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 Korea Report 2018』 발간

기후변화 대응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모시는 글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특별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전세계는
기온상승을1.5도로 멈추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지구적 재앙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Net Zero)과 자원순환 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로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자 석탄발전 조기퇴출이 국제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탈석탄투자, 재생에너지투자 선언과 실행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요청해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TCFD를 설립해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노출된 리스크를
분석해 재무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DP는 2018년도부터 이 TCFD를 반영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담은 한국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과
물 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CDP한국위원회 위원장 장지인

행사 개요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오후 3시~6시 10분
•장소 :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국회의사당역 옆)
•주최·주관 : CDP한국위원회 (사무국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후원 : 국회기후변화포럼ㆍ국회SRI정책연구포럼·국회CSR정책연구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문의 : 이종오 사무국장ㅣ02-738-1142ㅣ010-4276-6808ㅣ argos68@naver.com

프로그램
< 1 부 > - CDP Korea Report 2018 launching
시간

내용

연사

14:30-15:00

등록

네트워킹

15:00-15:05

국민의례

사회자

15:05-15:15

개회사
환영사

장지인 위원장 (CDP한국위원회)
서진석 대표이사 (EY한영회계법인)

15:15-15:35

축사

홍일표
이원욱
이동건
김성주

15:35-15:40

CDP Water와 CEO Water Mandate 협약식

CDP 한국위원회+UNGC Korea

15:40-16:00

Keynote speech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16:00-16:10

CDP Global 동향

CDP Global 본부

16:10-16:20

2018 CDP Climate Change & Water Korea
결과 및 동향발표

정영일 파트너 (EY한영회계법인)

대표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국회SRI정책연구포럼)
회장 (유엔글로벌콤팩스 한국협회)
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2 부 > - 기후변화 대응 &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16:20-16:25

2018 CDP Korea Climate Change & Water
시상기준 발표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CDP한국위원회)

16:25-17:35

•CDP 공로상
- 공무원연금공단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CDP Water Korea Best Awards
- 최우수상 (1개 기업)
- 우수상 (1개 기업)
- 특별상 (2개 기업)

장지인 위원장 (CDP한국위원회)
CDP Global 본부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시상식
- 탄소경영 특별상
-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명예의 전당 기업
		 •명예의 전당-골드클럽
		 •명예의 전당-플래티넘 클럽
17:35-17:40

수상기업 전체 기념촬영

17:40-18:30

석식 및 네트워킹

☞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S.V.P. : 이종오 사무국장 ㅣ 02-738-1142 ㅣ 010-4276-6808 ㅣ argos68@naver.com

오시는 길

글래드
호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버스

국회의사당역(19-133), 국회의사당(19-842)

자가용

- 강북 출발시 여의도 방향 진입해 국회의사당역 방향 좌회전
- 강남 출발시 올림픽대로 따라 여의 상류 IC에서 노들로 진입
→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우측방향
→ 국회의사당역 방면으로 우측방향

※ 주차장 : 글래드호텔 지하주차장 이용 (행사 참석차량은 3시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