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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air Player Club
Summit & 반부패 서약 선포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인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세계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경영 

교육, 조사·연구 및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반부패 확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본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을 통해 

준법·윤리경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부패 동향을 소개하고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지난 3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정부 유관 부처, 후원 기관, 서약 참여 기업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오는 3월 7일 <2018 Fair Player Club Summit &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동 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Email. fpc@globalcompact.kr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Tel. 02-714-5964   Fax. 02-713-5115   Email. infogcef@gmail.com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1차), 행정안전부(2차), 외교부(3차) 

협력: 한국사내변호사회

2018년 3월 7일 (수), 10:00 - 17: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연 사 소 개

사회: 신아영 아나운서

09:30 - 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 10:05 개회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10:05 - 10:30 축 사

-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깁종갑 지멘스㈜ 대표이사 / 회장 

10:30 - 10:40 페어플레이어클럽 동영상 상영

10:40 - 11:10 기조 연설 Ⅰ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1:10 – 11:25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 및 사진 촬영

11:25 - 12:00 기조 연설 Ⅱ

-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12:00 - 13:30 오 찬

13:30 - 16:00 

분과 세션

Ⅰ.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민간부문의 대응 

Ⅱ. 반부패 공동 노력 

Ⅲ. 반부패 리스크 관리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16:00 - 16:10 커피 브레이크

16:10 - 16:35 특별 강연

- 신우성 한국바스프(주) 대표이사 

16:35 - 16:55 공연(샌드아트, 청렴판소리)

16:55 - 17:00 폐회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럼추콩 지멘스(주) 수석 부사장 / CFO



13:30 - 13:35 오프닝

-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13:35 - 14:00 발표Ⅰ. 글로벌 반부패법 및 규제 동향과 대응

– 노한균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수

14:00 - 14:25 발표Ⅱ.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 김원영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과장

14:25 - 15:25 기업 사례 발표

발표Ⅲ.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발표Ⅳ. 

정희경 한화테크윈 � 지상

방산 준법지원팀 부장

발표Ⅴ.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 법무실 변호사

15:25 - 16:0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패널: 발표자(5인)

                     이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및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 부소장

세션 Ⅰ: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민간 부문의 대응

세션 Ⅲ: 반부패 리스크 관리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세션 Ⅱ: 반부패 공동 노력  

Breakout Session
분과세션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1차), 행정안전부(2차), 외교부(3차)

협력: 한국사내변호사회

2018년 3월 7일 (수), 10:00 - 17: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13:30 - 13:35 오프닝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3:35 - 14:05 발표Ⅰ. 반부패 공동노력의 중요성

– Ms. Mirna Adjami, 바젤 국가경영 연구소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매니저

14:05 - 15:05 FPC 프로젝트 파트너 기관 사례 발표 

발표Ⅱ. Cycle 1: 산업

조민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 윤리위원회 법제 분과장, 

한국 알콘(주) 법무팀 상무

발표Ⅲ. Cycle 2: 지역 

이이동 서울특별시 

감사총괄팀 팀장

발표Ⅳ. Cycle 3: 국가

Mr. David Markey, 

주한영국대사관

경영환경 & 기후 외교 팀장

15:05 - 16:0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패널: 발표자 (4인)

                               박종근 지멘스㈜ 윤리경영실 실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곽정수 한겨레 선임 기자

13:30 - 13:35 오프닝

– Ms. Joy Yamamoto, Minister -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U.S. Embassy & Consulate in Korea 

13:35 - 14:05 발표Ⅰ. 부패 리스크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

– Mr. Ephraim (Fry) Wernick, 미국 법무부 범죄본부 형사과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부서 차석대표 

14:05 - 14:35 발표Ⅱ. 한국 준법윤리경영의 현황과 전망

–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

14:35 - 15:05 발표 Ⅲ. 기업 사례 발표

- 권성안 푸르덴셜 생명 준법감시팀 팀장

15:05 - 16:0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전승훈 EY 한영 FIDS(Fraud Investigation & Dispute Services) 상무 

– 패널: 발표자 (3인)

                이재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컴플라이언스 & 윤리 위원회 공동위원장 / 

                               법무법인(유) 율촌 미국변호사

                               임희성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서영상 법률신문 편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