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가치, 천만 서울복지의 시작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 서울사회공헌포럼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 포럼> 참석 안내

1.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귀 사 및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의회 서울사회공헌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임팩트 파트너
십 구축에 대해 사회공헌 담당자 정보공유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책임 이행의 각 영역별 방향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많은 참
가 신청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2021 서울사회공헌포럼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 포럼>
나. 일시 : 2021. 12. 8. (수) 14:30~17:00
다. 장소 : 비대면 / 유튜브 생중계
라. 대상 : 서울지역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일반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 주제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의 영역별 방향성”
※ 세부일정 붙임 참조
바. 주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사. 참가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wz6Q85evaWfEu7CD8)
아. 참가비 : 무료
자. 문의 : 서울사회공헌센터 황수빈 대리, 이단비 주임 (☎02-2021-1762~3)
붙임. 1. 행사개요 1부.
2. 행사포스터 1부. 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수신자 : 신한카드 외 300곳 (사회공헌, CSR, ESG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1,000곳

★담당

이단비

협조자

황수빈

시행 사회공헌센터 - 558

센터장 이인규

전결

사무총장 전명수

(2021. 11. 10.)

우 041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접수 (2021.

.

/ www.s-win.or.kr

전화번호 (02)2021-1763 팩스번호 (02)771-3357 / ldb0901@s-win.kr / 공개

.)

「2021 서울사회공헌포럼 -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 포럼」

○ 사업명: 2021 서울사회공헌포럼 -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 포럼
○ 일시: 2021. 12. 8.(수) 14:30~17:00
○ 장소: 비대면 / 유튜브 생중계
○ 대상: 서울지역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일반 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참가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wz6Q85evaWfEu7CD8)
○ 주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의 영역별 방향성”
○ 일정

시간

내용

※진행: CSRIMPACT 서명지 대표

진행 및 발표

14:30~14:40 행사 안내 및 인사
[축사1]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14:40~15:0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축사2]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민관 협업 노력
정수용 실장
15:00~15:30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의 현재와 미래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 소장
LG전자 CSR팀
15:30~16:00 LG전자 ESG경영 추진현황 및 사례
신용섭 선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00~16:30 복지영역에서의 CSR
사회공헌센터
우용호 소장
16:30~17:00 Q&A 및 토론
전체

○ 강사 및 사례 발표자 프로필 (발표순)
연번 성명

소속 및 직급

1

서명지

CSR Impact 대표

2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신용섭

4

우용호

LG전자 대외협력담당
CSR팀 선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

주요경력

CSR IMPACT 대표
해양환경공단 고문
現 윤리준법경영인증원 원장
現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명지대
겸임교수
前 LG전자 CSR팀 팀장
現 LG전자 ESG/CSR 담당
前 LG전자 마케팅/영업팀
前삼성그룹 사회봉사단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위원
정부 및 대학, 기업 등 사회공헌 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