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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주요 활동 계획

3월 5일 연차 총회

시간 프로그램

11:30~12:00 등록접수 (11:00~12:00  이사회개최)

12:00~12:30 본회의

1. 개회사: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회장남승우

2. 2009년주요업무실적및결산보고

3. 감사보고

4. 2010년사업계획및예산안보고

5. 정관일부변경

6. 임원변동: 회장, 이사진개선

7. UNGC 연구센터운영진행상황보고

8. 기타

12:30~12:35 사진촬영

12:35~12:50 음악공연

12:50~13:40 오찬

일시: 2010년 3월 5일 (금요일) 12:00 ~ 13:4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3층)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0년 3월 5일 12시부터 13시 40분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차 총회
가 개최됩니다.  동 총회에서는 2009년 협회 활동 및 결산 보고, 2010년 활동 계
획 및 예산안 보고, 정관 일부 수정, 임원진 변동, 신임 회장 선임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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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B4E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 참가 안내

•일 시: 2010년 4월 21~23일

•장 소: 코엑스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유엔환경계획 (UNEP), 세계자연

보호기금(WWF), Global Initiatives

B4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란?
전세계 재계, 정계, NGO, 미디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녹색
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 중심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최대규모의
비즈니스, 환경 회의입니다. B4E는 싱가포르, 파리 등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4회차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자원의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신비즈니스 모델, 기후 정책 및 전략 등
녹색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집
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추어, 우리기업들도 이같
은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협회는 4월 23일 유엔글로벌콤팩트 조찬회를 개최합니
다. 

*등록 연락처: 
Fax registration: +65 6534 3690
Email: michelle.ko@globalinitiatives.com

Time Programme

1000 – 1300 Registration

1300 – 1700 Pre-Summit Programmes

• Workshop – Low Carbon Leaders Initiative

• B4E NGO Meeting

• Workshops

1900 – 2130 Welcome Reception & Dinner sponsored by Korean 

Tourism Organisation

회의 아 젠 다

4월 21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28호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 Lette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28호
2010년 3월

World 

Best 

Caring 

Network

3

2010 B4E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참가 안내

1050 – 1100 Leadership Perspective

Nam Yong, Vice Chairman, Chief Executive Officer, LG Electronics

1100 – 1130 Networking coffee break and green growth exhibition

1130 – 1230 Keynote presentation and Q&A (via hologram)

Our Choice: A plan to solve the climate crisis

Al Gore,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US and Nobel Peace Prize Winner

1230 – 1340 Lunch – Hosted by Dow Chemical Company

1340 – 1350 Afternoon Opening Address

Maanee Lee, Minister for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1350 – 1440 Discussion Panel

1440 – 1550 Parallel sessions: Discussions 

1. Breakthrough consumer change: In search of the green tipping 

point

2. Food and agricultur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stability and poverty 

3. Sustainable tourism

4. Climate positive solutions to deliver transformative change

5. Sustainable procurement and expanding the green supply chain

6. Building the next-generation smart grid

1550 – 1620 Networking coffee break and green growth exhibition

1620 – 1640 Keynote Address

James Cameron, Academy Award-winning Film Director

1640 – 1740 Discussion Panel 

Protecting biodiversity and leading the world towards a low carbon 

future

1830 UNEP Champions of the Earth Cocktail Reception, Awards & Gala 

Dinner (by invitation)

4월 22일

0900 – 0910 Opening Address

Ban Ki-moon,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via video link)

0910 – 0920 Keynote Address

Lee Myung-Bak, President, Republic of Korea

0920 – 0950 Opening Statements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Georg Kell, Executive Director, UN Global Compact 

0950 – 1050 Opening plenary discussion panel

Powering growth for the global gre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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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5 – 0845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Breakfast

B4E Breakfast Roundtable

900 – 0910 Leadership Perspective

Choi Kyunghwan, Ministry for Knowledge Economy, Republic of 

Korea

0910 – 0925 Presentation – The Economics of Ecosystems & Biodiversity

Pavan Sukhdev, Study Leader, TEEB Special Advisor & Head, Green 

Economy Initiative, UNEP

0925 – 1015 Discussion Panel

Green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 emerging countries

1015 – 1300 Working group sessions: Presentation & discussions

1. Business innovation

2. ICT and the green revolution

3.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Low carbon smart cities

4. Finance and investment:

5. Energy: Speeding up the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6. Water: Innovation and partnership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1030 – 1130 UNEP Champions of the Earth Youth Dialogue with CNN

Chair: Ellana Lee, Chief Editor, CNN Asia Pacific

Speakers: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inners of the 2010 UNEP Champions of the Earth Award

Audience: 200 international students of business,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1300 – 1410 Networking Lunch 

1410 – 1510 The role of business in protecting biodiversity and conserving nature

1510 – 1520 Leadership perspective

1520 – 1550 Networking coffee break and green growth exhibition

1550 – 1640 Plenary session: Report on outcome from working groups

1630 – 1640 Leadership perspective

Sir Richard Branson, Chairman, Virgin Group and Founder, Virgin 

Unite

1640 – 1750 Closing discussion panel

Innovation to mitigate and adapt

1750 – 1810 B4E 2010 outcome statement and closing remarks

The Way Forward

4월 23일

2010 B4E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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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10이란?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3년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되는 회의로서, 이번 회의는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Building a New Era of 
Sustainability”라는 주체 아래 진행될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의 비즈니스, 정부, 
학계, 시민단체 영역의 150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가 초청되어, 새로운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모델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본 일정

등록 및 절차
•등록 자격 조건
UN Global Compact 본부에 의해 초청받은 회원사의 최고경영자
(1월부터 초청 대상자에 ID와 Password 발행)
•온라인 등록: 회의 홈페이지에서 ID/PW 입력후 등록
(http://www.leaderssummit2010.org/sitecore/content/be-
bruga/leaderssummit2010/registration.aspx)
•최고경영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가진 고위 임원
또는 이사
•직원 규모 250명 이상 회원사일 경우, 최고경영자 외 한 명의 임원을 대동할 수
있음.

호텔 예약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직접 호텔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UN Global Compact에서는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을 숙박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빨리
예약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호텔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sweb.passkey.com/Resweb.do?mode=welcome_ei_new&eventID=15
36908

기타
•회의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자들이 8~10명 배치되어 진행됩니다. 새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비젼과
경험 등을 토론할 예정이니 준비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유엔공용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에 한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2007년 UNGC Leaders Summit에서는 한국측에서 총 1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6.23. (수) 17:00~20:00 유엔사무총장 주최 환영 리셉션 (UN 본부, 뉴욕)

6.24. (목) 09:00~17:30 본회의 (Marriott Marquis 호텔, 뉴욕)

19:30~23:00 갈라 만찬(Marriott Marquis 호텔, 뉴욕)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10 참가 안내

http://www.leaderssummit2010.org/sitecore/content/be-bruga/leaderssummit2010/registration.aspx
http://www.leaderssummit2010.org/sitecore/content/be-bruga/leaderssummit2010/registration.aspx
http://www.leaderssummit2010.org/sitecore/content/be-bruga/leaderssummit2010/registration.aspx
https://resweb.passkey.com/Resweb.do?mode=welcome_ei_new&eventID=1536908
https://resweb.passkey.com/Resweb.do?mode=welcome_ei_new&eventID=153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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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투명성기
구가 주최한 "반부패 세계동향과 기업의 과제" 심포지엄이 회원사, 정부 및 학계, 
NGO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반부패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반부패 관련 주요 국
제법과 국제회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13차 국제반부패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고,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 연차 총회 결과 및 TI 뇌
물공여지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유진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관은 OECD 뇌물방
지협약 및 ADB/OECD 반부패 회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듀폰 코리아, 지멘스 코리아, SK Telecom 과 LG화학 에서 투명경영의 사례 및
성과를 발표하고, 각 기업내의 윤리규범과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발
표자 및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형구 교수의 참여로 반부패 관련 기업 이슈에 대한
패널토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 내 부패문제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 차원의 부패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협회 활동 상황

“반부패 세계동향과 기업의 과제” 심포지움



2009년 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09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협회 연차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요업무실적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등을 통해 2008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등을 거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금번 총회에 참석하셔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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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차 총회

2009년 3월 17일 서울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최초의 UNGC 리
더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동 행사에는 IBLF(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의 CEO인 Adam Leach가 “21세
기 경영의 도전 과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
행동 (Collective Action)”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
다. 

IBLF는 영국황태자와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의 선
도 아래 설립되었으며 유엔기구 및 NGO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인권, 반부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UNGC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Adam Leach CEO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게
을리 해서는 안되며 CEO회원들은 기후변화가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건사업에 주력 해야 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파괴를 줄여야
하며 기업은 기후변화의 예방적 접근을 위하여 회사원 및 기업 파트너를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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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금번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환경 심포지움은 정부 및 기업, 학계와 NGO 등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기업의 대응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이 참
여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였습니다.

심포지움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기업들의 동향 및 국
제논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앞선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통해 신
사업 창출기회의 통찰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기후변
화에 대처하는 한국기업의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기업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해 매우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코엑스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기업, 정부 및 학계, 기타 관심
기업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심
포지움이 열렸습니다.

2009년 5월 7일 COEX 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학의 역할 (PRME: Asian 
Perspective)”이라는 주제로 World Civic Forum 2009의 특별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세션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유엔 프라임(PRME) 그리고 경희대 경영대학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LG가
재정 협찬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최초의 PRME 국제심포지엄으로서, 유엔에 설립된
책임경영교육사무국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PRME)이 제정한 6대 실천사명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요 경영대학과 적극
공유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UN PRME의 사무총장인 Dr. Manuel Escudero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서영호 학장이
각각 환영사와 폐막연설을 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회의 참가자들은 향후
아시아권에서의 PRME실천을 위해 Seoul Action Plan을 채택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PRME Asian Forum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PRME회원대학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심포지움

World Civic Forum 2009의 PRME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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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30여명 내외의 회원사 CEO 및 운영위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UNGC 비즈
니스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포럼에
서는 홈플러스 그룹의 이승한 회장이
'녹색경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하
였습니다. 

이승한 회장은 현재 세계가 녹색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거대
한 환경 시장이 탄생되고, 미래 녹색 신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
습니다. 

2009년 7월 16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 대한상공회
의소 중회의실 B에서 제 4회
COP Workshop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후의
유일한 의무사항인
COP(Communication on 
Progress)에 대한 개요와 제출
방법, 실제 사례(LG 화학,    
하나은행, 놀부) 등의 소개와
조별 실제 작성 시간도 가졌습
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동 워크숍에서는 UNGC COP 가이드라
인, COP와 GRI G3 연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번역자료와 한국 COP 템블릿 등 다
양한 관련 번역 자료도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제2회 UNGC 비즈니스 포럼

이에 발맞추어 홈플러스 그룹은 성장과
기여라는 존경받는 기업의 두얼굴을 하
나의 큰바위 얼굴로 만들어 가겠다는
‘큰바위 얼굴경영’을 선포하였고, 최근
여러가지 정책, 캠페인 등을 통해 친환
경 소비생활, 환경 경영 시스템을 추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 4회 COP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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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의 구현과 사회책임의
이행의 책임에 대해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계기후변화 신체제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체제가 합의되도록 한국의 기업들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남승우 회장은(이승한 이사 대독)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간담회 참석연설을
감사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의 구현과 협회 활동에 대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수 COP로 선정된 바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금번 조찬 간담회 행사는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를 기준으로 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나라 기업들 차원에서
더욱 함양하고 우리 사회내 주류 가치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8월 한국 방문에
맞추어, 유엔글로벌 콤팩트 가입 회원사 CEO와 정계, 학계,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특별 조찬
간담회를 8월 18일 07:30-09:00,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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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8일 창원 컨벤션센터 (CECO) 컨벤션 홀에서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녹색성장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관한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UN Global Compact의 로컬 네트워크 총괄 담당자인 Soren Petersen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였고, 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Post-Kyoto 체제에 대한 논의 전망’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영국, 호주,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국의 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UN Global Compact 가치의 지방 확산을 위한 시도였고, 첫번째
공동 국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2009년 9월 9일 하얏트 호텔 남산 5룸
에서 제 4회 UNGC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Soren Petersen UN Global Compact 
로컬 네트워크 총괄 담당자는 유엔글로벌
콤팩트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UNGC와
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문제
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심포지움

제4회 UNGC 리더스 포럼

특히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신속히 투자하는 것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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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4일에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
회”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동
간담회에서는 UN Global Compact 인권, 노동 담당관인 Ursula Wynhoven이
“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인권 경영
사례 발표를 통한 한국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 미래"를 주제로 HP Korea와
유니베라에서 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외의 인권통합 경영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국내기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며, 한국 기업에서의 인권 이슈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회의였습니다.

2009년 9월 15일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노동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이 세미나에서Ursula 
Wynhoven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노동 담당자는 “UN 글로벌콤팩트와 양질의
노동의제 실현”에 관하여 발제하였고, Jim Baker 국제산별연맹협의회(CGU) 코디
네이터는 “UN 글로벌콤팩트와 노동 기준”에 대해 국제노동운동의 대응과 참여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노동 문제의 사회적 대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 우수 사례 발
표가 있었는데,  LG전자 노경팀과 노사정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오후 세션에
서는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제고”에 대해,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가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노동 기준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국제 세미나는 노동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대화 증진의 장이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의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노동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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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동북아 지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
산시키기 위한 제 1회 한국-중국-일본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가 개
최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라운드테이
블은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간의 공식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는 140명 이상의 기업, 학계, 정부기관 및 시민 단체
리더들이 참가하였으며, 3 개국 네트워크는 지역 내의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에 대한 향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오찬사를 통해 라운드테이블 발족을 축하하며, 라운드
테이블이 “UN 글로벌콤팩트의 원칙를 기업의 경영환경에 통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과 동북아 지역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안목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글로벌콤팩트를 홍보하기 위한 한-중-일 간의 협력은 아시아적 가치를 서구
의 CSR원칙에 통합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CSR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SK 그룹 최태원 회장은 밝혔습니
다.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지역 내에 책임경영 실천을 활성화시
키고 윤리경영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콤팩트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기후 변화와 금융 위기와 같은 공동의 과제를 강조하
며, 윤리경영 리더쉽, 투명성,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역 비즈니스
체제에 반영시킬 실천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북아 3개국 네트워크는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
으며,약 5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힌 UN 글로벌콤팩트 본부 사무
국장 Georg Kell은 덧붙여,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발족에 대해 매
우 기쁘게 생각하며,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이번 회의가 보편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글로벌콤팩트 원칙이 이웃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고무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9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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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목요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외교통
상부, 한국무역협회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안총기 지역통상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외교통상부 정상천 서기관
이 UN 조달시장에 대한 개요를, UNDP 조달관 Susan Struck이 UN조달 시장에의 진
출 과정 및 시스템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
기 사무총장은 유엔조달시장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관계 및 지속가능한 조달에 대해
발표하였고, 카라반이에스의 권혁종 사장은 유엔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번역한 'UN Global Market 등록 가이드’와 한국무역협
회가 제작한 '아는만큼 성공하는 해외조달시장 이야기’ 책자가 참석자들에게 배부되
었습니다.

유엔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경영과정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에서 ‘인권친화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인권경영과정’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의 의
의에 대해 발표하였고,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인권 리더십의 기업 문화
에의 적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글로벌경쟁력강화 포럼의 강주현 대표는 해외 기업의
인권통합경영 사례와 자가진단 도구를 이용한 경영혁신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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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제 5회 COP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COP의 의미와 세계적인 추세, 제출방법,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 한국조페공사, 일본의 이토추 종합 상사 COP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서는 COP와 이해관계자 대화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동 워크숍에서는 COP 템플릿, COP가이드라인 번역본, COP-GRI 연계 가이드라인
번역본이 배부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별 COP 작성/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설문 등을 통해 모아진 참석자 분들의 의견은 다음 COP워크숍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8일,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제 5회 UNGC 비즈니스 리더 조찬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조찬회에서는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와 탄소금융주식회사 노종환
대표가 각각 ‘코펜하겐의 경험과 앞으로의 여정’,‘국제배출권 거래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제 5회 COP 워크숍

제 5회 UNGC 비즈니스 리더 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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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는 2009년 12월 30일 UNGC에
가입되었으며, 2010년 1월 21일 김영기
부사장, 박준수 노조위원장,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UNGC 및
UNGC 한국협회 가입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가입으로 LG전자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UNGC 10대원칙
준수를 통한 국제적인 CSR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가입식에서 LG전자 김영기 부사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10월 9일 열린 창립
26주년 기념 행사에서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의 주철기 사무총장을
초청해 가입 인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제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보호·노동기준 준수·환경보전·
반부패 실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임직원과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국내
연금기관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9일 사학연금회관 강당
에서 전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속가능경영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동 선포식은 공단이 고객의 행복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세계최고의 연금
기관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인간존중, 
윤리경영, 사회공헌을
핵심가치로 삼고서 전임 직원들이 이를 적극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의 가입증서 전달 및 격려사와 함께 지속가
능경영 실천강령 선서가 있었습니다. 

3. 협회 가입 상황

2010년 2월 현재 한국에서는 169개 기업 및 단체가 UN Global 
Compac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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