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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정보는기업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근간

이지만, 데이터의비정형적특성으로인하여정보의생성과활용의양측면에서

실패하고있습니다. 정보제공자(기업)는투입하는자원에비하여적절한효익을

얻지못하고있으며, 클라이언트, 소비자, 지역사회, 투자자등정보이용자는

필요로하는정보의획득과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퀀티파이드이에스지는 ESG 데이터생성과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데이터부족, 

질적차이(Gap), 파편화문제를혁신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기업입니다. 기존의

일회적 ESG 보고를넘어, 기술기반 ESG 정보생성, 교환, 검증, 저장솔루션과

서비스를제공하여시장을혁신하고자합니다.  

정보이용자들은지속가능성보고서등인쇄물에기반한고정적정보뿐만아니라, 

인공지능을활용한다양한비고정적기업정보를수집하는단계로나아가고

있습니다. 퀀티파이드이에스지는공급망내 ESG 원칙적용및실사와같은

기업간정보교환, 전사범위 ESG 전략수립, ESG 데이터의체계적수집과관리, 

웹리포팅등새로운채널의정보보고까지전문서비스를제공하여여러분을

돕겠습니다.  

Our Value

From Intangibles 

to Breakthrough Insights.



ESG 리스크및성과관리는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필수

요소입니다. 

클라이언트, 소비자, 지역사회, 투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요구하는

ESG 정보에대한분석및인지, 체계적수집, 현황과자원분석을통해

전략수립및기술적보고등을제공, 기업비재무정보관리의새로운

베이스라인을제시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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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ESG 전문서비스제공

- ESG 정보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 공급망 ESG 데이터 통합 관리

- 글로벌 ESG 보고 및 평가 대응 데이터 관리

사업자번호 349-86-01679

Who We Are

퀀티파이드이에스지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의생성, 교환, 검증, 보고과정에서

혁신적서비스를제공하여기업성과향상과가치창출을지원합니다.



Business Area

Solutions & ServicesQESG

글로벌표준및최신평가동향기반정보관리최적화

ESG 데이터의 OSMU(One Source Multi-Use) 실현

정보관리기반글로벌 ESG 평가대응

ESG 정보공개및커뮤니케이션

다양한형태의데이터 Export 및웹리포팅연계

웹리포팅 (2차정보공개채널)

공급망 ESG 통합관리

산업별중요이슈기반 ESG 정보관리

오프라인공급망실사및인증연계



To do Challenges QESG Solution

ESG 성과및정보수집

보고주제별담당부문의파악, 데이터요청,

검증등전과정의번잡함

비효율적 ESG 성과정보관리

온라인플랫폼기반효율적정보수집·수정·관리

기업성과에대한효과적정보공개

다수공개요건을반영한기술적보고필요

공시요건충족형데이터수집 Set 제공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활용

잦은오류및활용한계

웹리포팅을통한커뮤니케이션극대화

손쉬운데이터입력및수정으로현업부서의부담완화

실시간데이터저장및히스토리관리로주관부서효율증가

기업성과뿐만아니라글로벌 ESG 정보공개

요구사항에대한전문적·기술적공개필요

딱딱한보고서를벗어나웹기반의유연한정보공개

원하는시기에정보추가및업데이트, 배포가능

유연성이요구되는대외요구사항에도불구, 인쇄

기반보고서의고정적특성에따른대응제한

ESG 주제별데이터현황파악및

성과정보수집

공시요건, 외부환경및내부전략등

다각적측면에대한효과적보고

홈페이지등을통한정보공개,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

vs.

글로벌표준및평가충족형데이터수집템플릿제공

효과적정보공개로대외지속가능경영인지도제고

ESG 정보공개및커뮤니케이션

중요성(Materiality)평가

이해관계자참여를통한핵심

ESG 이슈의분석과선정

대시보드를통한현황확인및대응전략수립

ESG 성과데이터의포괄적확인, 대외요구사항대비 Gap 

도출, 대시보드를통한우선순위확인및전략수립지원



To do Challenges QESG Solution

표준및평가의요구사항파악

신규·변경지표에대한인식및이해한계

답변자역량에따른수준차이및변동성존재

변화하는평가요건 F/U 어려움 글로벌표준및평가관련설명제공

다수의 ESG 평가에효율적대응 중복되는평가요건에대한반복적대응 1회데이터수집 = 다수의표준충족및평가대응

정보공개요구사항충족필요 제한적보고채널 정보공개채널연동가능

데이터수집템플릿별글로벌주요표준및평가

중점사항및레퍼런스설명제공

각 ESG 평가별중복되는내용에대해

반복적응답및대응필요

API 연동으로수집된정보를홈페이지등에직접연계,

DataFlare 자체를공개링크로활용가능

한정적커뮤니케이션채널(홈페이지, 보고서등)

공개가능한정보의한계존재

표준및평가요건에대한정확한

파악및면밀한대응

ESG 평가및모니터링주체의증가에

따른효율적대응및정보공개

대외공개요구문항의증가로

유연한온라인정보공개필수화

vs.

한번의데이터수집으로다수의표준및평가요건을

충족하는 ESG 정보스토리지구축가능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글로벌 ESG 평가대응



공급망 ESG 통합관리

공급망 ESG 정책및지침기준관리

글로벌공급망표준및산업이슈등을반영한

정책기준구축어려움

산업현황에적합한정책요건파악어려움 맞춤형공급망지표설계

ESG 리스크평가및분석 전문인력및고비용투입필요 플랫폼기반데이터수집및전문가검토

공급망전략내 ESG 통합관리 지속적정보관리및활용한계 간편한업데이트로정보접근성및활용성강화

산업별글로벌표준, 지침, 이니셔티브및이슈를

종합반영한맞춤형지표제공

공급망리스크평가를위한전문인력부족

외부기관에위탁시고비용지출부담

온라인기반관리로시간, 비용투입부담완화

전문가검토및분석으로신뢰성및타당성확보

데이터히스토리기반의연속성있는정보수집및관리

꾸준한모니터링을통한중장기 ESG 내재화실현

지속적모니터링및리스크정보축적한계

ESG 데이터관리가능기간및범위의한계

공급망윤리강령등사회·환경적정책

기반의공급망 ESG 정보관리

인권, 노동, 환경등이슈별평가

리스크에대한정량적분석

활용가능하고유의미한정보축적기반

ESG 통합적공급망관리

vs.
To do Challenges QESG Solution



TierZero

지속가능한공급망을위한협력회사평가서비스

http://tierzero.kr

ESG Reporting Tool

웹기반 ESG 지속가능성정보공개솔루션

http://report.qesg.co.kr

QESG Board

ESG 미디어크롤링서비스

http://board.qesg.co.kr

Services

http://tierzero.kr/
http://report.qesg.co.kr/
http://board.qe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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