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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N International 보도자료 2019. 9. 26 

전세계 수백개의 시민사회단체, 세계경제포럼1의 

유엔 장악에 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비판 

240 개 시민사회단체와 40 개 국제네트워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최근 유엔이 

세계경제포럼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민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해당 협약을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6 월 서명된 유엔-세계경제포럼 파트너십 협약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제도적인 

조정 및 협업을 심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 2030 의제의 이행을 촉진”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서 국가 및 공공 이해주체들의 비용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유엔체계에 우호적이면서 존중받으며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호적 접근”은 유엔의 독립성, 공명정대함, 기업에 책임 부과시 효과성 뿐만 아니라 

유엔의 사명을 훼손할 수 있다. 공개서한에서 트랜스내셔널 연구소의 곤잘로 베론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이러한 협약은 유엔에 대한 기업의 포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위험하게도 세계를 민영화하고 비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게 한다.”고 

언급했다. 

                                           
1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은 1971년 유럽경영포럼으로 시작해, 현재 세계 1,000개 선도기

업을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민간회의 조직체이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

총회가 열리는데, 세계 각국의 정상, 장관, 국제기구 수장, 재계 및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상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

라 볼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G7 등 주요 국제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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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체계 내에서 기업의 간섭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새로운 파트너십 규정에 따라 유엔은 다국적 기업에 항구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리더들이 유엔 고위급 공무원들의 ‘은밀한 자문관(whisper 

advisors)’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엔체계는 미국정부, 민주적 다자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로부터 이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유엔의 이러한 지속적인 기업화는 유엔체계에 대한 남과 북의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를 감소시키고 유엔체계를 떠나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유엔체계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유엔의 완전 몰락을 막기 위해서, 유엔은 이해충돌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인권 주체인 인민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제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량과 영양문제를 다루는 FIAN 인터내셔널의 소피아 몬살베 사무총장에 따르면, 

“어떠한 정책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공 선 및 혜택을 추구하는 권리주체들의 

다른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서한에 서명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세력은 민주주의의 

사영화(privatization)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www.cognitoforms.com/MultistakeholderismActionGroup/CorporateCaptur

eOfGlobalGovernanceTheWorldEconomicForumWEFUNPartnershipAgreementIsAD

angerousThreatToUN?fbclid=IwAR0jaqd3fdz2Nl3ndlSl-

fbR1mlMwMESKTDX5SlwtN-kwY3eLfQAFq71u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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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공개 서한 

 

기업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  

유엔시스템에 위험한 위협을 주는 세계경제포럼-유엔 

파트너십 협약  
 

시민사회는 최근 체결된 유엔-세계경제포럼 전략 파트너십 협약을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의 파트너십 협약이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우호적이고 공손한 유엔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체계는 이미 미국과 민주적인 다자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들로 

인해 큰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기업화는 남과 북에 있는 

유엔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엔체계를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위협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의 파트너십 협약이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기후 비상 위기, 빈곤 및 기아 종식에 대한 정부간 합의문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민관파트너십은 항구적으로 유엔을 다국적 기업과 

종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몇몇 다국적 기업들의 핵심 활동들은 지구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적 위기를 야기하거나 악화시켜왔습니다. 이는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의 한 

형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기업식 농업이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식량체계를 

파괴하고, 오일 및 가스기업이 지구의 기후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대형 제약기업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채굴기업들은 각 국가들의 생태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으며, 무기제조업자들은 사회운동의 후퇴와 국지적인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세계경제포럼의 중요한 

행위자들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기업리더들이 유엔체계 내 담당자들에게 

‘은밀한 자문관(whisper advisors)’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적 이해와 투명한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약화시키면서 시장 중심으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해결책을 주창하는 사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협약과 다른 모든 형태의 기업 포획은 다자협력기구의 독립성, 공명정대함, 효과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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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특히,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유엔의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를 위한 국제협정 논의에서 기업에 포획된 

유엔-또는 유엔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개입-은 약화되어 기업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부의 다자협력기구로써 자신의 능력도 양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업들은 

점점 정부에 재정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유엔의 기업책임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정착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의 임무라는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과의 파트너십 협약은 주권국가 중심 

다자협력체제(multilateralism)를 이해당사자 중심 다자협력체제(multi-stakeholderism)로 

효과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열망에 세계가 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0 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재구성 이니셔티브(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을 향한 첫번째 행보로 ‘국제체계를 독자적이지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닌 정부간 법제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시스템으로 재정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목표는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형식의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중심 다자협력체제를 기업이 통치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 되는 이해당사자 

협력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선별된 시민사회대표, 국가, 기타 비정부 

행위자들이 함께 이해충돌, 책임, 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인민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국가중심 다자협력체제의 심화하며 

이해당사자 중심 다자협력체제의 확장에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 이해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은 지난 75 년 동안 인권과 환경협정을 옹호하고 광범위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정부간 위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75 년 

동안 유엔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본부뿐만 아니라 유엔 관련 

기구들도 향후 유엔의 역할과 여성, 노동자, 영세농민, 어민, 원주민, LGBTQ, 인권운동가, 

교육자, 청소년, 학자 등 가장 영향을 받는 공동체 및 단체들의 참여메커니즘에 대해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주체들과 인류와 환경의 보편적 웰빙을 

보호하고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룹들은 오직 ‘이해’만을 따지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s)’와 다르게 대우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전체 유엔체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에서도 기업의 이해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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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이익을 다루는 권리주체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엔 목적 및 

목표와 충돌하는 활동에 이해가 달려있는 기업은 공공 선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정부간 기구나 유엔사무국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다자협력체제에 적대적이고 공공 재원을 줄이는 국가들로부터 유엔체계를 구하기 위해 유엔사무국과 

다국적 기업간 동맹을 구축하려는 유엔 사무총장님의 시도는 유엔체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 수신: 공문으로써 모든 정부에 송부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유엔총회 의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G77 의장에게도 송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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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26.09.2019 

  

Hundre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ldwide Denounce World Economic 
Forum´s Takeover of the UN 

The call, made in an open letter, denounces attempts to ‘delegitimiz[ing] 
the United Nations and weaken(ing) the role of states in global decision-
making. 

24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40 international networks have called on the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 to end the recently signed UN’s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The call, made in 
an open letter, condemned the agreement for ‘delegitimiz[ing] the United Nations and 
weaken(ing) the role of states in global decision-making. 
 
Signed in June, the agreement promises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deepening institutional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WEF. Furthermore, the agreement grants 
transnational corporations preferential and deferential access to the UN System at the 
expense of States and public interest actors. 
 
This “preferential access,” would undermine the mandate of the UN as well as its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effectiveness when holding businesses to account. 
“This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WEF formalises a disturbing corporate capture 
of the UN. It moves the world dangerously towards a privatized and undemocratic 
global governance” said Gonzalo Berrón of Transnational Institute in presenting the 
letter. 
 
Although corporate meddling is not unheard of in the UN system, under the new terms 
of the UN-WEF partnership, the UN will be permanently associated with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long-term, this would allow corporate leaders to become 
‘whisper advisors’ to the heads of UN system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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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system is already under a significant threat from the US Government and 
those who question a democratic multilateral world. Additionally, this ongoing 
corporatization will reduce public support for the UN system in the South and the 
North, leaving the system, as a whole, even more vulnerable. 
 
To prevent a complete downfall, the UN must adopt effective mechanisms that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consistently. Moreover, it should strengthen peoples and 
communities which are the real human rights holders, while at the same time build a 
stronger, independent, and democratic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 
 
According to Sofia Monsalve, FIAN International Secretary-General “Any policy on 
this subject should bear in mind the different roles of private interest and of rights-
holders that look after common goods and benefits.” 
 
In this regard, all the organizations and movements endorsing the letter, pledge to 
continue fighting against the privatization of democracy in the world. 
 
Notes: 
• The full letter and signatures can be found in English, Spanish and French. 
• For media enquiries, please contact: diaz(at)f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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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ap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orld 
Economic Forum (WEF)-UN partnership agreement 
is a dangerous threat to UN System 
Open letter to Mr António Guterre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spañol English Français 

We the undersigned call on you to terminate the recently signed United Nations-World Economic Forum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e are very concerned that this WEF-UN partnership agreement will de-legitimize the United Nations and 

provide transnational corporations preferential and deferential access to the UN System. The UN system is 

already under a big threat from the US Government and those who question a democratic multilateral world. 

However, this corporatization of the UN poses a much deeper long-term threat, as it will reduce public support 

for the UN system in the South and the North. 

It is our strong belief that this agreement is fundamentally at odds with the UN Charter and with 

intergovernmental deci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limate emergency,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This public-private partnership will permanently associate the UN with transnational 

corporations, some of whose core essential activities have caused or worsened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rises that the planet faces. This is a form of corporate capture. We know that agribusiness destroys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and just food systems, oil and gas corporations endanger the world’s climate, 

Big Pharma weakens access to essential medications, extractive corporations leave lasting damage to 

countries’ ecologies and peoples, and arms manufacturers profit from local and regional wars as well as 

repression of social movements. All these sectors are significant actors within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provisions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effectively provide that corporate leaders will become ‘whisper 

advisors’ to the heads of UN system departments, using their private access to advocate market-based profit-

making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while undermining real solutions embedded in public interest and 

transparent democratic procedures. The WEF agreement with the UN, and all other forms of corporate 

capture, seriously undermines the mandate of the UN as well as the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effectiveness of this multilateral bod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example, in the current discussions on a Treaty to regulate business activities, corporate capture of the 

UN – or undue interference by corporations on the UN – is weakening and compromising its ability as a 

multilateral body of government to hold businesses to account. Similarly, companies are increasingly making 

financial threats on governments and the UN when mandates are working on corporate accountability, the 

OHCHR mandate of the UN database on business in/with Israeli settlements is on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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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s acceptance of this partnership agreement moves the world toward WEF’s aspirations for 

multistakeholderism becoming the effective replacement of multilateralism. WEF in their 2010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 argued that the first step toward their global governance vision is ‘to redefine the 

international system as constituting a wider, multifaceted system of global cooperation in which 

intergovernmental legal frameworks and institutions are embedded as a core, but not the sole and sometimes 

not the most crucial, component.” The goal was to weaken the role of states in global decision-making and 

to elevate the role of a new set of ‘stakeholders’, turning our multilateral system into a multistakeholder 

system, in which companies are part of the governing mechanisms. This would br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selecte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states and other non-state actors together to make global 

decisions, discarding or ignoring critical concerns around conflicts of interest,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We call instead for strengthening peoples’ sovereignty, deepening democratic multilateralism and countering 

the further expansion of multistakeholderism. Public interes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have played crucial roles in uphold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greement and in the development 

of intergovernmental positions on a wide range of global crises over the past 75 years. To strengthen public 

support for the UN system for its next 75 years, we believe that your office as well the executive offic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ould host public consultations on the future institutional role and engagement 

mechanism with the most affected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of the people, including among others 

women, workers, peasants, fisherfolk, indigenous peoples, LGBTQ , human rights defenders, educators, 

youth, and scholars.  These communities which are human rights holders and are committed to preserving 

the common wellbeing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to building a stronger, independent, and 

democratic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 mus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stakeholders” who only have 

profit at stake. 

UN should adopt effective mechanisms that can prevent cases of conflict of interest consistently throughout 

the entire system. Any policy in this regard should bear in mind the different roles of private interest and of 

rights-holders that look after common goods and benefits. Those private interests whose activities are in 

conflict with UN goals and objectives should not be involved with intergovernmental bodies or the Secretariat, 

whose focus should be always be on protecting common goods and providing global public benefits. 

Mr Secretary-General, electing to build an alliance between the Secretaria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save the UN system from those hostile to multilateralism and decreasing public funding, will destroy the UN 

system, not save it. 

Copied to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Chair of the G77 

with a request that this letter be circulated to all Governments as an official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