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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 [BIS] 21 대 총선 정당 별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정당(5개 정당)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분석했습니다.  

 

정책질의서에는 △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촉구하는 정책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이 정책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제시된 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ESG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 

보다는 기존 정책 내에서 ESG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민생당은 답변을 한 3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정의당은 질의서 내 모든 

정책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례전문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정책질의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 별 정책질의서 답변 현황표 및 각 질의별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 각 당 답변 현황(제21대 총선) 

                                                                            ● (찬성) / X (반대) 

정책질의 
더불어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 

통합당 
국민의당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 ● ● 

무응답 무응답 

반부패 등 ESG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조달사업법 개정) 

X 

(대안제시) 
●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X ●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

화(국가재정법 개정) 
X 

기한내 

미답변 
●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 
기한내 

미답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주요 공적금융기관의 중점관리

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포함 
● 

기한내 

미답변 
● 



  

[기업의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당 입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개 의무화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등에 대한 측면도 거론하며,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비교적 명확

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찬성하며, 모든 상장기업 및 비상장 

공기업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KOSPI) 기업 대상 의무적

용 후 코스닥 기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찬성하며, 공시대상 ESG 정보는 EU(유럽

연합)의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2021년부터는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고 코스닥 기업은 추가검토 후 도

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다만 지난 3월 31일 공

포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상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에 관한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검토하고, 신설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20.4분기)를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올 하반기 조달절차에 반부패 등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에 부합하는 시행령의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입찰참가자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 정립과 ESG 

지표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ESG 자율고려로 명시된 현재 법률 하에서도 시

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환경파괴 기업 등에 대한 배

제는 시행령 등에 즉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및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ESG 고려’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등의 투자원칙이라기 보다는 하위전략으로, 국가

재정법상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ESG 요소 고

려’는 국가재정법상 공공성 원칙에 포함된 개념으로, 주식에 투자 중인 일부 기금에만 해당되는 전략이

므로 규정 신설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모든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 자산운용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연

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 반영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고려는 자율로 하되 관련 공시는 의무화하고, 자산

운용지침상에 ESG 고려와 공시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

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의 법 제정 목적상 ESG 내용을 넣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

서를 달았다.    

 

 

 

 



  

□ 공적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와 확산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

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바 있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제21대 국회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과,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반부

패 이슈 포함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반부패 이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확대 적용하고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

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역

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2. [BIS] 21 대 총선 후보자 기업 반부패 지지 서약 및 정책질의 답변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자들에게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반부패 서약서’와 ‘정책동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13명의 후보자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중 108명의 후보가 정책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부패 서약서’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의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동의서에는 정당별 정책질의서와 동일한 항목인 △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업 반부패 서약과 정책동의서 제출에는 다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지역구 및 

후보들 중 여당의 다수 후보들이 동참했다는 점에서도 눈에 띕니다.  

 

정당 및 후보자별 반부패 서약서·정책동의서 제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기업 반부패 서약서•정책동의서 제출현황 

정당 서약서 정책동의서 

더불어민주당 52 49 

정의당 46 46 

미래통합당 6 5 

민생당 4 3 

민중당 1 1 

열린민주당 1 1 

미래당 1 1 

무소속 2 2 

계 113 108 

 

 

[기업 반부패 서약과 정책동의 참여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고영인(안산시 단원갑), 고용진(서울 노원갑), 곽상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권칠승(경기 화성병), 김남국(안산시 단원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구갑),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성주(전북 전주병), 김성환(서울 노원병),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영진(경기 수원병), 김용진(경기 이천), 김원이(전남 목포), 김현권(경북 구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노웅래(서울 마포갑), 문진석(충남 천안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박재호(부산 

남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설훈(경기 부천을),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우원식(서울 노원을), 이낙연(서울 종로),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이용선(서울 양천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원욱(경기 화성을),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이학영(경기 군포시), 이후삼(충북 제천 단양), 이흥석(창원시 성산구), 

인재근(서울 도봉갑), 임종성(경기 광주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성국(세종시 갑),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 

 

정의당 

강병택(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은미(비례대표 3 번), 권중도(서울 강동구을), 권현우(경남 

양산시을), 김윤기(대전 유성구을), 김응호(인천 부평구을), 김종대(충북 청주상당), 김종민(서울 

은평구을), 김지수(서울 중랑갑), 박성필(충남 천안을), 박예휘(경기 수원병), 박원석(경기 고양시을), 

박창진(비례대표 6 번), 박창호(경북 포항시 북구), 배주임(경남 김해시을), 신수영(부산 금정구), 

신현자(경기 부천시병), 심상정(경기 고양갑), 안숙현(서울 송파구을), 양호영(성남시 분당구을), 

엄재철(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염경석(전북 전주시갑), 오현주(서울 마포을), 오형수(전북 전주을), 

유상진(경기 여주-양평), 유종천(광주 서구을), 윤소하(전남 목포), 이경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군-

구례군을), 이미숙(경기 부천시을), 이병진(경기 수원시무), 이의용(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정미(인천 

연수을), 이종태(안양시 만안구), 이혁재(세종시갑), 이호성(서울 구로구갑), 장태수(대구 서구), 

장형진(경기 남양주병), 정상모(전북남원-임실-순창), 정수영(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재민(서울 

영등포구갑), 추혜선(경기 안양동안을), 한민정(대구 달서구을), 현정길(부산 남구갑), 황순식(경기 

의왕시-과천시), 황순영(광주 북구을), 황환철(충남 천안시병) 

 

미래통합당 

김성동(서울 마포을), 김수민(충북 청주시 청원군), 나동연(경남 양산시을), 손영택(서울 양천구을), 

안홍렬(서울 강북을),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민생당 

박지원(전남 목포),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조배숙(전북 익산을)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 3 번) 

 

미래당 

오태양(서울 광진을) 

  



  

무소속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 부안군) 

  



  

3. UNGC 리더스 서밋 2020 뉴욕행사 연기 및 온라인 리더스 서밋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6 월로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UNGC 리더스 서밋 2020 행사를 2021 년 여름으로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리더스 서밋 행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COVID-19 사태 

경과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리더스 서밋 행사 등록을 이미 마치신 기업 및 기관은 2021 년 리더스 서밋 행사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불 및 재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이메일(leaderssummit@unglobalcompact.org)로 신청 시, 2021 년 5 월 14 일까지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UNGC 리더스 서밋 2021’ 행사 등록 및 스폰서십 신청은 기존 리더스 서밋 웹사이트 또는 

한국협회를 통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행사 날짜인 2020 년 6 월 15 – 16 일에는 UNGC 회원사, 정부, 시민사회 등과 함께 

UNGC 20 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온라인 리더스 서밋이 개최됩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실제 

기획되었던 행사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CEO, 정부 및 UN 관계자들이 참여할 본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가상 회의, 패널 토론, 라운드테이블, 

전시회 및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행사를 인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 서밋 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 참가신청 

mailto:leaderssummit@unglobalcompact.org)
https://info.unglobalcompact.org/e/591891/versary-virtual-leaders-summit/35ckgn/664034571?h=3GDCtzPEaBYtKs_4HQpgo22Scnqkad48ZD2krfDGxiI
https://info.unglobalcompact.org/e/591891/versary-virtual-leaders-summit/35ckgn/664034571?h=3GDCtzPEaBYtKs_4HQpgo22Scnqkad48ZD2krfDGxiI


  

4.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모집 기간 연장 (~4/30)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UNGC 본부의 런칭 일정 연기 및 기업의 TGE 모집 기간 요청으로 ‘2020 

TGE’ 프로그램을 한 달간 연장합니다. TGE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TGE 더 알아보기 참가신청서 

http://gender-equality.or.kr/tge/campaign/
http://gender-equality.or.kr/tge/campaign/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http://gender-equality.or.kr/tge/campaign/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5. UNGC 한국협회, KoSIF, WWF Korea, Greenpeace 와 함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런칭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UNGC 한국협회는 KoSIF, WWF Korea, 

Greenpeace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급원을 다양화하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지구온도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간략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제) 구축 

- 참여 기업 모집 및 발족 (5월 말 예정) 

*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란? 녹색요금제 및 기업PPA를 비롯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 방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제도 개선 및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플랫폼 

 

목표 2.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실무자 대상 워크숍 (분기 별 1회) 

- 경영진 대상 재생에너지 포럼 (1회) 

- 가이드라인 발간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대상 배포) 

 

목표 3.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정책 환경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정책 대화 추진 

- 이해관계자 서베이 진행 



  

목표 4.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선언 지원 

- 각 기업별 미팅을 통한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지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 
 

1.  [UNGC 아카데미] 코로나 19 위기, 기업의 여성 지원 

 

A. [Facts & Figures] ‘코로나 19’와 여성 

▪ COVID-19 는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늘어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부담과 가정폭력 

등으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전세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의 약 7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성들은 의료계 종사자 

등으로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장기간 노동과 환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노동은 낮은 임금 등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서는 28%의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위기 시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90% 이상의 의료계 노동자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세계 서비스업의 55.8%가 여성 노동자입니다. G7 에서는 해당 노동력의 88%가 여성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업무의 특성상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업무가 불가능하며, 그 중 

다수가 유급 노동과 더불어 자녀 혹은 노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학교 및 보육시설의 폐쇄는 여성에게 추가적인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부담(care burdens)을 주고 

있습니다.  

- 85 개 이상의 국가가 전국적으로 등교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는 약 7 억 7670 만 명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UNESCO, 2020). 이는 이미 남성에 비해 세 배 

이상의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 서비스 분야와 같이 “필수적이지 않은(non-essential)”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자영업자 혹은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안깁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일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 또한 약 7 억 4000 만 명의 여성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방글라데시의 경우, 소매업자의 영업중단과 이로 인한 주문의 감소로 인해 100 여 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의류산업의 경우, 현재 400 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현재 

그들의 대부분이 실업의 위기 혹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고립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정폭력의 위협과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 

처한 여성은 장기간 가해자에게 노출될 뿐 아니라, 집을 떠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UN Women 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매일 137 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격리가 이어지는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은 보호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중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에게 실현가능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식량과 옷, 그리고 

샤워를 위한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은 의료 환경과 가정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그들은 출근, 친척 간호 및 

식료품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카(Zika)와 에볼라(Ebola) 전염병이 발생한 시기 발표된 2,900 만 건 이상의 논문 중 겨우 1% 

정도 만이 성별에 따른 발병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 정보의 부족은 정보에 근거한 예방 및 억제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질병의 확산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는 통찰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 이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분리 데이터(disaggregated data)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여성의 발병과 가능한 서비스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참여팀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매우 제한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COVID-19 Emergency Committee 의 여성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WHO 와 중국의 협력팀의 경우 16%만이 여성입니다.  

- 미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 내 여성은 10% 입니다. 

- COVID-19 과 관련된 언론 보도 중, 남성의 발언이 인용되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3 배나 

높았습니다.  

 

 

 

 

 

 

 



  

B.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행동 방안 

 

 

여성역량강화원칙(WEPs)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증진방안과 직장과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7 개의 원칙을 제공합니다. 격변과 불확실의 시기에, WEPs 는 민간부문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최선의 자료입니다. WEPs 는 국제 노동과 인권 기준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기업이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 

제작되었습니다. 

리더십 

▪ 내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 19 에 대한 특정 정책과 위기 대응방안이 젠더 

문제에 민감하고 포괄적인지를 확인합니다. 

▪ 코로나 19 전염병 중 발생할 수 있는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CEO 와 경영진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 위기 태스크포스 팀과 대응팀에서 성평등 전문가와 다양성을 띈 대표집단을 구성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 명확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 설립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확한 업데이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 기존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프라의 한계를 해결하고 대규모 원격 업무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직장 

▪ 유연근무제 등 여성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전직원을 위한 유급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단기 및 계약직 직원을 위한 최소 위험비용을 지급하고 

유급 가족 및 비상 휴가를 제공합니다. 

▪ 남성 직원이 아동, 노인 및 기타 가족 구성원 구성원을 돌볼 수 있게 장려합니다. 

▪ 전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고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증가에 대해 

인식을 높입니다. 

▪ 가정 폭력 핫라인 및 폭력 생존자 지원 서비스, 심리 사회적 지원 서비스 및 출산 전후 건강관리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든 직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합니다. 

 

 



  

시장 

▪ 새로운 지역 기업, 특히 여성이 이끄는 기업을 발견할 기회를 가집니다. 제품/서비스를 소싱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게 장려합니다. 

▪ 코로나 19 로 인해 사업을 중단했고 부채를 갚아야하는 여성 기업가들에게 부채 면제를 제공하고,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든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성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소녀와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 시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지역사회 

▪ 코로나 19 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규모 독립 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시성을 

증진합니다. 

▪ 여성 협회 및 대피소와 같은 조직 및 기관에 노인 여성, 폭력 생존자, 미혼모 및 장애 여성과 같은 

특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제공합니다. 

▪ 지역 사회에서 개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 음식 및 서비스를 기부하고 

임대료 및 공과금에 대한 단기적 지급 유예를 제공합니다. 

 

투명성 및 보고 

▪ 성별, 연령 및 기타 요인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응을 위한 노력의 영향력을 추적합니다. 

▪ WEPs 지지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에 대한 성별 차별화 대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지원 및 인식 제고에 대한 메세지를 활용합니다 

 

 

C. TGE 와의 연관성 

 

 
 

오늘날 기업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관점과 지식이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기업 

리더십에서의 높은 여성 비율은 ESG 를 비롯한 기업 실적 개선과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기업 내 여성 대표성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해 TGE(Target Gender Equality)는 기업이 더 포용적인 

기업문화와 평등 위해 보이지 않은 장벽을 허물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에서,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기업 관행이 더 가치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앞서 있는 셈입니다. 직원들이 기업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이 유연적이고 포용적이며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가 가족을 돌보고 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미래 업무 환경의 변화, 인구와 기술의 변화, 혹은 환경 변화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직면해야할 수 많은 문제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GE 는 기업의 야심찬 목표 설정과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며,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Action 

Plan 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는 성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SDGs 소식 
 

1. [코로나 19 대응 기업 우수사례] Cisco, Pepsico & Amgen 

 

코로나 19 의 빠른 확산이 전 세계인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즈니스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는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과 공급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 사례를 모았습니다.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적인 이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 주간 코로나 

대응 기업 사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팬데믹에 맞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한 우리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취합, 발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로 이겨낸 사례를 담은 본 사례집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기업들의 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공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Cisco 

 
 

▪ 국가: 미국 

▪ UNGC 가입: 2001년 9월 6일 

▪ 산업군: 네트워크 통신(네트워킹 설비 및 솔루션 제공)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 추세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대응 인력을 포함한 220 만 명 이상이 

Cisco technology 의 온라인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및 콜롬비아 정부는 

코로나 19 대책 회의에 Cisco Technology 의 화상 회의 플랫폼인 “Webex”를 사용했습니다.  

 

 

https://www.cisco.com/c/dam/m/en_us/about/csr/csr-report/2019/_pdf/csr-report-2019.pdf
https://www.cisco.com/c/dam/m/en_us/about/csr/csr-report/2019/_pdf/csr-report-2019.pdf


  

척 로빈슨(Chuck Robbins) Cisco 회장/CEO 는 “Cisco 는 전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얼마든지 더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빈슨 회장/CEO 는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기술 관련 기업 CEO 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단체에 대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Cisco Systems 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2 억 2 천 5 백만 달러(한화 약 2744 억 7750 만원)를 

기부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의료활동, 교육, 정부 차원의 대응 및 관련 기술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 중 일부는 WHO 의 코로나 19 대응활동을 지원하는 ‘유엔재단 코로나 19 연대대응기금’에 

위탁되었습니다.  

 

(2) Pepsico 

 
▪ 국가: 미국 

▪ UNGC 가입: 2008 년 11 월 11 일 

▪ 산업군: 식품제조업(청량음료, 스낵류 등 제조)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PepsiCo 는 북미에서 코로나 19 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재정적 지원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및 의료장비 지원과 교통망 유지에 특히 힘쓰고 있으며, 봉쇄령이 

내려지거나 병상이 부족한 국가들을 위주로 지역 보건 및 구호 활동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식량 배급, 지역 식량은행 역량 강화, 

그리고 소외 지역의 기아를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PepsiCo 는 코로나 19 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서 4,500 만 달러(한화 약 548 억 

9500 만원)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방호복 마련, 

선별 검사 지원과 함께 위험 지역에 5,000 만 명 분 식량을 배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PepsiCo Commits More than $45 Million to Combat the Impacts of COVID-19, 

Providing Vital Local Humanitarian Support and Distributing More Than 50 Million Nutritious 

Meals Worldwide 

https://www.pepsico.com/docs/album/sustainability-report/2018-csr/pepsico_2018_csr.pdf
http://pepsico.mediaroom.com/index.php?s=43&item=1574
http://pepsico.mediaroom.com/index.php?s=43&item=1574
http://pepsico.mediaroom.com/index.php?s=43&item=1574


  

(3) Amgen 

 
▪ 국가: 미국 

▪ UNGC 가입: 2017 년 4 월 28 일 

▪ 산업군: 제약, 생명공학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생명공학기업 Amgen 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코로나 19 정보센터 페이지에서 주요 의료 정보 

보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환자, 대중, 의료인들 및 지역 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코로나 19 관련 불안을 해소하는 영상,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률 증가에 따라 미국이 코로나 19 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기업인 

Amgen 은 코로나 19 피해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들의 구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1,250 만 

달러(한화 약 152 억 4800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Amgen And The Amgen Foundation Commit Up To $12.5 Million To Support 

COVID-19 Relief Efforts 

 

출처: How are companies responding to the coronavirus crisis? <세계경제포럼, 2020>  

https://www.amgen.com/~/media/amgen/full/www-amgen-com/downloads/responsibility-report/amgen-2017-responsibility-highlights-report.ashx
https://wwwext.amgen.com/covid-19/
https://wwwext.amgen.com/media/news-releases/2020/03/amgen-and-the-amgen-foundation-commit-up-to-$12-5-million-to-support-covid-19-relief-efforts/
https://wwwext.amgen.com/media/news-releases/2020/03/amgen-and-the-amgen-foundation-commit-up-to-$12-5-million-to-support-covid-19-relief-efforts/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how-are-companies-responding-to-the-coronavirus-crisis-d15bed6137/


  

2. [SDGs 솔루션] 순환경제에 투자하기 

 

 

Circularity Capital 은 순환 경제에서 활동하고있는 기업에만 투자해  

기업의 자원 소비 감소와 투자 수익 향상을 촉진합니다. 

 

Circularity Capital 은 순환 경제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유럽 중소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사모 펀드 

회사입니다. 본 회사는 순환 경제를 프레임 워크로 사용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을 자원의 제약에서 

분리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며 투자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2018 년 말에 6,000 만 파운드를 확보한 이후, Circularity Capital 은 Winnow, Grover 그리고 

ZigZag 총 3 개사에 투자해 왔습니다. Winnow 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회사를 위한 AI 기반의 음식 

쓰레기 절감 기술입니다. Grover 는 기술 장치 공유 경제 앱이며 ZigZag 는 소포의 반품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앱입니다. 

 

왜 Circularity Capital 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엘렌 맥아더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재 산업 부문에서만 7,000 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순환 경제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2030 년까지 오늘날의 

수준에 비해 식량, 운송 수단 및 건설 환경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ircularity Capital 과 같은 새로운 투자 모델은 순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https://goexplorer.org/smart-meter-helps-cut-food-waste/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explore/the-circular-economy-in-detail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explore/the-circular-economy-in-detail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Circularity Capital 은 글로벌 소비와 생산의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Circularity Capital 은 순환 경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Winnow 솔루션은 현재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낭비 중 1200 만 건 이상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614&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614&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614&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614&mod=document&pageid=1


  

3. [SDG 미디어 존] SDGs 달성을 위한 AI 의 역할 

- 저우 할린(Houlin Zh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 외 2 인 

 

 
<좌측부터 저우 할린(Houlin Zhao)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캔달 파머(Kendal Parmar) Untapped AI CEO,  

필립 메츠거(Philipp Metzger) Federal office of Communication of Switzerland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 년 1 월 21 일부터 3 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 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 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역할과 이를 이끌어나가는 UN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니셔티브, 그리고 앞으로 AI 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저우 할린(Houlin Zh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사무총장과 필립 메츠거(Philipp Metzger) Federal Office of Communication of Switzerland 

사무총장, 그리고 캔달 파머(Kendal Parmar) Untapped AI CEO 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이를 

활용한 AI 가 SDGs 목표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 와 인터넷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우 총장은 “여전히 

36 억의 인구, 즉 전 세계의 절반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 그들에게 교육과 같은 

더 많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이를 

위해 우리는 UNESCO 와의 협력을 통해 ‘UN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본 이니셔티브는 올해로 10 년째를 맞이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터넷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 투자 및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broadbandcommission.org/Pages/default.aspx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라는 질문에 필립 메츠거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우 할린은 “매년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4,500 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도시지역 사람들이 아닌 시골과 같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큰 비용은 거버넌스를 통하지 않으면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미있는 협력관계(meaningful connection)를 어떻게 구성하고, UN Broadband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필립 메츠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정부 

혹은 기업 등의 정책 입안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하나하나가 

개인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선의 정책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캔달 파머는 “AI 의 활용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 또한 AI 에 적극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공감하는 방식으로 

AI 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616&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616&mod=document&pageid=1


  

UNGC 회원뉴스 
 

1. 현대차,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 향균 서비스’ 

 
 

▪ 현대차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하기 위해 5 월 15 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항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현대차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무상으로 차량 실내에 항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 고객센터로 문의 시 어린이집 인근 대형 주차장서 해당 서비스 

제공  

 

▪ 이와 함께 현대차는 △전자시스템,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점검 △미세먼지 

차단 에어컨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서비스 

등을 실시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할 계획 

 

▪ 또한 현대차는 차량 진단 점검 서비스 및 소모품 교환·보충 서비스를 코로나 19 감염자 및 의심 

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전국 소방청 구급차에 확대 운영하며, 수리가 필요한 구급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 

 

▪ 한편, 현대차는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현대차 차량과 및 서비스 거점에 입고된 타사 고객 차량에 

'특별 무상 차량 항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모든 접점에 있어 손 소독제 비치, 임직원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516829


  

2. 매달 축적한 4억 건 결제 데이터… 비씨카드, 스타트업에 제공한다 

 

▪ 지난해 카드업계 최초로 데이터·가공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비씨카드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 

 

▪ 본 사업은, 정부가 기업의 유료 데이터를 사들인 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바우처를 부여하여,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 지원 대상은 데이터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 등 

 

▪ 비씨카드는 월 4 억 건씩 쌓이는 데이터를 풀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 신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 낮은 가격으로 유료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결제 데이터로 상권 정보를 분석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준다는 계획 

 

▪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세 종류로, 가맹점 매출과 거래 내역으로 만든 ‘원천 데이터’와 연령·성별 

소비, 지역·업종별 매출 추이 등으로 구성된 ‘기본 분석 데이터’, 시간대별 소비 패턴과 테마별 고객 

유형을 조합한 ‘응용 분석 데이터’ 등임 

 

▪ 비씨카드는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대박날지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함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017789h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01273i


  

3. GS칼텍스, 탄소 발자국 줄인다...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 GS칼텍스는 여수공장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연료인 저유황 중유(LSFO, Low Sulfur Fuel Oil)를 공정 

개선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량 대체 완료했다고 밝

혔으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 물질도 30% 이상 저감할 것으로 보임 

 

▪ GS칼텍스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노력에도 적극 나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담 조직

을 운영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구축하여 지난 5년간 1200억 원 절감 

 

▪ 또한, 지난해 11월 130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 이를 통한 시설 투자가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GS칼텍스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수자원 리스크 관리 및 수질오염 저감, 유해물질 관

리, 폐기물 관리, 토양오염 예방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매출액

은 총 매출액의 1.5%인 약 5000억 원, 폐기물 재활용률도 76%에 달함 

 

▪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수급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최선의 방안”

이라고 강조 

 

 

 

 
 

  

글로벌경제신문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0911295941426a6b374224_16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0911295941426a6b374224_16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0911295941426a6b374224_16


  

CSR 뉴스 
 

1. UNGC, 기업 성평등 점검 플랫폼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열어 

 

 

▪ 1 일, UNGC 한국협회는 "국내외 성평등 관련 정보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www.gender-equality.or.kr) 사이트를 열었다"고 밝힘 

 

▪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 국내 기업과 기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업 여성역량 자가진단 툴 및 한국 

실정에 맞는 성평등 정책과 그에 따른 기업의 활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 맞춤형 

심화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 분석툴을 활용하면 자사의 성평등 정책 방향성 설정할 수 있고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를 파악할 수 있음 

 

▪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성평등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며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기업 내 다양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함 

 

 

 
  

미디어 SR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77


  

2. 시장보다 덜 내렸다...'팬데믹 생존력 ' 입증한 ESG 투자 

 

 

▪ 코로나 19 가 글로벌 산업은 물론 주식시장 전반에 타격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ESG 투자가 피난처로 

각광받고 있음 

 

▪ 지난 3 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인용한 금융정보 제공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3 월 한 달 동안 MSCI 월드 

주식 지수는 14.5% 하락한 데에 비해 ESG 에 초점을 맞춘 대형 주식형 펀드의 62%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것으로 조사됨  

 

▪ 모닝스타는 "'지속가능한' 주식에 투자한 펀드도 코로나 19 탓에 갑작스럽고 큰 손실을 입었지만 다른 펀드 

대비 잘 버텼다"며 "지속가능한 펀드는 시장 지수 대비 에너지 종목에 덜 노출돼 있어 도움이 됐다"고 

설명함 

 

▪ 임팩트 투자회사인 코너스톤 캐피탈의 에리카 카프 CEO 는 "원격 의사소통, 원격 학습, 원격 진료와 같은 

트렌드는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투자자들은 미래에 관해 생각하기 때문에 ESG 펀드의 

아웃퍼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함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715205997282


  

3. 고용유지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 '850 만명' 

 

 

▪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850 만명가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됨 

 

▪ 4 월 7 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전주보다 2 배가량 

급증한 1 만 1984 곳으로 집계됨 

 

▪ 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휴직에 돌입했거나 노동시간이 단축된 노동자 약 40 만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보전받게 되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4 대 보험 밖에 있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혜택에서 배제됨 

 

▪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업종 특성상 장기적인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보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도 다수 존재함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추후 보전하는 형태라 당장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발만 구르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음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302005&code=9407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2302005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4 월 1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 입니다. 

 

1. COP/COE 제출회원 

 

4 월 1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주) 

▪ 유니베라 

▪ 한국자산관리공사 

▪ JB 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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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COP/COE 마감기한이 2020 년 

11 월까지인 모든 회원사는 마감일이 9 개월 자동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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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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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에프엠브이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EB 하나은행, 케이티, LG 화학, 신한은행, 두산중공업, GS 칼텍스, GS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SK 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영원무역, 한국석유공사, LS 산전, 휴맥스, 

한국동서발전, 비씨카드, 한전 KPS,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공항공사, 롯데홈쇼핑,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인천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KB 국민은행,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SK 하이닉스, KDB 산업은행,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 한전산업개발, NS 쇼핑, 부방,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니베라,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엠와이소셜컴퍼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국제뇌교육협회(사),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재단, 한국도자재단,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한국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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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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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