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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1. 2019년도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회의(UNGC Local Network Regional Meetings 

2019) 결과 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1 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네트워크 

운영 전략과 지역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회의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1 월 6-8 일, 총 3 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매년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Tech 컨퍼런스인 “웹서밋(Web Summit)”과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UNGC 본부 관계자들이 

웹서밋에 연사로 참여하고 SDG 미디어 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된 한 

주였습니다.  

 

● IT 기업들의 사회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세계 최대 테크 컨퍼런스 웹서밋 

먼저 지역협회 회의에 앞서 11 월 5-7 일에 개최된 웹서밋에서는 UNGC 의 SDG 미디어 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각국 IT 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알리고, UNGC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SDG 미디어 존에서는 UNGC 및 주제별 

전문가들과 환경, 식량, 패션, AI 및 기술 등 다양한 SDGs 목표를 주제로 한 24 개 토크를 

진행했으며, 이를 유 xb 브,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인 리세 킹고(Lise Kingo)도 UNGC 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이니셔티브인 

‘SDG Ambition’을 주제로 토크에 참여하였습니다. 리세 킹고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 활동 전반에서 SDGs 를 고려하고 전략 및 운영에 

내재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리세 킹고가 참석한 SDG Media Zone Talk 보러가기(영문)  

 

 

한편 웹서밋 미래사회(Future Societies) 세션에서는 UNGC 본부 Outreach & Engagement 팀의 

대표 수 올철치(Sue Allchurch)가 UFC 선수 페이지 반젠트(Paige VanZant), Turo 의 CEO 미쉘 

팡(Michelle Fang) 등 유명한 여성 리더들과 함께 “어떻게 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토크에 

참여했습니다. 수 올철치는 CEO 들이 성 평등을 우선시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로 

https://www.youtube.com/watch?v=lYMW3yUrHtE


 

설정함으로써 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영업이익 목표를 

세우듯 성 평등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야심찬(ambitious)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업 임원진에 여성 비율이 늘어날 경우 여성 직원과 임원 간의 

멘토링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 여성 리더십이 성 평등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계 유수 dml IT 기업이 참여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이민자와 평화, 사회책임투자, 

공익제보, 포용적 성장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크가 이루어져, 다양한 산업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및 성장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세계 지역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다 

11 월 7-8 일 양일간 리스본의 유서 깊은 공연장인 Culturgest 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역협회 회의에는 개최국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덴마크,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등 북미 및 중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등 전세계 지역협회 실무자 약 10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UNGC 본부는 2019 년 한해동안 회원사 증가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전반에 있어 UNGC 의 역할 

증대와 여러 유엔 기구 및 이슈별 전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지역협회 차원에서도 UNGC 의 영향력이 커져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UNGC 운영 시스템에 있어 

업데이트된 정책을 브리핑 하고, 지역협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역협회들은 지난 1 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 협회 차원에서 활동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내년 6 월 

뉴욕에서 있을 UNGC 출범 20 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본부와 지역협회 차원에서 성공적인 

20 주년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2020 년에는 더더욱 중요해질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GII)  

 

 

 

2020 년에도 기업의 10 대 원칙 및 SDGs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특히 UNGC 는 3 가지 임팩트 이니셔티브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업의 구체적이고도 야심찬 SDG 목표 설정을 위한 ‘SDG Ambition’,  

▲ 기업 내 성 격차 해소와 여성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Target Gender Equality’,  

▲ 기후 변화에 대항하여 글로벌 온도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C 로 제한하기 

위한 기업 경영 목표를 세우는 ‘Target Climate 1.5 °C’가 그것입니다.  

 

리세 킹고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성 평등과 

환경보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범한 Target Gender Equality 와 Target 

Climate 1.5 °C 이니셔티브를 위해 현재 전세계 각국 협회들이 활발하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툴 및 

가이드라인 공유, 워킹그룹 운영,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 격차해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만큼 한국협회에서도 ‘Target Gender Equality’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한 자리에 모인 각 지역협회들은 ‘성 평등’과 ‘야심찬 SDG’라는 폭 넓고도 추상적인 

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특히 한국협회는 2019 년 10 월에 개최되어 350 여명이 참여한 UNGC Korea Leaders Summit 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의 국내기업 16 개사가 여성역량강화원칙에 서약하고, 앞으로 성 격차 해소와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게 된 사례를 알렸습니다. 본부 및 지역협회와 회원사 간 

지식공유 및 이행 플랫폼으로 2020년에 출범할 Target Gender Equality 이니셔티브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가올 2020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20 주년을 준비하다 

 

 

 

2020 년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인 동시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75 주년이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시한인 2030 년까지 10 여년이 남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UNGC 는 2020 년 6 월 15-16 일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및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전 

세계 기업 CEO 및 지속가능성 담당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UNGC Leaders Summit 및 20 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회원사들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및 SDGs 이행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 세계 기업 및 유엔, 각국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 세부 구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및 참가 관련 정보는 2019 년 12 월 말과 2020 년 

1 월 초에 한국 협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UNGC 

20 주년 행사 후원 및 참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2. 2019 제 4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limate Action Round Table) 결과 보고 (11/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한국세계자연기금(WWF-Korea), CDP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한 

‘제 4 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 Table, 이하 CART)’이 11 월 8 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외 동향 소개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이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많은 기업 및 관계자 분들이 참석해 

기후행동에 대한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은 ▲ 세계자연기금(WWF)의 “Intro – 국내외 동향 업데이트,” ▲ 마이클 시런(Michael Sheren)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선임 자문관의 “G20 의 기후금융 사례 공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신재생정책팀장의 “글로벌 에너지전환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녹색요금제’ 현황 및 ‘RE100 시범사업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발표 세션 이후에는 패널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회사에서 양춘승 CDP 한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이제 즉각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왔다”며, “금융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기후문제해결에 나서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WF 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및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대응하고 있고, 기후행동을 위한 

정부와, 금융관련 기구, 그리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ews/?uid=1501&mod=document


 

 

이어서 마이클 시런(Michael Sheren)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선임자문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금융이 G20 차원에서 경제 이슈에 작용하고 있는 점과 해외 기업들의 

시사점을 공유한 마이클 시런 선임자문관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본만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완전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입안자, 금융서비스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계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과 금융관리자들은 재무 리스크에 대한 모범 사례와 분석을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관여 촉진을 강조하고, 영국의 추진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채권과 녹색건물, 바람,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상승을 언급하며 녹색금융의 기회를 

제시하고, "한국이 전환의 세계적 추세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혁신적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이어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CDP 김태한 연구원, 

WWF 안혜진 팀장은 패널토론에서 주류 금융권이 기후변화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한국 정부와 주류 금융권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패널들을 마이클 시런 고문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영란은행의 내부 시스템 및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류 금융권이 영국의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는 사례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금융권이 기후변화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해증진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연설자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강원 팀장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요금제’ 현황, 그리고 국내에 최초로 진행하는 ‘RE100 시범사업 

이행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강원 팀장은 현재 트렌드는 태양열 에너지라고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약 4 만 개의 태양열 발전소가 있고, 소규모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은 해외에 비해서 약하지만, 기존의 연소용 

재생에너지에서 태양열 재생에너지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강원 팀장은 RE100 의 도입 방안 및 제도 운영방안, 그리고 4 가지의 이행수단(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지분참여, 제 3 자 PPA)들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추가적인 도입 건의 및 조달 진행 

상황동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는 RE100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고,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향 기업 

신청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며, 11 월 중순부터 기업 선별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60 명의 기업 및 금융관계자들이 참여한 본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의 기후변화와 기후행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우리 기업의 더 많은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며 

종료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WWF, CDP 는 내년 상반기에도 제 5 차 CART 를 공동 

개최하며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의 기회를 나누는 한편, 기후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관련 국제 행사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하는 다가올 행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19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매 해 진행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및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이번 년도 ‘2019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은 

“기업 인권 존중의 촉매제로서 정부의 행동 촉구”라는 주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일시: 2019 년 11 월 25 일 (월) ~ 27 일 (수) 

∙ 장소: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 B4P]   

2019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과 함께 진행되는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4P) 행사는 다면적인 위험과 갈등에 직면하는 지역 및 

국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갈등 해결, 평화 유지 및 도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9 년 11 월 27 일 (수) 

∙ 장소: 스위스 제네바  

 

[2019 상하이 CSR 포럼] 

2019 상하이 CSR 포럼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최근 UN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동향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부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CSR 활동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대응 방안에 내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9 년 12 월 6 일 (금)  

∙ 장소: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상하이 양츠 호텔  

 

 

본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TEL. 02.749.2149/E-

mail. gckorea@globalcompact.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소식 

 

1. 30 개 기업 및 기관투자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 약속  

 

30 곳의 기업 및 기관투자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 약속 

30 개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에 서명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의 서명자들 중에는 컨테이너선 및 공급선 운영업체인 A.P. 몰러-

머스크 그룹(A.P. Møller – Mærsk), 식음료회사인 펩시 (PepsiCo), 그리고 1 조 달러 이상의 

자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투자운영회(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등이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건강한 해양의 급속한 악화 현상은 생물 

다양성, 해안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악화 현상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정도의 많은 기업이 그들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행동플랫폼, ’지속 가능한 해양 비즈니스(Sustainable Ocean Business)’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 NGOs, 

학계 및 UN 기관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업들은 9 가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 자원 용도를 관리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해양 관련 활동과 영향에 대해 투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2019 년 우리 해양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약속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 회의의 주최국인 노르웨이의 무역산업부 장관 토르비욘 뢰 이삭센(Torbjørn Røe 

Isaksen)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활동처럼 민간 부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금융, 분류, 보험 및 운영 회사들이 함께 더 높은 기대치를 설정했을 때, 정부로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한 실천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 월 유엔 총회에서 처음 시행된 '지속 가능한 해양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은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토대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에는 각 분야의 해양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실무 지침 문서를 2020 년 1 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ocea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ocea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ocean/signatories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latforms/ocea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latforms/ocean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에 서명한 기업으로는 

△ABN 암로은행(ABN AMRO), △CEiA, △서마크(Cermaq), △시스코 시스템즈 (Cisco Systems), 

△㈜코어마린(CoreMarine), △DNB ASA, △디앤브이지엘(DNV GL), △다우(Dow) Inc., △Empower, 

△웨퀴노르(Equinor), △Gard AS, △GIEK- 노르웨이 수출 신용보증기금 (the Norwegian Export 

Credit Guarantee Agency), △GSR(Global Sea Mineral Resources),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 

△Grieg Maturitas AS, △콩스베르그 그루펜(Kongsberg Gruppen ASA), △로이드 인증원(Lloyd’s 

Register), △MAKEEN Energy, △The New Zealand King Salmon, △노르쉬핑(Nor-Shipping), 

△노르딕 마이닝(Nordic Mining), △노르웨이 선주 협회(Norwegian Shipowners Association), 

△Ocean Bottle, △Skretting, △스톰지오㈜(StormGeo), △TATA NYK 와 △토발트(Thorvald 

Klaveness)입니다. 전체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원칙은 2020 년 6 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회의를 앞두고 기업들이 해양 

지속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부록 — 비즈니스 리더들의 인용문 내용 

서마크 게이르 몰빅(Geir Molvik) CEO 는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양식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은 

건강한 해양과 책임 있는 해양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해양 산업과 육지에 기반을 둔 산업에 

필요한 참조를 제공한다."고 말하였습니다. 

DNV GL 레미 에릭센(Remi Eriksen) 그룹 회장 겸 CEO 는 “해양은 기회를 상징하고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의 도입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기업들이 식품, 

재생 에너지 제공 및 세계 무역과 관련된 해양 기회를 활용함과 동시에 건강한 해양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을  완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롤프 토르 로페스타드(Rolf Thore Roppestad) Gard 사의 CEO 는 "우리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을 통해 명확한 공동의 기대를 설정하는데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선도적인 해양 보험사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은 우리 

임무의 기본 이며 원칙은 우리 회사의 운영과 포트폴리오의 보험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알라스테어 마쉬(Alastair Marsh) CEO 는 "지속 가능한 해양 원칙과 

같은 공통적이고 세계적인 참조를 갖는 것은 모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며 즉, 직접적인 해양 관련 분야와 인접 부문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ocean/signatories


 

안데르스 C. 안데르센(Anders C. Anderson) MAKEEN Energy 사의 CEO 는 

"우리 바다의 건강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면서, MAKEEN Energy 가 지속 가능한 해양 원칙을 

지지하고 서명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현재 당사는 이미 기존 연료보다 

훨씬 깨끗한 액화천연가스를 여객선에 유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과 지구에 변화를 일으키는 책임 있는 에너지 해법에 계속 주력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이먼 로우덴(Simon Lowden) 펩시콜라(PepsiCo)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포장 쓰레기가 우리 

지역사회와 해양 환경에 끼치는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위협”이며, “펩시콜라의 지속가능한 포장의 비전은 플라스틱이 결코 낭비될 필요가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투자,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순환형 경제를 향한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자레어 안티아(Zareer Antia) TATA NYK 의 본부장은 "글로벌 해운회사로서 우리는 해양 건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이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을 새로운 국제 표준이며, 이것은 우리가 

훨씬 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495&mod=document&pageid=1


 

2. UNGC, SDGs 실현 위한 기술 및 혁신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1 월 5 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업들이 SDGs 를 활용하여 혁신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SDGs 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Breakthrough Impact on the 

SDGs Through Innovation)’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식별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본 

보고서는 PA 컨설팅과 Volans 에 의해 공동 발간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SDGs 는 혁신적인 기술혁신 없이 현실화될 

수 없다.”며, "글로벌 목표의 포부는 진정으로 혁신적이며 미래의 사업을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 SDG 혁신가(Young SDG Innovator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Busines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30 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달성 시, 수십 조 달러의 시장 기회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의 대부분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존 엘킹턴(John Elkington) Volans 공동창립자 겸 대표는 "이 보고서는 글로벌 목표를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단계별 지침을 제공한다"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연관된  점 차 증가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알란 미들턴(Alan Middleton) PA 컨설팅 대표는 "PA 컨설팅은 독창성의 힘을 활용하면 긍정적인 

인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도자들의 SDGs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기술과 혁신에 대해 발견하는데 있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실무 가이드는 PA 컨설팅과 Volans 공동작업물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획기적인 혁신 행동 플랫폼’의 결과물입니다. 

전체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723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young-sdg-innovators
http://businesscommission.org/news/release-sustainable-business-can-unlock-at-least-us-12-trillion-in-new-market-value-and-repair-economic-system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latforms/breakthrough-innova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latforms/breakthrough-innova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723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496&mod=document&pageid=1


 

3.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 활성화 위한 ‘웹 서밋 2019 (Web Summit 2019)’  

다음 인터뷰와 패널 토론은 SDG 미디어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1 월 5 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및 IT 기업 콘퍼런스인 ‘웹 

서밋(Web Summit) 2019’에 참가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비즈니스 솔루션을 탐색했습니다.  

7 만여명의 혁신가와 기업가가 참석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IT 기업의 창립가 및 CEO,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결정자,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상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번 행사에서 플래닛 테크 구역 E214 부스를 맡아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유엔공보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 

UNDGC) 및 PVBLIC 재단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기술 및 글로벌 목표의 교차점에 대한 패널 

토의와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패널에는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총리, 

기업 CEO, IT 업계 리더, 혁신 기업,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유력언론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비즈니스와 혁신 기술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SDG 미디어 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온라인 생중계로 

방영되었습니다(라이브 스트리밍 바로가기).  

이번 웹서밋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PA 컨설팅, 볼란스(Volans)와 협력하여 기업이 SDGs를 통해 

혁신 프로세스에 영감을 얻고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6934/home/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6934/home/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497&mod=document&pageid=1


 

4.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가이드 업데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19 년 11 월 7 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고법무책임자들의 기업 지속가능성 

아젠다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링클레이터스(Linklaters) 및 UC 버클리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과 함께 개발된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2.0, Guide for General Counse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Version 2.0)’은 법률 전문가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선도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15 년에 발행된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이드’에 기반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최고법무책임자의 역할이 준법 관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회사에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심 변화 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업데이트된 가이드가 변호사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이슈의 복잡한 영역을 다루는 변호사들에게 

참고자료 역할을 합니다.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교수이자 사회연구소의 책임자인 아멜리아 미아자드(Amelia Miazad)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화는 오늘날 법무팀들이 법적 

위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평판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링클레이터스(Linklaters)의 수석 파트너이자 회장인 찰리 제이콥스(Charlie Jacob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들이 그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면밀한 검토와 그들의 신인 의무의 범위 

내에서 어디에 이를지에 직면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들이 증가하는 기대감, 

임박한 규제 및 보고 요구 사항과 고심함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이슈를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고문들이 잘 배치되고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네슬레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업종에 걸쳐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가이던스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변화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역을 

탐색하는데 필수적인 아래의 5 가지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비즈니스 무결성 — 법률고문이 기업 가치와 책임 있는 비즈니스 

수행을 조직 내에 구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722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722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의성실 의무 - 기업이 ESG 요소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 인권 및 공급망 비효율성 – 법률고문이 인권 실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메커니즘 

불만 사항 메커니즘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를 형성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 - 위기 관리  

법률고문이 지속가능성 원칙을 사용하여 위기를 예방, 준비, 탐색 및 복구하는 방법을 

설명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498&mod=document&pageid=1


 

5. 제 25 차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에 민간부분의 핵심적인 역할 기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가 11 월 12 일 뉴욕에서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후속 

조치와 올 12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회의(COP 25)를 앞두고 기업들을 위한 

특별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UN Global Compact Academy)를 통해 

주최되고 UN WebTV 를 통해 생중계된 본 세션은 각 국이 최초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그들의 

포부를 높이고 국가자발적기여(NDCs)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기업리더들이 

어떻게 2020 년을 내다보는 야심찬 기후 모멘텀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좌측부터: 리세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 대사(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특사), 댄 토마스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특사인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대사는 경제계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트너십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어떤 정부도 독단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9 월 기후 행동 정상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는 목표를 시급히 높여야 하고, 

1.5°C 라는 과학적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또한 이것이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과학에 기초한 목표만이 우리가 따라야할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코팩트 사무총장은 경제계가 이미 어떻게 발돋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1.5°C 를 향한 기업 앰비션 - 우리의 유일한 미래(Business Ambi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academy
http://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for 1.5°C - Our Only Future)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책임감 있는 기후행동의 표본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력하고 영감을 주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올바른 규제 체계를 갖추고, 

기업은 국가적인 차원의 포부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이면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도전에 임하는 긍정적인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s)'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P 25 로도 알려진 제 25 차 유엔 기후변화회의는 칠레 정부의 대통령 직속 아래 2019 년 12 월 

2 일부터 13 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관련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유엔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499&mod=document


 

6. 발간물 소개 

[발간물] SDGs 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Breathrough Impact 

on the SDGs Through Innovation)  

 

 
 

 

본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혁신의 동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SDGs 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SDGs 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돌파구를 만드는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 방안들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는 경영진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약속을 하고 이 목표들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혁신, 연구 개발 및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팀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혁신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의 혁신 팀이 

SDGs 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사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영감 및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다운받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723


 

[발간물]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가이드 2.0 (Guide for General Counse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Version 2.0) 

 

 

 

 

 

 

 

‘2015 년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가이드 

2.0 은 최고법무책임자들이 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고 기업 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기업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최고법무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지속가능성을 자사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실증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9 가이드는 5개 분야에서 최고법무책임자들을 지원합니다. 본 발간물은 가이드 개발에 동참한 

최고법무책임자들의 실질적인 팁과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 윤리 

최고법무책임자로서 어떻게 기업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업활동에 내재화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의성실의무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법무책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 톰 슈롭셔 링크레이터스 (Linklaters)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인권과 공급망 실사  

최고법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기업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대의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가.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가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구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도전과제  

위기를 관리하는 법. 최고법무책임자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예방, 

준비 및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보고서 다운받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722


 

SDGs 소식 

1. 스마트 농업을 위한 스마트 센서  

 

 

 

Pycno 사의 태양열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농가는 

작물 경작에 있어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ycno 센서는 경작지에 직접 설치되어 식물이 햇빛을 받는 양, 기온, 습도, 토양의 온도, 깊이 

15cm 마다 토양 수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해당 상품은 SIM 카드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마스터 센서 하나를 포함한 4 개의 센서로 구성된 세트로 판매됩니다. 나머지 센서 

3 개는 수집된 데이터를 마스터 센서로 전송하고 이 마스터 센서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로 전달됩니다. 이 센서들은 태양열로 작동하며 서로 다른 깊이에서 토양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 3 가지 길이로 제공됩니다. 내장 SIM 카드는 160 개국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집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현지 기상 관측소와 위성 데이터와 결합합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관개 관리, 병충해와 이외의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Pycno 의 스마트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농업 효율성을 높여 물, 비료, 살충제 양을 줄이고도 

동일한 양의 작물을 생산하게 해줍니다.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2050 년까지 

식량 생산을 2 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Pycno 의 스마트 센서는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이 신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기아의 종식  

Pycno의 기술을 통해 비료 사용량을 예측하고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Pycno 기술은 관개수를 절약합니다. 일례로 한 농가는 Pcyno 제품을 사용해 평균 70%의 

관개수를 절약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s://goexplorer.org/smart-sensors-for-intelligent-agriculture/


 

2. [Goal 7,8,11,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CJ대한통운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CJ 대한통운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UN 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기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SDGs 를 달성하는 동시에 신규활동 발굴을 통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물류 기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실버택배 

‘실버택배’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 가치 

창출 모델입니다. 만 60 세 이상의 시니어 배송원이 아파트 및 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 내 

구축한 배송거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1 ㎞ 이내 인근 지역에 제품을 

배송하는 모델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 배송장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물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FSG 가 개최한 Shared Value Leadership Summit 에서 ‘실버택배’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회담에는 경영학의 대가인 마이클포터 하버드대 교수,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 앨런 머레이 타임 (Time)지 편집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유가치창출 사업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녹색물류 

CJ 대한통운은 거점 간 연계수송을 활용하여 운송경로 최적화, 대량수송, 복합일관수송, 

공동물류 등으로 차량 운행 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고연비 선택적 환원 촉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방식 화물차량의 구입 및 차량의 대형화, 전동자전거 및 전동사륜차를 활용한 

그린택배서비스, 항만크레인 에너지원 전기식 전환, 물류센터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물류 IT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차량관제와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운행경로 최적화, 통합배차, 복화율 향상을 이루어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화물의 통합 물량 분석을 통해 도로운송에 사용되는 철도·선박 

등을 에너지 고효율 운송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하고자 합니다. 

 

3. 친환경 사회공헌 

 

 

 

 

 



 

도시숲 조성사업  

2016 년부터 CJ 대한통운은 지역주민과 함께 한강시민공원 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에는 매년 CJ대한통운 임직원 및 가족, 장애인, 비장애인 등 약 600 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숲 조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200kg 의 이산화탄소와 135.3kg 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일대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분진 

및 소음을 흡수하여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정화를 위한 실천, ‘DIY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임직원 인식개선 및 대기오염 절감 동참을 

위하여 ‘DIY 공기청정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만든 

‘DIY 공기청정기’는 폐기 시 부품의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 년 전기료가 약 500 원(1 일 8 시간)에 불과하여 전기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임직원이 제작한 공기청정기는 소외계층 이용기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캠페인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 안전보호 강화와 사고발생률 경감을 위해 사업장 주변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노인종합복지관 지원 

CJ 대한통운은 정기적으로 임직원-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적으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년 임직원과 지역민 100 여 명이 함께 김장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서울 중구 내 150 여 세대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김 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주요사업지역에서 김장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성 지원 

2012 년부터 CJ 대한통운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독립연대’와 

협력하여 휠체어 세척 및 수리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 지원 

CJ 대한통운은 지역사회 내 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은 그룹 온라인 기부플랫폼인 ‘CJ 도너스캠프’ 정기 기부에 참여하여 전국 

소외아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동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소아암 

아동을 위한 컬러링북 지원사업, 당사 스포츠 지원사업 과 연계한 슈퍼레이스 꿈키움 원정대, 

사업장과 연계한 진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704473594


 

3. SDG 미디어 존 소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1 월 5 일부터 7 일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에 참가해 

3 일간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7 만여명의 혁신과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IT 기업의 창립가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결정자,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상했습니다.  

 

SDG 미디어 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총리, 기업 CEO,  IT 업계 리더, 혁신 기업, 스타트업, 

언론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20 분간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SDGs 와 세부 목표를 

주제로 총 22 개의 토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16 호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SDG 미디어 존의 토크별 주제 

1 SDGs 달성에 있어 비즈니스와 기술의   역할 12 SDGs 실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 

2 식량의 미래 13 성평등의 실현 방안 

3 스포츠, 변화의 글로벌 촉매제 14 UNDP 아르마니아 

4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스포츠와 스템(STEM) 15 앞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 대륙 

5 SDG 앰비션: 비즈니스를 향한 행동 촉구 16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청소년들의 글로벌 

목표 참여 

6 1.5 ℃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17 선의를 이끄는 인공지능(AI) 

7 비소외 원칙, 토니블레어(Tony Blair)와의 대화 18 SDGs 를 이끄는 미래의 리더십 

8 글로벌 목표를 향한 깨어 있는 이노베이션 19 목적부터 행동까지 

9 해양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 20 기술과 인권 

10 선의를 이끄는 기술 21 지속가능한 스타일 

11 미래의 비즈니스 22 ‘The Lion’s Share’ 보호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499&mod=document


 

UNGC 회원뉴스 

1. 법무법인 지평, 자발적 기업시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 법무법인(유) 지평은 국내 로펌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12일에 가입 증서 

전달식을 진행. 

 

- 지평은 한국 로펌 최초로 가입을 했으며 가입에 따라 인권과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로펌 운영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인권경영 자문 및 CSR 자문 

업무를 강화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기여하겠다고 발표함.  

 

- 지평은 올해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포하면서 ‘사회적가치위원회’ 조직 신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로펌에 사회적 가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함  

 

- 법무법인(유) 지평의 가입을 통한 로펌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확산의 계기 마련. 

 

[원문보기]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


 

2. "CSR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The CSR 2019' 성료 비즈니스리포트’  

 

- 지난 1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지속가능경영비즈니스포럼 'THE CSR 

2019'가 개최됨.  

- ‘A New Era of CSR Integration: Strategy, Reporting and Analytics’란 주제로 기업의 CSR 방향

을 제시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제시하는 공동의 지식플랫폼 

을 제공.  

- 정세우 더씨에스알 대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CSR 방향은 바로 CSR 인티그레이션”이라며 

“이는 책임 있는 기업 이미지를 훌쩍 뛰어 넘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성숙

한 소비문화에 맞는 본원적 의미의 CSR 추구를 의미한다”고 말함. 

- 약 200여명의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임원과 실무진 등이 참석하여 기업들의 지

속가능경영 운영방식과 CSR 활동 사례들을 공유.  

 

[원문보기]  

 

http://www.businessreport.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


 

3. "포스코, 기업시민으로 새로운 50년 선도해야” 

 

- 주식회사 포스코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포스코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시민 가치확산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경영환경 전문가들과 기업의 미래사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 ‘기업시민’은 현재 포스코가 추구하는 경영이념으로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협력기관들과 

함께하는 공생가치 추구를 의의.   

- 본 포럼은 포스코그룹 임원 250명과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함께 현장에 세션 참석 이후

에 현장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445


 

4. SK이노베이션, 친환경 사회적기업에 4억원 성장지원금 전달  

 

-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일 환경부와 공동 개최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

모전’을 통해서 친환경 사회적기업에게 성장지원금을 전달.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130여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사업모

델의 환경문제 해결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증해 총 3개의 업체를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 

- 3개의 업체: △소무나(시동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으로 냉동·냉장 온도를 유지

하는 기술을 보유) △몽세누(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의류와 소품 생산) △자연에 버리다(분해

가 잘 되는 친환경 빨대 생산)가 최종선발됨. 

- SK이노베이션은 지원금 전달한 업체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과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지동섭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역량을 공유인프라로 제공해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공약함.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5083600003


 

CSR 뉴스 

1. 친환경·관계개선·교육…기업 사회공헌 트렌드는 ‘UPGRADE’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는 지난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특징을 영문 키워드 앞글자로 조합하여 '업그레이드'(U.P.G.R.A.D.E)로 요약함. 

- '업그레이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UN SDGs), 문제해결(Problem-solving), 친

환경(Green), 관계개선(Relationship), 가치분석(Analysis), 기부(Donation), 교육(Education)의 

영문 앞글자를 의미함. 

- 전경련이 분석한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를 지지하고 이와 연계

된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전경련은 "작년 사회공헌 지출액 총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추세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 다시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

인다"고 설명함.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1163400003?input=1195m


 

2. 코스피200 기업 투명성 올라…62.3% 감사위원회 규정 공시  

 

 

 

-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올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

한 코스피200 기업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  

- 저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조사한 결과 101개사

(62.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하였고 이는 지난해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것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줌.  

- 올해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이같은 급증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됨. 

- 김유경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1/906787/


 

3. ‘김지영’들을 위하여… 보수적 은행 ‘유리천장’깨지나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유리천장’의 대표적인 분야였던 보수적인 

은행의 성평등 기조도 강화되고 있음.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법규준’이 시행된 이후로 은행권에서 성차별 관행이 점차 사라져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이 증가함.   

- KB 국민은행,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시중은행이 잇따라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협약을 

체결함.  

- KB 금융은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지난달 25일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Korea Leaders Summit)' 에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대한 지지를 선언.  

-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SSGA 에 따르면 기업의 ESG 성과가 높을수록 총자산이익률 등 

영업성과가 높고, 자본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피터슨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강력한 여성 리더십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순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 

[원문보기]  

 

 

 

http://www.inews24.com/view/1220841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1 월 1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포스코 인터내셔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경기도일자리재단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전력공사 

• ㈜티비에이치글로벌 

• 한국농어촌공사 

• SK 이노베이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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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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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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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4/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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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JB 금융지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사회보장정보원, 

캬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CJ 제일제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사),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LG 디스플레이,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SK 주식회사, DGB 금융지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건설, 

티비에이치글로벌, 삼덕통상㈜, 울산항만공사,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에프엠브이디, 

세일인터내쇼날,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베타니아복지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재)동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푸른나무청예단,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정당국제회의사무국,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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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