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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hought Leadership

[COVID-19] 테크놀로지기업에요구되는 ESG경영
The ESG imperative for technology companies

▲표지클릭시, 원문다운로드가능

코 로 나 19 사 태 를 맞 아 테 크 놀 로 지 기 업 에 게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환경 기준은

에너지 사용, 재활용 정책, 자원 보존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평가하며 , 사회적 기준에서는 기업이 직원 , 공급자 , 고객 ,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거버넌스는 기업의 내부 통제 , 재무감사 , 주주권한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한 ESG 점수는 기업 공시,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되며, 투자자에게도 제공됩니다. 투자자는 기업

분석과 인수 대상 기업 평가에 ESG 점수를 활용하는 가운데,

테크놀로지 기업 CEO 중 57%는 이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 재무적 성장 이외에 ESG와 같은 요소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소비자 또한 테크놀로지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뿐만 아니라 ESG 평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업 CEO의 74%는 고객 가치를 반영한 ESG 정책을

CEO 책임하에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사회적 변화가 비즈니스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춰 IT 운영, 공급망 관리, 경영연속성계획수립과 같은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환경적·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더 강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환경적·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ESG 실행을 기업의

성공적 운영과 재무적 실적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목하며,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녹색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기업 거버넌스 구축, 리스크 관리, 설비 및 공급망 관리 등에서도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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