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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신규 회원에서부터 

선도 기업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자료, 경영 브리핑, 신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s) 및 행사를 집대성한 툴 박스(Toolbox)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목표를 지역 비즈니스의 일부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에서 전체 테마 리스트와 2017년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www.unglobalcompact.org/ou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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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플랫폼은 SDGs 17개 목표에 입각한 기업 리더십 사례 및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의 표준과 리더십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UNGC 지역협회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FI),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과 공동으로 발족한 동 플랫폼은 민간 

재원을 주요 지속가능성 솔루션으로 유도하는 혁신적 금융 상품을 발굴합니다. 이와 함께 동 플랫폼은 유망 금융 

상품들을 소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전략 지침을 제공합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존의 기업 보고 프레임워크에 통합된 형태로서, 10

대 원칙 및 SDGs에 관한 포괄적 보고를 권장합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플랫폼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 및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 플랫폼은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업 리더십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7~10개국의 국가 

기후변화 및 SDGs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별기여 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와 국별 SDGs 이행 계획 간의 격차와 보완점, 시너지 등에 관한 분석을 제공 

합니다.

동 플랫폼은 볼란스(Volans), PA 컨설팅, DO 스쿨(The DO School), 싱귤래리티 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 

이노베이션 아트(Innovation Art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선두 전략가 및 혁신가들을 기업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파괴적인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연구하고, 지속가능하고 

협력 지향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입각한 비즈니스 활동을 증진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을 런칭합니다. LEAD 기업과 지역협회, 유엔 기구 및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5개 행동 플랫폼은 SDGs 증진을 위한 격차를 좁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동 

플랫폼은 최대 40개 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비용이 있습니다.

‘보건은 모두의 비즈니스’는 청년층에게 건강의 가치를 확산 

시키고, 전 세계 약 22억명의 아동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을 결집합니다.

‘포용을 위한 비즈니스’는 개인 및 지역사회 연대에 있어 기업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성과 포용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상호이해와 존중, 협력의 문화를 증진합니다.  

‘인도주의를 위한 비즈니스 행동’은 사회 취약계층인 이민자 및 

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부터 교육, 고용에 이르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과 공급망,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동체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에 

집중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의 공급망 및 사업장 내 양질의 노동 여건 

조성을 위한 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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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런칭 예정(2017년 9월) 

각 행동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unglobalcompact.org/action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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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네트워크(Local Networks)

80개국에 위치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는 세계 각국의 기업 공동체가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내재화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이행과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지역협회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포용성, 

행동지향성, 현지 지속가능성 리더 및 영향력 행사자들과의 네트워킹 경험 범세계적 이니셔티브 요소들을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역협회가 국별 SDGs 이행 계획(National SDG Implementation Plan)에 참여하여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 바로가기: www.unglobalcompact.org/engage-locally

2017 SDG 선구자(2017 SDG Pioneers)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글로벌 목표를 지역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 공로한 기업 및 기업인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기업가들과, 기업을 지역 사회의 선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혁신가들을 조명하기 위해 SDG 선구자(SDG Pioneers)를 매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여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선구자가 되길 바랍니다.  

2016 SDG 선구자 수상자 바로가기: www.unglobalcompact.org/sdgpioneers

유엔-비즈니스 파트너십(UN-Business Partnership)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 내 민간부문 참여의 시발점으로써 지역 및 산업 간 파트너십 증진과 더불어 유엔 기구의 파트너십 역량 구축을 

지원합니다. 유엔-비즈니스 액션 허브(UN-Business Action Hub)는 특히 지역 차원에서 유엔과 기업이 파트너십·프로젝트 기회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s 달성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혁적인 파트너십에 집중합니다. 

파트너십 기회를 발견하세요: www.business.un.org

미래 비즈니스 발굴가(Future Business Explorer) 

‘미래 비즈니스 발굴가(Future Business Explorer)’ 플랫폼은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과 공동 개발한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2017년 4월 발족된 동 디지털 플랫폼은 세계 유수의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기회 및 솔루션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과 솔루션을 발굴하고, SDGs에 관한 잠재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창립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 아래 수천 개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연구되었으며,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엔 민간부문 포럼  

2017년 9월 18일 | 미국 뉴욕 

유엔 민간부문 포럼(UN Private Sector Forum)에서는 CEO 및 세계

정상들이 모여 민관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2017년 9월 21일 | 미국 뉴욕

글로벌콤팩트 연례 리더스 서밋(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대표/실무자들이 참석하여 SDGs 증진을 

모색합니다.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 아르헨티나

2018년 4월/5월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행사 안내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 | 2017년 11월 6-17일 | 독일 본

제6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 2017년 11월 27일 | 스위스 제네바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포험 | 2018년 3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담 및 SDG 비즈니스 포럼 

2018년 7월 | 미국 뉴욕 

국제 물 주간 | 2018년 8월 |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 이주 및 난민 서밋 | 2018년 9월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 및 이행점검 회의 | 2018년 9월/11월 

제7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 2018년 11월 | 스위스 제네바

기타 SDGs 관련 행사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및 지역 행사를 확인해보세요:

www.unglobalcompact.org/events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증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입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보편적 원칙에 입각한

기업 지속가능성 지지하기

지속가능성

활동·성과·영향 확대하기

지역 차원에서의 참여하기, 

80 개국 지역협회의 지원 받기

지속가능성 혁신가 및 선구자 

공동체에 참여하기

유엔-비즈니스 파트너십, 

협력 구축하기

책임 있는 비즈니스 

지지하기

참여 혜택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은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The Ten Principle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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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한다.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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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