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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자살 방지 캠페인 흐지부지, 사회적 가치 제대로 측정 못한 까닭

146p임팩트 측정 방법론

재생가능에너지, 이젠 기업 생존을 좌우 

4p에너지 전략

기후 리스크 건전성 감독에 대비하라

33pESG 기후금융 시대의 기업 전략

다름을 재능으로 승화한 ‘포용적 고용’ 모범, 자폐인 능력 살려 사업과 미션 둘 다 잡다

62pDBR Case Study: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스타트업 ‘테스트웍스’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구호 이젠 옛말, 소비자-지역사회 이해관계도 고려를

94p코로나19 계기로 이사회 역할과 책임론 강화

청정 자산 확보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11p글로벌 기후변화 시장 움직임과 한국 기업들의 전략

의류업체의 이색 캠페인 “멸종을 마주하다”

빠른 길보다 지구와 함께 가는 길 택하다

42pDBR Case Study: 파타고니아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이익 쥐어짜기는 지속가능성 없어, 전략적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얻어라

81pNon-Market Strategy

“ESG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 기후변화 문제, 사외이사들이 관심 가져야”

105pInterview: 원신보 블랙록 투자 스튜어드십팀 본부장

의도가 선하다고 임팩트 있을까?, 5단계 변화이론으로 측정해보라

129p임팩트 측정 프레임워크

에너지 관리도, 삼림 훼손 감시도 AI로, “효율 높이고 비용 줄여라” 혁신 전쟁

23p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인권 경영, 이젠 비즈니스 경쟁력의 척도

59p유엔 SDGs에서 배우는 기업 전략

지속가능성 중심의 혁신 성공하려면…

88pMIT Sloan Management Review

ESG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 지표 아냐, 새 기회 창출할 성장 동력으로 삼아라

115p전대미문의 위기, ESG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라

“지속가능성 전략은 선언 후 방법 찾는 것, 조건 모두 갖춘 후에 하려면 주도권 놓쳐”

137pInterview: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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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기업의 중국 견제? 자본주의 한계 수습? ESG 효과와 필요성 다시보기

117p

127p
 ESG  ESG연구회 × DBR 공동 기획 - 2021년, 왜 ESG인가?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발전’이 아니다 
4p

Issue Highlight : 기후변화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석

은행의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탈탄소 압박 커진다
36p

 ESG  기후금융 시대의 기업 전략

탄소배출권의 한계와 기업의 전략, 알아야 대비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41p

 ESG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의미와 대안

경영의 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성, 일상 업무의 일부로 추진하라
70p

MIT Sloan Management Review

기후변화 대응 없는 기업엔 투자 회피, ‘임팩트 전환’ 위한 플랫폼 마련해야
10p

기후변화와 임팩트 비즈니스

테슬라는 고객 가치를 어떻게 차별화했나 48p
사회적 가치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

실질적인 지분 확보, 능력 검증, 시스템 구축… 

지배구조 혁신의 핵심은 책임경영 실행이다
81p

기업지배구조

ESG는 전쟁 영화 아닌 멜로 영화다 134p
Insight on ESG

“ESG는 21세기 비즈니스 리스크, ‘1분기=25년’으로 보는 장기 투자 중요”

문서에는 없는 펀드 운용 실체 확인, 지속가능성이 주요 전략인지 체크를
101p

Interview: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 아태지역 대표

난무하는 ESG 펀드 옥석 가리려면

환경·동물·인권의 테마 극단적 실천, 화장품 넘어 ‘체험적 윤리’를 판매한다
18p

DBR Case Study: 러쉬의 브랜드 전략

시장을 흔드는 평판과 정통성 전략의 시야를 非시장으로 넓혀라
61p

Non-Market Strategy

탄소배출 감소 등 ESG 세부 목표, 경영자 보상 계약에 연동해야 효과
92p

ESG 성과, 경영자 보상에 연동하는 법

“ESG, 높은 점수만 받으려 하면 역효과, 핵심 이슈 5가지에 집중해 ESG 전략 실천하라”

110p

Interview: 박유경 APG 책임투자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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