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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상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2016
년 9월 20일(화)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
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고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의 2차년도 두 번째 세미나로, 부
산시 산하 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
영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반부패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부패 리
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자리이다. 페어플레이어클럽 2차
년도 첫 번째 세미나는 서울시와 2016년 7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성공적으로 공동주최한 바 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시장 경쟁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를 추구
하는 정부 및 기업들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5년부터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후원으로 3년
동안 1차년도(산업), 2차년도(지역), 3차년도(국가) 특성을 살린 교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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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문, 반부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1차년도(산업)는 한국철도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와 협력하여 산업별 특성을 살린 준법윤리경영 세미나를 통해 업종별
우수기업 사례 공유 및 교재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각 업종 기업들
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 바 있다.
2차년도(지역)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서 전
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윤리경영 중요성
을 전파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정경진 부시장은 “기업윤리는 올바른 경영활동의 기반으
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
다”고 행사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은 “준법•윤리경영은 이
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자체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
이 협력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페어플레
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이 중요한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차년도(국가)는 유럽 및 아시아 대사관과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가 기업들 간의 공동노력을 증진하여 한국 기
업환경에서 반부패 글로벌 스탠다드 및 주요 해외 진출국에서 한국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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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재 기업 대상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 일 시: 2016년 9월 20일 (화) 13:30~17:00
○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GCNK)
○ 주 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CEF)
○ 후 원: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 세부내용
시간

프로그램

13:30-13:35 (5‘)

개회사 - 부산광역시 정경진 부시장

13:35-13:40 (5’)

환영사 -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상근부회장

13:40-14:10 (30’)

14:10-14:40 (30’)
14:40-15:10 (30’)
15:10-15:30 (20’)
15:30-16:00 (30’)

16:00-16:30 (30’)

16:30-16:50 (20’)
16:50-16:55 (5’)
16:55-17:00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반부패 국제 동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
청탁금지법 소개 및 국내기업 대응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의 청렴윤리경영
- 부산광역시 유재기 소장
휴식/네트워킹
부패 리스크와 기회, 기업 대응(ICC활동 소개)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정호 선임연구원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기업사례발표)
- 태광실업 이정현 이사
페어플레이어클럽(FPC) 및 반부패 서약 안내
-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표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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