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2000년 7월 발족 이래, 전 세계 161개국 13,000여개 회원(9,700여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활동에서 10대 원칙을 주류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Youth CSR 컨퍼런스(2012년 세종대, 2014년 경희대, 2016년 연세대)는

국내 최대의 대학생 CSR 참여 플랫폼으로, 본 컨퍼런스를 통해 주요 CSR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토)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SDGs Generation: Youth Signal for Sustainable Future”의 주제로

제4회 Youth CSR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 사 개 요

 일 시 : 2018년 11월 3일 (토) 09:30~18:00

 장 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경영관

시간 프로그램

09:00 – 09:30 30’ 등록

09:30 – 09:35 5’
개회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35 – 09:38 3’
환영사

-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09:38 – 09:45 7’

축사 (영상 메시지)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09:45 – 10:15 30’
특별 강연 1

- 오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前 유엔대사

10:15 – 10:20 5’ 포토 타임

10:20 – 12:00 100’

비즈니스 리더와의 대화 (좌장: ABC뉴스 조주희 지국장)

-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

- CJ대한통운 정태영 부사장

- MYSC 김정태 대표

- 위누 허미호 대표

12:00 – 13:30 90’ 점심 및 분과세션장 (경영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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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프 로 그 램



오 후 프 로 그 램

시간 프로그램

13:30 – 15:10 100’

분과세션 1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와 기업

－ 좌 장: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도년 교수

－ 연 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효숙 팀장

－ LH 미래혁신실 사회적가치추진단 문호길 차장

－ 패 널: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강혁 국장

민달팽이유니온 이한솔 사무처장

－ 학생패널: 고려대학교 김재현, 고려대학교 박세원

분과세션 2  4차 산업혁명과 기업 지속가능성

－ 좌 장: 인하대학교 철학과 고인석 교수

－ 연 사: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이미향 상무

카카오 그라운드X 이종건 이사

－ 패 널: WFP(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최수아 민관협력담당관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 학생패널: 서울대학교 이영송, 연세대학교 권여진

분과세션 3 비즈니스를 통한 소셜 임팩트

－ 좌 장: 카이스트 경영대학 조성주 교수

－ 연 사: 롯데지주 사회공헌위원회 오성수 상무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

－ 패 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닷(dot) 최아름 팀장

－ 학생패널: 연세대학교 이다연, 중앙대학교 안예진

분과세션 4 기업의 기후행동 전략

－ 좌 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 연 사: WWF(세계자연기금) 이정미 국장

DGB금융지주 경제연구소 김희락 부소장

－ 패 널: LG전자 에너지·시설팀 이영우 선임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

－ 학생패널: 서울대학교 서정은, 경희대학교 구희원

분과세션 5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경영교육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세션) 

－ 환영사: 엄영호 학장

－ YSB 프로그램 소개: 허대식 부학장

－ 사례발표: 가난안농군학교 경영개선/소셜임팩트 측정/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전문가 토론: 안신기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센터장

15:10 – 15:30 20’ 휴식 (경영관 → 백주년기념관 이동)

15:30 – 16:00 30’
특별 강연 2

- 박재민 배우, 평창동계올림픽 해설위원

16:00 – 16:50 50’ CSR 전략제안 공모전 최우수상 발표 / 심사평 및 시상식

16:50 – 17:00 10’ 제4회 Y-CSR 컨퍼런스 결과 매니페스토 채택 및 낭독

17:00 – 17:30 30’ 공연 및 경품 추첨

17: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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