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프 로 그 램  

08:30 – 09:00 30’ 등  록  

09:00 – 09:30 30’ 

환 영 사   

  - Zhu Hongren, UNGC 중국협회 회장 

개 회 사   

  - Akio Nomura, UNGC 일본협회 이사 

  -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 

  - Han Mei,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축 사   

- Liu Meng, UNGC 아시아태평양 총괄 

09:30 – 09:35 5’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11주년 행사 기념촬영  

09:35 – 10:20 45’ 

협회세션: 한중일 3국의 SDGs 이행 현황 공유  

좌장: Yu Wu, 중국경제인연합회 Deputy Director-General  

 - 중국: Johnny Kwan, UNGC 중국협회 이사 

 - 일본: Tsuneo Oba, UNGC 일본협회 Executive Director 

 - 한국: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10:20 – 10:35 15’ 커피 브레이크 

10:35 – 12:15 100’ 

기업세션 1: 지역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좌장: Zhou Yiping, International Silk Road College,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학장 

  - 일본: Ryosuke Mizouchi, Kirin Holdings Company, Senior Executive Officer  

  - 한국: 강승성, 아모레퍼시픽  CSR팀 팀장 

  - 중국: QIZHENG Group 부회장 

12:30 – 13:30 60’ 오  찬  

13:30 – 15:10 100’ 

기업세션 2: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좌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 유웅환, SK텔레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센터장 

  - 중국: Ding Yuangang, BROAD Group 부회장 

  - 일본: Naoyuki Tsukamoto, COMANY INC., Managing Executive Officer,  

              Chief of Corporate Planning Headquarters 

15:10 – 16:50 95’ 

기업세션 3: 기후변화 해결 방안 모색 및 지역 개발 달성  

  - 중국: Yili Group 부회장 

  - 일본: Toyoaki Matsumura, Fujitsu Limited, Manager,  

              CS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 Responsible Business Unit 

  - 한국: 이승필, 유한킴벌리 환경경영워크그룹 팀장  

16:50 – 18:00 70’ 
학생세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및 대중 인식 제고 방안  

 한중일 학생 대표단 발표 

18:00 폐 회 사  

18:15 – 20:30 135’ 저녁 만찬 

시 간  프 로 그 램  

전  일  Youth Program 

18:30 – 21:00 150’ 
환영 만찬  

  - 한중일 연사 및 대표단 참석 

시 간  프 로 그 램  

09:00 – 11:30 150’ 
기업 방문 및 현장 견학 
The Global Supply Chain Innovation Cooperation Demonstration Park 

11:30 – 12:30 60’ 점심 식사 

12:30 – 16:30 240’ 
현장 견학(선택사항) 
대명호수 

제1일 – 8월 20일(화) 

제2일 – 8월 21일(수) 

제3일 – 8월 22일(목) 

제11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The 11th China-Japan-Korea Roundtable Conference 

일시: 2019년 8월 20(화) – 8월 22일(목)  

장소: 중국 제남시 Jinan Inzone Royal Plaza Hotel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  |  주관: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후원: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는 2009년부터 한·중·일 UNGC 회원들 간 CSR/SDGs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UNGC 3국 네트워크의 활동을 공유하고, 각국 회원사의 사례 발표를 통해  

UNGC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대표단의 교류 및 토론을 통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를 주제로 중국 제남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