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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Media Headline URL 

1 9/12 조선일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A35 

2 9/12 서울신문 UNGC 명예회장 반기문 前총장 p.27

3 9/11 서울신문 UNGC 명예회장 반기문 前총장

http://www.seoul.
co.kr/news/news
View.php?id=201
70912027019&wl
og_tag3=naver

4 9/12 한겨레 9월 12일 동정 p19

5 9/11 한겨레 9월 12일 동정
http://www.hani.c
o.kr/arti/society/n
go/810591.html

6 9/12 문화일보 UNGC 한국협회 명예 회장 p.29

7 9/12 문화일보 UNGC 한국협회 명예 회장

http://www.munh
wa.com/news/vie
w.html?no=2017
09120107294200

0005

8 9/11 매일경제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http://news.mk.c
o.kr/newsRead.ph
p?sc=30000017&
year=2017&no=6
09552

9 9/11 한국경제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http://news.hanky
ung.com/article/2
01709115435Y

Coverage list



No. Date Media Headline URL 

10 9/11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UNGC 한국협

회 명예회장 위촉

http://www.yonh
apnews.co.kr/pho
tos/1990000000.
html?cid=PYH201
70911367600013
&input=1196m

11 9/11 연합뉴스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

예회장 위촉

http://www.yonh
apnews.co.kr/bull
etin/2017/09/11/
0200000000AKR2
01709111248000
03.HTML?input=1

195m

12 9/11 뉴스토마토
(사회책임)창립 10주년 맞은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http://www.newst
omato.com/Read
News.aspx?no=7
76577

13 9/11 Acrofan
UNGC 한국협회, 기업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 활동 10년 돌아보는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개최

http://www.acrof
an.com/ko-
kr/detail.php?nu
mber=62629&thr
ead=AC01

14 9/12 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
대상' 수상

http://www.yonh
apnews.co.kr/pho
tos/1990000000.
html?cid=PYH201
70912089600013
&input=1196m

15 9/12 뉴시스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시상식

http://www.newsi
s.com/view/?id=
NISI20170912_00
13373085

16 9/12 뉴시스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
상 수상

http://www.newsi
s.com/view/?id=
NISI20170912_00
13373081

Coverage list



No. Date Media Headline URL 

17 9/12 중앙일보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시상식
http://news.joins.
com/article/2192

7884

18 9/12 매일경제
'유엔 눈 높이 부합' 한국공항공사, 유엔글
로벌콤팩트 가치 대상 수상

http://news.mk.c
o.kr/newsRead.ph
p?year=2017&no
=611591

19 9/12 천지일보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치대상 수상

http://www.news
cj.com/news/artic
leView.html?idxn
o=449333

20 9/12 매일일보 공항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http://www.m-
i.kr/news/articleVi
ew.html?idxno=3
42165

21 9/12 일요신문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치대상 수상

http://ilyo.co.kr/?
ac=article_view&
entry_id=268748

22 9/12 뉴시스
[소식]한국인권재단,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http://www.newsi
s.com/view/?id=
NISX20170912_0
000093307&cID=
10201&pID=1020
0#

23 9/12 브릿지경제
[브릿지포토]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
라) ,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http://www.viva1
00.com/main/vie
w.php?key=2017
0912010004297

24 9/12 뉴시스
DGB금융, '2017 UNGC Value Awards' 지
속가능금융상 수상

http://www.newsi
s.com/view/?id=
NISX20170912_0
000093440&cID=
10810&pID=1080
0

25 9/12
파이낸셜뉴

스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
가능금융상' 수상

http://www.fnnew
s.com/news/2017
09121531059854

Cover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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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12 KNS 뉴스
DGB금융그룹, ‘Sustainable Finance’ 상
수상

http://www.kns.tv
/news/articleView
.html?idxno=352
689

27 9/12 경북신문
DGB금융，`UNGC 밸류 어워드`지속가능
금융상

http://www.kbsm.
net/default/index
_view_page.php?i
dx=185852

28 9/12 대구일보 DGB금융그룹, UNGC ‘지속가능금융상’
http://www.idaeg
u.com/?c=5&uid
=370390

29 9/12 일요신문 DGB금융, 'UNGC,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http://ilyo.co.kr/?
ac=article_view&
entry_id=268927

30 9/12
아시아뉴스

통신
DGB금융그룹, UNGC 가치대상 '지속가능
금융' 수상

http://www.anew
sa.com/detail.php
?number=121886
4&thread=10r02

31 9/12 국제뉴스
DGB금융그룹, 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 상 수상

http://www.gukje
news.com/news/a
rticleView.html?id
xno=782158

32 9/12 NSP 통신
DGB금융그룹, 2017 UNGC Value Awards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http://www.nspna
.com/news/?mod
e=view&newsid=

240626

33 9/12 헤럴드경제
성남도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참가

http://news.heral
dcorp.com/view.p
hp?ud=20170912
001010



Cover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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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12 이데일리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가

http://www.edaily
.co.kr/news/News
Read.edy?SCD=J
G71&newsid=03
87696661605946
4&DCD=A00707
&OutLnkChk=Y

35 9/13 기호일보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석 지지서약

http://www.kihoil
bo.co.kr/?mod=n
ews&act=articleV
iew&idxno=7155
79

36 9/12 경기일보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참가

http://www.kyeon
ggi.com/?mod=n
ews&act=articleV
iew&idxno=1393
628

37 9/13 중도일보
성남도개공,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참가

http://www.joong
do.co.kr/main/vie
w.php?key=2017
0913010002275

38 9/12 뉴스팟
성남도시개발공사, SDGs 목표달성을 위
한 지지 서약

http://www.today
sn.com/sub_read.
html?uid=14737
&section=sc1&se
ction2=%EC%82
%AC%ED%9A%8
C

39 9/12 메트로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UN 친선대사 위촉

http://www.metro
seoul.co.kr/news/
newsview?newsc
d=201709120010
2#cb

40 9/12 스포츠서울
임형주 한국인 최초로 'UN글로벌컴팩트
(UNGC)' 친선대사 위촉

http://www.sport
sseoul.com/news
/read/550627#csi
dx1b7b5a1b6240
f22b6ad9ab765d
00485 



Coverage list

No. Date Media Headline URL 

41 9/12
한국스포츠

경제
임형주, 韓 최초 UNGC 친선대사 위촉 [공
식]

http://www.sporb
iz.co.kr/news/arti
cleView.html?idxn
o=144385

42 9/12 스포츠동아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유엔 친선대사 위
촉…글로벌 선행스타 위상 입증 [공식]

http://sports.don
ga.com/3/all/201
70912/86280492/
2

43 9/12 스포츠동아
임형주, UN 친선대사 위촉…글로벌 선행
스타 위상 입증

http://sports.don
ga.com/3/all/201
70912/86283992/
1

44 9/12
스포츠투데

이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유엔 친선대사 위
촉 '2관왕 달성'

http://stoo.asiae.
co.kr/news/view.h
tm?idxno=20170
91217292989718

45 9/12 시사플러스
임형주 한국인 최초 'UN글로벌컴팩트
(UNGC)' 친선대사 위촉

http://www.sisapl
usnews.com/new
s/articleView.html
?idxno=18646

46 9/12 인터뷰365
팝페라테너 임형주, UN 친선대사 위촉…'
글로벌 선행스타'

http://www.interv
iew365.com/news
/77829

47 9/12 스타한국
임형주, UN글로벌컴팩트 친선대사 위촉 '
한국인 최초'

http://star.hanko
okilbo.com/#!/ho
me/SVCPost_346
271869460480/d
etail



Coverage list

No. Date Media Headline URL 

48 9/12 뉴데일리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유엔 친선대사 위
촉 '한국인 최초'

http://www.newd
aily.co.kr/news/ar
ticle.html?no=35
5858

49 9/12 텐아시아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UN 친선대사 위촉
…’글로벌 선행스타’ 위상 입증

http://tenasia.han
kyung.com/archiv
es/1292703

50 9/13 프라임경제
DGB금융그룹 '2017 UNGC 가치대상'서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http://www.news
prime.co.kr/news/
article.html?no=3

87963

51 9/13 데일리안
DGB금융그룹, 2017 UNGC Value Awards
에서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http://www.dailia
n.co.kr/news/view
/660855/?sc=nav

e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조선일보 / 09/12  A35



UNGC 명예회장 반기문 前총장

서울신문 / 09/12  p.27



UNGC 명예회장 반기문 前총장

서울신문 / 09/12 22:44  



9월 12일 동정

한겨레 / 09/12  p. 19



9월 12일 동정

한겨레 / 09/11  21:31



UNGC 한국협회 명예 회장

문화일보 / 09/12  p.19



UNGC 한국협회 명예 회장

문화일보 / 09/12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매일경제/ 09/11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한국경제/ 09/11 15:2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연합뉴스 / 09/11  23:17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연합뉴스 / 09/11  15:19



(사회책임)창립 10주년 맞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토마토뉴스/ 09/11  08:00



UNGC 한국협회, 기업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 활동 10년
돌아보는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개최

아크로팬 / 09/11  16:00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 대상' 수상

연합뉴스 / 09/12  09:51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시상식

뉴시스 / 09/12  11:34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뉴시스 / 09/12  11:34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시상식

중앙일보/ 09/12 11:34 



'유엔 눈 높이 부합'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
대상 수상

매일경제 / 09/12  10:58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치대상 수상

천지일보/ 09/12  15:08



공항公, SDGs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매일일보/ 09/12 11:55 



한국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치대상 수상

일요신문 / 09/12  10:28



[소식]한국인권재단,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뉴시스/ 09/12 17:28 



[브릿지 포토]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라), UNGC(유엔글로벌콤
팩트 가치대상 수상)

브릿지경제/ 09/12  10:34



DGB금융, '2017 UNGC Value Awards'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뉴시스/ 09/12 16:22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9/12 15:35 



DGB금융그룹, ‘Sustainable Finance’ 상 수상

KNS 뉴스/ 09/12 15:03 



DGB금융，`UNGC 밸류 어워드`지속가능금융상

경북신문 / 09/12



DGB금융그룹, UNGC ‘지속가능금융상’

대구일보 / 09/12



DGB금융, 'UNGC,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일요신문 / 09/12



DGB금융그룹, UNGC 가치대상 '지속가능금융' 수상

아시아뉴스통신 / 09/12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국제뉴스/ 09/12 15:35 



DGB금융그룹, 2017 UNGC Value Awards ‘지속가능금융
상' 수상

NSP통신 / 09/12



성남도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참가

헤럴드경제 / 09/12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가

이데일리/ 09/12 17:14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석 지지
서약

기호일보 / 09/13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참가

경기일보 / 09/12 14:08



성남도개공,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참가

중도일보 / 09/13



성남도시개발공사,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지지 서약

뉴스팟/ 09/12 11:55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UN 친선대사 위촉

메트로/ 09/12 16:55



임형주 한국인 최초로 'UN글로벌컴팩트(UNGC)' 친선대사
위촉

스포츠서울 / 09/12 12:00



임형주, 韓 최초 UNGC 친선대사 위촉 [공식]

한국스포츠경제 / 09/12 11:56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유엔 친선대사 위촉…글로벌 선행
스타 위상 입증 [공식]

스포츠동아 / 09/12 08:35 



임형주, UN 친선대사 위촉…글로벌 선행스타 위상 입증

스포츠동아/ 09/12 11:15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유엔 친선대사 위촉 '2관왕 달성'

스포츠투데이/ 09/12 18:06



임형주 한국인 최초 'UN글로벌컴팩트(UNGC)' 친선대사
위촉

시사플러스/ 09/12 13:09



팝페라테너 임형주, UN 친선대사 위촉…'글로벌 선행스타'

인터뷰365 / 09/12



임형주, UN글로벌컴팩트 친선대사 위촉 '한국인 최초'

스타한국/ 09/12 15:34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유엔 친선대사 위촉 '한국인 최초'

뉴데일리/ 09/12 11:40 



임형주, 유네스코 이어 UN 친선대사 위촉…’글로벌 선행스타’ 위상
입증

텐아시아/ 09/12 11:55 



DGB금융그룹 '2017 UNGC 가치대상'서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프라임경제/ 09/13



DGB금융그룹, 2017 UNGC Value Awards에서 지속가능금
융상 수상

데일리안/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