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2022년 9월 16일 ~ 12월 16일

장소 : 서 울 대 학 교   환 경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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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ecutive Education

Greeting I 
인사말

자본시장과 기업경영에서 시작된 ESG가 사회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며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으로 ESG 모멘텀이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ESG 경영이 기후변화 위기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ESG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규제와 제도가 마련되면서 ESG 경영이 자발성을 벗어나 강제화 되는 

경향입니다. 

최근 글로벌 ESG경영을 선도하는 EU(유럽연합) 및 미국이 주도하는 ESG 정보공시의 

의무화와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 및 통합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유럽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공표한 녹색분류체계,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와 RE100 선언 등 

환경장벽이 강화되면서, 필(必)환경기반으로의 기업 체질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 ESG행복경제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 개설한 

‘제1기 ESG 전문가과정’이 뜨거운 모집열기와 대단한 학구열 속에서 성공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도시계획, 모빌리티, 사회 및 경영혁신, 

경제 및 정책” 등의 다양한 ESG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가운데 교육 참가자들의 열정을 

쏟아 몰입하는 학업 분위기에서 깊은 감명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ESG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학구열에 힘입어, 오는 9월16일부터 ‘제2기 ESG 

전문가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진을 비롯한 

국내 최고권위의 전문가를 초빙해 ESG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인사이트 함양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조 경 진

이번 ‘제2기 ESG 전문가과정’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라 며 ,  나 아 가  본  교 육 과 정 이  바 람 직 한  E S G  생 태 계  촉 진 과 

핵심인재육성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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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II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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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의 뉴노멀로 등장한 ESG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강도와 속도를 더욱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ESG경영을 도입한 EU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ESG수준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넘어 규제와 의무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ESG경영은 기업과 투자영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며 규범화되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ESG 경영확산의 원년을 선언한 이래, '탄소중립법‘, ’K-택소노미‘, 

'K-ESG가이드라인’ 및 ‘ESG 정보공개 로드맵’ 등의 발표를 통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도 ESG관련 추진과제가 다수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른바 ESG는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핵심가치로서 사회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적 가치창출의 강력한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ESG 확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세계적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ESG 

연구 및 평가기관인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공동 개설하여 지난 3월에 뜨거운 모집열기로 

시작한 ‘제1기 ESG 전문가과정’을 열정적 학구열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오는 

9월16일부터는 제2기 과정을 출범합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진과 국내최고권위의 ESG전문가를 초빙한 

산학협력의 융·복합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참가자들의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량과 리더십 발휘에 목적을 둔 ESG 전문성과 심화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구성에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앞두고 더욱 강조되고 있는 ESG 핵심인재와 미래리더 

양성에 특성화(Bespoke)된 ‘제2기 ESG 전문가과정’에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ESG행복경제연구소·한스경제 대표  정 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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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강사진

[ 강의 일정순 ]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기후위기�시대의� 
ESG�혁신과�한국의�미래"

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한국행정학회 부회장/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  국무조정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저감분과위원장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과�ESG"

정수종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환경부 미래전략 기획위원

- 한국기상학회 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위원장

- 한국기후변화학회 편집위원

"�기후변화� 
어디까지�알고�계신가요?"

나석권 원장
(사회적가치연구원)

- 전 기획재정부 국장

- 전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Advisor

- 전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SG�글로벌�경영의� 
과거,�현재,�미래"

송재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국토도시계획학회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

-  한국지역개발학회 편집위원

-  IPCC 국내대응협의회 전문위원

"�탄소중립� 
ESG�미래도시"

"�ESG와�재무보고"

이우종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한국거래소 법원감정 자문위원

-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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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강사진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청)

- 민선 6.7.8기 성동구청장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상임대표 

"�ESG�우수�지자체�사례"

김재구 교수
(명지대 경영대학)

-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 제2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 ESG,�지방정부�및�공공기관의�
역할과�사회적�가치�창출"

김경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장

-  보스턴 상업용부동산 리서치회사  

PPR 선임연구원

- 하버드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박사 

"�ESG와�커뮤니티�지향� 
사회혁신"

김화진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장  

- 옥스포드대 금융법학술지 편집위원

-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

"�ESG와� 
이사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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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강 연 자 강연 주제

1주 2022.09.16
출범식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목련룸)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기후위기 시대의 ESG 혁신과 한국의 미래

2주

2022.09.22
대한민국 ESG 혁신 토크 콘서트 (국회의원회관, 16:00~18:00)

대담자 : 1기·2기 펠로우 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국회의원, 정부/공공기관/언론/기업 관계자

2022.09.23
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과 ESG

3주 2022.09.30
정수종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기후변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4주 2022.10.07
나석권 원장

(사회적가치연구원, 전 기재부 국장)
ESG 글로벌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5주 2022.10.14
이우종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ESG와 재무보고

6주

2022.10.15
~10.21

유럽연수: 프랑스 파리(OECD), 벨기에 브뤼셀(EU) 탐방

2022.10.21
송재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탄소중립 ESG 미래도시

7주 2022.10.28
김재구 교수

(명지대 경영대학,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
ESG,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창출

8주
2022.11.04

~11.05
Workshop (국내 현장답사 및 친선행사)

9주 2022.11.11
김화진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ESG와 이사회 경영

10주 2022.11.18
김경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ESG와 커뮤니티 지향 사회혁신

11주 2022.11.25
정원오 구청장

(서울 성동구청)
ESG 경영 우수사례 Ⅰ

12주 2022.12.02
TBD ESG 경영 우수사례 Ⅱ

TBD ESG 경영 우수사례 Ⅲ

13주 2022.12.09 펠로우 ESG 경영사례 조별발표

14주 2022.12.16 수료식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룸)

Curriculum
커리큘럼

[ 제2기 강의 구성 및 일정표 ]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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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ecutive Field Trip
현장답사

01       ESG를�선도하는�유럽�선진사례�견학  
     기간 : 6주차 10.15(토)~10.21(금)  

대상 : 벨기에 브뤼셀(EU), 프랑스 파리(OECD) 등 

* 상황에 따라 다른 연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02    ���국내�우수�ESG�경영사례�및�생태계�탐방  
     기간 : 8주차 11.4(금)~11.5(토)  

대상 : 우수 지자체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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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수료 특전

ESG 리더 육성

사후관리�프로그램�제공

ESG 경영 활약상

언론�보도�및�홍보�지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수료증과�수료패�수여

ESG 프로그램  

자문�및�컨설팅

ESG 원우회 및 동호회 

커뮤니티�네트워크�지원

학술회, 세미나, 포럼  

각종�행사�우대회원�초청

01

03

05

02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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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tivity
제1기 ESG 전문가 과정 한눈에 살펴보기

09

출범식

출범식

ESG�현장�학습을�통한�이해증진

국내�연수

국내�최고�강사진의�고품질�강의

정규�수업

명소를�탐방하며�배우는�즐거움

Off-campus�수업

ESG�정보�및�경영노하우�학습의�장

토론�학습

팀웍�및�리더십�함양과�전문성�제고

조별�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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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tivity
제1기 ESG 전문가 과정 한눈에 살펴보기

수료식

수료식

10

인적�네트워크�교류의�장

원우�네트워크

원우간�친선과�화합의�장

동호회�행사

서울대�환경대학원�와인&치맥파티

격려�이벤트

원우간�정보공유와�우의�증진

원우�행사�방문

감성리더십을�위한�문화행사

문화행사



제2기
ESG 전문가 과정

Fellow Comments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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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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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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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ecutive Education

2022. 9. 16(금) ~ 12.16(금)  

매주 금요일 19:00~21:00 강의 (18:00~19:00 Gathering 석식 제공)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

  

660만원 (해외 연수 비용 별도) 

*입금계좌 국민은행 023501-04-269788 ESG 행복경제연구소(계산서 발급 가능) 

50명

 – 입학지원서

 – 프로필 사진 파일 (2MB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산서 발급용)

      *  입학지원서는 ESG행복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happyesg.com) 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gses.snu.ac.kr)에서 다운로드

원서 마감 : 2022년 8월 19일(금)

서류심사 : 8월 22일(월) ~ 8월 26일(금)

합격자발표 : 8월 30일(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별 문의 후 e-메일(esg@sporbiz.co.kr) 접수

ESG행복경제연구소 

T 02-6324-5007   M 010-5145-4560   E esg@sporbiz.co.kr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M 010-6476-7466   E sih5683@snu.ac.kr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비

모집인원

 

제출서류

  

           전형일정

신청방법

문의

Application Guidelines
제2기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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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ESG 전문가�과정

ESG 
Executive 
Education

제2기
ESG 전문가 과정

주최 ｜

주관 ｜



M 010-6476-7466  E sih5683@snu.ac.kr

T 02-6324-5007  M 010-5145-4560  E esg@sporbiz.co.kr

ESG Executiv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