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 로 그 램 개 요

[인권경영국제연수 -제네바·파리]

• 일시 : 2018년 11월 24일(토) ~ 12월 1일(토) (7박8일)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프랑스 파리

• 참가대상 : 인권경영에관심 있는 국내공기업과민간기업및 연구기관관계자약 20-30명

• 주최/주관 : 한국인권학회 https://www.kahrs2017.org/

• 협력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 참가비 : 550만원 (변동 가능) * 비행기표, 숙박비, 교육비 등 포함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0일까지 (선착순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 https://goo.gl/forms/W1ZsP2x2E4kNumLy2

※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참가자이름, 기관(기업)명, 직책, 연락처를 gckorea@globalcompact.kr로 송부

[인권경영교육프로그램및 OT]

• 일시 :  1차 10월 26일(금) 중강의실 /  2차 11월 16일(금)  대강의실

• 장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67  플립사이드

• 교육참가비 : 5만원

문 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  gckorea@globalcompact.kr |  www.unglobalcompact.kr

인권경영국제연수및
인권경영교육프로그램참가자모집

교육프로그램 : 2018. 10. 26 (금)  / 11. 16 (금)   서울
국제연수 : 2018. 11. 24 (토) ~ 12.1 (토)   제네바·파리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이해 및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인권 경영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인권학회가 주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협력하는본 프로그램은 연수생은 11월 26-28일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글로벌 포럼’에 참가하고, 파리에 위치한
OECD 한국대표부와 OECD 내 기업책임경영(RBC) 관계자를 만나 기업과 인권 정책 및 동향에 대한 대화
를 나누는 기회를갖습니다.

10월 26일(금)과 11월 16일(금) 연수생과 인권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실무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교육및오리엔테이션이각각 진행될예정입니다.

많은관심과 참여바랍니다.

https://www.kahrs2017.org/
https://goo.gl/forms/W1ZsP2x2E4kNumLy2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내용

1일차 11월 24일 (토) 인천 –제네바
 인천 출발

 제네바도착

2일차 11월 25일 (일) 제네바  오리엔테이션

3일차 11월 26일 (월) 제네바  오리엔테이션

 제7회 UN 기업과인권 포럼참석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방문

 주 UN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방문

4일차 11월 27일 (화) 제네바

5일차 11월 28일 (수) 제네바

6일차 11월 29일 (목) 제네바 – 파리  파리로 이동

7일차 11월 30일 (금) 파리

 OECD 본부방문

 OECD 대한민국대표부 방문

 민간기업방문

8일차 12월 1일 (토) 파리 – 인천
 파리 출발

 인천 도착

시간 프로그램내용

1:30 - 2:00 등록

2:00 - 2:50
인권경영 개념및 국내외동향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2:50 - 3:00 휴식

3:00 - 3:5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및사회적 가치 추진방향

- 이은경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책임연구원

3:50 - 4:00 휴식

4:00 – 5:00
인권경영 매뉴얼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5:00 - 5:30 국제연수참가자오리엔테이션

인권경영교육프로그램 –서울

일시:   1차 2018. 10. 26 (금) 중강의실 /  2차 2018. 11. 16 (금) 대강의실

장소: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67  플립사이드

인권경영국제연수-제네바·파리

2018. 11. 24 (토) ~ 12.1 (토)

- 참석대상 : 인권경영국제연수참가자, 인권경영에관심 있는 기업 실무자및인권경영교육/컨설팅관계자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후 참가비입금 (우리은행 1005-603-275192 , 한국인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