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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정부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의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향후 15년 간 글로벌 의제를 형성할 SDGs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유엔과 기업을 잇는 가교로서,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선도 기업들이 UNGC와 협력을 기반으로 빈곤, 보건, 교육, 기후변화 및 환경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SDGs를 

기업 전략에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자사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을 초대해,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의 의미와 UNGC와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통찰을 공유하는 본 조찬 간담회에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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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동건 회장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 대응방안” 

- Lise Kingo, UNGC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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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 킹고(Lise Kingo) 연 사 소 개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리더십,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으로 

2015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앞서 킹고 사무총장은 12년간 노보 노디스크 본사에서

COS(Chief of Staff)와 부사장(Executive Vice-President)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들 및 내부 

임직원들과의 협력 아래 기업 전략에 지속가능성을 결합시키고,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주도하였습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에서 종교 및 고대 그리스 문화, 코펜하겐 경영 대학에서 마케팅 경제학을 전공한 

킹고 사무총장은 영국 배스대학교에서 책임경영(Responsibility and Business Practice)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스 경영대학 인시아드에서 국제디렉터 프로그램(International Directors Programme)을 이수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조찬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