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부터 유니레버 CEO 를 역임한 폴 폴먼(Paul Polman)은 유니레버     

이전에 네슬레와 P&G에 약 26년 간 몸담았습니다. 그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부의장,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세계경제포럼 국제비즈니스 부문 멤버,   

국제소비재포럼 부위원장, 前 WBCSD 의장  등을 맡았으며, 미국 신시내티  

대학과 네덜란드 흐로닝겐 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지난 4월, 폴 폴먼(Paul Polman) 유니레버 CEO가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싞임 부의장에 선임되었습니다. 

2012년, 반기문 젂 유엔사무총장에게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26명의 고위급 패널 

중 유일한 기업인인 폴 폴먼은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인정받아 왔으며,  

SDGs 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폴 폴만은 2016년부터 젂세계 17명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UN SDG Advocacy Group의 일원으로 임명되어 

SDGs 달성을 촉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세계경제포럼(WEP) 국제비즈니스 부문 멤버, 국제소비재포럼 부위원장         

前 WBCSD 의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폴 폴먼의 리더십 하에 유니레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CSR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SDGs 달성을 위한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지속가능발젂기업협의회는 오는 9월 7일 폴 폴먼 유니레버 CEO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을 모시고 유니레버의 지속가능성과 SDGs 달성 노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CSR 리더와의 대화의 기회가 될 이번 조찬간담회에            

우리 기업 대표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  사  개  요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7:30 – 9:00 

장     소: 웨스틴조선 오키드룸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참     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KBCSD 회원사 CEO 및 임원     * Invitation Only 

  

               

프  로  그  램 

연  사  소  개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폴 폴먼 유니레버 CEO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7:30-9:00   

웨스틴조선 오키드룸 

“유니레버의 지속가능성과 SDGs 달성 노력” 

시  간  프 로 그 램  

07:00 – 07:30(30’)  등     록  

07:30 – 08:00(30’)  조     찬 

08:00 - 08:10 (10’) 

 환영사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허명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08:10 - 08:40 (30’) 
 발표  

 폴 폴먼 유니레버 CEO,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08:40 - 09:00 (20’)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