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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SDGs: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

제 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2015년 9월 25일, 193개 유엔회원국은 역사적인 의제를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SDGs를 채택한 유엔회원국은 우리가 처한 전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SDGs는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업은 SDGs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파악하고 기업을 둘러싼

전세계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기업과 SDGs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파악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얻는 한편, SDGs 달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세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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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위안 위안(Yuan Yuan), GRI China 대표

위안(Yuan)대표는 중국 GRI의 활동을 이끌며, 지역 차원에서 리포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초, GRI에 합류한 위안 대표는 2015년부터 GRI의 네트워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들이 SDGs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SDGs에 대한 기업 보고를 활성화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시간 프로그램

17:00 - 17:02 2’ 환영사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7:02 - 17:22 20’ 발표 1 

- 위안위안(Yuan Yuan) GRI China 대표

17:22 - 17:42 20’ 발표 2: 기업 우수사례 - 두산중공업

- 이빈 두산중공업 CSR팀장

발표 2: 기업 우수사례 - CJ대한통운

- 송하경 CJ대한통운 CSV경영팀장

17:42 - 17:52 10’ 발표 3

- 이재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17:42 - 18:10 18’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이재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 패널: 위안위안(Yuan Yuan) GRI China 대표

- 패널: 이빈 두산중공업 CSR팀장

- 패널: 송하경 CJ대한통운 CSV경영팀장

- 패널: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연구원

* 선착순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