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글로벌 반부패 증진 프로젝트 Siemens Integrity Initiative는

한국의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선정함. 
* 총 3년(2015.3-2018.3) 9억원 규모 계약 완료 
* 1차년도 산업별 협회, 2차년도 지자체·지역상의, 3차년도 주한외국대사관·외국상의 협력 예정

○ 주최: (사)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사)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UN의 기업 인권·노동·환경·반부패 증진 협회. 전체 회원 280개 보유.
*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CSR 연구소 성격의 사단법인.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2. 기대효과

○ 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 부응 
○ 정부부처와 민관협력을 통해 준법·윤리경영 분야 교류 확대
○ 산업별 특성을 살린 기업 회원사 대상 교육 및 자가진단 지원 서비스 강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협회의 준법·윤리경영 증진 노력을 UN 및 CSR 관련 국제기관, 언론사 대상 국내외 홍보 

1차년도 (2015)

산업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등의 산업협회와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 기업회원사들의 ·윤리경영 인식을 제고

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

*참여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도협회 등

2차년도 (2016)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6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 

*참여 지역 : 광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서울 예정

3차년도 (2017) 

국가

주요 7개국의 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가 기업들 간의 공동노력을 증진함으로써, 

한국 기업환경에서의 반부패 글로벌 스탠다드, 주요 해외 

진출국에서  한국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참여 국가 : 영국,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3. Project Cycles 

첨부 1: 페어플레이어클럽(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소개



첨부 2: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서

    페어플레이(Fair Play) 서약서 

페어플레이 원칙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장려한다

기업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반부패 리스크 관리에 노력한다

기업 임직원들의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기업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기업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공동노력 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 시: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

○ 장 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연회장

○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외 7개 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포함)

○ 주 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정부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 참가자: 7개 산업협회 + 70개 반부패 서약 기업 대표/실무자 및 정부 유관부처 (약 150명)

○ 기 타: 한영 동시통역 제공

○ 기대효과: 한국 주요 7개 산업의 반부패 증진 노력을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선포함으로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및 민간 노력 대국민 홍보

유엔, CSR 관련 국제 기관에 홍보 예정 

○ 세부 일정 案  

첨부 3: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 (국제포럼) 案 

시간 분류 세부내용

11:00-11:20 (20‘) 축사

- 국무총리실 

- 산업통산자원부

- 국민권익위원회

- 지멘스 (후원기관)

11:20-11:25 (5‘) 단체 촬영 - 서약 기업 대표 단체사진

11:25-11:35 (10‘) FPC 소개
- 1차년도 주요 성과 발표 

- 2차년도(지역별) 및 3차년도(국가별) 사업 소개

11:35-12:15 (40‘) 특별강연

“부패 리스크와 반부패의 기회, 

 기업의 자발적 규제의 중요성”

- 프랑소와 빈케 ICC(국제상공회의소) 

  기업책임과 반부패 위원회 부위원장

12:15-12:30 (15‘)

페어플레이

(Fair Play)

반부패 서약식

- 각 산업협회 대표자 기념사

12:30-13:30 (60‘) 오찬 - 오찬 및 환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