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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further promote the 
UN Global Compact, 

highlighting the mutual benefit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Antonio Guterres
UN Secretary -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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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회원사

회원사 2000년 7월 26일 발족 이래, 전 세계 162개국 14,000여개 회원 (10,000여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목표

비즈니스 활동에서 10대 원칙을 주류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조직도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유엔총회

EXECUTIVE OFIICE OF THE SECRETARY-GENERAL
유엔 사무총장

UN GLOBAL COMPACT 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의장)
기업 대표 (부의장)

UN GLOBAL COMPACT 사무국
UNGC 사무총장

GLOBAL NETWORK COUNCIL
국제 위원회

REGIONAL NETWORK COUNCIL
지역 위원회

LOCAL NETWORK
지역협회

정부
(GOVERNMENT)

기업
(LEAD 회원, PARTICIPANT, 

SIGNATORY)

시민사회(NGO) 및 경제단체

UN 기구 및 국제기구, 
글로벌 프로그램
(PRI, PRME 등)

주요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UNGC 리더스 서밋
(UNGC LEADERS SUMMIT)

기타 이슈별 국제회의

회원 참여 연례 행사

UNGC 연례 지역협회 포럼
(ANNUAL LOCAL

NETWORKS FORUM)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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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nd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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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원칙1         

원칙2        

원칙 3       

원칙 4    

원칙 5    

원칙 6    

원칙 7    

원칙 8     

원칙 9  

원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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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왜 유엔글로벌콤팩트인가?

최근 각국의 CSR 법제화 추세, 기후변화 대응, 기업과 인권, 글로벌 반부패 법제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을 둘러싼 투자자, 소비자, 임직원, 정부, 

시민사회, 고객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세계 

UNGC 회원사는 기업 신뢰도 향상, 10대 원칙 이행 및 지속가능성 증진 활동 강화 등을 위해 UNG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참여 계기

글로벌 표준 준수

대내외 홍보 및 평판 관리

CSR을 기업 및 기관 경영에 내재화 하기 위한 계기 마련

정부 정책 기조(사회적 가치 이행) 등에 동참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동기

미래 비즈니스 가치 창출성장과 혁신의 기회

93%

경쟁우위 확보

80% 78%

기업 지속가능성 중요성 

<출처: 유엔글로벌콤팩트-엑센츄어 CEO Study>         <출처: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이행 서베이>

기업 신뢰도 향상

79%

UNGC 가치 이행

59%

기업 지속가능성 증진

56%

보고서 발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리스크 관리로서의 예방적 접근

UN조달시장/공공조달 대응

고객사 또는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7

출처: UNGC SDG, Compass(2016) 

미래 비즈니스 기회 파악

기업 지속가능성 가치 강화

정책 발전과의 속도 유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사회-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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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채택되었습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시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곳곳의 기업이 SDGs를 기반으로 투자, 솔루션 개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은 SDGs를 기업 전략 및 활동에 연계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SDGs의 성공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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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가능성
Corporate Sustainability

존중
RESPECT

참여
ENGAGE

리더십
LEADERSHIP

지지
SUPPORT

증진   Advances
고취   Inspires

동기부여
Motivates

확대   Scales up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사회적 형평성과 발전  Social equity and progress
환경 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수익 증대  Revenue growth

자원 생산성  Resource productivity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기업의 장기적 목표
Long-term Business Goals

행동 및 파트너십 플랫폼
Platforms for Action and Partnership

이슈별 플랫폼
Issue platforms

지역별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
Local initiatives and networks

기술 기반 파트너십 허브
Technology-powered partnership hubs

산업별 이니셔티브
Business sector initiatives

투명성과 책무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측정 방법
Measurement 

practices

보고 표준
Reporting
standards

인증 체계
Certification 

schemes

원칙과 목표 지지 공시
Public records of commitments to 

principles and goals
신뢰 구축 
Builds 
Trust

동인 및 조력자
Drivers and Enablers

정부 정책
Goverment 

policies

시민과 소비자
Citizen and
consumers

투자자 및 
기업 파트너

Investors and
business 
partners

경영교육
Management

education

Post-2015 Business Engagement Architecture

Post-2015 기업 참여 구상도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기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 기업의 경영전략에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리더스 서밋 2013에서 ‘Post-

2015 기업 참여 구상도’를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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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경영 및 리더십 사례
Responsible Business & Leadership Practices

3. 글로벌/지역 플랫폼 및 중계자
Global/Local Platform & Connector

2. 경영 지침으로써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 as the 'Lighthouse'

4. 영향력, 측정 및 성과
Impact, Measurement & Performance

정당성과 권위
Legitimacy & Prestige

원칙에 입각한, 규범적 권한
Princple-Based, Normative Authority

범세계적 영향, 포용력
Breadth & Global Reach, Inclusivity

UN에서의 입지

Position within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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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의제  Agenda 2030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각국 협회, UN 시스템
Global Compact HQ, Local Networks, UN System

디지털 참여 플랫폼
Digital Engagement Platform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채택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의제이며, 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원칙 기반의 유엔 기구이자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써, 2030년까지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비즈니스 혁신과 유엔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세계적 전략, ‘2030 비전(2030 Vision)’을 수립했습니다.  

UN Global Compact 2030 Vision 

유엔글로벌콤팩트 2030 비전

2030년까지 UN Global Compact의 주요 역할
The unique role of UN Global Compact to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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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0대 원칙을 기업활동 및 경영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LEAD 기업과 각국 협회, 유엔 기구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행동 플랫폼들은 SDGs 이행 증진을 위한 격차를 좁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Action Platforms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 

SDGs를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Breakthrough Innovation for the SDGs)

SDGs를 위한 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 for the SDGs)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길 

(Pathways to Low-Carbon & Resilient 

Development)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Reporting on the SDGs)

동 플랫폼은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업 리더십 

재고를 목표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7~10개국의 국가 기후변화 및 SDGs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별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와 SDGs 계획 

간의 격차와 보완점, 시너지 등에 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FI),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과 공동으로 

발족한 동 플랫폼은 민간 재원을 주요 지속가능성 솔루션으로 유도하는 혁신적 금융 

상품을 발굴합니다. 이와 함께, 유망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전략 지침을 제공합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존의 기업 보고 

프레임워크에 통합된 형태로서, 10대 원칙 및 SDGs에 관한 포괄적 보고를 

권장합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플랫폼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 및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 플랫폼은 볼란스(Volans), PA 컨설팅, DO 스쿨(The DO School), 싱귤래리티 

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 이노베이션 아트(Innovation Art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선두 전략가 및 혁신가들을 기업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파괴적인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연구하고, 지속가능하고 협력 지향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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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은 모두의 비즈니스 

(Health is Everyone’s Business)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수자원 관리를 통한 물 안보  

(Water Security through Stewardship)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Peace, Justice & Strong Institutions) 

동 플랫폼은 기업과 공급망,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동체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에 집중합니다. 기업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철폐하는 한편, 직장 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를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철폐하는 한편, 직장 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를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태평양 연구소(Pacific Institute)와 협력하는 수자원 관리를 통한 물 안보 플랫폼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사의 경영에 선진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시민사회, 정부 및 유엔의 전문가들의 노력을 결집합니다. 

동 플랫폼은 선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확대합니다. 또한, 지역 파트너십, 공동노력 및 정책 참여를 돕는 보편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기업의 수자원 관리 증진과 SDG 목표 6번 ‘깨끗한 물과 

위생’의 이행을 지원합니다.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플랫폼은 반부패와 굿거버넌스 이슈에 관한 기업의 이해, 

적용 및 보고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 플랫폼은 기업, 시민사회, 투자자, 정부 및 유엔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여, 기업 및 국가 운영에서의 책무성, 청렴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끕니다.  

동 플랫폼은 기업이 자사의 비즈니스가 직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정치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인류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도록 기업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을 결집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해양 비지니스 플랫폼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해양운송, ▲해양 전력, ▲해양 정보 맵핑 ▲해양 내 플라스틱 유입 

방지 등과 같은 총 5개의 세부 목표 이행을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Sustainable Ocean Business)

동 플랫폼은 해양의 성장, 

혁신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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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를 대표하여 UNGC 주요 분야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하고 글로벌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리더십 그룹

- 회원사 중 본부 및 로컬 활동에 기여한 바 있는 우수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

참여 자격

- UNGC 이슈 플랫폼에 2개 이상 참여하여 리더십 발휘

- 각국 협회 활동에 기여 

- Advanced 레벨 이행보고서(COP) 제출 

참여 현황

- 전 세계 36개 기업 참여 (2020년 5월 기준)

- 주요 기업: Accenture, BASF, Bayer AG, China Development Bank, 

Danone, Nestlé S.A., Sumitomo Chemical Company, Safaricom 

Limited, Total S.A., Unilever, Volvo Car Corporation

주요 혜택

- 국제사회 지속가능성 아젠다 주도

- UNGC Leaders Summit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요 국제 회의 초청/발표 

- 연례 LEAD 심포지엄(Annual LEAD Symposium) 참여

- 기업 지속가능성/SDGs 선진 사례로 소개

- UNGC 로컬네트워크 및 회원사, UN기관, 파트너 기관과의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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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여러 도전과제들에 함께 대응하고, 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슈 플랫폼(Issue 

Platform)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기업 참여 이니셔티브와 플랫폼들은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슈를 지지하도록 지원합니다. 

UN Global Compact Issue Platforms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슈 플랫폼

여성 역량 강화 원칙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여성 역량 강화 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발족시킨 공동 이니셔티브로,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약 2,200여 명(국내 55개사)의 

CEO들이 성명서(CEO Statement)에 서명하여 이 원칙에 대한 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양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ww.weprinciples.org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유니세프(UNICEF)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의해 공동 개발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기업이 직장, 시장,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본 원칙은 기업과 아동을 위한 기존의 

기준, 이니셔티브, 그리고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운영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www.childrenandbusiness.org

아동노동 플랫폼 Child Labour Platform

‘아동노동 플랫폼(Child Labour Platform)’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노동 실무그룹의 이니셔티브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과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글로벌·지역적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교육과 자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행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child-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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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 대한 배려 Caring for Climate

‘기후에 대한 배려 이니셔티브(Caring for Climate)’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의 이니셔티브로 현재 65개국에 걸친 37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역할 및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 경영자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정책이나 국민인식 향상을 돕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www.caringforclimate.org

CEO 수자원관리 책무 The CEO Water Mandate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수자원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는 세계 수자원 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수립과 해결방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1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책무를 지지하는 CEO는 기업경영에서 

수자원 관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유엔 산하기구, 비정부 기구,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www.ceowatermandate.org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Business for Peace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는 기업이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활동을 증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분쟁 또는 고위험 지역의 대립 상황에서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은 위험요소를 자각하고 분별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지역적 우선 사항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참여를 통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습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eace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 Sustainable Stock Exchange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그리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의 협력 하에 2009년 발족되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증권거래소가 투자자, 규제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진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기업 투자에 있어 장기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85개 증권거래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거래소가 

파트너 증권거래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ww.sseinitia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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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책임경영교육원칙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유엔책임경영교육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은 세계적인 책임경영 교육, 

연구 그리고 리더십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발족하였습니다. PRME는 21세기 사회와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과제를 

관리할 차세대 기업가 육성을 위해 경영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750여 개의 

단체와 학술기관이 이니셔티브에 참여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www.unprme.org

글로벌콤팩트 시티프로그램 Global Compact Cities Programme

‘글로벌콤팩트 시티프로그램(Global Compact Cities Programme)’은 글로벌콤팩트 도시 부문 프로그램으로 지역 

차원에서 10대 원칙의 채택과 이행을 돕고,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거버넌스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시티프로그램은 각종 도시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성, 회복력, 포용성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부터 소규모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주체,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11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www.citiesprogramme.org

유엔-비즈니스 액션 허브 UN-Business Action Hub  

‘유엔-비즈니스 액션 허브(UN-Business Action Hub)’는 기업이 유엔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증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엔-기업 파트너십 플랫폼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민간부문-NGO 간 협력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글로벌핸드(Global Hand), 그리고 20여 개 유엔 기구가 공동으로 발족한 본 플랫폼은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확대와 더불어 범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인도적 지원,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재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엔 기관과 기업은 웹사이트에 프로젝트를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business.un.org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원칙 Principles for Sustainable Soil Management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Soil Management)’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식품 및 농업 비즈니스(FAB) 원칙의 일환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원칙은 빈곤 

및 기근 퇴치, 육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용 증진을 촉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엔 2030 의제와 뜻을 

함께합니다. 본 원칙에는 유엔,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토양 보존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업, 영양, 식품 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sustainable-soil-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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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요건

1  지속적인 지지 선언

COP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CEO의 선언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활동의 서술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이행하고, 포괄적인 개발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기업이 행한 실질적인 활동의 서술이 있어야 

합니다.

3  결과의 측정

모든 COP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수를 표시하며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COP)는 영리 회원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통합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COP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1  제출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미제출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 (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3  회복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 신청서에 COP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유예기간 신청

기한 내에 COP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회원은 

유예기간 신청서(Grace Period Letter)를 제출하여 최대 

90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영리회원) 

개요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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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 
(비영리회원) 

최소 요건

1  지속적인 지지 선언 

COE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이사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대표자의 선언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활동의 서술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이행하고, 포괄적인 개발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기관이 행한 실질적인 활동의 서술이 있어야 

합니다.

3  결과의 측정 

모든 COE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수를 표시하며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정책

1  제출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미제출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 (Non-communicating) 

기관으로  분류되며, 이로부터 1년 후에도 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3  회복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 신청서에 COE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유예기간 신청 

기한 내에 COE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회원은 

유예기간 신청서(Grace Period Letter)를 제출하여 최대 

90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COE)는 비영리 회원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2년마다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개요 및 목적

2013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통합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COE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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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ision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비전

2007년 9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240여 개의 회원이 참여 중이며,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UNGC/CSR 관련 연구·조사, 정책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대 분야 / 4대 가치           +          유엔 개발목표 달성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MDGs, SDGs

10대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도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

회원 

관리
연구네트워킹 시상 교육

정책

제안

기업 지속가능성
Corporate  Sustainability비전

목표

전략

운영 원칙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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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제시된 결의안을 실행하고 

활동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합니다.  

협회 회원들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돕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지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 및 단체 

대표가 참여하며, 협회 활동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논의합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0 - 2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협회 활동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정부 및 시민사회의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회의에서 협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Governanc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구성

운영위원회

사무처

연구센터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협회장

기업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학계 경제 단체

이사회감사

사무총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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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ct Network Korea History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혁

2007년 9월 설립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조직 체계를 

확립과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로컬 네트워크로서 UNGC 10대 

원칙 및 UNGC 본부 정책, CSR 국제동향 등을 국내 회원사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심포지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요 

CSR 이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 제고에 주력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창립

제1회 COP 워크숍

제 5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차 총회 (멕시코)

한국협회 뉴스레터 발간 

기후변화와 경영 대안 심포지엄 개최 

공동주최: 유엔개발계획(UNDP)

3월     

4월      

 

6월   

7월  

9월  

   

12월

반부패 심포지엄 

제 2회 COP 워크숍

제 2회 B4E 국제환경정상회의 (싱가폴) 참여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경영 회의 

공동주관: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CEO 오찬 간담회  

MDGs와 해외사회공헌 심포지엄 

공동주관: 유엔개발계획(UNDP)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인권과 사회책임투자 국제 컨퍼런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머니투데이   

제 3회 COP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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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네트워크, 유엔 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본격화하고,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례를 공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반부패 세계 동향과 기업의 과제 심포지엄 

공동주최: 한국투명성기구

UNGC 아시아 지역회의 / 기후변화게임 심포지엄 (방콕) 참여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뉴델리)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반부패 회의 / UNGC 10대 원칙 실무그룹 회의 (뉴욕) 참여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Adam Leach IBLF 최고경영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심포지엄

제3차 B4E 국제환경정상회의 (파리) 참여 

세계 시민포럼 (World Civic Forum) / PRME세션 참여 

기후변화 세계 재계회의 (World Business Summit on Climate 

Change) 참여

제 7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차 총회 (터키)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제4회  COP 워크숍 개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9월

11월

12월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 심포지엄 (창원) 참여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Søren Petersen, UNGC 로컬 네트워크 책임자

UNGC 기업 간담회 (인권기준과 인권통합경영)

UNGC 노동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 1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서울)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COP15회의 (코펜하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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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유엔 아젠다 이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분야별 

교육ㆍ연구와 기업 및 관계 기관 실무진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원사 간 지속가능경영 전략 공유, 최신 경영 트렌드 교육, 심도 

깊은 CSR 현안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 5회 COP 워크숍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UNGC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뉴델리) 참여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Gavin Powers, UNGC 부국장

제 4회 B4E 국제환경정상회의 (서울) 

공동주최: 환경부, UNEP 한국위원회, WWF 한국본부

반부패 심포지움 

공동주최: 국민권익위원회

UNGC 리더스서밋 2010 (뉴욕)

제 2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상하이)

제 6회 COP 워크숍

5W 설명회

유엔 MDG 기업 포럼 (뉴욕)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심포지엄

PRME 아시아 회의 개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아시아 미래 포럼 참여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제 7회 COP 워크숍

UNGC 아시아 지역회의 (발리) 참여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지속가능경영과 미래여성리더십 세미나

제 9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차총회 (코펜하겐)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제 8회 COP 워크숍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과의 오찬 간담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UN 민간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 (뉴욕)

Rio+20 아태지역 회의

UNGC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서울)

제 9 회 COP 워크숍

UNGC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서울)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1

제 3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도쿄)

부산세계원조총회 민간부문포럼 (Private Sector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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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의 Youth-CSR 컨퍼런스 및 CSR 논문/전략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미래 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의 CSR 인식 제고 

활동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W 솔로몬군도 파일럿 프로젝트 발족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제10회 COP 워크숍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BISD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Richard Samans GGGI 소장

Rio+20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 (리우데자네이루)

KOICA 글로벌사회공헌포럼 프로젝트 수주

제1회 Youth CSR 컨퍼런스

제1회 대학(원)생 CSR 논문/전략제안서 공모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제 4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서울)

KOICA-USAID 공동세미나 주관

공동주최: KOICA, USAID, 개발협력연대(DAK)  / 공동주관: BISD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BISD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 Yvo de Boer UNFCCC 前 사무총장

UNGC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콜롬보)

중소기업 CSR-PPP 포럼 주관 

주최: KOICA / 공동주관: BISD, 중소기업진흥공단

제2차 개발협력연대(DAK) 정기회의 주관

공동주최: 외교부, KOICA, 개발협력연대(DAK)

포괄적인 비즈니스 개발워크숍 

공동주최: 유엔개발계획(UNDP)

우리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 글로벌 CSR 

컨퍼런스에서 'UNGC 가치대상'을 시상하고, 민관협력(PPP)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DAK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하였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1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청년회의 

공동주최: 유엔개발계획(UNDP)

제 11회 COP 워크숍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지역별 CSR-PPP 포럼 주관 

주최: KOICA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UK FCO Prosperity Fund)  프로젝트 

제 11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차 총회 (제네바)

제 3차 개발협력연대(DAK) 정기회의 주관

주최: 외교부, KOICA, 개발협력연대(DAK)

UNGC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인권경영포럼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반부패 심포지엄 

공동주최: 한국투명성기구

DAK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 5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 Youth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베이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UNGC 리더스 서밋 2013 (뉴욕) 참여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3 (UNGC 가치대상 시상식) 

공동주최: 세계윤리준법경영인학회(E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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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전반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UNGC 이슈 

플랫폼 참여를 확대하고, 외교부와 협력하여 해외진출 기업 

CSR 포럼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기업의 CSR 역량 제고에 

집중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제 12회 COP/COE 워크숍

UNGC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자카르타)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2014 UNGC 여성역량강화원칙 서약식 

공동주최: 윤경 SM 포럼 / 주관: BPW Korea, 산업정책연구원(IPS) 

DAK-PPP 정책 분과 모임 주관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POSCO / 후원: KOICA

제 1 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반부패 분야 우수사례 (지멘스)

UNGC 한국협회 운영위원회

제주포럼 2014 ‘UNGC 반부패 세션’

윤리적 공급망 관리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미나 

공동주최: 주한 스웨덴 대사관

제 12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례 포럼 (아디스아바바)

제 2회 Youth CSR 컨퍼런스 및 제 2회 대학(원)생 CSR 논문 공모전

개성공단 방문

제 6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 Youth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도쿄)

제1회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Business for Peace; B4P) 연례 회의 

(이스탄불) 참여

한ㆍ영 반부패 세미나 

공동주최: 영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11월

12월 

           

제2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환경 분야 우수사례 (유한킴벌리)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호치민) 

공동주최: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문화 예술과 지속가능성 세미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회의 (다카)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방콕)  

공동주최: 외교부, 주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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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에 맞춰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하고,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반부패 

프로젝트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출범하여 우리 기업의 산업별 

준법·윤리경영을 촉진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제 13회 COP/COE 워크숍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 출범식 (~2018.01)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Fund)

UNEP FI, GCF 초청 국제세미나  

주최: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제 7차 세계 물 포럼 참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5  

-분과세션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 기금 프로젝트 출범식

자동차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 2회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Business for Peace) 연례 회의 (뉴욕)

제 13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례 포럼 (뉴욕) 참여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사회적 책임(CSR) 포럼 (자카르타)

공동주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2015 유엔 개발정상회의 (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뉴욕) 참여

유엔 민간부문포럼 (UN Private Sector Forum) (뉴욕) 참여

제 7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Youth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서울)

기계산업의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1월

12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우리 기업의 대응’ 포럼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양곤) 

공동주최: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UNGC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회의 (양곤)   

철도산업의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철도협회

해외건설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해외건설협회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프놈펜) 

공동주최: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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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어클럽 및 영국대사관 번영기금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업이 준법·윤리경영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행사를 전개하는 등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16 페어플레이어클럽 서밋 & 반부패 서약 선포식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 후원

주최: 방위사업청 / 공동후원: 국방부

사회책임투자(SRI) 세미나

공동주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 워크숍

UNGC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발족

‘SDGs의 이해와 참여’ 포럼 

공동주최: MYSC, 슬로워크, 코스리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사회적 책임 (CSR) 포럼 (홍콩)

공동주최: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한인상공회,                    

KOTRA 홍콩무역관

제주포럼 2016 ‘여성 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세션’

UNGC 리더스 서밋 2016 (뉴욕)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서울시 준법ㆍ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제8회 한ㆍ중ㆍ일 글로벌콤팩트 / Youth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베이징)

부산시 준법ㆍ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광주시 준법ㆍ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

10월

11월

12월

제3회 Youth CSR 컨퍼런스 및 2016 기업CSR 전략 제안 공모전

한국사내변호사회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사내변호사회

제14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차 총회 (두바이)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델리) 

공동주최: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세미나   

공동주최: BSI Group Korea/ 후원: 영국 외무부 Prosperity Fund 

대구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하노이) 

공동주최: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지속가능경영 해법 모색 조찬간담회

- Georg Kell UNGC 前 사무총장 겸 Arabesque Partners 부사장

- Omar Selim Arabesque Partners 대표

울산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대전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인천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반부패 심화 워크숍

공동주최: BSI Group Korea/ 후원: 영국 외무부 Prosper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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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을 개최하여 지난 10년 간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과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온 협회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반부패 벤치마킹 세미나

공동주최: BSI Group Korea / 후원: 영국 외무부 Prosperity Fund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심화워크숍                      

공동주최: BSI Group Korea / 후원: 영국 외무부 Prosperity Fund

2017 페어플레이어클럽 서밋 & 반부패 서약 선포식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UNGC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포럼 (뉴델리)

제15회 UNGC 로컬 네트워크 연차총회 (뉴델리)

CSR 아카데미                                                                          

공동주최: 사회공헌정보센터, 대한상사중재원, MYSC

‘2017 유엔체제학회(ACUNS) 30주년 기념 서울 총회 및 학술대회’ 

UNGC 세션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제8회 조선일보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반부패와 신뢰기반의 사회’ 세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구현’을 위한 MOU 체결

제 9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Youth 라운드테이블컨퍼런스 (도쿄)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조찬포럼

9월

10월

11월

12월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명예회장 위촉패 전달식

UNGC 한국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설명회                  

공동주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주한미국대사관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조찬 포럼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독상공회의소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주한EU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의 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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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의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으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Youth-CSR 컨퍼런스를 통한 대학생 인식제고에 힘썼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공동주최: 한-아세안센터, (사)한아세안포럼

2018 평창동계올림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콘서트 

공동주최: UNDP 서울정책센터, UNHCR 한국대표부, UNESCAP 

동북아사무소, WFP 한국사무소, OHCHR 서울사무소, UNICEF 

서울사무소, 평창조직위 / 후원: 외교부

UNGC 한국협회 이전 개소식

2018 페어플레이어클럽 서밋 & 반부패 서약 선포식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외교부 / 협력: 한국사내변호사회

2018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후원  

공동주최: Religious Freedom & Business Foundation(RFBF), 

UNGC B4P 플랫폼, 유엔문명간연대(UNAOC)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  

공동주최: 국회의원 홍익표, 권미혁, 김현아, 박찬대, 윤소하, 임종성, 

제윤경, 채이배, KOSIF, 한국투명성기구 / 후원: 국민권익위원회, 

딜로이트 코리아, BSI 코리아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식음료·소비재> 간담회 

제 9회 조선일보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SDGs: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 세션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제조업> 간담회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 

공동주최: BSI Group Korea / 후원: 주한영국대사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7월

8월

9월

10월

11월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헬스케어·생명과학> 간담회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남북경협을 위한 시사점 간담회

공동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후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10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 Youth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서울)

Climate Action Roundtable

공동주최: CDP / 주관: WWF / 후원: 한국씨티은행 

'유니레버의 지속가능성과 SDGs 달성 노력 - 폴 폴먼(Paul Polman) 

CEO'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조찬 포럼

CSR 어워드 세레모니 & CSR 포럼

공동주최: 주말레이시아대사관, MITI

제19회 세계지식포럼 'UNGC Special Session: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 주최: 매일경제신문

UNGC OPEN DAY - 제조업·IT 산업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 공동주최: 한국인권학회

2018 B4P 연례 회의 (카이로) / 주최: UNGC, UNGC 이집트협회

제3회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olution 

to Revolution (바젤) / 주최: 바젤 인스티튜트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회의 및 싱가포르협회 

10주년 기념 서밋 (싱가포르) / 주최: UNGC 싱가포르협회

2018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UNGC 분과세션' / 주최: OHCHR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캄보디아)

주최: KOTRA, 주캄보디아대사관, 한인상공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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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아카데미와 UNGC 실무그룹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진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2월       UNGC 신연회비 정책 소규모 1차, 2차 간담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공동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박찬대, 임종성, 제윤경, 홍익표, 김현아, 

채이배, 윤소하, KOSIF, 한국투명성기구 / 후원: 딜로이트 코리아, BSI 

Group Korea

2018 더불어 함께, 한국 CSR의 밤

주최: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코참 베트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UNGC 신연회비 정책 소규모 3차, 4차, 5차 간담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적 고용 증진 워크숍

공동주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 간담회

제 3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 공동주최: CDP, WWF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교통> 간담회

글로벌 지속가능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대구·경북><부산·울산>

CSR 아카데미 1차, 2차

제10회 조선일보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SDG 선도기업과의 대화’ 

세션

UNGC 실무그룹 1차 (기업과 인권, 반부패, SDGs) 

CSR Academy 3차 

UNGC-KJD 2019 반부패 포럼 / 공동주최: 코리아중앙데일리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대전·세종> 

<나주·광주>

UNGC 실무그룹 2차(기업과 인권, 반부패, SDGs)

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 공동주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제11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 Youth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중국 제남)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워크숍 후원, 주최: IOM 

UNGC 실무그룹 3차(반부패)

제 2회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 포럼 후원

주최: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한국RC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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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기업에 제공합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기업들이 UNGC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앞으로 10년 남은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제 2회 열린 SDGs 포럼

공동주최: 외교부,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 4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 공동주최: CDP, WWF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 및 UNGC Business for Peace 포럼 

참가

2019 상하이 CSR 환경 ·노동 세미나 / 공동주최: 주상하이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2019 기업 사회적 책임(CSR) 대회 / 주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협조기관: 중국한국상회, 코트라

하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1월

4월

5월

6월

UNGC Open Day 및 회원사 간담회

통일과 SDGs 토크 콘서트 / 후원: 통일과 나눔, 한국리더십코리아

BIS 정책 및 전문가 간담회

Gender Equality Korea(GEK) 온라인 플랫폼 런칭

주요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반부패 서약 및 정책 질의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Target Gender Equality(TGE) 런칭

제 5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 공동주최: CDP, WWF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UNGC 지역회의



ACT RESPONSIBLY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이행 

FIND OPPORTUNITIES
기회 발견

인권
HUMAN RIGHTS

노동
LABOUR

환경
ENVIRONMENT

반부패
ANTI-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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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회원 분류(%)

(2020. 5월 기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회원 

주요 산업별 분류(%)

(2020. 5월 기준)

대기업(민간기업) 

27%

공기업 

17%

중소기업 

17%

공공기관 

20%

비영리

(NGO, Academia) 

19%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Participant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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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 서비스유통 화학·에너지IT/Tech

12%15% 6%12% 11%

한국에는 24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학계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 또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회원사들은 제조, 금융, 유통, 서비스, IT/Tech와 화학 ·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중심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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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04년

2007년

2010년

제 4회 “Architects of a Better World”

•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 

• Post-2015 개발 아젠다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제 5회 “Agenda 2030: The New Era for Responsible Busi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기업 변혁가 및 선구자(SDG Pioneers)

제6회 “Ambitious Targets, Bold Innovation, Measuring Impact”

•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s)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Project Breakthrough)

• 2017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

(2017 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제7회 "Leadership for the World We Want"

• CEO 라운드테이블 - 불평등 격차 해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인권 동인

• UN 민간부문 포럼 -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 구축 및 투자

•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 추진 과정 및 확장 영향

제 1회 “Inaugural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제 2회 “Facing Realities: Getting Down to Business”

• CEO 수자원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

•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 유엔 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PRME)

제 3회 “Building a New Era of Sustainability” 

• 여성 경쟁력 강화 원칙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ship)

• 경영 관리 모델(Management Model)

연혁/주요의제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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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Week 2019

2019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글로벌콤팩트 Leaders Week는 총 4개의 세부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 

비즈니스리더들과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 리더들을 연결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조치를 파악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가속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민간부문포럼 (Private Sector Forum)

• 1.5˚C 미래를 위한 변혁적인 비즈니스 리더십 세션 (Transformative Business Leadership for 1.5˚C Future)

• SDG 비즈니스 포럼 (SDG Business Forum)

• 기업의 SDG 금융투자 관련 고위급 CEO 라운드테이블 (High-Level CEO Roundtable on Corporate SDG Finance and Investment)

1.5˚C 미래를 위한 변혁적인 비즈니스 리더십 세션

2019년 9월 23일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전 

세계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 및 기업의 CEO들을 포함한 총 350여 명의 참석자는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기후문제에 대한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 UNGC 이행보고서(Progressive Report)와 UNGC와 

엑센츄어가 발표한 CEO 리포트 결과를 바탕으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 정부 및 국제기구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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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Key Activitie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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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2018)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의 CSR 촉진을 위한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 간 국제 컨퍼런스 

• 2009년 한국 주도로 창립되었으며, 한중일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기업·학계·대학생들이 참여함

• 3국 네트워크 간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각국 회원사의 사례발표를 통해 아시아의 

   CSR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제1회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서울)              

(The 1st China·Japan·Korea UNGC Roundtable Conference) 

제2회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 (상하이) (Better City, Better Life)

제3회 비즈니스와 사람-‘기업지속가능성을 위한 리더십 청사진’ 이행을 위한 노력 

(도쿄) (Business and People- The Blueprint of Leadership Effort for 

Sustainability)

제4회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노력 (서울) (Developmen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Practices for Supply Chain Management)

제5회 기후 및 환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베이징) (CSR Concerning 

Climate &Environment)

제6회 Post-2015 참여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소집 (도쿄) (Engagement - 

Calling from East Asia for Post-2015)

제7회 2015 이후의 전망: 한중일 기업의 참여와 도전과제 (서울) (Prospects for 

the Post-2015: Business Engagement and Challenges for CJK)

제8회 리더십, 협업, 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증진 

(베이징) (Advancing SDGs through Leadership, Collaboration and 

Transparency)

제9회 SDGs를 통한 변혁: 동아시아의 역할 (Transform Our World with 

SDGs: Roles of East Asia) (도쿄)

제10회 SDGs, 비즈니스 도전과제인가? 기회인가? (서울) (SDGs for Business: 

Challenges or Opportunities?)

제 11회 기업을 위한 SDGs: 선구자가 되기 위한 노력 (제남)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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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SR 컨퍼런스 

-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대학생 CSR 참여 

   플랫폼

- 2012년(세종대), 2014년(경희대), 2016년(연세대),

   2018년(연세대) 개최 

- 주요 CSR 이슈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논의와 교류의 장 

   마련 

- 주요 프로그램: CEO와의 대화, 분과세션, 특별강연, 

   CSR 전문가와의 대화 

제4회 Y-CSR 컨퍼런스 - CEO와의 대화 세션 (2018) 제4회 Y-CSR 컨퍼런스 - CSR 전략 제안 공모전 (2018)

CSR 전략 제안 공모전

- 국내·외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우수 CSR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CSR 전략 및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학생 공모전

- 기업 CSR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CSR 전략 구상   

- 수상자 대상으로 상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인턴십 

   기회 부여 및 국제회의 참여

Youth-CSR 컨퍼런스 매니페스토

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겠습니다.

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고, 환경 발자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나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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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CSR 컨퍼런스 매니페스토

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겠습니다.

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고, 환경 발자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나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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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발표 기업: LG전자

주최: KOTRA, 주캄보디아대사관, 

한인상공인협의회

2015

하노이

공동주최: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발표 기업: 신한은행,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주최: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코참 베트남

호치민

공동주최: 주호치민영사관,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발표 기업: CJ그룹, 두산비나

파나마

주최: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2015

2017

2016

- 제외공관, 한인상공인연합회, KOTRA 등과 협력하여 

  CSR 포럼 개최

- 대상: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및 이해관계자

- 주요 프로그램: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이슈 전문가 강연,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우수사례 발표

- 기업 CSR 활동 자문을 통한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2018

2018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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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발표 기업: CJ그룹, LG전자

2015

공동주최: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발표 기업: LG전자, KB국민은행

2015

공동주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발표 기업: 포스코, 지멘스 태국법인

2014

공동주최: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한인상공회, KOTRA 홍콩무역관

발표 기업: 우리은행, 코트라

치박·요성·덕주

주최: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중경

주최: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북경

주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16

2016

공동주최: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발표 기업: 삼성전자, 기가테라 

2016

말레이시아

공동주최: 주말레이시아대사관, MITI

2018

상해 

공동주최: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북경

주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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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grity Society

-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반부패 

공동노력 프로젝트 (2019.10 ~ 2022. 10)

- 법∙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 교육, 가이드라인, 자가진단 툴 제공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반부패 기업 문화 구축 지원

- 총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파트너(법∙제도개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 기업의 반부패 경영 시스템 도입 및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 국회 및 정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기업 투명성 증진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환경 조성 공동 노력역량 강화

- 고위경영진의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내재화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진 

역량강화

- 기업 준법윤리경영 지지 선언 및 

공동 노력

- 반부패 이행 우수 기업 시상 및 

우수 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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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K)

- 우리 기업들의 여성역량강화 인식 제고 및 기업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 성 평등 자가진단 툴을 비롯해 국가별 직장 내 성평등 법제도, 여성 정책 동향, 투자 동향, 가이드라인 등 

리서치 자료 제공

- 국내외 기업 우수사례 공유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년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

- 7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지침 및 이행방안 제공 

- 2020년 5월 기준, 전세계 약 2,900여 CEO가 WEPs 지지

Target Gender Equality (TGE)

- UNGC 회원사의 여성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 WEPs 성 격차 분석 툴 기반 성과 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기업이 여성 리더십과 

여성임원비율 향상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 및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

- 맞춤형 액션 플랜, WEPs 성 격차 분석 툴 결과보고서, 전문가 및 우수기업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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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유엔  자료를 

번역·발간하고,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국내외 주요 회의에서 세계 기업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연구출판물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Publication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 발간 자료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Self Assessment Checklist

유엔글로벌콤팩트 

운영 모델

 RESIST: 국제거래에서

뇌물 요구와 청탁에 저항하기

Post-2015 기업 참여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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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 (TI)

제3자 리스크 관리

2016 한국협회 회원사 

SDGs 이행 기업 사례집

2017 한국협회 회원사

SDG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캠페인 

보고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SDG Compass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B4P)  SDGs 키트

SDG 산업별 이행가이드:

식음료 및 소비재

SDG 산업별 이행가이드:

제조업

SDG 산업별 이행가이드: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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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기회와 우수사례
SDGs Industry Guide: Opportunities and Best Practices

금융 서비스업

Financial Services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04516) 

Tel. +82 2 749 2149/50   

Fax. +82 2 749 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Web. www.unglobalcomp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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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

SDG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SDG 산업별 이행가이드:

교통

SDGs에 관한 기업 리포팅:

실행 가이드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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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2019 한국협회 회원사

SDG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SDGS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A PRINCIPLES-BASED 
APPROACH

SDGs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Developed by

Suppor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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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자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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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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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82 2 749 2149/50

Fax. +82 749 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Web. www.unglobalcompact.kr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영국 투명성기구(TI-UK) 

Incentivising Ethics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5가지 티핑포인트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

Gender Equality Korea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47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아시아ㆍ중국편

반부패 준법ㆍ윤리경영 지침서

대기업편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ASEAN편 

(베트남ㆍ인도네시아)

FPC 이해관계자 임팩트ㆍ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분석

FPC 임팩트 리포트

반부패 준법ㆍ윤리경영 지침서

중소기업편

Fair Player Club Publication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페어플레이어클럽(FPC) 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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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로고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는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고의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변경됨)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회비를 납부한 

기업 회원 및 COP 또는 COE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로고는 COP, COE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 사용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관련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자료

   - 유엔글로벌콤팩트 관련 회원 활동에 대한 선언문

   - 이행보고서/참여보고서(COP/COE) 사용

로고 사용 정책을 위반할 경우 ‘Non-communicating(미보고)’ 지위가 부여되거나 회원 명단에서 삭제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Logo Policy 

유엔글로벌콤팩트 로고 사용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