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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1차 미팅 결과 (5/16~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5 월 16 일부터 17 일까지 양일간 실무그룹(Working Group) 

1 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실무그룹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 우리 기업의 UNGC 10 대 원칙 내재화 및 

SDGs 의 전략통합과 기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기업과 인권, △반부패/윤리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3 가지 부문의 실무그룹이 구성되었으며, 추후 더 많은 이슈로 

실무그룹 운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업과 인권 (5/16) 

 

 

      

 

일시 2019 년 5 월 16 일(목) 오후 1 시 30 분 

참석자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체육산업개발, 기업지배구조원 인권경영 실무자 12 인 



Co-Chair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부장, BSI 그룹 코리아 한정민 전문위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과장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첫 미팅은 5 월 16 일 오후 1:3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소문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과장은 기업과 인권 

글로벌동향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등 국제 기준들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영국과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프랑스 기업인권모니터링 의무법 시행 등 국별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며, 인권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OECD 인권경영 Due Diligence (실사)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유니레버, 

바스프(BASF), 애플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실무그룹 참석자들은 자사의 인권경영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경영평가 대응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습니다. 인권경영 개념 정의부터 전담 조직 

구성, 부서별 업무 배정,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기관 운영 평가 현황 및 

주요 사업 선정 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취약 계층 파악, 직장 내 차별 이슈, 

인권영향평가 공시 범위 및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구제절차 전담조직 구성방법, 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실무그룹 좌장을 

맡은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인권영향평가의 공개 범위나 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가길 기대하고, 실무그룹 참여자들이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올해 협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가제)’을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경영에 대한 제도 보완 및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는 10 월 협회 국제회의를 통해 기업과 인권 세션을 

개최하고, ‘2019 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활동 리포트’ 발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반부패 (5/16) 

 



 

 

    

 

일시 2019 년 5 월 16 일(목) 오후 4 시  

참석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산업진흥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반부패∙윤리경영 실무자 7 인 

Co-Chair 한국무역보험공사 최가영 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곽글 과장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미팅과 같은 날 오후 4 시부터 시작된 반부패 실무그룹 미팅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곽글 과장이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및 반부패 관련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프랑스의 

사팽 2 법(Sapin II Law), 한국의 청탁금지법 등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민간부문 및 외국계 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지자체의 조달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반부패 실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 경영 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협회에서 번역 및 연구 발간한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자료들을 소개하고, 한해동안 실무그룹 참가자들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스터디하고,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실무그룹 참가자들은 자사의 반부패 ∙ 윤리경영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내부 

반부패 정책 및 시스템과 정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응에 대한 상호간 질의응답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 기업은 반부패 이슈에 대한 고위 경영진과 실무자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반부패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내부 임직원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롤스로이스의 각 부서별 ‘윤리경영 지원인’ 선정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부패 정책 및 시스템 수립을 넘어서 전사적인 반부패 시스템 이행을 위한 

조직문화의 혁신과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캠페인 추진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문형구 교수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단순히 정부 및 외부기관 평가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 조직원들의 인식 변화와 기업 문화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 실무그룹에서는 올 한해동안 반부패 이슈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들을 스터디하는 한편, 세계 반부패의 날(12/9) 기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SDGs (5/17) 

 

 



    

 

일시 2019 년 5 월 17 일(금) 오후 1 시 30 분  

참석자 KT, 한국타이어, 한국지배구조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해비타트, 

국제뇌교육협회 MYSC 실무자 8 인 

Co-Chair KT 김윤정 팀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실에서 SDGs 실무그룹의 첫 미팅이 17 일(금)에 열렸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은 참석한 실무자들의 기업의 SDGs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기업 및 기관의 현재 이행 상황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도록 ‘SDGs Compass 와 

기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SDGs Compass 에서 제시하는 5 단계 접근법(SDGs 이해하기 

– 우선순위 정하기 – 목표 설정하기 – 통합하기 – 보고 및 소통하기)에 대해 안내하고, SDGs 가 

기업에 기회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과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발표한 ‘The 2018 The SDG 

Index’를 기반으로 전 세계 SDGs 이행 동향을 비롯해 한국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UNGC 가 

발간한 ‘The 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를 바탕으로 SDGs 실무기업 참여 기업 

및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SDGs 목표에 대한 기회 시장 및 우수이행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첫 미팅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사전과제로 SDGs 전략 및 활동에 대해 대해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업무 진행 시 경험하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DGs 이행에 따른 평가 지표 선정과 측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효과적인 SDGs 

보고 방안에 대해 추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동료학습을 통해 좋은 사례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실무에 접목해 보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해 각 사에 맞는 최적의 적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SDGs 실무그룹은 앞으로 UNGC 툴을 활용해 기업의 SDGs 이행 현황을 진단하고, 2019 HLPF, UN 

총회 등에서 논의될 최신 SDGs 이행 시사점에 대해 학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 월에는 더 

많은 국내 기업의 SDGs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SDGs 트렌드 리포트’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은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습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상호 간 동료학습을 통해 기업과 SDGs 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실무진 선에서 직접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성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매우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시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인권, 반부패, SDGs 실무그룹의 2 차 미팅은 7 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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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기 UNGC CSR Academy 2차 교육 결과 (5/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한 ‘제 1 기 CSR Academy’의 2 차 교육이 5 월 24 일(금)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영업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SR Academy 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규 담당자 또는 CSR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날 아카데미에는 참석자 약 

25 명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형구 교수,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사회적가치기획부 부장, 

유한킴벌리 이승필 환경경영팀장, CDP 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하여 기업과 

인권 및 환경/기후행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을 환영인사로 맞이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오늘날 기업의 성장을 가늠하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여정에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이며,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양한 활동에 참석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카데미 1 부 세션에서 먼저 ‘인권과 경영’에 대해 발표한 문형구 교수는 “기업에게 인권 관련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윤리경영 분야에서 가장 덜 다루어 지는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고 밝히며, 인권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업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인권보호와 

기업의 이윤추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 교수는 

“인권경영은 단순한 경영정책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변화”라며, 지속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윤리경영의 시작과 끝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주임연구원의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우수사례’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애화 연구원은 국제 기준이 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등을 소개하고, 영국과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프랑스 기업인권모니터링 의무법 시행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별 법제 강화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OECD 인권경영 실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글로벌 기업의 우수사례(유니레버, 바스프(BASF), 애플)을 통한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경영 시범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기획부 양광복 

부장이 자사의 인권경영 추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양광복 부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인권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인권을 경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전담조직신설, △규범 체계마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선포 및 확산, 

△인권교육 실시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경영위원회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위원장 또한 외부위원 중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장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거부감 없이 다룰 

수 있을지, 또한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모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관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 △사업 과제와 인권 연계, △차별화된 

성과 측정, △기관 부서장평가시 인권 항목 반영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아카데미 2 부 세션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동향과 기업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CDP 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태한 연구원은 

‘△노르웨이연기금, JP 모건 등 주요 연기금 및 보험사의 탈석탄 선언,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은행 신용도 평가, △EU 의 비재무정보(환경∙사회∙거버넌스) 의무공시제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활동’ 등을 소개하며 “파리협정을 통해 2050 년까지 

감축해야 할 수치가 나왔고,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직 국내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거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녹색요금제 도입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한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국회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체적인 

과학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에 앞장서는 등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킴벌리 이승필 환경경영팀장의 환경경영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승필 

팀장은 지난해 설립된 자사의 환경경영추진본부는 “Top-down 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환경, 

R&D, 마케팅 팀이 합쳐져 만들어졌다”고 소개하며, 유한킴벌리의 사회 관련 활동은 제품 광고 

등과 연결하지 않은 순수 공익 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대기업에 비해 사회 평판에서 

꾸준히 좋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유한킴벌리의 CSR 경쟁력에 기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자사가 추구하는 환경경영은 ‘사회∙경제∙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저탄소 녹색구매 현황, △지속가능한 제품과 전과정 평가, △주요 환경성과 관리 현황,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 사례, △물류 네트워크 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기관의 인권∙환경경영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을 아우르는 ‘기업 지속가능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여성역량강화원칙, 수자원관리책무’ 플랫폼 자료를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 제고를 돕고, 참석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CSR 아카데미의 3차 교육은 오는 6월 14일 ‘반부패’와 ‘Business Reporting’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특히, ‘Business Reporting’세션은 오픈 세미나로 진행되어 GRI 보고 기준, ESG 성과 공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과 기업이 원칙에 입각하여 SDGs 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SDGs Reporting’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윤리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담당자 및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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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회 열린 SDGs 포럼 결과 (5/30) 

 

 

 

5 월 30 일(목)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오후 1 시 30 분부터 ‘제 1 회 열린 SDGs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 시민넷)가 공동주최 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 8 개 기관이 주관하는 ‘제 1 회 열린 SDGs 포럼’은 오는 

7 월(각료급)과 9 월(정상급)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에 앞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상황과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HLPF 의 주제는 "시민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으로, 본 포럼에는 교육, 경제•노동, 불평등감소,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행수단, 국제협력 등 SDGs 의 6 개 목표에 대한 대응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은 SDGs 달성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DGs 달성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주체”라며, “SDGs 는 2030 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모쪼록 오늘 토론이 7 월에 열릴 HLPF 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별협력부 심의관 대독)은 축사를 통해 “2018 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SDGs 이행 성적 19위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양성평등. 소비와 생산. 

해양. 생태계. 파트너십 부문에서 이행이 더디다”며, “통합적 체계 부족과 SDGs 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은 개선되어 할 과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SDGs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실천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내 이행 수준을 살피고 지방자치, 지방행정에 대한 

과제도 점검할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 ‘유엔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은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 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앞으로의 10 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과 

목표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과학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데이터가 지역, 국가, 성별, 장애 유무, 연구비 지원 등에 따라 편중된 부분이 

많은데, 정치적 정점에 있는 각국 정상이 불평등, 환경 등 이슈에 더욱 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패널토론은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한국 기업 SDG 참여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고 소수의 기업들이 보고 및 전략에 SDGs 를 반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기업 중 약 6-70% 정도가 SDGs 를 연계한 리포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순히 기업활동에 

SDGs 목표를 연계해 언급만 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2018 년 23.5 억불(한화 2 조 7 천억원)의 ODA 를 통해 개도국을 

지원했고 이는 전세계 15 위 규모다. 양적으로 발전한 만큼 질적인 발전도 요구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향후 3 차 협력 계획 수립하고, 1 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0.3%까지 ODA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DGs 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홍보영상 촬영 및 송출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0 월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맞아 3 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지역 

SDG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컨설팅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성. 연령. 장애. 이주상태에 대한 세부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지표 방법론 개발과 함께 통계 조사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의 참여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며, “많은 시민 계층이 주체 그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80 년 이후 불평등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이 밖에도 환경 및 장애 등 사회의 여러 이슈와 노조 운동과의 연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SDG8, 10), △’한국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SDG 7, 10, 13, 17),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SDGs 4, 6)에 대한 분과세션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습니다. 국제 

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분과세션의 주제는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주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획한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등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평등 구조를 

전화하는 기회가 되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세번째 세션의 주제는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피고, 현재의 교육정책 및 행정참여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포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앞두고 중점 점검 목표인 교육(SDG4), 경제성장(SDG8), 불평등 완화(SDG10), 

평화·제도(SDG16), 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SDG17)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로, SDGs 이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SDGs 현황을 UNGC 

회원사들에게 공유해 UNGC 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시민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SDGs 이행 및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19/06/1-sdgs-_long.pdf


본부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확산에 기여하는 젊은 리더 시상 

 

 
 

유엔글로벌콤팩트가 SDGs 확산에 기여하는 젊은 비즈니스 리더, ‘2019 년 SDG 선구자(SDG 

Pioneers)’ 후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SDG 선구자 후보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이행을 통해 SDGs를 증진하고 있는 35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SDGs 채택 후 4 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 

속도가 요구되는 정도에 비해 느립니다”,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젊은 

비즈니스 리더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세계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모된 SDG 선구자 후보들은 올해 초 17 개의 지역 협회가 

제출한 국가별 후보에 추가될 예정이며, 각 국가별 경연에서 최종 선발된 후보는 자동으로 

글로벌 경연에 진출하게 됩니다. 후보자 신청은 2019 년 7 월 12 일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6 년부터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의 일환으로 SDG 

선구자를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SDG 선구자는 오는 9 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 74 회 유엔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한편, ‘2019 SDG 선구자 프로그램’은 투보그 재단(Tuborg Foundation)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mod=document&pageid=1&uid=1362


2. 유엔글로벌콤팩트, P4G와 SDGs 달성을 위한 협력 시작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가 2030 의제를 위한 영향력 있는 민관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을 위한 연대 (Partnering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의 파트너 기관으로 합류하였습니다. 

 

 

 

P4G 는 △2. 기아의 종식,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등 5 개 SDGs 목표의 민관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P4G 이사회에 합류하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P4G 가 개척한 

혁신적인 파트너십 접근법으로 2030 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증진시키게 되어 

기쁩니다. P4G 와의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지역협회를 활용해 더욱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협업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P4G 는 전기 운송수단 및 신규시장의 포용적 경제 발전과 

지역차원의 SDGs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지역 협회를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안 데 크루즈(Ian de Cruz) P4G 글로벌 책임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 P4G 를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이행하는 

P4G 파트너 기관은 기업, 정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4G 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외에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 Cities),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국제금융공사(IFC),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등의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네덜란드, 

베트남 등 9 개 국가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을 위한 연대 (Partnering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는 SDGs와 파리협정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이니셔티브다. 2017년 9월 20일, 

제 72 차 UN 총회 주간 중 출범하였으며, 덴마크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향후 5 년 간△식품과 

농업(SDG 2), △물(SDG 6), △에너지(SDG 7), △도시(SDG 11), △순환경제(SDG 12) 등 5 개 분야에서 

혁신적, 상업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트너십들을 지원하는 P4G 는 전세계 기업, 정부, 시민사회 

리더가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며, 2018 년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원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355&mod=document&pageid=1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4 – 해양 생태계 보호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건강한 해양은 기후 및 수자원에 대한 조정능력과 더불어 세계 인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17 퍼센트를 제공하는 천연 자원을 유지함으로써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지역 사회가 생계를 위해 바다에 의존하지만 지구의 해양은 직접적인 오염과 

부영양화, 기후 변화, 어업과 양식으로 인해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과 

조각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비율로 미루어 볼 때, 2050 년에 세계 해양에는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파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양 및 인간의 삶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양 산성화는 많은 해양 생물의 뼈와 껍데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획은 식량 

생산, 생태계 기능 및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Goal 14 에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생산과 운송을 위해 해양 자원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oal 14 는 비즈니스 

활동의 우선 순위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Goal 14 의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해서는 먼저 

비즈니스와 해양 간의 엔드투엔드(end-to-end) 운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도 기업은 

엔드투엔드(end-to-end) 운영에 영향을 받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제거 및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연구▪개발▪배포에 투자하고 이해 관계자 및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해양 생태계와 수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투입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적 행동은 천연 자원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호하는 

솔루션을 설계 및 구현하여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비즈니스활동과 공급망 영향 내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실행사항 

 

기업은 국가 환경 표준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도 기업은 이를 넘어 해양 및 해양 

자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성장 추구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여러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과 표준을 통해 이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선도 기업은 여러 단계의 

공급망에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야심찬 정책과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 

업체 선정 및 전략적 공급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표준을 준수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수사례 

 

➢ 농업 회사 A 는 농업 유출수에서 유해한 살충제의 오염을 제거하고 생물학적 해충 방제로 

전환하여 해양 오염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로-웨이스트 상점 B 는 자사의 운영과 관련된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장재를 완전히 없애고 고객이 자신들이 사용할 재활용 포장재를 가져올 것을 장려합니다. 

➢ 해운 회사 C 는 수송을 위해 풍력 발전 장치를 활용하고 유해물질 배출량 및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조선에 회전 돛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2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감축 및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 개발 및 배포 

 

모든 회사는 기존 제품 및 서비스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도 기업은 이를 뛰어넘어 그들의 혁신 능력을 활용하여 영향을 감축하거나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기술이나 비료 및 농경지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제품에 대한 대체재와 같이 기존보다 훨씬 향상된 환경 성능을 갖춘 신제품 및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류 단백질의 대체품과 같이 해양 생태계 피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 할 수 있고, 이러한 혁신은 농산물 및 원자재 추출에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 신발 회사 A 는 재활용된 해양 잔해물로 만든 3D 프린팅 신발을 제작하고 해양 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어업 장비 제조업체 B 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작은 바다 생물은 그물을 피할 수 있도록 

조명이 설치된 혼획 방지 낚시망을 설계하고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 비료 회사 C 는 바다와 담수에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양염 유출을 감소하고자 무 

인(phosphorus-free) 잔디 비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3  

 

해양 생태계와 수자원 시스템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독려 

 

금융권에서부터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회사는 건강한 해양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것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는 해양 생태계 보전, 

복원 및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그 역할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정 격차를 확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수자원 시스템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 능력이 없는 지역에 특별히 집중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산업이나 어업 보조금에 대한 투자와 같은 

유해한 금융 흐름을 제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을 다중 이해 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어업과 양식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교육에 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사례 

 

➢ 해산물 회사 A 는 지역 어업 협동 조합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여 어부들에게 일관된 수입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종의 남획을 예방하고 혼획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레스토랑 회사 그룹 B 는 업계 동종 기업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해양 생태계의 

지속 불가능한 어업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BUSINESS ACTION 4 

 

천연자원 보호 및 가치측정 솔루션 설계와 실행 & 해당 솔루션 채택 확대 



 

기업은 천연자원의 가치와 엔드투엔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물과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천연자연 관련 금융상품 및 생태계 부산물에 대한 혁신적인 지불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도 

기업은 정부,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해당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솔루션이 추진력을 얻도록 돕고 이와 더불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솔루션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수사례 

 

➢ 민간 수자원 기업 A 는 자연자원 관련 회계(natural capital accounting)를 모든 평가와 전략에 

도입하여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원 보호가 장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공 회사 B 는 생물다양성 수익 정책을 시행하여 한 지역의 생태계에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와 의논 후 다른 지역에 

같은 크기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551067670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551067670


2. [SDGs 솔루션] 병에 든 생수를 대체할 이동식 워터 카트 

 

워터스탑(WaterStop)의 이동식 워터 카트는 공공장소에 정수된 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워터스탑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없이 접근 가능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터카트는 공공장소에 정수된 물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대신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동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워터카트는 학교, 

대학교 캠퍼스, 스포츠 경기장, 공공장소와 같이 물이 필요한 곳이나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이든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식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적합하도록 워터카트는 3 단계 정수 

시스템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해로운 박테리아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의 맛을 보장합니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정수 시스템에는 내장 배터리를 이용해 약 8 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파일럿 단계이지만 워터스탑은 각 카트가 지역 사업가에 의해 하나의 작은 사업이 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카트는 디지털 옥외광고(Digital 

Out-Of-Home Advertising, DOOH)를 위한 디지털 광고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트에 설치된 

디지털 배너는 스폰서 광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됩니다. 카트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팔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스탑은 카트에 와이파이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며 

맛이나 탄산이 더해진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Why you should care 

전 세계의 인구는 매분마다 100 만개의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0% 미만만 

재활용됩니다. 워터스탑은 분해까지 400 년이 걸리는 일회용 병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건강과 복지 

 

선진 정수 시스템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이물질을 제거한 안전한 식수를 물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전세계의 18 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여전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동식 

정수 서비스는 무료로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제공합니다. 

 

 

해양생태계 보호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는 것은 바다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물병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about-us/sdgs/?mod=document&pageid=1&uid=1363
http://unglobalcompact.kr/about-us/sdgs/?mod=document&pageid=1&uid=1363


3. [Goal 14, 7, 13, 11,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POSCO  

POSCO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차별없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 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포스코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With POSCO, We’re the POSCO 를 

경영비전으로 선포하고 고객과 공급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Business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Society With POSCO,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People With POSCO 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업시민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 확대에 따라 기업이 기존의 경제주체 

역할에 더하여 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포스코의 노력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펼치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 년 UN 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 SDGs)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시민 포스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은 정부·전문 NGO·언론기관 등과 협동하는 ‘Collaborate’, 포스코그룹의 

회사별 핵심역량과 연계하는 ‘Create’,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Differentiate’의 

3 가지 전략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포스코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양질의 교육기회’, 

‘경제적 자립지원’의 3 가지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기업시민활동』 

 

포스코는 2010년 2월 대통령 주재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조강 1 톤당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 년까지 

2007 년~2009 년의 평균(2.20t-CO2/t-S) 대비 9% 감축한 2.00 t-CO2/t-S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효율 향상 로드맵을 구축하여 

1 기(1999 년~2008 년)에는 대형 에너지회수설비 투자 및 에너지절약 조업기술을 축적하였고, 

2 기(2009 년~2015 년)에는 중소형 에너지효율화 투자와 Smart Industry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3 기(2016 년~2020 년)에는 포스코 고유의 에너지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 연안의 해양 수질 및 저질토의 오염수준과 해양 생물 개체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 년 조성된 클린오션봉사단을 통해 산업 활동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 년 9 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청정 해역인 울릉도, 독도에서 급증한 불가사리와 성게의 

피해로부터 해조류와 어류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어촌계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연합하여 수중 및 주변 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블로그를 통해 생물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트리톤) 조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트리톤(Triton)’ 제품은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재료인 철강슬래그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2 를 고정하는 특성도 지닙니다.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2007 년 해양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MOU 를 체결한 데 이어 2010 년 바다숲 

및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 를 맺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 과학 

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 부생가스 활용 기술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BFG, COG, LDG, FOG)의 대부분을 공정 에너지원으로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G: 

Coke Dry Quenching), 고로 노정압발전(TRT: 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 등 에너지 

회수설비, 부생가스 발전설비 및 LNG 발전설비를 통해 2017 년 사용전력 중 72%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 년 자가발전 비율(68%)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로 수재슬래그 재활용 

 

고로 수재슬래그는 제선 공정에서 발생한 용융 상태의 고로슬래그에 물을 분사하고 급냉시켜 

만든 것으로,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지므로 이를 분말화하여 시멘트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래그를 시멘트 클링커 대체재로 활용하면 석회석과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시멘트 소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이때 발생하는 CO2 를 줄일 수 있어, 시멘트사들은 일반 

시멘트를 제조할 때 중량의 5% 범위에서 슬래그를 혼합합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포스멘트는 

기존의 슬래그 시멘트보다 슬래그 함량을 더 높이고, 압축 강도 등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시멘트로, CO2 발생을 기존 시멘트 대비 약 60%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7 년 한 해 

1,095 만 톤의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여 860 만 톤에 달하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 개발 

 

발전기, 송배전 변압기, 모터 등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강판은 이들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되어 있어 

고효율일수록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일반 

전기강판에 비해 저철손과 고자속 밀도 특성으로 최종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2017 년 공급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45 만 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0 년 판매량 대비 1.3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시민활동』 

 

포스코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가치로 생각합니다. 제철소가 있는 포항, 

광양은 물론 포스코가 진출한 53 개 국가의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지역민들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빌리지- 

 

포스코 스틸빌리지 사업은 포스코그룹 비즈니스가 진출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철강, 건축공법 

기술 등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 주택, 학교 등의 하드웨어를 건축하고 사회적기업 등 경제적 

자립기반의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포항과 광양, 인천, 서울 등에 스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한편,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스틸 하우스를 건축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104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스틸빌리지를 조성하였고, 미얀마에는 스틸브릿지를, 태국에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스틸 돔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UN SDGs 

홈페이지 內 Partnerships for SDGs 에 POSCO Steel Village SDGs Initiative 라는 이름으로 UN 

지속가능개발부의 SMART 기준을 충족하여 2017 년 11 월 우수사례로 등재되었습니다. 

 

 

 

 

 

 

 



포스코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경제적 자립 지원 활동 

 

 

 

 

 

 

 

 

 

 

 

 



About These SDGs Goals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548785891


UNGC 회원뉴스 

 

1. 주택금융공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음 

- 고용부는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남녀고용평등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선정함. 

-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양성평등 채용 ▲여성관리자 비중 확대 ▲모성보호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적극 도입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았음. 

-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부문 양성평등 확립, 모성보호 강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8_0000663703&cID=10401&pID=10400


2. LG전자,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 LG 전자가 2030 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탄소중립 2030'을 선언한다고 밝힘. 

- 이는 2030 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 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탄소감축활동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뜻.  

- 2017 년 LG 전자는 국내외 생산사업장 및 사무실에서 193 만톤의 탄소를 배출했지만 오는 

2030 년까지 50% 수준인 96 만톤으로 줄일 방침으로, 이를 위해 생산공정에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와 온실가스 감축장치의 도입을 확대할 예정. 

- 또,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이를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청정개발체재(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확대해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지속 확보할 계획.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203268g


3. SK에 이어 공기업도 '착한일' 측정에 박차  

 
 

- 경제적 효율과 성장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공기업에서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가치측정에 돌입했으며 대표적으로 남동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음. 

- 남동발전은 공식적으로 작년 10 월 사회적가치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가치 관련 

포럼 및 외부세미나에서 공공기관 대표 사회적가치측정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내부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측정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자원, 환경, 일자리, 공동체, 안전, 조세 총 

6 가지로 분류 후 각 항목별 목표를 선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음. 

- LH 는 지난 4 월 작년 경영활동 사회가치측정을 통해 5 조 3 천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한 

사항을 공지했음. 

- LH 는 측정 할 사회적 가치를 크게 주거복지, 상생협력, 좋은 일자리창출, 환경, 안전, 

지역사회공헌 6 가지로 나누고, 재원투입과 이에 따라 발생한 성과를 INPUT 사회성과와 

OUTCOME 사회성과로 정의했으며, 사회적가치측정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투자가 클수록,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 및 환경·안전부문 투자비중이 높을수록 이에 따른 

사회성과 산출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미디어 SR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15


CSR 뉴스 

 

1. "사회적가치 창출 못한 기업은 존재 불가"…'소셜밸류커넥트' 열려 

 

 

-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국내 첫 민간축제인 '소셜밸류커넥트 2019(Social Value Connect)'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됨. 본 행사는 최태원 SK 회장이 사회적 가치 행사를 

제안하고 기관, 학계,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성사됐음. 

- 김종걸 한양대 교수,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사회적 가치) 위원장,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정성미 부사장, 

김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이날 패널 토론회로 참석,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기술적 발전 ▲사회적 가치 활동 관련 

전문인력 네트워크 형성 등의 대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최근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등 

주요계열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가 공개하기도 했음. 

아이뉴스 24 

 

 

http://www.inews24.com/view/1182161


2. 온실가스 감축·환경 신기술 설비투자에 '녹색금융' 5조원 투입  

 

 

-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 년까지 

3 년간 5 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함. 

- 정부는 21 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 3 차 녹색성장 

5 개년(2019∼2023 년) 계획을 확정했으며 계획안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해 ▲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 대 추진전략 아래 20 개 중점과제를 선정함. 

- 정부는 배출량 목표를 5 억 3 천 600 만 t 으로 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 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임. 

- 아울러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며 유상할당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해 선순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062000001?input=1195m


3. 유엔 "지구 환경 급격한 변화…인류 생존도 불확실" 경고  

 

 

-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15 일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며 재해 증가가 인류 생존마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대기오염과 생물학적 위험, 지진, 가뭄, 기후변화 등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구와 사회 생태계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함.  

- UNDRR 은 각국이 위험 관리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빈곤과 기아,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려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보고서는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사이에 재난 부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가난한 국가가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UNDRR 은 2015 년 채택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각국이 실천에 옮길 것을 거듭 촉구함. 

-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2015 년 채택된 국제사회의 재난경감 기본 전략으로 재난 대응의 

초점을 관리에서 경감으로 바꾸면서, 2030 년까지 재해 위험과 인명·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162400088?input=1195m


4. 출산·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 대부분 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가 상시 노동자 5 인 이상 5000 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 년 

진행하고 결과가 16 일 발표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90 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는 사업체의 86.6%가 제도를 인지했으나 

활용도는 9.6%에 그쳤고 규모별로 30 인 이상 사업장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97.7%와 

25.3%였는데 5~29 인 사업장은 85.3%와 7.7%로 활용도에서 17.6%포인트나 차이가 났음. 

-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체의 57.1%가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3.9%에 불과했으며, 특히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이 안 되는 47.5%였음. 

- 임신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임신여성노동자가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하루 2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의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였으며 30 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 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에 그쳤음. 

세계일보 

 

* 본 컨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6512961?OutUrl=naver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2. COP/COE 제출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BPW 한국연맹 

• 기술보증기금 

• 우리은행 

• 한국도로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1/4, 2/4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분기 및 2/4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분기, 2/4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KEB 하나은행,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한국타이어, KDB 산업은행, 한국남동발전, 포스코, 휴맥스,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비씨카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유니베라, 캬라반이에스, 

삼익전자,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ATUS,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코이카,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환경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극지연구소,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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