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주요 행사 

UNGC 소식 

신규 가입사 및 회원활동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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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 납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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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 the Deal (협상을 끝냅시다!)”는 12월 7~18일에 

걸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5)에서 

정당하고, 균형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교토의정서       

후속체제를 촉구하는 유엔 캠페인입니다. 

 

동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   

회원사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CEO의 성명서를 seal.the.deal@unglobalcompact.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ailto:seal.the.deal@unglobalcompact.org


 

 

 

 

 

 

 

 

 

 

 

 

 

 

 

 

 

 

 

 

 

하이닉스 반도체 UNGC 

가입행사  

하이닉스 반도체는 10월 9일 

열릮 창립 26주년 기념 

행사에서 유 엔글 로 벌 콤 팩 트 

핚국협회의 주철기 사무총장을 

초청해 가입 인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핚 기업 

홗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보호·노동기준 준수·홖경보전·반부패 실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임직원과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2007년  김종갑 사장 취임 후 

'미래에도 지속 가능핚 기업' 이 되기 위핚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실천을 위핚 

다양핚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핚 자리였습니다 

일시: 2009년 10월 9일 (금)/ 장소: 이천 하이닉스 본사 

1. 협회                                                              협회 주요 행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남승우 회장 Korea Times 인터뷰 유엔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남승우 회장은 Korea Times와의 인터뷰 (2009년 11월 2일자)에서 UN Global Compact에 대해  

소개하고,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UNGC에 참여핛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가 인권, 노동, 홖경, 반부패에 관핚 세미나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차원에서 UNGC 가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최초로 핚∙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핛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핚 최귺에는 글로벌콤팩트 서울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11/116_54698.html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11/116_54698.html


 
유엔의 날 기념행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는 10월 23일(금) 오후 2시~6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홀에서 짂행된 2009년 제64회 “유엔의 

날” 기념행사(주관: 유엔거버넌스센터)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에서는 16개 주핚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와 

함께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및 핚국협회와 

관련된 다양핚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핚국협회에서는 

주최측에서 마련핚“주핚유엔기구 젊은직원 talk show”, “도전! 

유엔 골든벨”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내의 국제기구 및 국제홗동에 관심이 큰 학생들에게 

글로벌콤팩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핚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일시: 2009년 10월 23일 (금)/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홀 

  

2009 핚∙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글로벌콤팩트 핚국, 중국, 일본협회의 공동주최로“제 1회 2009년 핚·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11월13일 개최합니다. 동 회의는 

동아시아 차원의 UNGC 및 CSR 가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처음으로 

논의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본 협회 초청으로 UN Global Compact의 책임자인 Georg Kell 사무국장 및 

일본과 중국의 UNGC 주요 인사들이 상당수 방핚하여 회의에 참석합니다.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치를 

함양하고, 핚·중·일 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주요인사들과의 교제 및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귀핚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09년 11월 13일(금)   8:30-18:00 

• 장       소:   그랜드 서울 하얏트 호텔 리젞시 룸 (1F) 

• 공동   주최:   글로벌콤팩트 핚국, 중국, 일본협회 

• 주       관: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서울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금번 행사에 꼭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 

니다.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전체 참가자 

09:00-09:10 홖영사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회장 남승우 

09:10-09:30 개회사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Toshio Arima 

09:30-09:40 축사 SK 그룹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최태원 

09:40-10:00 기조연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세계 CSR 동향” 

UNGC 사무국장 Georg Kell 

2부 

10:00–11:00 글로벌콤팩트 네트워

크 홗동 현황 및 협력 

방안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사무국장 Shusaku Okumura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 

 토롞 

11:00-11:10 핚∙중∙일 라운드테이블 

회의 발족 서명식 
글로벌콤팩트 핚국, 중국, 일본 협회 회장 

11:10-11:25 휴식 

3부 

11:25-12:30 설립 10주년을 맞은 

글로벌콤팩트의 가치 

검토 

사회자: 게이오(Keio) 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겸 경영윢리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장 Mitsuhiro Umezu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연구원 Wang Xiaoguang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이사 겸 일본 지속가능포럼 대표이사 

Toshihiko Goto 

 서울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성 

UNGC 본부의 관점   

12:30-14:00 오찬 

- 싞각수 외교통상부 제 2차관 주최    - 

4부 

14:10-15:20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동북아에서의 CSR 
사회: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 

 페트로차이나 부회장 겸 Secretary of Board, Li Hualin 

 키코만(Kikkoman) 집행임원, Shozaburo Nakano 

 서스틴베스트 대표 류영재 “동북아 SRI 비교연구” 

토롞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이사 겸 아사히 싞문 언롞교육원 원장 Akio 

Nomura, 카톨릭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기찬 외 

15:20-15:30 휴식 

5부 



15:30–16:40 동북아 CSR 커뮤니티

를 위핚 참여와 협력 

방안 

사회: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 

 시노스틸(Sinosteel) Secretary of the Board, Li Kejie 

 호세이 글로벌콤팩트 연구소 소장 겸 호세이대학교 법학부 교수 

Takashi Ebashi 

 핚겨레 경제연구소장 이원재 “동북아에서의 글로벌콤팩트와 

기업의 CSR 홗동 비교연구” 

 핚∙중∙일 학계갂 공동연구 프로젝트 회의 결과보고 

토롞 후지 제록스 집행임원 Takeshi Hibiya,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노핚균 

외 

6부 

16:40-17:40 향후 핚∙중∙일 글로벌

콤팩트 연례 회의 
사회: 서울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성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Toshio Arima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 

토롞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외 

17:40-17:50 폐회사 
 UNGC 사무국장 Georg Kell 

 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회장 남승우 

 

 

 

세계동향 - 유럽의 심장 벨기에, 로컬 네트워크 설립 ‚Belgium 

Launches Local Network‛ 

2009 년 10 월 15 일 정부의 협조에 힘입어 글로벌 콤팩트 벨기에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날 창립연설에서 외교부장관 Yves 

Leterme 는‚기업, 시민사회, UN 그리고 정부의 다자 투자협력이 

세계화 된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덧붙여, 기업환경이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기업운영과 사회책임활동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로컬 네트워크의 

설립과 더불어, 벨기에에서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기업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Global Compact 소식 

세계동향 - CEO Water Mandate 컨퍼런스 보고서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Water Mandate는 지난 8월 16일~18일,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100명의 수자원 전문가와 사회 활동가,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공공 정책 대한 기업들의 협약과 물과 인권 그리고      

물 공시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컨퍼런스에서 UNEP과의 

합동 수자원 회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재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세계동향 - 유엔글로벌콤팩트 ‚Need for Climate Action‛ 출간 

기후변화에 대한 UN 리더십 포럼이 9월 22일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글로벌콤팩트는 기후변화대응의 필요를 촉구하는 세 권의 

출판물을 소개 했습니다. 이 날 소개된 세 권의 책은 ‘Connecting the 

Dots: How Climate Change Transforms Market Risks and 

Opportunities.(기후 변화가 시장 위기와 기회에 어떠한 변화를 

끼치는가)’ 와 ‘Champions of the Low-Carbon Economy: Why 

CEOs are Ready for a Global Climate Agreement.(저탄소경제의 챔피언 : 왜 CEO들은 기후변화협약에 

준비를 하는가? )’, ‘ Chief Executives Taking a Stand for Climate Action.(기후변화대응을 지지하는 

CEO)’입니다. 

한국 기업활동 - 홈플러스 e 파란재단 출범 

홈플러스 그룹(회장 이승한)은 사회공헌재단인 ‘홈플러스 

e 파란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5 년간 2800 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합니다. 홈플러스는 재단 출범을 통해 지난 

10 년간의 CSR (사회공헌활동)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사랑, 

이웃사랑, 지역사랑, 가족사랑이라는 4 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나눔바자회’확대‘나눔 장터’ 연 100 회 이상 실시,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풀뿌리 나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이날 지구촌 교회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빵공장에 기술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활동 - SKT 모바일 미아찾기 서비스 

지난 2004 년 5 월 미아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SK 텔레콤이 

시작한 '모바일 미아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껏 20 명의 미아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SK 텔레콤의 '모바일 미아찾기'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NATE Air' 단말기 보유 고객에게 미아의 인상착의, 사진 

정보가 전달되면 이 정보를 통해 미아를 발견한 고객이 경찰청과 

어린이재단에 신고해 미아를 찾아주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모바일의 강점인 빠른 전파력과 손쉬운 접근성 등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 고리로 만들어낸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있습니다. SK 텔레콤 이후 인터넷 기업, 통신 기업 등에서 IT 기술력을 접목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미아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한국 회원사는 모두 162개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9/29), ㈜ 세일인터내쇼날(10/01), ㈜ 신평(10/28)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COP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J (10/8), 대한항공(10/10), 한국전력(10/19), 에코프론티어(10/21), 웅진코웨이(10/21), 환경재단(10/30), 

한국동서발전(10/31), 성주디엔디(10/31) 

 
 
 

COP 제출기한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은행, 마이다스 에셋,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남부발전, 유유제약, 동일 방직, 삼정 KPMG,  

이건 산업, 한국산업은행, RNL 바이오, 아시아나 항공, 신대륙,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창대섬유, 트레블러스 호텔 제주, 한국원자력연료, SBS, 한겨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우리은행, 대우증권, 한국도로공사, 경향신문, 한국농촌공사, 아리랑TV,  

이라이콤, 법무법인 태평양, 에코아이, 동성중공업(주), 보우실업(주), 한국공항공사  

 
 

 

COP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일 미만) 

피에스케이, 한국남동발전(주) 

 

 COP를 위해 우리 협회와 연락하시어, 조기 제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사 및 회원 활동 동정 

2.                                   COP 제출 현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현재 회원사 연회비 납부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회비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9년 9월 이후 아래의 회원사가 회비를 납부해주셨습니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가 파크타워 103동 1705호 

전화: 02– 749– 2149 팩스: 02– 749– 2148 

e-mail: ungc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unglobalcompact.kr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ti-Corruption 

    
 

회                                   회원비 납부 현황     

mailto:ungckorea@gmail.com
http://www.unglobalcompac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