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연회비 정책 안내 

- 참여 레벨(Engagement Tier)에 따른 혜택 및 선택 방법 - 

  

■ 참여 레벨 구분 
 

 

 

■ 참여 레벨에 따른 혜택  

연매출 Signatory Participant 

USD 50억 이상 

(5조원 이상) 

USD 10,000 USD 20,000 

USD 10억 ~ 50억 

(1조원 ~ 5조원) 

USD 7,500 USD 15,000 

USD 2.5억 ~ 10억 

(2,500억원 ~ 1조원) 

USD 5,000 USD 10,000 

USD 5,000만 ~ 2.5억 

(500억원 ~ 2,500억원) 

USD 2,500 USD 5,000 

USD 2,500만 ~ 5,000만 

(250억원 ~ 500억원) 

한국협회 기준으로 납부 USD 2,500 

USD 2,500만 미만 

(250억원 미만) 

한국협회 기준으로 납부 USD 1,250 

  Signatory Participant 

 O O 

UNGC 지지선언 

디지털 프로필 공개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내 기본 프로필 및 COP/COE 공시 O O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내 상세 프로필 및 COP/COE 공시  O 

사례 공유 기회 

국가별 이벤트 및 컨퍼런스에서 사례 공유/발표 기회 O O 

글로벌 이벤트 및 컨퍼런스 (Global Compact LEAD 포함)에서   

사례 공유/발표 기회 

 O 

로고 및 미디어 툴키트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소통 툴 로고 로고 + 

툴키트 

툴/자료 접근 

지원 유엔글로벌콤팩트 안내데스크 (안내 및 지원) O O 



 

 

 

■ 참여 레벨 선택 방법  

기업(기관) 정보를 UNGC 본부 홈페이지 상에서 업데이트 해야 하며, 영리 회원의 경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2019년도 연회비 청구서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1. 본부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필요) 

2. Level of Engagement 클릭 → Select a Level of Engagement 클릭 

3. Signatory 또는 Participant 참여 선택  

4. 기업 정보 (연매출 및 연회비 담당자 정보) 입력 

5. Confirm 클릭 (완료)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49/50, 82 gckorea@globalcompact.kr  

지속적인 컨텐츠  

공유 및 교육 

유엔글로벌콤팩트 전자 도서관 (글로벌 자료 및 툴) O O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 (교육 및 코칭)  O 

유엔글로벌콤팩트  

네비게이터 

자가진단평가 및 벤치마킹 O O 

로드맵 및 컨텐츠 큐레이션  O 

글로벌 아웃리치 

파트너십 유엔-기업 파트너십 지지 및 자문 서비스 O O 

글로벌 이벤트 및 미팅 
유엔글로벌콤팩트 플래그십 이벤트, 글로벌 프로그램 미팅 및 

UNGC 리더스 서밋 등 초청 

 O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 참여 (추가 재정지원 필요)  O 

글로벌콤팩트 LEAD 참여 (2 개 이상의 행동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능) 

 O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