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최신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가입 설명회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대상>

개 요

일시∙장소: 2018년 7월 6일(금) 15:30 – 17:50, 센터포인트광화문 Room A (지하1층)

대상: 회원사, UNGC 가입에 관심 있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신 청: 7월 4일(수)까지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문 의: 임애화 과장 02-749-2150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ckorea@globalcompact.kr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비재무적 정보 공시 기준강화, 사회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기업들도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2015년 9월에 채택된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기술 혁신 등을 통해 SDGs 이행에 기여하고, 

더불어 기업의 신사업 창출 기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혜택∙가입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시 간 프 로 그 램

15:00 - 15:30 30’ 등 록

15:30 - 15:35 5’ 인 사 말

15:35 – 15:4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5:40 - 16:10 30’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기업 지속가능성 동향

- Oliver Williams,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 및 노트르담대학교 교수

16:10 - 16:20 10’ 휴 식

16:20 - 16:50 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 대응 전략

16:50 - 17:20 30’ UNGC 한국협회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17:20 - 17:50 30’ 질의응답 및 폐회

* SDGs Compass 및 UNGC 한국협회 브로셔 제공

올리버 윌리엄스(Oliver Williams)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

現 University of Notre Dame 교수

올리버 윌리엄스 교수는 기업 지속가능성, 기업 윤리 및 지배 구조 전문가로 이와 관련해

2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2006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