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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Sogang-Deloitte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Forum 

기업윤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2015. 8. 26 | Grand Hyatt Seoul, Korea 

 

안녕하십니까? 

 

‘제 2회 서강-딜로이트 국제 기업윤리 포럼’이 오는 8월 26일(수), Grand Hyatt Hotel 에서 기업윤리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 Santa Clara University의 Kirk Hanson교수를 모시고 [기업윤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윤리적 행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기업윤리 확산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포럼개요 

일 시 2015년 8월 26일 (수) 15:00 ~ 19:00 

장 소 Grand Hyatt Hotel 남산 III룸 

 



주 최 서강대학교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내 용 발 표 자 

15:00~15:10 환영사 
박영석 소장,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15:10~15:20 축사 
함종호 총괄대표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15:20~17:00 

주제발표 :  

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제도적 장치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tructures 
common in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to manage ethical behavior 

 임직원 윤리 행동 강화를 위한 미국/유럽 기업내  

규정 및 프로그램 

 최고 경영자, 임원, 직원의 윤리적 역할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업윤리 발전 과정 

Kirk Hanson, PhD  

Professor & Executive Director,   

Markkula Center for Applied Ethics at Santa 
Clara University 

17:00~18:00 

패널토의 및 Q&A :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의 윤리적 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 논의 
 

Ethical Culture in the Korean business? 

좌장: 전성빈 교수, 서강대학교 

이병남 원장, LG 인화원 

최동석 박사,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이정인 부대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Kirk Hanson 교수, Santa Clara Univ. 

18:00~19:00 저녁식사 
 

   

본 포럼은 한-영,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및 문의 

참 가 비 무 료 

접수기간 2015년 7월 28일(화) ~ 2015년 8월 14일(금) / 선착순 마감 

신   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사전 등록 필수) 

문 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최미화 대리   02-6676-1942     mihchoi@deloitte.com 
  

 

 

https://ko.surveymonkey.com/r/TG2F5DK
https://ko.surveymonkey.com/r/TG2F5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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