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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3 신(新) COP 정책



기존 COP/COE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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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신(新) COP 주요변경사항

● 필수 제출사항

1. COP 질문지

● 제출 기간 일원화

○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COP 제출 (단, 2023년의 경우 3월 27일에 제출 시작)

○ 6월 30일까지 COP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회원 상태가 ‘미보고(non-communicationg)’로 전환

→ 12월 31일까지 COP를 제출할 경우 다시 ‘Active’ 상태 회복

→ 12월 31일까지 COP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명단에서 제명(delisted)

● 디지털 플랫폼 이용

○ CEO 지지 선언문과 COP 질문지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입력 및 제출

○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 및 벤치마킹 제공 예정

2. CEO 지지 선언문



작성양식및언어

첨부파일 접근성및데이터디스플레이문자/서술형응답언어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UN의 여섯 가지 공식 언어로

COP를 확인 가능하며, 
한국어 등 추가 언어로 된

질문지는 PDF를 통해
웹사이트에 등재 예정

문자 또는 서술형 입력이
필요한 질문의 경우 선택한

질문지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나, 모든

언어로 작성 가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CoP 
관련 첨부 파일의 제출은

선택 사항이며,
모든 언어로 작성 가능

(단, 제출 시 해당 첨부파일은 공개됨)

제출된 COP 질문지와
CEO 선언문은

UNGC 웹사이트를 통해
각 기업의 프로필 상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COP 질문지



질문지 | 목적

COP 질문지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연결되며, 기업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개요

➔ 문항 수: 10대 원칙과 연계되는 43-80개의 질문이 포함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 질문 형태: 대부분의 문항은 객관식으로 답변하나, 

일부는 정량적 수치 또는 서술형 답변을 요구

➔ 특징: 

- 현존하는 보고 프레임워크·표준들을 기반으로 질문들이 연계

- 10대 원칙 및 SDGs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

- 모든 문항에 필수적으로 응답해야 제출 가능

- COP 질문지와 관련된 점수화 또는 서열화는 없음



문항구성

거버넌스 (G) 인권 (HR) 노동 (L) 환경 (E) 반부패 (AC)

문
항
구
성

▪ 정책 및 책임

▪ 예방

▪ 우려사항 및 고충

처리 제도

▪ 교훈

▪ 임원 급여

▪ 이사회 구성

▪ 데이터 검증

▪ 중대성

▪ 지지 및 노력

▪ 예방

▪ 대응 및 보고

▪ 지지 및 노력

▪ 예방

▪ 성과

▪ 대응 및 보고

▪ 지지 및 노력

▪ 예방

▪ 기후행동

▪ 에너지 및 자원 사용

▪ 기술

▪ 세부 주제별 문항

▪ 환경 전반

▪ 지지 및 노력

▪ 예방

▪ 성과

▪ 대응 및 보고



문항예시 – (1) 객관식, 해당사항모두선택

✓



문항예시 – (1) 객관식, 해당사항모두선택

✓



문항예시 – (2) 객관식, 한항목만선택

✓



문항예시 – (2) 객관식, 한항목만선택

✓



문항예시 – (3) 단답형, 정량적수치기재

✓

✓



문항예시 – (4) 단답형, 추가설명기재

✓ ✓

✓ ✓



문항예시 – (5) 서술형



중대성기반의응답 (인권, 환경)



COP 보고의기대효과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진전 사항
측정 및 입증

타 기업과의 비교격차 식별 및 학습

10대 원칙 및 SDGs에 대한
약속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10대 원칙에 대한 진전
사항을 측정하고,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제시 가능

격차를 식별하고
다양한 지침을 접하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배우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 가능

무료로 공개되는 기업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통해 타 기업과 성과를
비교 가능



CEO 지지 선언문



CEO 지지 선언문 | 목적

CEO 지지 선언문을 통해

UNGC와 10대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매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례 이행보고서를 통해, 10대 원칙을 경영전략, 기업문화, 
운영 전반에 통합하고 유엔 목표,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CEO/최고경영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CEO/최고경영자 직함: ____________________

해당되는 경우,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담당자 이름/직함: ___________________

CEO 또는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서명(성명 기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COP 디지털 플랫폼

전 회원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COP 제출

➢ 회원사 COP 작성 지원

➢ 데이터 시각화

디지털 플랫폼 접속 방법

➢ UNGC 본부 홈페이지 로그인→ DASHBOARD 통해 접속

디지털 플랫폼 도입 목적



디지털 플랫폼 접속 방법 – STEP 1

UNGC 본부 홈페이지 접속 후 “Sign In” 클릭



디지털 플랫폼 접속 방법 – STEP 2

UNGC 본부 홈페이지 계정 정보를 통해 로그인



디지털 플랫폼 접속 방법 – STEP 3

“COPs” 탭 클릭 후 초록 색 버튼(New Communication on Progress) 클릭

Company Name





질문지

응답한 문항 수 확인 기능

각 영역별 문항
확인 기능

저장한 문항 확인 기능 답변하지 않은 문항 확인 기능



질문지: 문항 응답 예시

연계된 프레임워크(예: GRI) 링크 연결

문항에 응답하는 방법/가이드북 내용 팝업

응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대부분 선택 사항)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문항
‘저장(bookmark)’ 기능



질문지: 보고서 첨부 [선택]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연례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보고서 첨부는 COP 제출의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첨부하면 회원사 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CEO/최고경영자 이름

CEO/최고경영자 직함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담당자 이름/직함

➔ 대신 서명(성명 기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CEO/최고경영자의 이름과 직함만 공개됩니다.



참고 자료 · 웹사이트



COP 자료

COP 정책 문서

1. 목적
2. 구성 요소
3. 마감일 및 제출 방식
4. 제출 불이행
5. 양식 및 언어

COP 질문지 COP 질문지 가이드북

온라인 화면 상 한국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국문으로 번역된 ‘질문지’ 
파일을 참고하여 응답

COP 질문지에 각 문항이 포함된
배경(근거) 또는 계산 지침, 관련 보고

표준, UNGC 10대 원칙 및 SDGs 
세부목표와의 매핑, 용어집 등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



COP 자료

● UNGC 본부 아카데미 플랫폼 COP 페이지

○ UNGC 본부 홈페이지 계정으로 로그인

○ COP 정책 및 질문지에 대한 세션 제공

→ 질문지 영역별 설명 세션

(COP Questionnaire Deep Dive, 한국어 통역 제공)

→ COP 정책 설명회 (Information Session)

● 헬프스카우트(Helpscout) 툴

○ COP 작성에 대한 FAQ 제공

→ CEO 지지선언문/질문지 문항/디지털

플랫폼 기술 지원/자료/정책 등

○ 추후 접속 링크 배포 예정

https://academy.unglobalcompact.org/pages/177/communication-on-progress


향후 준비 사항

● 기업/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Dashboard)

● 자료 숙독

○ COP 질문지

○ COP 질문지 가이드북 및 데이터 체크리스트 (p.67)

○ UNGC 아카데미 COP 설명 영상

● UNGC 본부 COP 설명회 및 Q&A 세션 참석

(추후 메일 안내 참고)

● 6월 30일까지 COP 제출

Dear Sarah,

[CoP Readiness] Please confirm your company information - 2월 초 발송 메일



FAQ 및 질의 응답



FAQ (1)

● 질문지응답은한국어로작성해도되나요?

→ 대부분이 객관식 또는 정량적 수치를 입력하는 단답형 문항이나, 서술이 필요한

질문의 경우 한국어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질문지는 영어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국문 번역본을 참고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에 한국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 예정)

● 제출후수정이가능한가요?

→ COP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회원사가 답변 또는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한 답변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UNGC 본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 제출한 COP 데이터를바탕으로 UNGC는개별기업을평가하나요?

→ UNGC는 개별 기업을 평가하거나 점수화, 서열화를 하지 않습니다.



FAQ (2)

● 3월에서 6월사이에아무때나제출이가능한가요?

→ 네, COP 제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COP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규가입한회원사입니다. 저희기업도올해 COP를제출해야하나요?

→ 신규 회원사는 가입 후 다음 연도의 COP 제출 기간에 첫 COP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신규 가입한 회원사는 2023년 3~6월에 첫 COP를 제출해야 하며

2023년에 신규 가입한 회원사는 2024년 3~6월에 첫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하반기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에 한하여 다음 연도 3~6월에 첫 COP 제출 시

비공개(Private) 모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UNGC 웹사이트 내 기업

프로필에서 COP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NGC 본부 및 지역협회

직원은 열람할 수 있으며 UNGC 차원의 종합 분석을 위해 해당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예전처럼 Grace Letter 제출을통해 COP 기한연장이가능한가요?

→ 아니요, 제출 유예 또는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COP 제출 대상인 모든 기업은

3~6월에 미제출 시 7~12월에 미보고 전환되며, 연내 미제출 시 다음해 1월에

제명됩니다.



FAQ (3)

● COP 질문지응답시어떤기간의데이터를사용해야하나요?

→ 1년 이내 수집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서 총 12개월을 아우르는 값을 사용하여

COP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COP 보고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기간의 예시: 

2021년 7월 ~ 2022년 6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2022년 4월 ~ 2023년 3월 등)

● 저희기업의데이터는매년 4월말에확정이됩니다. 2023년 3-4월에 COP를제출할

경우사용할수있는데이터는 2021년데이터가되고, 2023년 5-6월에 COP를

제출할경우 2022년데이터를사용할수있을것같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

→ 2022년데이터를이용하여 2023년 5-6월에 COP를제출하시기를권고드립니다.

그러나어떤기간의데이터를사용하여 COP를보고할지는기업이선택할수있으며,

추후에도매년동일한기준으로 COP를보고해야합니다.

● 일부데이터는수집이늦어져부득이 1년이지난데이터를사용해야할것같은데, 

괜찮을까요?

→ COP 질문지작성시, 전체적으로사용된데이터의대상기간을명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일부질문에서다른기간의데이터를사용해야하는경우, 각

질문마다마련된추가설명기재란을통해 해당내용을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FAQ (4)

● 디지털플랫폼으로 COP를제출하면예전에사용하던 COP 로고는사용하지못하나요?

→ 네, 이제 COP 로고는 공식적으로 UNGC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CEO 

지지선언문으로 대체가 됩니다. 

만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UNGC 지지 사실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원할 경우, 

dashboard에서 로고 사용 신청 및 허가를 득한 후 ‘We Support UNGC’ 로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년에진행한 Early Adopter 참여사의응답을볼수있다고들었는데, 어떻게확인할

수있나요?

→ Early Adopter 참여사명단을확인하신뒤, 회원사검색을통해나타나는

해당기업의프로필페이지에서 2022년도 COP를클릭하시면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participation/report/cop/early-adopters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participants




데이터 체크리스트 - COP 가이드북 내 수록 예정

돌아가기



UNGC 본부 홈페이지 - Dashboard

① Contacts

• 회원사별 UNGC 담당자(focal point) 및
대표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확인, 변경 가능

• UNGC 계정 ID 및 비밀번호 재발급 메일
요청

② Logo Requests
• UNGC 회원사가 사용할 수 있는

‘We Support UNGC‘ 로고 사용 신청

③ COP • 매년 COP 질문지 및 CEO 지지선언문 제출

Hong-Gil-Dong Co. 

0000000

2022-01-01

2023-01-01

2022-01-01

Mr. Gil-dong Hong

Mr. John Doe

Gyeong-bok-goong

Seoul

12345

Ms. Eunkyung (Eva) Lee

FAQ로 돌아가기



‘We Support UNGC’ 로고 신청 방법
Hong-Gil-Dong Co. 

• 로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왼쪽 예시와 같이 정보를 입력 후

사용 용도를 간략하게 작성하고 샘플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승인 기간은 통상 3~4일 소요됩니다.

Gil-dong Hong

FAQ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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