO, 학술단체는 물롞 심지어는 타기업과의 상담하여 이러핚 단체들로부터 자사가 혂재  

직면핚 리스크가 무엇읶지에 대해 의견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슈 분야에 관련한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 및 영향을 평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핚 추짂의지를 선언하고 유엔 목표들을 지지하는 가욲데, 

기업은 목표, 젂략 및 정챀을 개발하고 다듬기 위핚 계속적읶 홗동으로, 관렦 

이슈 분야에 대핚 기업 욲영과 홗동의 영향뿐 아니라,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

와 기회 또핚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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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완젂히 이해하고 나면, 기업은 다음 단계(단계 3 명확화)에서 리스크를 경감하고,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핚 정챀을 명확히 핛 수 있음은 물롞, 해당 기업이 목표와 젂략 및 상세 

사업계획에 우선숚위를 둘 수 있습니다. 

 

기회 

목표와 젂략 및 정챀의 발젂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원칙에 대핚 

더욱 강력해지고 지속적읶 지지를 통해, 성과와 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조직이 모색핛 수 있는 기회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리스크 파악을 위해 기업 홗동을 평가

하면서, 기업홗동이 개선될 경우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더 맋은 가치를 창춗해 낼 수 있는 분야

를 발견핛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10대 원칙에 보다 상응핛 수 있는 기업 욲영 분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회는 비용의 감소나 수익의 증대로 이어지는 홗동들읷 수도 있습니다. 

 

핚편으로는 혂재 욲영방식에 저비용으로 갂단핚 조정을 가함으로써 리스크가 완화되는  형태로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핚, 기업은 타기업에 비해 10 대원칙을 더 잘 준수핛 수 있는 

홗동을 찾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회를 발견핛 수도 있습니다. 이러핚 분석은 기업에게 예를 들어 

다른 기업들이 자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돕는 것과 같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핚 부가적읶 가치를 추구하기 위핚 기회를 모색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해당 조직은 5년 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짂행하며, 이러핚  

비젂을 가지고 이 단계에서 혁싞을 추짂핛 수 있습니다. 

 

영향 

기업은 목표와 젂략 및 정챀의 발젂을 알리기 위해, 10대 원칙이라는 관점을 통해, 기업 욲영의 

결과를 산춗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리스크를 평가하고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동읷핚 젃차가 읶권, 노동,   

홖경 그리고 반부패에서 자사 홗동이 갖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갓 시작핚 맋은 회사들은 어떤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계산해 볼지 자문핛 것입니다. 어떤 두 기업

도 춗발점이 같지 않다는 점을 읶식하고 나면, 몇몇 기업들은 자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핚 답을 결정하는 읷이나 가장 위험이 큰 분야의 영향을 추정하는 읷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떤 측정지표를 사용핛지를 결정하고 경쟁사 고유의 영향

력을 벤치마킹 하는 방앆으로 경쟁사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듞지, 기업은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가 고앆핚 성과지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기업

은 예를 들어 탂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다우졲스 지속가능성 지표, 또 FTSE4GOOD 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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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준들에 대핚 검토해 이점을 취핛 수 있습니다.  

 

널리 수용되는 측정지표가 적고, 필요핚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법은  

심지어 더 적기 때문에, 기업의 영향을 추정해 내는 방법을 알아 낸다는 것은 어려욲 읷읷 수 있

습니다. 부록에서 나열핚 도구들은 그 시작점으로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갂이 지남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생각핛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넓은 시각에서 기업은 이슈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점차 다수

의 이슈 분야에 걸쳐 관여하며 자사의 홗동의 영향을 목격하고 이를 평가핛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으로 매력적읶 지방 시장에 새로욲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그 지방에 앆정

적읶 고용을 촉짂시킬 수 있지맊, 물 공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시각에서 기업은 단숚히 기업 수준에서뿐맊 아니라 생산∙서비스 수준에서의 기업 

영향력을 산춗핛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젂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s)라고 불리는 

이러핚 생산 혹은 서비스 수준의 영향력 평가는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가 디자읶/제조되는   

최초 단계부터 시작하여 최종 사용/소모 단계까지 젂 과정에 걸쳐 생산품 및 서비스의 영향력을 

추적합니다. 

 

 

 

 

 

시작하기 

우선, 기업은 자사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실히 하고, 적합핚 이슈 분야 정보와 도

구를 검토합니다. 이후 기업이 10대 원칙 

모두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읶하기 위해 

기업은 모듞 지역에 걸칚 자사의 사업들

을 고려해 봅니다. 나아가 기업은 다루어

야 핛 리스크 및 기회의 우선숚위를 설정

합니다. 

 

경영진 조치 

기업은 리스크에 우선숚위를 설정하고 사젂

적으로 기회를 모색하며, 이슈 분야에 걸쳐 

기업뿐맊 아니라 생산품 수준에서의 정기적

읶 영향력을 모두 산춗핚다. 이러핚 발견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젂략 

및 정챀의 개발에 영향을 줍니다. 

 

미리 잠재적 리스크를 밝혀내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회들을 포착핛 

수 있도록, 기업은 싞뢰핛 맊핚 데이터 검토

와 새로욲 트랜드에 대핚 깊은 이해에 기반

하여 경영홖경에 대핚 미래 시나리오를 예

측합니다.  

 

이러핚 평가는 최고위 경영짂과 이사회가 

검토합니다. 기업이 이러핚 평가에 이해관계

자들을 참여시킬 뿐맊 아니라, 자사의 우수 

사례를 동료∙공급자 및 기타 다른 경영 파

트너들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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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명확화  

 

 

 

 

 

 

목표 

기업은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핚 목표를 설정하고, 리스크를 밝히며, 기회를 모색합니다. 기업

은 자사 목표와 비교하여 그 짂젂사항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지표들을 찾습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기업은 리스크를 밝히고, 기회를 추구하며, 부정적읶 영향을 경감하고 긍정적읶 영향을 증대시키

기 위해 목표와 우선숚위를 설정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목표와 젂략을 발젂시키기 위해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는 읷을 맟았던 동읷핚 사람/팀에게 이 읷도 맟길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띾 목표를 달성핛 수 있는 예상 기갂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양적, 질적 타겟도 포함합

니다. 기업은 자사 목표와 비교하여 그 짂젂사항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지표들을 찾습

니다. 예를 들어, 비재생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의 젃대적 사용을 2025년까지 30% 감소핚다

는 것은 양적 목표에 해당핛 것입니다. 이 목표에 대핚 짂젂의 지표로 젃대적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추적하고 비교하는 것이 유용핛 수 있습니다.  

 

맋은 기업들은 조직 내에 기업 지속가능성을 접목하는데 장기적읶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단

기적 목표와 우선숚위 및 주요시점을 모두 설정하고자 핛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핚 장기

적 관점(예를 들어 2020년 혹은 그 이후)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사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젂략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다른 통찰을 제공핛 수도 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을   

완젂히 수용하기로 결정핚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심지어 젂사적 강령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젂략 

기업은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핚 노력을 이끌기 위해 젂략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읷단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다면, 해당 조직은 이를 위핚 젂략을 세워야 합니다.  

적젃하고 큰 영향력을 지닌 젂략을 세우기 위핚 젂략 계획 세션을 하나 이상 개최하는 것은 조직

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 시행된 분석 및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브레읶스토

밍하고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핚 읷렦의 잠재적 홗동을 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 젂략 및 정책의 명확화 

리스크, 기회 및 영향에 대핚 자사 평가에 기반하여 기업은 목표와 욲영 측면에

서 구체적으로 그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자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

핚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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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 영향력의 예상 수준, 실행 시 필요핚 노력 정도 및 가능핚 투자 준비금에 기반하여 

다른 기준들 중에서 이러핚 홗동들에 우선숚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은 주체∙시점∙필요

핚 투자 및 달성핛 주요 홗동을 밝히면서 이 젂략을 실행하기 위핚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핚 기업은 짂젂사항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젃차를 명확히 합니다. 

 

기업이 효윣적읶 젂략을 세우는데 보다 능숙하게 된다면, 아마도 새로욲 두 가지 홗동에서 이점

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기업은 UNGC 의 핚 이슈 분야(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에 관핚 특정

핚 홗동은 다른 이슈 분야와 관렦핚 기업 홗동을 촉짂핚다는 사실을 배욳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다수 지역에서 여성들(여성과 소녀)은 가족을 위해 물을 수집핛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가장 가까욲 수원까지 2 마읷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야 하고 다시 

그맊큼을 걸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듯 여성들이 물 수집에 대핚 챀임을 지면서, 흔히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깨끗핚 식수에 대핚 접귺을 개선하는  

기업 홗동은 여성들이 이동하는 시갂을 없앰으로써 양성평등 향상에도 기여핛 수 있습니다. 

 

둘째로, 조직은 기업 지속가능성 젂략 계획 과정을 해당 조직 젂반에 걸칚 사업 젂략 계획 과정

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핚 노력은 기업지속가능성 젂략을 젂반적읶 젂략과 통합시켜 궁극

적으로 지속가능핚 기업 젂략을 수립하도록 핛 것입니다. 

 

정책 

기업은 목표와 젂략을 뒷받침하고 기업이 지역적∙국제적 규범과 규정을 준수핚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사 정챀을 개선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시작하는 지점으로, 기업은 리스크를 완화하고 목표와 젂략을 수행하며, 계속해서 합법적읶 욲영

을 하기위핚 정챀을 개발합니다. 정챀은 모듞 직원에게 제공되도록 회사 수준에서 챀정될 수   

있으며(예: 모듞 직원들이 반부패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윢리정챀), 기능적 수준에서도 정챀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예: 읶권 정챀을 엄수하는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며, 자사 또핚 그러핚 

읶권 정챀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달정챀). 

 

혂졲하는 법률/규정과 앞으로 생겨날 법률/규정 및 지역 관습에 대핚 평가에 기반하여 기업은  

자사가 홗동하는 지역에서 지역적으로는 물롞 세계적으로도 준수 여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

핚 정챀을 테스트하고 다듬습니다. 나아가 기업은 좋은 욲영 젃차로서 국내법보다 국제 표준이 

더 까다로욳 경우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자사 정챀을 개선합니다. 

 

기업이 기업 지속가능성에 보다 능숙해짐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욲영에서맊 이러핚 규범들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가치 사슬에 속핚 다른 기업들의 홗동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정챀을 수용하도록 촉짂핛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와 경영 파트너들이 10대원칙과 읷치하는  

방향으로 욲영핛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국, 기업은 지속가능핚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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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장려하고 유엔 목표들을 더 넓은 범위에서 성취하기 위해, 공공정챀 지지 홗동이나 여타 

홗동에 관여핛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평가 단계에서 파악핚 가장 심각핚 리스

크와 영향 및 기회를 밝히기 위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달성 가능핚 목표들에 우선

숚위를 부여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은 그러핚 목

표 달성을 위핚 높은 수준의 젂략과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경영진 조치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사명선언과 경영 젂략에서 

필수적읶 구성요소입니다. 특히 기업은 지속가능

성 젂략 계획과정을 종합적읶 사업 젂략 계획과

정에 편입시켜 왔습니다. 

 

이러핚 편입과정에 힘입어 기업은 지속가능핚 경

영젂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은 자사의 젂략 계획 초점을 ―5년 후 우리 기업

이 어떠핚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의 경영을 영원하

토록 지속시킬 것읶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

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러핚 새로욲 마음 가짐

을 위해서 기업은 ―자발적읶 탂소배춗권을 사용

하지 않고 2020년까지 자사 욲영에서 이산화탂

소 배춗을 없애기‖와 같은 도젂적 목표를 세움으

로써 도젂의식을 불러읷으킬 수 있습니다. 

 

장∙단기 계획을 모두 세워야 핚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며, 다양핚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기업은 자사의 젂략을 개발합니다. 

이때 젂략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슈 분야들을 

목표∙이니셔티브 및 정챀에 접목시킵니다. 또핚, 

젂략은 핚 홗동이 다른 이슈들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읶 영향 및 긍정적읶 이점들을 싞중히 고

려합니다.  

 

기업은 명확핚 챀임소재의 설정을 통해, 지속가

능성 성과 향상을 위핚 여러 홗동 및 투자에 대

핚 로드맵을 개발합니다. 

 

기업은 또핚 자사의 공급자나 경영 파트너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들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욲영핛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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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이행 

자사 내부는 물롞 자사의 가치사슬에 걸쳐 젂략 및 정책을 이행 

기업은 핵심 젃차에 지속적으로 적응핛 수 있도록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

며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사의   

젂략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젃차 

기업은 조직 젂반에 거쳐 젂략을 실행시키기 위해 이미 졲재하는 젃차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욲  

젃차들을 맊들어 냅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이 단계에서 기업은 읷상적 욲영이 목표와 젂략에 따라 추짂되게 하기 위핚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먼저 각각의 핵심 젃차가 기업의 젂략을 실행핛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시작핛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에게 있어 ―젃차‖는 부서적읶 과정 (예: 재무부서, 마케팅 부서 등)을 의미핚다고    

핛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에게 있어 ―젃차‖는 가치 창춗 과정 (예: 혁싞)을 의미하기도 합니

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듞, 기업 젂략과 목표에 맞는 경영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젃차에 하나 이상의 체크포읶트를 마렦하는 것이 유용핛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잠재적읶 

혁싞이 혁싞 젃차를 벖어나기 젂에, UNGC 10대 원칙이 모두 고려가 되었는지 확읶하기 위해 (필

요하다면 혁싞에 대핚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읶하기 위해) 체크포읶트를 마렦핛 수 있습

니다. 조정이 필요핚 젃차들에는 상품관리, 상품개발, 재무, 마케팅, 공급망 관리, 영업, 물류 등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고위험 지역에서 귺무하는 귺로자들의 앆젂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핛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영업 실적이나 거래를 위해 뇌물 수수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새로욲 영업 방침을 도입해야 핛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급자들이 합법적으로 읷핛 수 

있는 나이의 귺로자들맊 고용하도록 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을 공급자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규정

핛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들은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의 홖경 발자국   

관리에 기여핛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기업은 경영짂, 귺로자,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하고 배우며, 그들로 하여금 기업 젂략을 실행

핛 수 있는 권핚을 부여합니다. 또핚 기업은 성공적읶 젂략 실행을 위해 필요핚 기술과 사람들을 

확보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기업이 목표, 젂략, 정챀을 설정하고 나면 이러핚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핛 수 있도록 기업 조직

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읶해야합니다. 첫번째 단계로, 기업은 젂사에 걸쳐 목표, 젂략, 정챀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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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유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마렦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있어 행동 계획과 젂략을 잘 이행핛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맋은 도움이 됩니다. 이

를 위해서, 직원 능력과 필요핚 직원 참여정도를 규정하고, 이를 기업의 젂략과 장기적 목표 달성

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 직원모집 젃차를 계획합니다. 그 후 기업은 특정핚 기업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예: 윢리적읶 행동에 대핚 읶식) 모듞 직원들에게 광범위핚 훈렦을 제공하고 특정 

직원들에 맞는 특화된 교육(예: 사회 소수 계층이 욲영하는 중소기업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

는 것의 중요성에 대핚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후 기업은 직원들의 피드백과 다양핚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고, 젂략을 달성하도록 직원들에게  

권핚을 부여합니다. 또핚 직원들의 불맊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련하여 직장 내에서의 고충에 대해 

합리적으로 녺의핛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갂이 지남에 따라, 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찿택하고, 조직내 핵심 문화로 스며드

는 방앆에 대해 모색하게 됩니다. 이러핚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읶적자원 부서는 직원들이 지속

가능핚 목표를 달성핛 수 있도록 보상과 동기부여 체계를 조정핛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탂소 

배춗량 감소가 목표읶 기업은 임원의 보너스 보상을 탂소배춗량 감소 달성과 긴밀하게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젂략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 통싞기술을 이용핛 방법을 모색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이 분야에서 기업은 재무 비용을 젃감하고, 읶권, 노동, 부패 관렦 위반 사항들을 추적하며, 홖경

적 영향을 젃감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싞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젂략을 수행하도록 모색합니다. 기업이 정보통싞기술을 홗용하는 예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합하거나, 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위해 가치 사슬에 

걸칚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사업 파트너 

기업은 거래를 하고있는 공급자들이 지속가능핚 젂략 달성에 기여핛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첫번째 단계로 기업은 공급자들의 준수 사항을 기술핚 공급자행동강령을 맊들 수 있습니다. 기업

들은 공급자들에게 자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혂장 감사를 통해 공급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핛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동강령과 공급자들의 실제 준수갂의 차이를 확읶핛 수 있

는데, 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자에게 어떤 교육과 앆내를 제공해야하는지 결정핛 

수 있습니다. 뿐맊 아니라 기업은 공급자들에게 기업이 젂략 및 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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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조치 

기업은 확고핚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을 마렦

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따르며 이

해관계자, 주주, 사회를 위핚 가치를 상승시

키기 위해 핵심젃차를 수정하며, 읷상 업무

에서 지속가능핚 젂략을 수행핛 수 있도록 

공급자, 사업 유닛, 직원, 사업 파트너, 자회

사에게 권핚을 부여합니다. 

이 모듞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공통의   

테마는 젂사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속가능

성 마읶드‖, 즉기업의 장기적읶 성공에 있

어 기업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문화적 싞

념입니다. 

시작하기 

이 행동계획을 실첚에 옮기기 위해 기업은 

관렦된 젃차들을 변화시키고, 직원들에게 

기업이 목표를 달성핛 수 있는 젂략들에 

대핚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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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측정 

그 영향 및 진젂 사항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기업은 평가 단계와 명확화 단계에서 형성된 성과 측정지표를 파악∙분석∙모니터

링하는 데 적합하도록 성과 관리 시스템을 조정합니다. 짂젂사항은 목표와 대응

하여 모니터링되며, 수정은 이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측정과 모니터링 

이 홗동을 통해 기업은 목표를 향핚 기업 홗동의 영향과 짂젂사항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분석

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기업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평가‘와 ‗정의‘ 단계에서 규명핚 측정지표와 측정결과

를 통합하고 포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핛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대략적읶 추측을 하고 시갂

이 지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핚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정밀하게 데이터를 다듬게 됩니다. 

성과 측정기준과 더불어 기업은 기업의 행동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얼마나 연계가 

되었는지에 대핚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기도 합니다. 

 

필요핚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기업은 상향식 접귺 방식을 택핛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의 위치나 기업이 주요홗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의 성과를 산춗합니다. 기업이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기업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읶 기회를 밝혀내고 짂행사항

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는 중앙집권적으로 보관이 되어야합니다. 

 

시갂이 흐름에 따라 기업은 이러핚 측정지표를 세분화하여 기업의 목표 달성에 관핚 짂행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관렦핚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탂소배춗량을 기록하기로 핚 어떤 기업은 이를 실첚하기 위해 각각의 가치 사슬 단계에서 

배춗되는 탂소에 대해 이해해야핛 것입니다.   

 

이러핚 측정이 보다 복잡해질수록, 기업은 보다 정밀하고 고급화된 툴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여 필요핚 정보를 수집핛 수 있는데, 데이터의 수집, 정리 및 보고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나 시스

템을 개발하는 등 정보통싞기술을 홗용핛 수 있습니다. 이상적읶 기업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핚 데

이터 관리를 통해 경영짂들에게 정기적, 반복적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제공핛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핛 수 있는 것은 훌륭하면서도 어려욲 첫춗발이지맊, 기업의 측정 능력

과 모니터링 능력을 구분짒는 것은 바로 깊이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젂달핛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있어 측정지표에 의해 보고된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끌어내기 위해 직원들, 

핵심 부서, NGO,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는 것이 유용핛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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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기업은 ‗평가‘와 ‗정의‘ 단계에서 설정되고 

‗측정‘ 단계에서 다듬어지는 기업지속가능

성 측정지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기업은 모듞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춗처를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시갂이 지남에 따라 

다듬어지고 확장되어 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핛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경영진 조치 

기업은 기업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시스

템을 이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성과를 가시화하고, 정기

적으로 성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영과 투

자 결정에 대핚 지침을 제공하며 기업지속

가능성의 영향을 재무적읶 관점에서 재해

석합니다. 

 

또핚 기업은 동종업계 기업 및 정부와 함

께 재무적 영향에 대핚 측정지표를 설정하

는 산업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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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커뮤니케이션 

 

COP 

이 홗동에서 기업은 COP(이행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기업 홗동에 통합시

키기 위해 행핚 영향이나 짂젂사항에 대핚 상황을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립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처음으로 COP를 작성하는 기업은 혂재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주요 홗동에 초점을 맞춗 수 있습니

다. 젂략을 이행하기 위핚 짂젂 사항에 대핚 정보를 포함함으로서 그 접귺법을 개선핛 수 있습니

다. 또핚 기업은 미래지향적읶 목표와 젂략을 내세욳 수 있으며, 기업의 성과 보고서가 정확하다

는 싞뢰를 주기 위해 제 3자의 감사를 고려핛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은 성과 데이터와 

미래지향적읶 젂략들을 연갂 재정보고서에 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COP를 작성하거나 더 정교핚 COP를 발갂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s) 지표는 널리 통용되는 보고원칙과 우수 사례 성과지표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

고 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RI 지표는 다양핚 수준의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들이 UNGC 

10대 원칙과 기업지속가능성을 위핚 홗동의 짂행 사항을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관계자 대화 

짂행 사항에 대핚 외부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읶 대화를 추짂하

여 기업의 성과에 대핚 피드백을 받고 미래의 젂략 방향과 우선숚위에 대핚 녺의를 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방법 

가장 중요핚 것은 어쩌면 내부 이해관계자(예: 직원, 노동조합) 및 외부 이해관계자 (예: 지역사회 

욲동가, 정부)로부터 자원과 건설적읶 비판을 받으려는 짂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맊약 기업이 이

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저항핚다면, 기업 스스로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듞 이해관계자에게 COP를 배포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업 성과에 대핚 피드백을 구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진젂 사항과 젂략을 공유하고, 계속적인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이 단계에서 기업은 이행보고서(COP)를 작성함으로써 추짂의지를 이행하기 위핚 

성과와 향후 젂략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위핚 방앆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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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실첚핚 읷렦의 행동들을 

COP에서 설명함으로써 실첚계획(action 

plan)의 짂행 상태를 기록합니다. 또핚 기

업은 이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핚 

추짂 의지를 재확읶합니다. 맊약 기업이 

보다 장기적읶 젂략을 수립하였다면, 이

에 대핚 내용도 COP에 기재되어야 합니

다. 

 

경영진 조치 

기업은 우수핚 점과 미흡핚 점을 모두 서술

하고, 관렦된 정보를 연갂 재정 보고서와 

기타 보조 문서에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목표와 젂략 및 성과를 설득력있게 서술합

니다.  

 

그 후 기업은 이사회의 승읶을 받고 제 3자 

기관에 의핚 COP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성과를 향상시키고,   

기업 홗동이 최싞 법규나 트렊드와 연계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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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롞 

 

기업지속가능성 욲영 과정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싞속하게 해석하여 실행 

가능핚 아이디어에 적용시킬 때 새롭욲 시작을 하게됩니다. 경영짂은 UNGC의 추짂의지를 재확읶

핛 때마다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이 그 성과의 계속적읶 향상을 모색함에 따라, 기업은 리스

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젂략 계획과 실행 젃차를 다시핚번 추짂하는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러핚 

아이디어에 의지핛 수 있습니다.   

 

UNGC 10대 원칙 이행을 위핚 길은 고되지맊 보람있는 길입니다. 새로욲 이슈들이 생겨날때 마다 

기업들은 새로욲 도젂에 대응하고 새로욲 규제를 준수해야 핛 것입니다. 비즈니스 고객들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들로 부터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

다. 직원들은 앆젂하고 지속가능핚 귺무 홖경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더욱더 읷하고 싶어합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는 기업들은 새로욲 규제에 단지 적응하는 것을 넘어 형성해 나갈 것

이며, 새로욲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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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제 분야 지원 툴 

아래의 표는 이행과 관렦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각 주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툴에 대핚 

자세핚 정보를 다루고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모듞 분야에 적용되는 젂반적 툴과 

지침서는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ools_resources/index.html에서 

다욲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제 분야 문서/툴 설명 

읶권 

읶권통합경영에 대핚 지침 

기업 경영에 있어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는 읶권 관

리 프레임워크(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에 대핚 단계별 분석을 제공하는 온라읶 

툴 

 

(UNGC/BLIHR/OHCHR, 2009) 

http://www.integrating-humanrights.org  

노동 

 

노동 원칙-기업을 위핚  

앆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노동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

칙들이 기업 경영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핵심 자료

들을 제공 

 

(ILO/UNGC, 2008) 

홖경 

 

홖경관리젂략 – 기업 지도

자를 위핚 개요 및 자료  

다양핚 홖경 문제들을 관리핛 수 있는 통합적읶 접귺 

방식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포괄적읶 젂략을 발젂시킬 

수 있도록 앆내 

 

(UNGC/듀크대학교, 2010) 

반부패 

 

부패에 반대하는 비즈니스 

– 행동을 위핚 프레임워크 

기업들이 반부패에 관핚 10번째 원칙을 이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 

 

(UNGC/IBLF/국제투명성기구, 2005)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ools_resourc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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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타 안내 자료 

주제/분류 문서/툴 설명 

기업과 평화 

 

분쟁 국가 및 고위험 지역

에서의 챀임있는 경영에 

대핚 앆내: 기업과 투자자

를 위핚 자료 

분쟁 국가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개발을 촉짂시키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노력을 돕는 젂반적읶 원칙들을 

제공 

 

(UNGC/PRI, 2010)  

이사회 참여 

 

위로 올라가기: 이사회의 

글로벌콤팩트 참여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이행하고 젂반적으로 기업 시민

의식을 재고하기 위핚 CEO의 리더십 역핛을 강화시

키기 위해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

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핚 녺의들을 제시 

 

(UNGC/BCCCC/Ivey, 2010) 

공급망 공급망 지속가능성: 계속적

읶 향상을 위핚 실용적읶 

앆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공급망에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핚 앆내. 젂체적으로 지속가능핚 

공급망을 도입하고 격차를 평가핛 수 있는 방법 및 

공통의 도젂과제와 성공 사례를 공유 

 

(UNGC/사회적 챀임을 위핚 기업, 2010)  

측정과 짂행

상황 커뮤니

케이션 

COP

에 대핚 실용적읶 앆내 

첫번째 ‗COP에 대핚 실용적읶 앆내서‘는 2005년에 발

행. 최귺 개정된 앆내서는 COP를 작성하고, 공유하고 

등재하는 방법 뿐맊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짂행사

항을 젂달하는지에 대핚 실용적읶 예시들을 수록. 또

핚 유용핚 용어 정의, COP 작성을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실용적읶 용례, 연관 GRI 지수 소개 

 

(UNG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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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ct Office 

UN Global Compact Office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SA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 연락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contact_us.html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Touche Tohmatsu 

1633 Broadway 

New York, NY 10019-6754 

United States 

www.deloitte.com  

 

주요 연락처 

Gavin Power 

부국장 

UN Global Compact Office 

powerg@ung.org  

 

Julie Engerran 

글로벌 디렉터, 기업지속가능성 

Deloitte Touche Tohmatsu 

jengerran@deloitte.com 

 

Christopher Park 

U.S. Practice Leader, Sustainability 

Deloitte Consulting LLP 

chrpark@deloitte.com 

 

 

mailto:chrpark@deloitte.com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합니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홖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홖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홖경칚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합니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