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혁신을 더한 신(新)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CSR 컨설팅그룹 InnoCSR이 제공하는
‘아시아 CSR 멤버십’ 에 초대합니다.

Membership Benefit
CSR 스터디 투어
다국적 기업의 현지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투어에 초대합니다.

CSR 교육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경영 미니 MBA’ 과정을 운영합니다.

글로벌 CSR 전문가 네트워크
미국, 네덜란드, 영국, 홍콩,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지속가능경영전문가를 직접 연결해드립니다.

CSR 최신 트렌드 보고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국내 기업 시사점을 분석한 분기별 최신 CSR 트렌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CSR 스터디 투어

동남아 진출 글로벌 기업 CSR 스터디 투어
중국 일변도의 해외 진출을 넘어 동남아로 눈길을 돌린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CSR 유관 기관 방문, 현지 전문가 강연, 참여 기업 네트워킹은 물론 CSR 스터디 투어 콘텐츠를 정리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스터디 투어 대상 국가 및 주요 일정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CSR 현장 방문
베트남

유니레버• 다우케미컬 •코카콜라•푸마 등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 방문 및 유관기관 CSR 트렌드 강연

•‘마스 블룸 프로젝트(MARS Bloom Project)’ 현장 방문
세계1위 제과 회사 ‘마스(MARS)’의 사회적 유통 혁신 프로젝트
•다국적 기업 필리핀 CSR 우수 사례 방문 및 실무자 강연
네슬레•유니레버•코카콜라•허쉬초콜릿 등
필리핀
•협력형 사회 공헌 모델 벤치마킹
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노 아미가•Mano Amiga)•개인 기부자 협력을 통한 성공적 아동
교육 및 여성 자립 사례
•아시아개발 은행(ADB)등 CSR 유관기관 방문

※ 현지 일정상 방문 기업 및 스케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

2017.07.03.Mon. - 2017.07.08. Sun. (5박 7일)

인원

20명 (최소 인원 7명)

비용

멤버십 회원 무료 / 비회원 400만원 (숙박・항공・식비 등 일체의 체류비 포함)

신청기한

2017. 06. 09. (선착순 마감)

아시아CSR 멤버십

5월 26일(금) 까지 CSR 투어 비용 입금 및 결제를 완료하시는 분들께 얼리버드 할인(비회원 5%)

출범 이벤트

이 적용됩니다.

CSR 교육

지속가능경영 미니 MBA
CSR 전반 이론과 사례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경영 미니 MBA’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론 강의 (40%), 케이스 스터디(40%), 실무 전문가 특강(10%), 실습 및 견학(10%)
해당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는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소장 김종대 교수)에서 인증하는 ‘지속가능 경영전문가 Certificate’를 드립니다.

커리큘럼
1주차

지속가능 경영 A-Z

2017.08.26. Sat.

(One day Workshop 9:30 am~6 pm)

2주차

CSR 보고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후변화와 경영전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과 실제

•기후변화 리스크와 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기회

지속가능금융과 투자

•사회책임투자(SRI) A-Z
•금융기관의 CSR

2017.09.13. Wed.

5주차

•CSR 마케팅/HRM 전략과 사례

•CSR 보고서 사례분석

2017.09.06. Wed.

4주차

•이해관계자 이론과 실제

•지속가능회계

2017.08.30. Wed.

3주차

•CSR 경영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전략(CSR 이론과 실제)

•그린뱅킹과 기후금융

글로벌 CSR 케이스 스터디 01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대륙 및 국가별 CSR 비교

글로벌 CSR 케이스 스터디 02

•독일, 영국, 일본, 인도 등 글로벌 기업의 CSR 전략 사례분석

CSR 실무 적용 / 졸업식

•지속가능경영, 우리 기업에 적용하기

2017.09.20. Wed.

6주차
2017.09.27. Wed.

7주차
2017.10.11. Wed.

일정

2017.08.26. 개강 - 2017. 10.11. 종강 (총 7주 과정) Wed. 19:00 - 22:00

장소

서울 광화문

인원

30명

비용

멤버십 회원 무료 / 비회원 150만원

신청기한

2017. 07. 10.

글로벌 CSR 전문가 네트워크

기업 CSR 맞춤형 전문가 매칭
미국, 네덜란드, 영국, 홍콩,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지속가능경영전문가를 직접 연결해드립니다.
ISO26000 제정 당시 기업 파트 좌장, 마틴 뉴레이터 (Martin Neureiter), CSR International 대표, 브리들리 구긴스 (Bradley Googins),
미국 보스턴컬리지 캐롤경영대학 기업시민연구소장, 수바시스 레이 (Subhasis Ray), 인도 자비에르 경영대학 교수 등
글로벌 CSR 전문가 100여명의 네트워크가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매칭 서비스

• 전문가 연결

각 사 특성에 적합한 글로벌 전문가 연결(연4회)

• 인사이트 공유

특정 이슈 및 글로벌 CSR 트렌드 관련 지역별 전문가 인사이트 공유(연2회)

Core Advisory Group

• Prof. Bradley Googins, Boston College, USA
• Prof. Ted Malloch, Oxford University, UK
• Prof. André Nijhof, Nyenrode Business University, Netherlands

• Prof. Alison Lloyd,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 Prof. Jong Dae Kim, Inha University, Korea
• Prof. David Grayson, Cranfield University, UK

• Prof. Yury E.Blagov, St.Petersburg University, Russia
• Prof. Subhasis Ray, Xavier Institute of Management, India
• Prof. Francisco Roman,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Philippines

• Dr. Anson Wong, The Fred Hollows Foundation , Hong
Kong
• Kristinna Palomo, ABS-CBN, Philippines
• Thomas Thomas, ASEAN CSR Network

• Prof. Barbara Igel,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Thailand

• Sreeni Narayanan, ASSIST, SE Asia/ India

• Prof. Tapan Sarker, Griffith University, New Zealand

• Peiyuan GUO, Syntao, China

• Dhaval Patel, iMPOWER Humanity, LLC, US

• Rajesh Chhabara, CSRWorks International Pte Ltd (Singa-

• Prof. Kanji Tanimoto, Waseda University, Japan

pore)

• Prof. Hiroshi Amemiya, Corporate Citizenship Japan, Japan

• Dan Chi WONG, Paia Consulting, Singapore

• Prof. Bill Valentino, Tsinghua University, China

• Martin Neureiter, CSR International, Europe/ Middle East

• Prof. Bala Ramasamy,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CEIBS), China

※ 그 외 100여명의 CSR 전문가 자문 그룹 운영

신청기한

연중 접수

비용

멤버십 회원 대상 기본 항목 무료 (추가 프로젝트 및 자문 진행시 추가 비용 발생)
비회원 500만원

CSR 최신 트렌드 보고서

분기별 최신 CSR 트렌드 정보 제공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국내 기업 시사점을 분석한 분기별 최신 CSR 트렌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EU의 500인 이상 기업의 CSR 정보 공개 의무화 방침,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석탄관련 기업 투자 철회 등,
급변하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CSR 트렌드 리포트 9월호 (예정)

CSR 트렌드 리포트 12월호 (예정)

Coverstory

Coverstory

새 정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향방은?

2018년 기업 사회공헌 CSR 전망

•사회공헌, CSR, SRI 압박 거세질까

•2018년 주목해야 할 CSR 키워드

•CSR 관련 입법 현황과 기업의 대응

•정부 정책 시각 속 사회공헌 전략 방향

•산업군별 기업의 CSR 전략 방향 심층 분석

•CSR 공시 강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것만은 꼭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Global CSR Trend

담아야
Global CSR Trend
글로벌 기업, CSR 성공 전략 분석

아시아 진출 성공, CSR에 달렸다
•동남아 진출 다국적 기업 CSR 성공 사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정부 CSR 정책 분석
•한국 기업의 아시아 CSR 전략 방향

•EU 등 유럽 CSR 정책이 기업에 미친 영향
•지속가능경영 전략 따라 투자가 움직인다
•글로벌 기업이 주목하는 CSR 전략

신청기한

연중 접수

발행

연4회 분기별 발행

비용

멤버십 회원 무료 / 비회원 연간 200만원

멤버십 회비 안내 및 기타 문의

통합 멤버십 회비
￦ 10,000,000 (1년 / VAT 별도)

서비스별 이용 회비
항목별 비용 안내 참조 (VAT 별도)

기타 문의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아시아 CSR 멤버십 운영팀
csrmember@chosun.com

주관

파트너 및 협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