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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플랫폼(GIP)은 2011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와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다자이해관계자 파트너십으로서 녹색산업 촉진을 목표로 

함. 본 파트너십은 효율적인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권장하며, 보다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오염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자 함. 

GIP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리더들이 녹색산업을 위한 서약과 행동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들이 경제성장과 사회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참여 회원들이 녹색산업 정책을 기업 전략 및 사업에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모범 사례 공유와 함께 혁신기술 활용 지침을 회원들에게 제공함.

녹색산업 플랫폼

Green Industry Platform(G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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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현재 32개국의 정부와 190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기업

TOTAL

Microsoft

General Motors Egypt

Novotex 등

▶ 정부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총 32개

▶ 기관

Rainforest Allian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reen Economy Coalition 등 총 79개

▶ 한국 기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한국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re Korea, GTC)

2. 회원 참여 및 혜택

▶ 가입 방법 

- 가입비: 무료 

- 참여 유형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예: 세미나 참석)

- Green Industry Platform 소개 자료, 회원 안내서와 

행정조직도를 열람한 후 지지 선언문(Statement of 

Support)에 서명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회원 혜택

- 녹색산업 관련 정책 및 이행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 녹색산업 이해관계자 및 산업 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녹색산업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이해력 향상 

- 녹색산업 관련 국가적․조직적 로드맵 역량 강화 

-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원 기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링크: www.greenindustryplatfor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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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효율성 및 청정 생산 프로젝트(RECP)는 2009년 UNIDO와 UNEP이 만든 공동 프로젝트로 기업 및 기관의 자원 생산성과 

친환경성을 촉진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임. 1990년대의 ‘Cleaner Production Projects’를 기반으로 설립된 프로그램이며, 생산 효율성, 

환경관리, 인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생태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 오염방지 및 녹색 생산 등을 

목표로 실행되고 있음. 

RECPnet은 개발도상국 및 전환경제 국가에서 RECP의 홍보 및 실행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는 단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네트워킹 이니셔티브. 주요 프로젝트로는 2009년 시행된 중소기업의 자원효율성 촉진(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in 

SME)가 있음. 동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자원 효율적 생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함. 

자원 효율성 및 청정 생산 프로젝트

Resource Efficient and Cleaner Production (RECP)

자원 효율성 및 청정 생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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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현재 다양한 국가의 총 6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음

▶ 회원사

Chin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re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re South Africa

Bg Ingenieurs Conseils 등 총 67개 

▶ 한국 회원사

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re

2. 회원 참여 및 혜택

▶ 가입 방법 

- 연회비: 미화 1,000달러(OECD 비회원국) / 미화 

   3,000달러(OECD 회원국)

- 정회원: 개발 도상국 및 전환경제 국가에서 RECP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입증된 실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 

또는 이니셔티브

- 준회원: 개발 도상국 및 전환경제 국가에서 RECP 

서비스 제공에 입증된 실적이 있지만 정회원이 될 수 

없는 모든 단체

- 옵서버(Observer) 회원: 개발 도상국 및 전환경제 

국가에서 RECP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근에 실적을 

입증받은 비영리 단체 또는 이니셔티브

▶ 회원 혜택

- 기술, 제도적 측면 및 리더십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인증 수여

-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RECPnet의 글로벌 포럼에 참여

- 다양한 기술에 대한 개념, 방법, 정책, 사례 등 관련 

   정보 제공

- 행사(교육, 네트워킹 및 기타 활동)에 참여

링크: www.recp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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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CSI)는 10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23개 주요 시멘트 생산사의 지속가능한 시멘트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이니셔티브. 1999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시멘트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이슈를 알아보고 산업 내 모범 이행 방안을 개발하고 확산함. 동 이니셔티브의 

주요 이슈로는 건강과 안전, 기후 위기, 연료 및 자원, 탄소배출 저감, 생물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건축이 있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지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시멘트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Cement Sustainability Initiative (CSI)

목표   - 시멘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 지속가능한 시멘트 발전을 가속화 하는 기업의 개별적 또는 공동 활동 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시멘트 발전 프레임워크 개발

- 추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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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9개의 주요 회원사, 14개의 참여 회원사, 1개의 제휴사 및 

14개 파트너사로 구성됨

▶ 주요 회원사

Cemex

CRH 

HeidelbergCement

InterCement

LafargeHolcim

SCG Cement

Taihieyo Cement

Titan

Votorantim Cimentos 등 총 9개

▶ 참여 회원사

Argos

China Resources Cement

Cimenterie Nationale

Çimsa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CNBM)

Dalmia Bharat Cement

GCC

Orient Cement

Secil

Shree Cement

Siam City Cement

Tianrui Group

Ultra Tech Cement

West China Cement 등 총 14개

▶ 제휴사

Cementos Progreso

▶ 파트너사

World Resources Institute(WRI), World Wild Fund 

(WWF) for Nature, The European Union(EU), 

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GRSP),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Natural Capital 

Coalition(NCC),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Verein 

Deutscher Zementwerke(VDZ)/German Cement 

Works Association, European Cement Research 

Academy(ECRA), Asian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Academy(ACCRA),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Centre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C2ES),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등 총 14개

2. 회원 참여 및 혜택

▶ 가입 방법 

- 가입신청 후 3년 안에 CSI 가입요구조건을 갖춰야 함. 

CSI는 4년에 한번씩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함.

- 주요 회원사: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 

회원인 시멘트 기업. CSI 관리, CSI 원칙을 보존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새로운 회원사 모집에 참여함. 

참여 회원사가 2년 이상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 주요 

회원사로 승격 자격을 갖게 됨.

- 참여 회원사: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의 회원 

혹은 비회원인 시멘트 기업. 참여 회원사는 CSI 원칙을 

준수하고 모범 사례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함.

- 제휴사: 참여 회원사가 되기 전 단계로 동 이니셔티브의 

기본적인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CSI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CSI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회원 혜택

- 주요 회원사: 모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거버넌스, 멤버십, 예산, 워크 프로그램).

- 참여 회원사: 동 이니셔티브의 워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제휴사: 멤버십 입문단계로서 이니셔티브의 기본적인 

활동을 체험할 수 있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링크: www.wbcsdcemen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