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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hould Report ESG ?

투자자및고객社의직접적요구, 기업평가요인으로서의중요성증대, 리스크관리와혁신을이유로 ESG 데이터

관리와정보공개필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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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및고객社의
직접적요구

기업평가요인부상

리스크및혁신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SG 채권, 그린뉴딜펀드, 

녹색여신 등 투자 및 금융거래 대상 기업의 ESG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 증가

• 글로벌 및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한공급망관리에따른거래대상기업 ESG 

정보요청강화

• DJSI, MSCI 국민연금 등 국내외기관의 ESG 평가증가

• S&P Rating, Moodys, Fitch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절차에 ESG 요인도입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조금, 특허 등 공적 평가에서 ESG 요인을 중요하게 포함 (ex. 

사회적 가치)

• ESG 정보 수집 및 공개 과정을 통한 ESG 리스크요인및현황파악→경영의질개선

• 프로세스 개선, 환경 목표관리, 환경 및 사회적 비용절감을 통한 기대이익 증대

• 사회적 니즈를 발굴, 사업과정에 반영하여 새로운 자원과 시장에 접근

자본비용저감

거래신뢰성향상

평판및브랜드

향상

리스크관리

ESG 정보공개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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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SG 리포팅 툴

‘디지털 ESG 리포팅툴’은증가하는기업비재무정보공개니즈에따라, 손쉽게전문적인 ESG 보고서를작성할수

있도록도와주는웹기반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1. 웹인터페이스를통한 ESG 보고서작성

2. 원클릭보고서공개및공유

• 비전문가도 손쉽게 ESG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ESG 보고서작성통합가이드 제공

• 데이터 및 지표별사례(Example) 제공

• ESG 보고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

표준 GRI 작성표준에따른보고서작성

• 인쇄, 홈페이지 개발 등 별도의 과정 없이 작성된

보고서를 원클릭으로대외공개가능

• 전용 웹 주소 뿐만 아니라 깔끔한 형태의 인쇄형태

보고서기본제공

• 연계 홈페이지 개발 등 유연한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전문가 API 제공
http://report.qesg.c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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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port.qesg.co.kr/
http://report.qe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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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보고서 (Output)

디지털 ESG 리포팅툴을통해작성된보고서는기존기업웹사이트와연결하는방식으로쉽게공유ㆍ배포할수

있습니다. 독립된 ESG 전용웹사이트를구축하는것또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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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지속가능성 웹보고서

바로가기: http://sustainability.coway.co.kr

웹 리포팅 툴을 사용해 콘텐츠를 작성하고, 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

부가서비스 활용 커스텀 웹 구축, 고품질 번역, ESG 콘텐츠 작성 컨설팅/교육, 제3자 검증

Case 01. 퀀티파이드이에스지 GRI Contents Table

Case 02. Company A 웹 환경보고서

바로가기: http://qesg.co.kr → 상단메뉴 ‘GRI Table’

바로가기: http://report.qesg.co.kr/v/?r=example01

웹 ESG 리포팅 툴을 사용해 콘텐츠를 작성하고, 콘텐츠 테이블만 기존 회사 홈페이지에 연결

기본기능만 활용

기본기능만 활용

웹 ESG 리포팅 툴을 사용해 콘텐츠를 작성하고, 기본제공 마이크로 웹사이트를 활용
To be printed

http://sustainability.coway.co.kr/
http://sustainability.coway.co.kr/
http://qesg.co.kr/
http://report.qesg.co.kr/v/?r=examp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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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SG 리포팅툴 vs. 인쇄보고서

디지털 ESG 리포팅툴은첫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에좋은선택이며, 기존인쇄/PDF 형식의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기업에게는훌륭한보완재(Supplement)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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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SG 리포팅툴 인쇄 / PDF 보고서 (ex. 지속가능보고서 등)

공식보고서인정여부 인정 인정

매체 웹, 디지털중심 (인터넷) 물리적책또는파일

절차 지표선정
(시스템 추천)

지표별
콘텐츠 작성

(검증) 공개
지표선정

(직접조사)
보고서

목차 기획
데이터
수집

원고작성

디자인시안
개발

편집 및 퇴고 (검증) 인쇄/발간

목적 데이터 중심, 이해관계자 평가 대응 홍보, 보다 Formal한 기업 소개, 브랜딩

정보전달력 개별 주제/지표별 전달, 검색 등에 용이 물리적 보관, 보다 완전한 Full 스토리 전달에 용이

❖ 디지털 ESG 리포팅툴은 첫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저 비용으로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상대적규모가작은조직에 적합합니다.

❖ 기존 인쇄/PDF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디지털 ESG 리포팅 툴을 ESG Data Supplement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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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1. GRI 표준 적용

디지털 ESG 리포팅툴은국제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보고기준을적용한 Tool 입니다. 

디지털툴을통해공개된보고서는공식적인지속가능성(Sustainability)ESG 보고서로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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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ESG 리포팅 툴을 활용하여 전문가의도움없이도손쉽게 GRI 보고서를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보고서를 글로벌 GRI 데이터베이스에등록/연동하여 쉽게이해관계자들에게배포할 수 있습니다. 

❖ 고객, 클라이언트, 투자자의 GRI 보고서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보고서입니다. 

* SASB, TCFD 등 기타 모듈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연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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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2. 유연한 Output형태

작성된 ESG 보고서에대한유연한기본 OUTPUT 을제공합니다. 마이크로웹사이트로서웹주소(URL)을

부여하거나, 콘텐츠테이블을기존홈페이지에연동시킬수있습니다. 독립적웹/앱구현을위한 API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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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웹사이트ㆍ보고서 (기본제공) GRI 콘텐츠테이블 (기본제공) 웹/앱구현을위한 API

• 전용 웹 주소 부여

• 네비게이션 + 콘텐츠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사업사례 등이 나열된 웹보고서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 전용 웹 주소 부여

• 기존 기업 홈페이지 등에 링크 또는 버튼으로

연결

• 디자인 요소 없이, 기존 웹사이트와 호환

될 수 있도록 GRI 콘텐츠 테이블만 표기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 데이터 읽기 API 제공

•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웹사이트 또는 앱 구축 가능

(ex. 스마트폰용 앱)

❖ 보관 및 편의성을 위하여 인쇄/PDF 형태저장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디자인 요소(ex. 기업로고 등)만을 활용하여 기존기업커뮤니케이션채널(ex. 홈페이지)과손쉽게연동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커스터마이즈 니즈가 있는 경우 데이터 API를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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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3. 셀프작성지원

산업별보고지표의결정(중요성평가), 지표별작성을위한작성가이드와예시등을 Tool 내에서풍부하게

제공하여, 전문가의도움없이도수준높은보고서를작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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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규모를고려한보고지표자동추천 (중요성평가, 기본제공) 지표별작성기준및풍부한예시

• 소속산업 검색, 임직원 규모 및 매출 규모 선택

• 지표별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자동 보고 지표 추천으로 손쉬운

보고서 작성 가능

• 지표별 기준 및 작성필요 데이터에 관한 정의(GRI 표준) 제공

• 지표별 참고용 조직 보고사례를 제공

❖ ESG 보고를 위해 작성해야 할 지표를 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중요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및기업규모를고려한추천지표를제공하며, 사용자는 추가 리서치 없이 보고 주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지표 콘텐츠 작성을 위한 타사보고사례와지표정의등을상세히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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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4. 글로벌리포팅

국문보고서를작성하는것만으로도머신러닝기반자동번역으로영어권이해관계자에전달할수있습니다. 

기계번역의부정확성을극복하고, 보다정확한정보전달을위한고품질번역서비스를별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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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자동번역 (기본제공) 다국어보고내용직접입력 (기본제공)

• ESG 분야 언어로 사전 학습된 기계학습 API

를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 실시간 번역제공

• 국문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쉽게 해외 이해관

계자에 전달 가능

• 지표별 외국어 보고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외국어(영문) 보고서 발간

❖ 국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해외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기계학습 자동 번역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번역 과정 없이도 실시간언어변환이 가능합니다.

❖ 고품질 번역을 원하실 경우 전문 번역 서비스(유료)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번역서비스

• 보고 내용에 대한 전문 번역사가 번역 및

감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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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은 유료부가서비스입니다.

참고. 보고서신뢰성향상을위한제3자검증

작성된 ESG 보고서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 발간전제3자검증을진행할수있습니다. 외부이해관계자는검증

유무를신뢰성판단의중요한요소로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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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검증이란?

ESG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ESG 보고 콘텐츠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에게작성된보고서콘텐츠가표준요구사항을

충족하며작성되었는지, 사실근거를가지고작성되었는지, 작성내용의오류는없는지미리검토하여 신뢰성있게작성되었음을보증(Assurance) 

받는과정입니다.

❖검증과정

국제적 ESG 검증 기준인 AA1000AS 절차에 따라 검증수행, 3~5일 소요

보고기관

검증기관

검증신청

온라인리뷰
(시스템)

온라인답변,
근거제출

현장인터뷰
(3h~생략可)

최종콘텐츠
수정

검증의견서
발급

❖검증의견서 (Assuranc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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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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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티파이드이에스지 / QESG

배 익 현

E-mail: info@qesg.co.kr

Tel: 070-7893-2411 

http://report.qesg.co.kr회원가입및로그인후사용가능하며,

ESG 보고서 “공개하기”단계이전까지무료로사용하실수있습니다.

mailto:info@qesg.co.kr
http://report.qe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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