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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가이드 부록목차 Setting the scene

서문

기업의 투명성은 오랫동안 경영 개선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으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야 할 때이며, 

SDGs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기업 보고서에 

SDGs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본 가이드의 목표는 

다양한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단순히 SDGs에 

연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 

체계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SDGs 목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행동을 취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이 기존의 기업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 SDGs를 포함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GRI와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파트너 기관들이 발표한 관련 

툴, 특히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 『In Focus: Addressing Investors Needs in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SDG Compass』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파트너 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특히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Shift와 PwC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가 마련한 툴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SDGs를 

달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팀 모힌 Tim Mohin

GRI 회장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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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하고, 불안정하여 환경적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은 기업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기업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SDGs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노동 조건 개선 등과 같이 

SDGs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하고 이를 보고하고 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현재의 활동을 검토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효과적인 기업의 

보고는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이다. 투자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SDGs 달성 관련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업의 보고는 지속가능성 전략과 

이행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는 다음을 위한 

전략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

• 기업의 전사적인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과정 지원

• 비즈니스 전략 수립

• 혁신 및 성과 향상, 가치 창출 지원 

• 투자 유치

기업의 SDGs 참여 사례

2015년 유엔의 193개 모든 회원국이 서명한 2030 의제와 SDGs는 전 

세계가 직면한 17개 이슈에 관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부문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SDGs는 2030년까지 최소 12조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1 기업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시장 모두를 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도 SDGs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SDGs가 

세계적으로 가장 긴박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의 일환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  SDGs에 부합하는 기회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고객의 가치를 더욱 잘 대변하며, 시장에서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상당한 

사업상의 효용을 제공해준다.3

1) Better Business, Better World of the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Report (http://report.businesscommission.org/)

2) The SDGs Investment Case (www.unpri.org/download?ac=1436)

3) In Focus: Addressing Investor Needs in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www.globalreporting.org/resourcelibrary/addressing-investor-needs-SDGs- report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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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소개

본 가이드는 새로운 기업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 

보고 과정에 SDGs를 포함하기 위한 3단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단계는 영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업이 행동을 취하고 공개할 

SDGs를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 다룬다. 2단계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할 내용을 선택하며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단계는 SDGs 성과 보고와 개선에 대한 팁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기업의 규모와 분야,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공시를 담당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참여하는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본 가이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GRI,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가 함께 개발한 

SDG Compass와 같이 기업의 SDGs 접근에 대한 시발점을 안내하는 

기존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4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접근방식을 제공해준다.

본 가이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보고: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5 (이하 “분석”)은 기업의 정기적인 보고 주기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분석”은 기업의 규모, 분야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SDGs 목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공시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이 각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인 포커스: SDGs에 관한 

기업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6은 투자자 관련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드에 소개된 단계 

4) SDG Compass 온라인 플랫폼 (www.SDGcompass.org)

5)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 (www.globalreporting.org/resourcelibrary/GRI_UNGC_Business-Reporting-on-SDGs_ Analysis-of-Goals-and-Targets.pdf)

6) In Focus: Addressing Investor Needs in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www.globalreporting.org/resourcelibrary/ addressing-investor-needs-SDGs-reporting.pdf)

1단계
우선순위 목표 

선정

3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1.1
SDGs와 세부 목표 

이해

1.3
SDGs 관련 보고 

내용 선정

1.2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2.1
사업 목표 

설정2.2
적절한 공시

내용 선정

2.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2
데이터 사용자의 

정보 니즈 고려

3.1
SDGs 보고 

우수사례의 

특징 고려

3.3
보고 및 

변화 실행

2단계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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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이행 가이드”, 

SDG Compass의 연관성

『SDGs『 『『 『『 『『 : 『『 『 『『『『 『『『 『SDGs에 관한 기업 보고 :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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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ARGETS

Developed by

Supported by

『기업의  SDGs 통합보고 : 

이행 가이드』

Developed by

With expert input from

 
 

 

 
 

Technical support from

Supported by

CORPORATE REPORTIN
G

:IN
TEGRATING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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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N
T

O
 

A PRACTICAL GUID

E

1단계: SDGs 이해하기
SDG Compass 참고

2단계: 우선순위 선정하기

SDG Compass 참고

3단계: 목표 설정하기
SDG Compass 참고

4단계: 통합하기
SDG Compass 참고

5단계: 보고 및 소통하기

SDG Compass 참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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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한 SDGs 보고 우선순위 선정

본 가이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7,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9 및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10에 부합하는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가이드는 기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집중해야 하는 SDGs 목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SDGs를 기업 보고서, 특히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GRI Standard)을 바탕으로 한 기업 보고서에 

통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은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진입점 A) : 기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여 

기업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SDGs 달성에 기업이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 

• SDGs 관련 이로운 제품, 서비스, 투자(진입점 B) : 기업의 지식과 

기술 및 기타 역량을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SDGs 달성에 추가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은 기업이 다음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유익한 제품, 서비스, 투자를 

모색함으로써 기업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SDGs 목표에 기업의 

전략, 노력, 자원 할당이 부합하도록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내용은 기업 내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고 경영진이 기업의 전략과 

자원 배분을 정의하는 방식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SDGs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행동들을 파악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기존의 노력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단순히 SDGs의 측면에서 새롭게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SDGs 달성에 이바지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DGs는 일반적으로 견지하는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사업 모델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S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기업은 

전략을 변경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 

SDGs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한 기업에게 거대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체리피킹(cherry-picking)’과 ‘SDGs 워싱(SDGs-washing)’을 지양한다. 

‘체리피킹’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가장 쉬운 것을 

기준으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SDGs 워싱’은 글로벌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중대한 악영향은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수익 창출 역시 전략의 

일부이나, 기업이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계 있는 SDGs 우선순위 

목표 전체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7)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8)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9)  http://mneguidelines.oecd.org/guidelines/

10) http://www.oecd.org/investment/due-diligence-guidance-for-responsible-business-conduct.htm

박스 1 

‘보고를 통한 SDGs 리더십’ 행동 플랫폼

본 가이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GRI가 주도하여 SDGs에 대한 기업 

보고를 촉진, 독려하기 위해 런칭한 ‘보고를 통한 SDGs리더십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Reporting on the SDGs)’ 활동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전세계의 기업들은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동료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40개 이상의 기업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시민사회, 유엔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대표 35인이 플랫폼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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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은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와 

이익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DGs의 우선순위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목표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 단계 : SDGs와 세부목표 이해

 우선 모든 SDGs와 세부목표를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사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이로운 제품과 

서비스, 투자에 대해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 운영과 가치 

사슬을 고려한다.

 특정 SDGs 목표에 대해 기업이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함으로써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건강과 웰빙에 관한 SDGs 목표 3에는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채굴 업체 또는 대규모 유통망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SDGs 우선순위 

목표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세부목표들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산업, 혁신, 인프라에 관한 SDGs 목표 9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 및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은행과 테크놀로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SDGs와 세부목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고려한다. 기업의 행동이 여러 

개의 SDGs 또는 세부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기업은 SDGs 목표 7.1(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을 우선순위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목표는 기후 관련 회복력을 강화하는 

SDGs 목표 13.1,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SDGs 목표 1.4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SDGs 및 세부목표를 전반적으로 이해했다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와 이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라는 두 가지 진입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SDGs 우선순위 목표를 파악할 준비가 된 것이다.

1.1단계. SDGs와 세부목표 이해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SDGs가 글로벌 니즈와 열망을 솔루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모델이며, 기업이 보다 견고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 계획에 SDGs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대한 리스크와 비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접근성을 높이며, 사업 

모델의 혁신을 강화하여 기업의 전략이 직원,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준다. 

아구스틴 델가도Agustín Delgado, 이베르드롤라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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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목표 선정은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출 SDGs 세부목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아래는 기업이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력을 평가함으로써 SDGs 우선순위 목표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진입점에 대한 설명이다.

 진입점 A : 사람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크가 SDGs 세부목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가장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연관된 SDGs 세부목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영향에는 ‘중대한(salient)’ 인권 리스크 또는 문제가 

포함된다(박스 4 참고).

• 사람과 환경, 나아가 SDGs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진입점 B : 이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통해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SDGs 세부목표를 파악한다. 

• 기업이 기술과 역량을 적용하여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개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러한 

일이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드러날 수 있다. 

• 도움을 주는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제공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박스 2

SDGs에 관한 보고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규정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는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GRI의 이해관계자 

포괄성 원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이 보고할 중요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점에 

대해 알고 있는 대리인의 참여는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연관된 

실제적, 잠재적 영향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영향의 심각성과 

개연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실사(due 

diligence)의 일부이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해관계자는 사업 운영 

또는 가치 사슬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관련 집단 구성원을 통해 - 직원, 

하청업자, 공급망 노동자, 지역사회와 소비자 -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노동조합, 지역사회 지도자 등 적절한 대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집단 내에서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리인은 누구인가? 대리인은 이해관계자 집단과 그들의 관점, 

이해관계, 우려사항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기업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변할 수 없다. 여기에는 지역 

NGO, 학계, 기타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리인 참여는 

기업이 관련 이해관계자와 직접 대화하기가 어려울 경우 - 예를 들어 

광범위한 공급망상의 리스크가 먼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시간, 

비용, 언어 등 자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기업의 여러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SDGs/지속가능성 보고의 맥락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은 활동과 보고를 위한 우선순위 또는 중대성 이슈를 

파악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측면 (예: 수자원, 인권, 반부패)

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계획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사려 깊은 제안을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지속가능성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가 또는 국제 NGO, 

노동조합, 학계, 다른 기업의 대표자, 컨설턴트, 변호사, 투자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다양한 부서와 운영 수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보고 프로세스를 담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관리자로 구성된 범부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정보를 공유, 비교하고 전체적인 기업 전략에 통합할 

수 있다. 

1.2단계.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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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우선순위 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특정 목표가 다른 목표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기업이 특정 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것이 기업 전략과 보고에 통합시킬 우선순위 SDGs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이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통해 SDGs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래 단계들은 각각 SDGs 우선순위 목표 파악을 위한 두 가지 진입점인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평가, 이로운 제품, 서비스, 투자의 탐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진입점 A : 사람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크와 SDGs 세부목표 

사이의 연관성 평가  

SDGs와 관련된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또는 리스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

 우선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연관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한다.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시킨다. 기업 또는 업계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적 영향과 기업의 활동, 사업장 

위치, 원자재 또는 판매, 가치 사슬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종류의 부정적 영향을 찾아본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측면에서 노동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기본적인 존엄을 침해하므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리스크이다.        

 이 단계에서는 리스크 발생가능성 또는 해결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필터링하는 일을 지양한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리스크는 아니지만 사업 관계를 통해 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영향을 포함시킨다.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직원, 노동자,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11

 기업 전반에 관련된 사람들 즉, 내부 이해관계자를 이러한 리스크 맵핑

(mapping) 과정에 참여시킨다.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언론, 

소셜미디어 등의 외부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 

 리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지식과 정보의 갭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리스크를 추가한다. 

박스 3

GRI 기준 연계성 (1/2)

이러한 과정은 GRI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대에 부합하며, GRI 

중대성 원칙의 적용을 포함하여 GRI 기업 보고 원칙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별도 또는 추가적인 

절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GRI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업 

보고 과정에 SDGs 세부목표와의 연관성을 포함하는데 도움을 준다. 

GRI 기준에서 중대성(materiality)은 보고서에서 조직의 중요한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반영한 주제 또는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해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의 중대성은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SDGs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GRI 기준에 따른 중대성 평가에서 ‘중요한 영향’으로 간주된다.

1.2단계.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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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람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중요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며, 이는 GRI 보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우선순위 선정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리스크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심각성(Severity) : 우선순위 선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이다. 

심각성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가/중대하게 될 수 있는가

• 영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퍼질 수 있는가

• 영향을 바로잡는 (또는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어려울 

수 있는가 

발생가능성(Likelihood) : 우선순위 선정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각각의 잠재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또는 확률이다.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향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더라도 가장 심각한 영향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은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다.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이 발간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 가이드(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 Interpretive 

Guide)12 』(질문 88)와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13

을 참고하라.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며, 이는 

GRI 보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연관성 있는 SDGs 세부목표와의 연결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크를 파악했다면 SDGs와 세부목표에 이들을 연결할 수 있다.

 SDGs와의 연결고리가 다른 때보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여성 차별이라는 우선순위 리스크는 SDG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과 관련이 

있다. 다른 리스크는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SDGs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SDGs 목표 8.5(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달성)와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리스크가 

여러 개의 SDGs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는 기후 행동에 관한 SDGs 목표 

13과 연관성이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빈곤 퇴치에 

관한 SDGs 목표 2, 건강과 웰빙에 관한 SDGs 목표 3, 저렴한 청정 

에너지에 관한 SDGs 목표 7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단계 2.1(사업 목표 설정)과 3.3(보고 및 변화 실행)에 따라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때 이러한 전략이 다른 SDGs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11)  예를 들어 사업 시설 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안, 청소, 케이터링 등) 제 3자가 계약한 사람에 대한 영향, 제품의 업스트림(상품, 제조업, 포장 등)  및 다운스트림(유통, 판매, 고객 사용, 재활용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된다.

12)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R.PUB.12.2_En.pdf

13)  http://mneguidelines.oecd.org/OECD-Due-Diligence-Guidance-for-Responsible-Business-Conduct.pdf

박스 4

중대한 인권 이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기업의 규모와 산업에 관계 없이 

사업 운영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업은 인권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대응이 지연되면 

구제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에 미칠 영향이 

가장 심각한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각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기업이 파악한 인권에 미치는 다른 영향과 

비교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유엔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 가이드는 이러한 가장 심각한 인권 

리스크를 UNGP 보고 체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개념인 기업의 중대한

(salient) 인권 이슈로 칭하고 있다.

1.2단계.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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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를 들어 공급망 상의 저임금 노동자는 빈곤 퇴치에 관한 SDGs 

목표 1 및 빈곤을 최소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세부목표 1.2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불평등 감소에 관한 SDGs 목표 10, 하위 40%

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세부목표 

10.1과도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 임금 향상을 위한 기업의 

전략은 건강과 웰빙에 관한 SDGs 목표 3, 양질의 교육에 관한 SDGs 

목표 4 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이다. 

이는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다(아래 그림 1 참고). 

 이러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와 관련 영향력은 GRI 보고 원칙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완전성)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구성한다.  

진입점 B :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통해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SDGs 세부목표 탐색

SDGs와 관련된 실제적,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 또는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역량의 활용과 적용 방안에 중점을 둔다. 

기업이 특정한 SDGs 세부목표에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SDGs에 대한 기여를 늘리기 위한 기존의 이점 확대 방안, 

또는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다른 SDGs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개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한다.  

예 : 의류산업의 가치 사슬에 대한 리스크와 SDGs 간 상호 연관성 파악  

1.2단계. 원칙에 입각한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원자재

긍정적 영향 증대

부정적 영향 감소

공급자 물류 기업 운영 유통 제품 사용 제품 수명 종료

기업이 토양 오염을 감소시켜  SDG 15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여 

SDG 3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폐수를 줄여 공급망에서 SDG 6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고객의 의류 재활용 기회를 늘려 

SDG 12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기업이 모든 직원에게 생활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운영에서 SDG 8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우선순위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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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소외되거나 차별 받고 있는 특정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데 기업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금융기업이라면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시장에 선보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교육, 직업, 기본적인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변화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불평등 감소에 

관한 SDGs 목표 10에 따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육상 생태계에 관한 

SDGs 목표 15에 부합하도록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제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현지 원주민들과 

협력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목재 가공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기업의 기술과 역량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때는 기업의 핵심 사업과 가장 가까운 SDGs 목표 

이상의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ICT 기업은 양질의 교육에 관한 SDGs 목표 4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스포츠 조직이라면 

성평등에 관한 SDGs 목표 5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SDGs 관련 제품, 서비스,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존 또는 잠재적 혁신 

중에서 우선순위를 시험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의 중요성

•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의 중요성

 이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로 인한 긍정적인 지속가능성 영향력의 

중대성 측정은 일부 경제적 측정이 될 수 있다(예: 저소득층을 위해 

식수의 원가를 낮추는 것, 소비자에게 청정 에너지 제공 비용을 낮추는 

것). 경제적 측정은 통상적으로 제품이 도달하는 저소득층의 수, 재활용 

서비스가 도달하는 가구의 비율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측정과 결합된다. 

서로 다른 측정치를 항상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익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SDGs에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 서비스, 투자를 파악하고 보고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SDGs에 대한 기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상대적인 비용과 사업 기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의 개발 및 실행으로 인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통해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며, 이는 GRI 보고 원칙을 바탕으로 보고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SDGs 세부목표와의 연계

 SDGs와의 분명한 연결점을 넘어 기업이 간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SDGs와 세부목표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오지에 사는 아동이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은 교육에 관한 SDGs 목표 4 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SDGs 목표 8.7, 빈곤 감소에 관한 SDGs 목표 1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이후 사회에 진출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논(Danone)은 2017년 말 첫 번째 SDGs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다논의 

연례 통합 보고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보고서 작성 시, 우리는 중대성 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해 SDGs 세부목표의 구체적인 정의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다논의 9대 기업 목표와 행동의 결과, 사업 운영에 중요한 각각의 목표 

사이의 연결고리를 반영하는 핵심성과지표(KPI)들을 사용했다.

사업활동을 SDGs 세부목표와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의제에 대한 다논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엠마뉴엘 배르곤Emmanuelle Wargon, 다논 지속가능경영 담당 부사장 

1.2 단계. 원칙에 입각한 SDG 우선순위 목표 설정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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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두 번째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가 

만들어진다. 이들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이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에서 비롯되는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SDGs 우선순위 목표와 관련된 영향력은 GRI 보고 원칙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완전성)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1.3 단계 : SDGs 관련 보고 내용 선정

 지금까지 두 개의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를 파악했다.

• 진입점 A :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한 우선순위 

SDGs 목표의 집합

• 진입점 B :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의 탐색을 바탕으로 한 

우선순위 SDGs 목표의 집합 

 이러한 두 가지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는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도 서비스 공급업체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스크를 직면할 수 있으나, 동시에 

소외된 지역사회에 수도를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기회를 마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 모두를 해결하는 

것은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한 SDG 6, 특히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6.1에 기여한다.

  다른 예로 기술 기업이 학대 당하는 노동자를 위한 핫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당국과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체 공급망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이라는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해결과 핫라인 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SDGs 목표 8, 특히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목표 

8.8과 관련이 있다.  

 GRI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고서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SDGs 관련 주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 중요한 경제·

사회·환경적 영향을 완전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이는 보고서에서 꼭 

다루어야 한다.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

중대한 지속가능성 이슈, 목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조직 전반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증하며, 높은 수준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보강과 검토를 거친다.  

아네트 스투베Annette Stube, A.P. 몰러-머스크 

지속가능성 책임자 

박스 5

GRI 기준 연계성 (2/2)

기존의 기업 보고서에서 GRI 보고 원칙 (GRI 101: Foundation)을 

바탕으로 보고서 내용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결과를 활용해 사업 운영 및 가치 사슬과 

관련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SDGs 우선순위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보고 경험이 많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SDGs로 인해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기대사항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DGs의 도입은 기존의 중대성 평가를 검토하고, 기업의 보고서 내용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및 SDGs와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3 SDGs 관련 보고 내용 선정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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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중요한 영향력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련 있는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를 이용해 GRI 기준에 따른 중대성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 내용을 정하는 과정을 완수할 수 있다. 중대성 이슈에 관한 최종 

결정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책임경영 관련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해결, 이로운 제품, 서비스, 

투자의 개발이라는 두 개의 진입점으로부터 기업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SDGs 우선순위 목표 세트가 확정되며, 이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처음에는 17개 SDGs 목표에서 시작해 우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14개 목표를 지지하고 행동을 취했다. 페르노 리카

(Pernod Ricard)는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우선순위 선정 과정은 SDG Compass 가이드에 제시된 834개의 사업 

지표를 검토하고 관련 핵심 부서를 참여시킴으로써 가능했다. 현재 우리는 

SDGs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속가능성 전략을 구축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의 

SDGs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화함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노에미 바우어Noemie Bauer, 페르노 리카 지속가능성 책임자

박스 6

사업에 대한 리스크 고려

SDGs 우선순위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다. 이는 SDGs 우선순위 목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평판, 재정적, 법률적 

또는 규제 리스크,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리스크, 직원의 채용, 

유지, 생산성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있다. 반대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직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브랜드 또는 투자자에게 선택 받도록 만들어 가치를 보호, 창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상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은 세계 여러 지역의 수자원의 희소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는 1.2.1단계에서 이미 해당 

지역의 사람과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혁신의 부재가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라는 두 번째 진입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1단계 : 우선순위 목표 선정

1.3 SDGs 관련 보고 내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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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측
정

 및
 분

석

2.1 사업 목표 설정

2.2 적절한 공시 내용 선정

2.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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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 목표 설정

2단계: 측정 및 분석

2단계 : 측정 및 분석

1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SDGs 우선순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와 전략을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목표 설정,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 선택, SDGs 성과 분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2.1 단계. 사업 목표 설정

 SDGs 우선순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목표를 설정한다. 

이 때 기업의 행동과 보고의 영향력과 명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크를 바탕으로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해 다룰 때 단순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인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이는 체계적이고 견실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기업이 

운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건강상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류 기업은 여성 노동자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현지 단체와 협력하고, 관리자에게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며, 고충처리제도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관한 SDG 5.1과 5.2,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SDG 2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14.

  예를 들어, 산림 복원(SDG 15.2)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역을 

복구하고자 하는 광산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 구역의 위기종 동식물을 

복원하고,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생물 다양성의 손실 중단, 

SDG 15.5) 지역 기반의 생태관광에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SDG 세부목표 8.9).

 하나 또는 그 이상의 SDGs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변화된 

제품, 서비스, 투자를 파악할 때는 그 생산과 제공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산 

과정의 환경 발자국이 큰 제품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한적인 

가치만 창출한다.  

 영향의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상쇄

(trade-offs)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른 

긍정적 영향으로 상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는 지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저개발 공동체에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지 원주민 지역사회가 동의 없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 한다.

 적용가능한 경우 지구위험 한계와 다른 임계점을 염두에 둔 기업 목표 

설정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cience Based Targets) 

설정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판단에 도움을 준다15. 

마찬가지로 수자원16  및 다른 SDGs 관련 영역에서 기업의 상황을 

기반으로 한 목표 설정 방법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래 적합 사업 

벤치마크(Future-Fit Business Benchmarks) 또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절대적 목표들을 제공해 준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다. 

14) 인권 이슈와 SDGs에 관한 사례 (http://www.shiftproject.org/SDGs/)

15)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정보 (https://sciencebasedtargets.org/)

16) 기업의 수자원 목표에 관한 정보 (http://www.ceowatermandate.org/files/context-based-targe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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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단계. 적절한 공시 내용 선정

 각각의 SDGs 우선순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는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지표를 파악한다.

 영향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위해 정성적, 정량적 공시 (예 : 수치적 

통계, 비율, 백분율 등)를 함께 사용한다17. 정성적 공시는 기업이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파악,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한 서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SDGs 목표와 관련된 기업의 진행상황을 측정, 보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고 체계에서 관련 공시 기준과 지침을 찾기 위한 참고자료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보고: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18 을 

활용한다(SDG Compass의 기업 공시 온라인 자료실에도 수록되어 있다

19). 이 자료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공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주제에 대한 경영 접근방식에 대해 기술한다(자세한 지침은 GRI 

103:  Management Approach를 참고하라). 또는 자체적인 공시 방법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표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그림 2 참고). 

17)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361

18) http:// www.unglobalcompact.org/library/5361

19) http://www.SDGscompass.org/business-indicators/

그림 2

예: 기업 운영상 단계별 수자원 정화 관련 지표

2.2 적절한 공시 내용 선정

2단계: 측정 및 분석

투입 (Inputs)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s) 결과 (Outcomes) 영향 (Impacts)

어떤 자원이 SDG 목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엇이 생성되는가?

대상 집단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러한 산출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제조 및 R&D 투입 비용  정수 알약 판매

(정성적 기술)

판매된 정수 알약의 수와 

제공된 소비자 정보

정수된 물의 소비 비율 수인성 질병 발생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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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측정 및 보고 지표를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는 각각의 지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파악, 수집하는 것이다.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성과와 관련 있는 

데이터는 기업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언제나 그러하듯 내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해 설정된 기업의 목표에 대한 기존의 성과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활용한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SDGs 목표 

15.2에 대한 데이터는 원료의 이력 추적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구매 시스템 또는 분쟁 광물이나 윤리적 자원 조달에 관한 

기업 공시에 이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원천의 평가 사례는 그림 4를 참고하라.

 기업이 SDGs 우선순위와 관계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지표를 수립한다. 

지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해야 하며(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relevant),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time-bound)(“SMART”). 지표를 단일한 담당자에게 

할당하고 수립된 목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적절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맥락에서 영향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총 

합계와 지역별 데이터를 공개한다. 지역별 데이터는 특정 인구 집단 또는 

특정 환경 맥락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이 있는 지역의 데이터는 성, 

연령, 인종, 장애, 이주민 등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른 기업의 구체적인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을 망라하는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제의 위험을 감독 및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의 생산에 

있어 노동 기준을 추적하는 데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침서 『데이터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ata)』20을 참고하라.   

 각각의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해 수립된 기업의 목표에 비추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선택된 공시 내용이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의 결론은 

자원 배분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하며, 외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적의 측정과 보고를 위해 사업 변화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전략을 조정한다(그림 3 참고).

20)  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GuidanceNoteonApproachtoData.pdf

그림 3

2.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단계: 측정 및 분석

예: SDG 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관련 데이터 수집 사례 

(데이터 출처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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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고

, 통
합

, 변
화

 실
행

3.1 SDGs 보고 우수사례의 특징 고려

3.2 데이터 사용자의 정보 니즈 고려

3.3 보고 및 변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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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이 단계에서는 2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고 

변화 실행에 대한 내부적 고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1단계. SDGs 보고 우수사례의 특징 고려

 SDGs에 대한 보고는 가능한 국제적 보고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SDGs에 관한 기업 보고: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이하 "분석")에서 관련 

기준과 보고 체계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내부 보고는 자원 배분과 SDGs 전략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외부 보고는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SDGs가 기업의 우선순위와 목표(사업 전략)에 통합됨을 입증하기 위해 

SDGs 관련 정보를 기업 보고 주기에 포함한다.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SDGs 우선순위 목표와 전체적인 성과를 제시한다

(GRI 101: Foundation 참고. 지구 위험 한계를 고려하는 목표 설정에 관한 

2.1단계 참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관점(예: 

기후변화)과 지역적, 국지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관점(예: 지역사회 개발)을 

구분해야 할 수도 있다. 국지적 영향력을 지닌 이슈에 대한 보고는 기업이 

서로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스 7

효과적인 보고의 4C

박스 8

체크리스트 - 보고서 작성 시 고려사항 

   사람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 또는 도움이 되는 제품, 서비스, 

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중대한 영향력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SDGs 우선순위 목표 선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이 결론에 미친 영향

   리스크를 해결하고 이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SDGs 우선순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와 측정(지표)을 포함한 기업의 

전략(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비롯해 관련 기업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포함)

   기업이 실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 사례,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기업이 SDGs 우선순위 목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와 

데이터 및 실패 사례 고려

   추가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

3.1 SDGs 보고 우수사례의 특징 고려

3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간결성(Concise)

간결한 보고는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며, 

정보의 과부하와 혼란을 최소화 

한다.

일관성(Consistent)

일관성 있는 보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보고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시성(Current)

현시성 있는 보고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사후에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과 영향력, 

사업 기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창구의 역할을 한다.  

비교가능성(Comparable)

비교 가능한 보고는 정보의 

사용자가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추적, 평가하고 향후 

이를 개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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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업의 수자원 관리 책임에 기반한 접근은 수자원 관련 

리스크의 여러 측면에 대해 다룸으로써 의미있는 리스크 감소 

효과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자원 관리 전략이 지역과 국가의 수자원 

정책에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SDGs 지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자원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21.

 기업의 SDGs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기여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할 때는 

관련 있는 국제 협약 또는 약속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은 파리 협약 및 기후 관련 

국가별 탄소배출량 저감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22

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후 행동에 관한 SDGs 목표 13과 연결 지을 

수 있다.

 SDGs 우선순위 목표 각각에 대해 수립한 목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보고서 공시 내용은 특정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상장 요건과 같이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자발적 및 의무적 보고 정책에 관한 정보는 “당근과 채찍(Carrots and 

Sticks)” 온라인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23.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에서 생략하기로 결정한 

SDGs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에는 해당 이슈들이 

기업에 덜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 경우,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해결책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정확성과 신뢰성, 전체적인 보고서의 질 향상을 위해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을 모두 활용한다. 투자자와 같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 보고서와 더불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이벤트, 제품 

및 서비스 라벨, 마케팅, 광고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SDGs 성과에 

대해 알리는 채널을 활용한다. 

박스 9

TCFD의 권고사항 및 기후 행동에 관한 SDGs 목표 13에 대한 보고

2017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업과 금융 

기관이 투자자, 채권자, 보험사 등에 제공되는 주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는 거버넌스,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목표 설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의 재무 관련 영향에 대한 기업 

공시를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또한 권고는 기후 행동에 

관한 SDGs 목표 13 및 파리 협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에도 

도움을 준다.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설정 및 GRI 

기준에 부합하는 SDGs 목표 13에 관한 기업 공시는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재무 관련 영향 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후변화 및 

그와 관련된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TCFD에서 파악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

의 일환으로, SDGs 목표 13에 관한 보고서에는 기업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확률, 온실가스 배출 내역,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계획인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의 

회복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세부목표 

13.1). 

21) 기업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정보 (https://www.ceowatermandate.org/files/context-based-targets.pdf)

22)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nationally-determined-contributions-ndcs and https://unfccc.int/files/essential_ background/convention/application/

        pdf/english_paris_agreement.pdf

23)  www.carrotsandsticks.net

3.1 SDGs 보고 우수사례의 특징 고려

3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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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단계. 데이터 사용자의 정보 니즈 고려

 SDGs 보고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와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 공개하는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고 과정 전체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주기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려한다. 

정부는 자국의 SDGs 실행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24에 자발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정부는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다25.

현재 여러 정부에서 SDGs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를 분석해 국가별 

검토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기업 공시는 

정부 검토과정에서 데이터의 가용성과 질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더욱 

유용하다. 국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기대하는 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국가적 SDGs 의제 및 기타 

유엔의 절차에 대한 기업의 기여와 보고를 촉진한다26.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관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와 함께 탐색한다 (예: 공공 플랫폼에 정보 업로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려한다. 

기업과 관련된 리스크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함하여 리스크 평가를 

위한 SDGs 관련 데이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SDGs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보다 잘 대변하고,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SDGs 

관련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이 SDGs와 관련된 경쟁 우위를 사업상의 

결과로 변화시키는 방식과 SDGs와 기업 전략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구한다. 또한 과거의 진행상황과 추세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투자자들은 시나리오 

계획과 전향적인 정보 공개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 포커스: SDGs에 관한 기업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27

을 참고하라.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려한다. 

시민사회 단체는 SDGs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단체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SDGs에 관한 이해관계자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SDGs 성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와 학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려한다.

더 많은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SDGs 

성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학계는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를 연구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4)  HLPF 검토 절차에 대한 정보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2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8, p. 16 -17 on data (https://unstats.un.org/SDGss/files/report/2018/TheSustai nableDevelopmentGoalsReport2018-EN.pdf)

26)  국가별 SDGs 정책 대화에 참여 사례 (www.unglobalcompact.org/library/5627)

27)  www.unglobalcompact.org/library/5625

3.2 데이터 사용자의 정보 니즈 고려

3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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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계. 보고 및 변화 실행

 기업의 SDGs 우선순위 목표와 관련하여 설정된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성과의 격차를 예측하며,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서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킨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내부 조율과 

전사적인 주인의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공급자 관련 SDGs 우선순위 목표에 관한 활동을 

공급망 부서가 ‘전담 관리’한다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어떠한 경우든 목표에 대한 조직원의 책임의식이 성공을 이끄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보고 주기를 검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업무 부하를 최소화하고 SDGs 우선순위 목표와 관련된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보고 절차를 외부 공시 절차와 

일치하도록 한다. 또한 SDGs 우선순위 목표를 모두 관리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SDGs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기업 

전략에 SDGs를 통합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28, “분석” 등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파트너 기관이 

함께 개발한 다양한 툴과 자료들이 이와 관련한 지침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 

 SDGs를 기업 전략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 외부 보고만큼 중요한 것은 내부 

의사소통이다. 기업의 전략과 진행상황을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 직원의 

참여과 리더십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교육이 수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른 기업 및 조직과 협력해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의 책임을 옹호하며, 

분야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거나 SDGs 달성을 위한 활동의 실행 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탐색한다2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보고는  SDGs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코베스트로(Covestro) 조직 전반에 걸쳐 

동기와 창의성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활동에서 SDGs를 한층 더 굳건하게 

해준다. 

에릭 비쇼프Eric Bischof, 

코베스트로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

우리는 사업 계획과 중대성,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따라 SDGs 우선순위 목표를 정의한다. 에넬(Enel)은 

SDGs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나 보고 절차를 별도로 개발한 적이 없다. 우리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에넬에서는 SDGs가 별도의 ESG 목표나 척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전략적 계획, 지속가능성 계획과 보고는 17개 SDGs 목표의 분포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에넬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룹 전체가 SDGs 관련 데이터와 성과를 쉽게 이해, 관리, 평가하고 SDGs에 대한 CEO의 

약속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줄리아 제누아르디Giulia Genuardi, 에넬 지속가능성 계획 및 이행 책임자

28)  www.unglobalcompact.org/library/5461.

29)  Transforming partnerships for the SDGs (www.unglobalcompact.org/library/5614) 

        Private-Sector Collabo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ww.bsr.org/reports/BSR_Rockefeller_Private-Sector_Collaboration_for_Sustainable_Development.pdf) and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llective action by business,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achieve scale and transform markets (www.hks.harvard. edu/sites/default/files/centers/mrcbg/programs/cri/files/PforSD(Exec_Summary).pdf.)

3.3 보고 및 변화 실행 

3단계: 보고, 통합, 변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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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List of international reporting frameworks 
and indicators

Sources of business disclosures 

•  BIO Intelligence Service Development of Guidance o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Business Call to Action indicators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Quick guide to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 CDP 2017 Climate Change Information Request  

•  CDP 2017 Forests Information Request

•  CDP 2017 Water Information Request 

•  CEO Water Mandate’s Corporate Water 
Disclosure Guidelines 

•  Danish Institute of Human Rights AAAQ Framework 
Generic Indicator 

•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Aquastat

•  Global Innovation Index GII Framework 

•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IUCN Red List 

•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on Women Understanding 
and Measur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 
Definition, Framework and Indicator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ecent Work Indicators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Global 
Rights Index 

•  Kepler Cheuvreux Inequality Footprint: An investor guide 
Social & Business Ethics

•  Oxfam Behind the Brands scorecard indicator 

•  UNCTAD Enhancing the role of reporting in attain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formation into 
company reporting 

•  UNSDSN U.S. Cities SDG Index 

•  UN Global Compact-Oxfam Poverty Footprint 

• UN Global Compact Reporting Guidance on the 10th 
Principle against corruption

•  WBCSD WASH Pledge and Guiding Principles 
for Implementation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indicator 

•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Reporting on Progress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Yale Univers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Select reporting frameworks

•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Framework 

•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SASB Accounting Standards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Final Recommendations

• The IIRC <IR> Framework

•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

Contributors
Integrating the SDGs into Corporate Reporting: a Practical 
Guide is a key deliverable from the partnership between 
GRI and the UN Global Compact. Technical and strategic 
support has been provided by PwC and Shift. This document 
incorporates input from a multi-stakeholder advisory 
committee (MAC) of the Action Platform Reporting on the 
SDGs and a variety of stakeholders comprising business 
(including SMEs), academia, international institutions,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vestors, data users, statistical offices, and regional 
presences of GRI and the UN Global Compact organizations 
worldwide. Provision of input by stakeholders does not equal 
endorsement of the final product. 

About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is a call to companies 
everywhere to align their operations and strategies with ten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and to take action in 
support of UN goals and issues embodie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UN Global Compact is a leadership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disclosure 
of responsible corporate practices. Launched in 2000, it is 
the largest corporate sustainability initiative in the world, 
with more than 9,500 companies and 3,000 non-business 
signatories based in over 160 countries, and more than 65 
Local Networks. www.unglobalcompact.org 

About GRI 
GRI is an international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has 
pioneere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since 1997. GRI’s 
mission is to empower decision-makers everywhere, through 
its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and multi-stakeholder 
network, to take action towards a more sustainable economy 
and world. There are over 100 countries communicating the 
impact of business on critical sustainability issues with GRI. 
www.globalrepor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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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wC 
PwC’s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Our Sustainability team advises and supports 
business and Government to introduce, maintain and expand 
sustainable practices that make sound commercial sense and 
deliver positive societal impact. Our Sustainability team sits 
within a broader network of firms in 157 countries with more 
than 223,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and tax services. www.pwc.com/
sustainability 

About Shift
Shift is the leading center of expertise o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hift’s founders 
were part of Professor John Ruggie’s core advisory team 
that helped develop the Guiding Principles. Shift’s global 
team facilitates dialogue, builds capacity and develops 
new approaches with companies, Govern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bring about a 
world in which business gets done with respect for people’s 
fundamental welfare and dignity. Shift is a non-profit, 
mission-driven organization. www.shift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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