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기업의 보고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넘어서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특히 UN Global Compact,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기업 보고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을 살피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기업 보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

SDGs Reporting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간 프로그램

15:50 – 16:00 10’ 등록 확인

16:00 – 16:30 30’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 (GRI 보고 기준, ESG 성과 공시 등)

- THE CSR 정세우 대표

16:30 – 17:00 30’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

17:00 - 17:20 20’
COP/COE 등재 안내
- UNGC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주임연구원

17:20 - 17:30 10’ Q&A 및 Wrap Up 

2019년 6월 14일 (금) 16:00 - 17:30 | 을지로 SKT 본사 (T-타워)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참석: CSR,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담당자

행 사 개 요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이행 가이드

본 가이드는 기업이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우선순
위를 파악하고 선정하며 기업 보고 과정에 효율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3단계(“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측정 및 분석”, “보고, 통합, 변화 실
행”)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SDGs를 기업 보고서,
특히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바탕으로 한 기업 보고서에 통합하
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선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간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투자를 모색함으로
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의 중대한 영향력을 반영하
는 SDGs 목표에 기업의 전략, 노력, 자원 할당이 부합되도록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목) 오전 7:30 - 9:00 |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코리아중앙데일리

UNGC-KJD 반부패 포럼 2019
(2019 UNGC-KJD Anti-Corruption Forum)

* Invitation Only

지속가능성 & SDGs Reporting 
세미나 개최 안내

2019년 6월 14일 (금) 16:00 – 17:30 I SKT 본사 (T-타워) 

※ 회원사 대상, 선착순 20명

* 본 세미나는 CSR Academy 3차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세미나로 시작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UNGC CSR Academy 참석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은 불필요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UNGC 한국협회에서 국문번역한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이행 가이드”를 드립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 02-749-2149/50   E: gckorea@globalcompact.kr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