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개 요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9:30 ~ 18:00

장 소 |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주 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

후 원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한국국제교류재단(KF)  

주 제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는 2009년부터 한중일 UNGC 회원들 간 CSR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SDGs for Business: Challenges or Opportunities?>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를 조명합니다.

전세계의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없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한중일 기업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고 급격한 기술변화

시대에서 기업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SDGs 이행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논하고, 삶의 양식은 물론 사회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기업 및 학계, 청년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중일 기업들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해법을 논하는 본 컨퍼런스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DGs for Business: Challenges or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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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09:30 – 09:35 
환영사

-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

09:35 – 09:40 

개회사

- Goto Toshihiko, Board member, Global Compact Network Japan

- Liu Peng, Deputy Director-General, China Enterprise Confederation

09:40 – 09:50 

축 사

- 조현 외교부 차관

- 이종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09:50 – 09:55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10주년 세레모니

09:55 – 10:20
기조연설 1: SDG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10:20 – 10:30
기조연설 2: 기업들의 SDG 이행을 돕는 Philanthropy의 역할 – United Way의 경험 중심

- Brian A. Gallagher, President & CEO, United Way Worldwide

10:30 – 10:50
기조연설 3: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10:50 – 12:30

기업세션 1: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비즈니스 솔루션

한∙중∙일 기업발표

- 한종희 CJ 대한통운 상무

- Wu Nianbo, President of Suzhou Good-ark Electronics Co., Ltd.

- Masataka Nagoshi, Manager of Climate Change & Sustainability Services, Ernst & Young ShinNihon

질의 응답 및 패널 토론 (좌장: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2:30 – 13:30 오 찬 (한∙중∙일 학생대표단 제작 영상 상영: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13:30 – 15:15 

기업세션 2: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하는 비즈니스 혁신과 기업 지속가능성

한∙중∙일 기업발표

- 문성욱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상무

- Johnny Kwan, Founder & Chairman of Bee Associates Management Consulting Co. Ltd.  /   

Former Senior Vice-President of BASF China  

- Kanako Murakami, Deputy Manager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ept., Sompo Holdings 

질의 응답 및 패널 토론 (좌장: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15:15 – 15:30 커피 브레이크

15:30 – 16:30 

한∙중∙일의 SDGs 이행 노력

- 양수길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Korea) 회장

- 고광덕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경제부장

- Zhao Guowei, Law Consultant of Global Compact Network China

- Tsuneo Oba, Executive Director of Global Compact Network Japan

-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질의 응답 및 토론 (좌장: Xuanwei Cao, Professor, Xi’an Jiaotong-Liverpool University)

16:30 – 17:30 

청년세션: 동아시아 내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 한∙중∙일 학생 대표단 발표

질의 응답 및 토론 (좌장: Mari Iizuk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shisha University)

17:30

폐 회

-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 Akio Nomura, Board Member, Global Compact Network Japan

- Han Bin, Executive Secretary General, Global Compact Network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