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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2 UNGC 임팩트

• UNGC주요성과브리핑

• 커뮤니케이션임팩트브리핑

• 더나은세상을위한기업연대

• 주요글로벌서약, 협의체및툴안내

• 2022년 UNGC 주요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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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주요 성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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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서의 영향력 강화

• 2022년 조사 대상 기업의 90%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기업 책임 정책과
관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3,7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즈니스 운영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SDG와 연계된 업무
방식을 포함

•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인 아카데미에 1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72,000명 이상 참여

2022년 UNGC 10대 성과 브리핑

전례 없는 성장

• 기존 69개국에서 96개국으로
지역협회 확장

• 17,000여개 이상의 기업과
3,000여개 이상의 비기업 회원사
참여

유엔 내 지위 상승 및 협력 강화

•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을
유엔 사무차장보로 임명

•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 임명 후 유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 기구 간
협력 업무 총괄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2년 한 해 동안
10대 원칙의 준수를 위해
유엔인권사무소(OHCHR), 국제
노동기구(ILO),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등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celerators
https://www.unglobalcompact.org/academy
https://www.un.org/sg/en/content/profiles/sanda-oji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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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UNGC 10대 성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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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아프리카 전략 강화

• 중국 전략(China Strategy) 을
발표하여 글로벌 및 로컬
프로그래밍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
지역협회를 개편한 바 있음

•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강화하는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lobal Africa Business 
Initiative, GABI) 런칭

가시성 향상

• 1년 동안의 격변 속에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 폭발적으로 증가

새로운 발간물 발표

• 2022년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정을
지원하고, 안내하기 위한 브리프, 성명문, 
보고서, 사례집 등의 간행물 지속적으로
발행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6052
https://cn.unglobalcompact.org/index.html
https://www.gabi.biz/
https://express.adobe.com/page/69Kn2Wlb1vxnF/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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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커뮤니케이션 임팩트 브리핑



2022 커뮤니케이션 임팩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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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주년을 맞이해, 기업별 지속가능성 달성을 향한 우선순위 설정을 돕기 위한 전략·프로그램·이벤트 다수 런칭

• 2021년 대비, 보도를 통한 도달률(예측) 26% (98.7 billion -> 124.6 billion) 향상

[2022 주요 미디어 커버리지 하이라이트][보도를 통한 도달률(예측) 향상]



2022 커뮤니케이션 임팩트 브리핑

• 2021년 대비 전체 소셜미디어 팔로워(325,232 명 ->367,184명) 증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링크드인
참여도를 모두 더한 값

소셜 미디어 참여도 소셜 미디어 구독자 수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 구독자 수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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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세상을위한기업연대

UNGC 글로벌이벤트



Target Gender Equality LIVE

❖ 매년 3월,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성평등,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 제66차 여성지위위원회(CSW)가 열린 2022년 3월 15일

TGE LIVE를 개최하고,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며, 이를 주제로

3,200명 이상의 기업가, 시민사회 대표자, 정부 관계자 등을

동원

• UNGC 한국협회는 TGE 프로그램 참여사에 네트워킹, 협업 및

사례 공유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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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3,200명 이상의 기업가, 시민사회 대표자, 정부 관계자 참석
❖ 소셜미디어 반응: 62.7K 건 이상(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 잠재적 미디어 사용자 도달 건수 715M 명ㅣ 미디어 언급 360회



2022 UNGC Leaders Summit

• 12,000여명 이상이 현장 참석한 <2022 UNGC Leaders 

Summit>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한 가장 큰 UN 행사로, 

6월 15-16일 총 이틀 간 개최

• 이번 서밋은 지속가능성 달성을 향한 민간 부문의 달성 속도

가속화를 주제로 논의

•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카스테욘 스페인 총리와 호세 라모스-호르테

동티모르 대통령, 캐더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 준 장 유엔 주재 중국

대표, 홍빈 런 중국 국무원 감독관리위원회(SASAC) 이사 및 국유

자산 부회장 등 각계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특히 이번 리더스 서밋에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의 개념을 소개하고, 현 경제 시스템에서 기후 변화에

맞서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삶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

• UNGC 한국협회는 Monthly Insights (Vol.22) 를 통해 리더스

서밋 핵심 세션 요약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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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 반응: 102,000건 (트위터, 링크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링크드인 교류 건수 : 1,520건
❖ 잠재적 미디어 도달 건수: 1.04M 건
❖ 미디어 언급 횟수: 1,480회



14

2022 UNGC Leaders Summit



Uniting Business LIVE

15

• UNGC는 제 77회 유엔총회 개최를 기념하며,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리더들을 초청하여 연례

Uniting Business LIVE 개최

• SDG 비즈니스 포럼(SDG Business Forum),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 글로벌 임팩트 포럼(Global 

Impact Forum) 등으로 나누어 주최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UnitingBusiness 해쉬태그 언급 2,750건

• 행사 기간 중 438,000건의 반응과 15,300건의 소셜미디어 상

참여 유도

• 잠재적 미디어 이용자 도달 수: 18.9 억명

• UNGC 한국협회는 Monthly Insights (Vol.25)를 통해 핵심

세션 요약하여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RwTS28iLL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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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글로벌서약, 협의체및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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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로벌 서약, 협의체 및 툴 안내

아동노동 플랫폼

• 기업이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해 서약하고 실질적 이행 방법을
제시하는 플랫폼

• 국제노동기구(ILO)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으며, UNGC와 제휴하여 운영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C 

• 기업들이 과학기반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기구인
SBTi가 We Mean Business Coalition 
및 UNGC와 협력하여 주도하는 캠페인

• 기업이 UNFCCC Race to Zero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물 회복탄력성 연합

• 물 부족 지역에서의 공동 행동과 더불어
측정 가능하며 도전적인 목표들을 세워
세계의 담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런칭

•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유효한 물
복원 노력△물복원가치사슬△글로벌
리더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약에
서명

https://unglobalcompact.org/take-action/business-actions-to-eliminate-child-labour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https://ceowatermandate.org/resilience/?gclid=CjwKCAiAz--OBhBIEiwAG1rIOvz1vMSHJmrLztgfraWkYkwHg-fKplwCNjuIzM-Np1v6YW81xTkWyxoChcMQAv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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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스튜어드십 연합

• UNGC에서 발족; 주요 정부, 기업, NGO, 
학술 기관 및 UN 파트너를 소집하여, 해양
및 해양 산업이 파리협정과 17개의 글로벌
목표의 추진 및 이행에 필요한 부문 간
협력을 위한 포럼 제공

•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와
유엔기후변화회의(COP)를 포함한 유엔
프로세스에 비즈니스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달

주요 글로벌 서약, 협의체 및 툴 안내

SDGs 를 위한 CFO 연합

• 글로벌 CFO 및 기타 기업 임원들이
동료, 투자자, 금융 기관 및 UN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업
재무에 통합하고, 주류 SDGs 투자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원칙, 
프레임워크, 권고사항을 개발 및
실천하는 플랫폼

• 2022년 12월 기준, CFO 연합
멤버들 SDG관련 종목에 1,100억
달러 투자

SDG16 프레임워크

• UNGC가 ESG 중 거버넌스 요소(G)에 대한
비즈니스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런칭한
프레임워크

• 기업 문화, 윤리 및 성과를 강화하고 기업이
공공기관과 법률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기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의(Justice)에 접근할 수
있도록 12개의 세부 목표 제시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ocean
https://www.cfocoalition.org/
https://sdg16.unglobalcompact.org/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개선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발행된
디지털 보고서이자 플랫폼

• 공급망 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개선이
다국적 기업의 긴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6가지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 지침 6가지 소개

주요 글로벌 서약, 협의체 및 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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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IQ+ 성 격차 분석 툴

• 기업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유엔의 업무 수행 표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툴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지원을
받아 BSR, LGBTI 평등
파트너십(PGL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UNGC, 세계경제포럼(WEF)이 함께
런칭

동료 학습 그룹(Peer Learning Group)

• 급변하는 지속가능성 분야 실무진과
전문가를 연결해,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

• 2023년 동료 학습 그룹은 기후
행동(climate action), 성평등(gender 
equality), 인권과 노동(labour and 
human rights) 그리고 중소기업(SMEs) 
주제로 운영될 예정

https://livingwages.unglobalcompact.org/
https://lgbtiq.unglobalcompact.org/
https://unglobalcompact.org/take-action/peer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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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 구매자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실용 가이드라인

• △기업 내에서 젠더 감수성을 보다
향상시킨 조달 전략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와 근거 △기업 내·외부 책임
보장을 위한 조달 전략 및 관행에
필요한 변화 구축 방법 △목표에 따른
변화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전략 학습

기업과 인권 내비게이터
(BHR Navigator)

• 유엔인권사무소(OHCHR)과 협력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노동표준원칙에 대한 기술 지원

• UNGC 10대 원칙 준수 방안 및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차별, 
산업안전보건, 생활임금, 근무시간, 
성평등, 이주노동자와 원주민 등 주요
이슈 관련 제공

주요 글로벌 서약, 협의체 및 툴 안내

https://sustainableprocurement.unglobalcompact.org/gender-equality-at-work/
https://bhr-navigator.unglobalcomp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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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UNGC 주요 발간물



2022년 UNGC 주요 발간물• Introduction to Just Transition: A Business Brief 

• Just Transition for Climate Adaptation: A Business Brief

• Financing a Just Transition: A Business Brief

• Women’s Empowerment and Business 2022: Trends and 

Opportunities 

•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Advancing Gender Equality 

on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Every Other Day 

• Charting the Course: Embedding Children’s Rights i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SME Engagement Strategy(2021-2023)

• Setting Science-Based Targets in the Seafood Sector: Best 

Practices to Date

• Corporate Net Zero Pathway: Delivering the Paris Agree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Mapping a Maritime Just Transition for Seafarers 
22

https://ungc-communications-assets.s3.amazonaws.com/docs/publications/Just%20Transition%20-%20LK.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6099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6102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6048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6045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6053
https://ungc-communications-assets.s3.amazonaws.com/docs/publications/UN%20Global%20Compact%20SME%20Strategy.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6050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6046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6100


2022년 UNGC 한국협회 주요 발간물

•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 SBTI 기업 넷제로 표준(Net Zero Standard)

• 공정한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

•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개정본

• 젠더 동향 리포트: 기업 내 성평등 증진 및 성 소수자 포용

•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

23

http://unglobalcompact.kr/%ea%b8%b0%ec%97%85-%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c%9d%b4%eb%8b%88%ec%85%94%ed%8b%b0%eb%b8%8ccorei-%ea%b8%b0%ec%97%85-%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c%a1%b0/
http://unglobalcompact.kr/sbti-%ea%b8%b0%ec%97%85-%eb%84%b7%ec%a0%9c%eb%a1%9c-%ed%91%9c%ec%a4%80net-zero-standard/
http://unglobalcompact.kr/%ea%b3%b5%ec%a0%95%ed%95%9c-%ec%a0%84%ed%99%98%ec%9d%84-%ec%9c%84%ed%95%9c-%eb%b9%84%ec%a6%88%eb%8b%88%ec%8a%a4-%eb%b8%8c%eb%a6%ac%ed%94%84/
http://unglobalcompact.kr/%ea%b8%b0%ec%97%85%ea%b3%bc-%ec%9d%b8%ea%b6%8c-%ec%a7%80%ec%b9%a8%ec%84%9c-%ec%8b%a4%ec%82%acdue-diligence-%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2022/
http://unglobalcompact.kr/%ec%a0%a0%eb%8d%94-%eb%8f%99%ed%96%a5-%eb%a6%ac%ed%8f%ac%ed%8a%b8-%ea%b8%b0%ec%97%85-%eb%82%b4-%ec%84%b1%ed%8f%89%eb%93%b1-%ec%a6%9d%ec%a7%84-%eb%b0%8f-%ec%84%b1%ec%86%8c%ec%88%98%ec%9e%90-%ed%8f%ac/
http://unglobalcompact.kr/%ec%97%90%eb%84%88%ec%a7%80-%ec%82%b0%ec%97%85-%eb%b0%98%eb%b6%80%ed%8c%a8-%eb%a6%ac%ed%8f%ac%ed%8a%b8/


2022 UNGC 한국협회

주요활동리뷰 (영상)



2023 UNGC 한국협회
주요사업계획



✓ 팬데믹 회복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의 기업 지속가능성 및 ESG 경영 지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ESG 등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국내외 동향 공유 및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툴,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회원사 ESG 내재화 및 고도화에 기여

✓ UNGC 글로벌 프로그램 등 국내외 공동노력 이니셔티브/플랫폼 참여 지원

✓ ESG, 기업과 인권, 반부패, 환경 등 이슈별 실무∙스터디그룹 운영을 통해

회원사 간 정보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 제공

✓ 정부, 국회, 언론,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성 아젠다 국내외 확산 및 ESG 생태계 조성 강화

CONNECT LEARN

LEAD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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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점 아젠다
- 기업과 인권

- DEI

- 환경

- 반부패

- ESG





- 회원사 실무진 대상 <기업과 인권> 관련

기업/기관 내 이슈 내재화 및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초청,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아젠다 논의, 

우수 이행사례 공유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 실무그룹 참여사 간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동료 학습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2022년 기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35개사 참여

- 2023년 1-2월 참여사 모집 후, 연 3회 미팅 진행

1차 미팅: 3~4월 2차 미팅: 6~7월 3차 미팅: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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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인권, 노동권 존중 약속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원

- 인권 영향 식별, 실사 절차 수립,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예정

- UNGC에서 처음 런칭하는 프로그램이며, 한국협회를 포함한 전세계

30개 지역협회에서 진행

- 한국협회에서 약 25개 회원사가 참여 하며, 6개월(2월~7월) 동안 진행



▪ 정부 관계 부처와 기업과 인권 관련 포럼 및 세션 개최

‐ 2022년 법무부/국회ESG포럼/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 인권 세미나‘, ‘ESG 제도화 포럼’ 공동 주최

‐ 기업과 인권 국내 주요 동향 공유 및 UNGPs의 국내 이행에

대한 과제 논의

▪ 글로벌 전문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 강화

‐ 글로벌 전문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에 기업과 인권

글로벌 아젠다 공유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덴마크 인권연구소, 

기업과 인권 전문 비영리기관 Shift 등과의 협력 강화



‐ UNGC 본부 자료 번역 발간 (공정한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 
공급망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예방 및 보호의 문화를 구축
하기 위한 아홉 가지 비즈니스 관행)

‐ 2023년 <기업과 인권: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러닝 코스 번역 제공 예정

-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소개

-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소개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 2022년 11월 개정 발간





- 기업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와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을 장려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전세계 50여개 UNGC 지역협회를 통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중

- 한국협회는 2021년부터 세 번의 ROUND 진행, 2023년 ROUND IV 런칭 예정

* ROUND III : KB증권, CJ제일제당, DGB금융지주, ㈜두산, HK이노엔, 클리오 등 10여 개 참여사가 성평등 진전을 위해

성과 분석부터, 목표 설정에 따른 액션 플래닝 가이드 수립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

• Catalyst 협업개발워크샵진행
• 전문가주도워크샵과동료(peer-

to-peer) 학습기회제공
• 각기업맞춤형권장사항을포함한

Action Plan Generator를통해
성평등계획에반영하도록지원

• 정부, 투자자, 학계등다양한
이해관계자와함께포럼등진행

• 다자간대화를통해성불평등
장벽을허물고,성평등기업문화
조성을위한추진력향상

• 글로벌캠페인및이벤트를통해
기업의행동촉구

• 성평등비즈니스우수사례공유
• 여성비즈니스리더십향상에
대한지지및노력전파

성과분석

역량강화

관계자와소통

미디어&옹호(Advocacy)

• WEPs 성격차분석툴을통해
객관적인평가실행

• 평가결과를목표와연계하고,
목표도달과정의잠재적장애요인
파악



▪ 역량강화 워크샵 진행

▪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Ring the Bell’ 세레모니 및 세미나 개최

- WEPs Tool 분석 결과 바탕, 자사 리더십 정책의 강점 및 약점 공유를 통해 맞춤형 목표 및 달성 방안 파악

- Catalyst와 업무 협약 맺어 설계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통해 구체적 목표 수립 지원

- 사례 공유를 통한 동료 (peer-to-peer) 학습

-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로, 전 세계 약 120여개 거래소 참여

- 2022년 3월 16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1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및 세미나 개최

모집: 3~4월 역량강화 워크샵: 5월 ~ 9월 (3-4회) Ring the Bell 및 성평등 세미나 (‘24. 3월)



주제 세부 내용

P Place 『직장 내여성으로서 ‘나’ 포지셔닝하기 –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

A Absorb 『직장 내여성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 포용적 리더십』

C Connect 『직장 내여성 파이프라인 구축 – 네트워킹 전략과 목소리 내기』

T Transform 『직장 내차별적 문화 바꾸기: 알리쉽(allyship)과 남성직원의 지지확보』

- 경력 10년 이상 여성 실무진을 대상으로

고위직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논의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주제별 강연, 소그룹 토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 예정

- '22년 11월 Kick-off 런칭, '23년 2월 참가자 추가 모집 후 3~8월 미팅 예정 (4회)



‐ LGBTIQ+ 표준 격차 분석 툴 :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지원으로 BSR, PGLE, 

OHCHR, UNGC, WEF가 공동 개발

‐ 기업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내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툴 제공

‐ 기업 내 성평등 증진 및 성 소수자 포용을 위한 <젠더 동향 리포트(2022)> 개정 발간

‐ <기업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대응 가이드라인> 신규 발간 예정

‐ Leaders Summit <기업 내 DEI 증진 방안> 특별 세션 개최

‐ ‘세계 여성의 날을 위한 카운트다운(Countdown to International 

Women’s Day)’ 등 글로벌 프로그램 런칭 (한국어 동시 통역 지원)



- 국내 기업 대상 성평등 플랫폼으로써, 기업 내 여성역량강화 관련 정보 제공

- 기업 지속가능성, 젠더 및 다양성 이슈 관심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기업 내 다양성

및 포용성 문화 확산 목표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기반의 온라인 성평등 자가진단 툴 한국어 버전 제공

- 한국어 버전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Tool 연계

- TGE COVID-19 퀴즈 등 Tool 공유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NK),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2020년 공동 런칭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이니셔티브 (TARA 재단 펀딩) 

-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과 그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

- 국내외 행사를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글로벌 동향 공유, 실무진 역량 강화

- 기업 외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의 모멘텀 강화

-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 개선에 대한 참여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통한 대정부 정책 개선 촉구 및 제언 활동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 발간

• 세미나 및 스터디 그룹 운영

재생에너지 조달 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간 (비)공식 미팅

•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개선 논의의 장 마련

• 정책 제언 활동 및 관련 설문조사 진행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이니셔티브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성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 조성의 영향력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발표와 사례 공유

• 기업들의 공식적인 RE100선언 촉구

• 이행 사례 공유

제8차 기후 행동 라운드테이블 (1.12)

재생에너지 정책 간담회 (2월)

CoREi 실무그룹 (3~4월)

재생에너지 정책 보고서 발간

분기별 정부 관계자 회의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세계자연기금(WWF),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글로벌 공동 이니셔티브

- 기업의 과학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지침 및 방법론 제공

- 2019년부터 한국 UNGC, WWF, CDP는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공동 운영

SBTi가 2019년 발족한 캠페인으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 기업의 과학기반

감축목표(SBT) 설정과 이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6개월)

*2022년 신규 런칭, 2023년 2차 런칭 예정

SBTi의 최신 기준 및 권고안 등
기업의 과학기반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던스 및 툴의 번역 발간



-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은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과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6개월 기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 감축 목표 설정 방안 제시

- 방법론, 요구사항, 프로세스 등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넷제로 이행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지원

- 글로벌 전문가와의 소통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모듈 1
개념과 방법론

모듈 2
비즈니스 케이스

모듈 3
이행

기본적인 GHG accounting 

방법론 소개 및 SBT 개념 설명

(Scope 1,2 and 3 포함)

글로벌 기업 모범 사례 및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소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

(Scope 1,2 and 3 포함)

월월월 월월 월

* 프로그램 주제 및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Timeline

프로그램 구성



- 환경 관련 실무진 역량강화 및 환경 원칙 내재화 지원

- 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아젠다 논의, 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도모, 우수 이행사례 공유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 실무그룹 참여사 간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동료 학습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2022년 첫 환경 실무그룹 총 25개사, 60여명 참여

- 2023년 1-2월 참여사 모집 후, 연 3회 미팅 진행

1차 미팅: 3~4월 2차 미팅: 6~7월 3차 미팅: 9~10월



2022 KLS /  메리 워릭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차장 강연 (’22.11월)

2022 KLS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분과세션 운영 (‘22.11월)

제 7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운영 (‘22.1월)

해양 스튜어드십 연합(OSC) 온라인 설명회 개최 (‘22년 9월) <CoREi 환경 실무그룹> 운영 (’22.11월)

기후 행동 액셀러레이터(CAA) 수료식 (’22.11월)





▪ 반부패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전문기관과

국내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진행

‐ ESG 경영 확산 및 제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 반부패 의제 발굴 및 이행과제 논의

▪ 글로벌 반부패 담론 공유

‐ 유엔 부패방지 협약 채택(2003) 20주년을 기념하여 전개되는

다양한 글로벌 담론 공유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투명성기구, 바젤거버넌스연구소 등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회원사 실무진 대상 <반부패> 관련

기업/기관 내 이슈 내재화 및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초청,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아젠다 논의, 

우수 이행사례 공유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 실무그룹 참여사 간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동료 학습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2022년 기준, 반부패 실무그룹 25개사 참여

- 2023년 1-2월 참여사 모집 후, 연 3회 미팅 진행

1차 미팅: 3~4월 2차 미팅: 6~7월 3차 미팅: 9~10월





- 빠르게 변화하는 ESG 경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ESG 업무 담당자 간 벤치마킹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참여사 간 멘토-멘티 매칭을 통한 소규모 멘토링 세션으로

ESG 기획, 평가 대응, 보고서 작성 등 실용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 진솔하게 고민과 해결방안을 나누고 실무진 간 네트워킹 및 협업

논의 등 멘토 기업의 진행 하 자유롭게 운영

- 2022년 기준, 멘토 4개사 / 멘티 20개사 참여

- 2023년 1-2월 참여사 모집 후, 연 3회 미팅 예정

1차: 3~5월 2차: 6~8월 3차: 9~10월



- 회원사 실무진 대상 ESG 전반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

방안 논의, ESG 내재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ESG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초청, 국내외 동향 공유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 실무그룹 참여사 간 ESG 경영 전략 및 ESG 공시/투자

대응 활동 공유를 통해 동료 학습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2022년 기준, 53개 회원사 참여

- 2023년 1-2월 참여사 모집 후, 연 3회 미팅 진행

1차 미팅: 3~4월 2차 미팅: 6~7월 3차 미팅: 9~10월



- 매월 발행되는 UNGC 한국협회의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사의 ESG 우수 사례 소개

- ESG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상호 학습 및 내재화 지원 (ESG 우수 사례 공유 희망 시 사무처 문의)

12월

5월

11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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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GC Open Day

- 1/31, 2/14, 2/28 회원사 간담회

- 2/9, 2/23 비회원사 설명회

• 제8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개최 (1/12)

• CoREi 재생 에너지 정책 간담회 (2월)

• 2023년도 실무그룹 모집 (인권/환경/반부패/ESG, 1-2월)

• ESG 멘토링 프로그램 모집 (1-2월)

•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집 (2월)

•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모집 (2~4월)

•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작 (2~7월)

1~2월



• 제 2회 ‘Ring the Bell for Gender Equality’ 세레모니 및 세미나 (3월 초)

• 제4차 Climate Action Conference (3월 말)

• UNGC 한국협회 정기 총회 (4월)

• 각 실무그룹별 1차 미팅 (3~4월)

•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작 (3~8월)

• ESG 멘토링 프로그램 시작 (3~11월)

•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계속, ~7월)

3~4월



•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작 (5~10월)

• TGE 프로그램 Round IV 모집 (5~8월)

• 각 실무그룹별 2차 미팅 (6~7월)

•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계속, ~7월)

•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속, ~8월)

• ESG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계속, ~11월)

5~8월



• TGE 프로그램 Round IV 시작 (9월~’24.3월)

• 각 실무그룹별 3차 미팅 (9~10월)

• UN Private Sector Forum (9/18, Hybrid)

• UNGC Leaders Summit (9/19, Hybrid)

•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계속, ~10월)

• ESG 멘토링 프로그램 (계속, ~11월)

• Korea Leaders Summit (11월)

9~12월



연회비정책변경사항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회비 인상 적용중

2022년
2022년도에 가입한 기업

연회비 인상 적용

2023년

2022년도 이전에 가입한 기업

도입 시기



※ 2022년에 가입한 기업은 작년에 이미 인상된 연회비 적용 중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협회 간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의 주류화를 위해 본부에서 출시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및 워크샵이 결합된 6개월기간 교육 프로그램

1,300+ Participants

657 Companies 

55 Countries

2500+ Participants

800 Companies 

55 Countries

2,300+ Participants

1,100 Companies 

65 Countries

700+ Participants

680+ Companies 

25+ Countries



과학기반 감축목표
(Science Based Targets): 

기업이 과학기반 배출감소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
(CFO Taskforce for the SDGs): 

SDGs 달성 촉매제로써
기업 금융 및 투자 확대

1.5°C에 맞춰 조정된 단기 목표

넷제로 표준(Net-Zero Standard): 
장기적 넷제로 목표를 세우기 위한

최초의 과학기반 프레임워크

70여개 기업이 기업금융의
50%를 SDGs와 연계

USD 5,000억의 기업투자

전세계 100여개 유역 최소
30억 명의 인구를 위한
수자원 스튜어드십 행동

(water stewardship practices) 
기업 채택 촉진

해양 스튜어드십 연합
(Ocean Stewardship Coalition): 

지속가능한 해양 사업을 위한
원칙 기반 접근

신흥 시장 및 군소도서 개도국

(SIDs)에서의 참여 확장

수자원 관리 책무(CEO Water Mandate): 
주요 지역 및 부문에서 기업의 수자원

스튜어드십 행동 (water stewardship 
practices) 채택 확대



12,000+
참가자 참여 (2022)

150+
국가 참여 (2022)

700만명
SNS 참여 (2022)



VIRTUAL SESSION

UNGC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
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주도 세션

E-LEARNING COURSES

언제 어디서나 주요 지속가능경영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콘텐츠
및 학습자료

CHANGEMAKER SERIES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의 온라인 교육
시리즈

▪ SDGs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 변혁적 거버넌스
▪ 반부패
▪ 양성평등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
▪ 생활임금
▪ 공정한 전환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신규 주제









(www.gender-equality.or.kr)

ESG 실무그룹 인권실무그룹 반부패실무그룹

1 2 3

환경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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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ender-equality.or.kr/




Key Account Manager (KAM)

2023년

매출액 USD 100억(11조원) 이상 기업에 제공

도입 시기







혜택/기회 PATRONS SPONSORS

UNGC의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UNGC의 프로그램 브리핑 세션에 참여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 부여 ✔ ✔

후원사의 사례를 UNGC 프로그램(아카데미, UNGC 행사, 실무그룹 등)에 모범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프로그램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상이

씽크랩(Think Labs) 참여를 통해 후원사가 글로벌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Patron/Sponsor로서 웹사이트, 발간자료, 마케팅 자료 등 UNGC의 주요 프로그램
자료에 후원사 로고 노출 기회 제공

✔ ✔

후원사에게 UNGC에서 전담 관리자 배정 ✔ ✔

UNGC 사무총장 혹은 본부 상무이사와의 단독 미팅 또는 Q&A 세션 기회 제공 ✔

UNGC 주관 대면 행사의 VIP 리셉션에 초대 ✔ ✔

UNGC 행사 홍보물에 로고 노출 ✔ ✔

UNGC 주요 행사에서 후원사의 스피치 기회 제공될 수 있음

✔
리더스 서밋, 유엔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테마 행사 (TGE 라이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후원 금액 연간 $150,000 연간 $50,000
최소의 후원 기간 2년 2년

PATRONS SPONSORS





Classification Platinum Gold Silver Bronze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무대 백월
(타이틀 영상 삽입)

Extra Large Large Medium Small 

자료집 Extra Large Large Medium Small

프로그램 기획 및
CEO 축사 기회 제공

O X X X

기업 홍보 동영상
(행사 전/오찬/휴식시간)

O O X X

웹사이트
결과보고서

O O O O

Classification Gold Silver Bronze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행사장 내
포토존 백월

Large Medium Small

자료집 Large Medium Small

웹사이트
결과보고서

O O O

무대 백월자료집 행사장 내 포토존 백월 웹사이트 및 홍보 채널(뉴스레터 등)에
결과 공유





COP/COE정책변경사항



➔ 2023년 새로운 COP 정책 도입 (영리 회원사 적용)
➔ 비영리 회원사는 기존 COE 정책대로 제출



https://www.youtube.com/watch?v=ndyKEW6FsM0&ab_channel=UNGlobalCompactNetworkKorea


개정 배경

▪ 보고 프레임워크 및 이니셔티브 증가에 따른 보고 환경 발전

▪ 현재 COP로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제공 한계

변경사항

▪ 기존의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 불가

▪ CEO 선언문 제출 시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 일괄 제출 기간 도입 (매년 3월~6월) 

▪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매년 7월~12월)



10대 원칙 및 SDGs에 대해 측정

가능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증진하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 이행 측정 및 제시 타 기업과 비교격차 식별 및 학습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

과정을 측정하고,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매년

이해관계자에게 제시

격차를 파악하고 지속가능성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며, 

시각화 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

유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참고하여

동종업계의 지속가능성 추진

현황 비교



지지 및 노력 예방 성과 대응 및 보고

거버넌스 (G)

인권 (HR) -

노동 (L)

환경 (E)

반부패 (AC)

문항 구성 참고 자료

※ 2월 중 ‘질문지’ 및 ‘질문지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배포 예정



도입 시기

▪ 2023년부터 전 영리 회원사 대상 적용

모든 영리 회원사가 같은 기간에 COP 제출 (2023년~)

▪ COP 제출 기간 [3월~6월]

▪ “미보고(Non-communicating)” 전환 [7월~12월]

▪ 미제출 회원사 제명 [1월]

“미보고” 전환 후
12월 31일까지 COP 

미제출 회원사 자동 제명

7월~12월
COP 미제출 회원사
“미보고” 전환되며, 
해당 유예 기간에
COP 제출 필요

COP 제출 기간 제명

3월~6월
전 회원사 새로운

COP 질문지
작성하여 제출

미보고 전환

2023년



COP 설명회

▪ 일시: 2023년 2월 16일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진행 (줌)

▪ 대상: UNGC 한국협회 회원사 담당자

세션 주요 내용

▪ 디지털 플랫폼 접속 방법 안내

▪ COP 질문지 내용 설명

▪ CEO 선언문 작성 안내

▪ 질의응답

참가 신청

▪ 신청 기간: ~2월 14일까지

▪ 신청 방법: 

1. 설명회 안내 메일(1/19 발송) 내 “참석 등록 바로가기” 버튼 통해 신청 또는

2. 우측 QR 통해 신청

https://stib.ee/pss6


Q&A 및네트워킹



www.unglobalcompact.kr | www.unglobalcomp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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