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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OP워크숍 일정  

1. 일시: 2009년 7월 16일 09:00 ~ 18:00 
 
 

2.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3. 일정: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08:30~09:00 등록 

09:00 ~ 09:40 

1.    인사말 및 COP 소개 

 UNGC 회원 현황 

 COP의 중요성  

 2009 COP 정책 변동 사항 

 COP 를 통한 기업 가치 창출  

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09:40 ~ 10:00 

2.    COP 상세 설명 

 COP 구성  

 유예기간 

 COP 등재 절차 

UNGC 한국협회 

이준석 팀장 

10:00 ~ 10:30 
3-1.   사례 발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LG화학) 

LG화학  

박인 부장 

10:30 ~ 10:50 
3-2.   사례 검토 1:  

외국기업 COP발표 (Novartis) 

UNGC 한국협회 

이준석 팀장 

10:50 ~ 11:00 휴식 

11:00 ~ 11:30 
3-3.  사례검토 2:  

국내기업 COP 발표 (하나은행)  

UNGC 한국협회 

이은경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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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2:00 
3-4. 사례 검토 3:  

국내기업 COP 발표 (놀부) 

한국생산성본부 

김동수 팀장 

12:00 ~ 12:20 4.   COP 한국 Template 발표  
UNGC 한국협회 

이준석 팀장 

12:20 ~ 13:30 점심 (식권 제공) 

13:30 ~ 14:30 

5. 인권/노동 COP 작성 

 설명 (10분) 

 조별 작성 (35분) 

 발표 (15분) 

 

14:30 ~ 15:30 

6. 환경 COP 작성 

  설명 (10분) 

 조별 작성 (35분) 

 발표 (15분)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7. 반부패 COP 작성 

 설명 (10분) 

 조별작성 (35분) 

 발표 (15분) 

 

16:40 ~ 17:40 

8. MDG COP작성 

 설명 (10분) 

 조별작성 (35분) 

 발표 (15분) 

 

17:40 ~ 18:00 9. Feedback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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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8:10 10. 맺음말  
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4. 배부자료:  

 자료집 (워크숍 발표자료, COP 한국 템플릿, 2009 Progress & Value 

워크숍 자료 번역본 등 포함) 

  “COP 실용지침서 (The Practical Guide to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 번역본 

 “COP 길라잡이 (Leading the Way)” 번역본 

 “GRI와 COP의 연계에 관한 가이드 (Making the Connection)” 번역본 

 설문지 

 

5. 참가비: 35,000원 

 은행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352-910006-53304 

 예금주: (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09년 7월 16일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참가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워크숍 참석 여부는 7월 13일까지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이메일(ungckorea@gmail.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ailto:ungc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