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K,
ESG DATA PLATFORM

AN EFFECTIVE APPROACH  

FOR STRATEGIC ESG MANAGEMENT 



ESG경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기존의 ESG 공시방식은 자랑하고 싶은 �
우수 성과 중심으로 작성되어 기업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하고 �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제시로 선도와 
GAP을 분석하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해결을 위한 전사적인 공감대
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DK는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우리기업
의 현상태를 알려주시고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ESG는 전사적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ESG를 담당하는 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 성과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한계에 달했고 �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제 ESG 데이터는 전 부서가 
함께 참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EDK는 환경, 안전, 인사 등 ESG 전 부서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
고 공개하는 ESG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한국기업 중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
140여개사에 불과합니다. 최근 고객, 투자사, 평가사로부터 �
ESG 정보공개를 요구받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이러한 �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
EDK는 홍보용 보고서가 아닌 ESG 데이터 공시 목적의 �
심플한 보고서 발간을 원하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까?

전사가 함께 참여하는  
ESG 관리체계로 변화할 수 없을까?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쉽게 ESG 정보를 공개할 순 없을까?



ESG가 부각되면서 정부, 투자자, 고객들로부터의 정보공시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2030년부터 국내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

고객들은 계약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ESG평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 역시 ESG 정보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지표로 �

ESG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부서만으로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영환경의 변화와 대응 한계

ESG업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니즈를  
동시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로벌 계약 중소기업 Needs

•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맞춘 ESG 수준 진단 
및 단계 상승의 어려움 존재

• �고객사 ESG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및 �
관리 시스템 부재

• �ESG 업무추진 및 협조에 대한 �
내부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존재

• �다각화된 ESG 평가 통합 대응의 �
어려움 존재

• �연 1회 보고서 발간으로는 시의성 있는 �
평가 및 대응 한계 존재

•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인해 ESG 데이터 
취합 및 관리의 어려움 존재

대기업 Needs 중소 상장사 Needs

• �ESG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부재

• �보고서 발간 등 공시비용 부담 존재

• �ESG 데이터 취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
기본 경영 시스템 부재

• �광범위한 ESG 관련 지표들에 대한 �
리서치 및 검토의 어려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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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K는 ESG 공시 플랫폼으로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를 지원합니다. �

기업이 평가사, 투자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공시지표를 결정한 후 정보를 작성하면 �

링크 방식으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전담부서 없이도 자사의 ESG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쉽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ESG Value-up Platform, EDK
ESG 데이터 공시 플랫폼,  
EDK는 한국기업들의 ESG 가치 상승을 돕습니다

기업별 ESG공시에 대한 니즈와 
현재 추진수준을 진단하여 1차 
공시항목과 관리운영체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을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에게 해당하는 평가, 
공개요구 등에 최소 100개에서 
최대 350개의 공시지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항목은 추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 

EDK 링크사이트 생성 후 자사 
홈페이지에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ESG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공시지표별 1차 입력을  
수행합니다. 

ESG 데이터 변경시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권한에 따라 전담팀  
혹은 개별 부서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ESG 수준 
진단

공시지표 
결정

기업  
홈페이지  

링크
1차 입력 데이터  

상시수정

EDK는 기업의 ESG 공시 표준인 GRI Universal Standards를 비롯하여 TCFD, SASB, DJSI의 �

CSA, MSCI, CDP, EcoVadis, KCGS ESG 평가 등 다양한 ESG 지표를 선택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EDK 공시 페이지는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우리기업의 ESG 정보를 필요로 하는 �

투자사, 평가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GRI 공시의 경우, 웹 공시와 함께 추가적인 �

인쇄물 보고서 발간이 가능합니다.

ESG 데이터 진단
우리기업 ESG 수준을 ��
진단하여 GAP 파악

ESG 데이터 공시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 ESG 데이터 관리
담당부서들이 개별적으로 ��

ESG 상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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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K Service Offerings
EDK는 웹사이트를 통한 ESG 정보공시 외에도  
ESG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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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보고서 발간

ESG 평가 컨설팅

ESG 데이터 제3자 검증

기본서비스

ESG 진단

ESG 공시

부가서비스
미디어 리스크 리서치

ESG 교육

ISO 인증

ESG 전문컨설턴트가 기업별 ESG 공시에 �
대한 니즈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수준을 �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우리기업에 해당하는 ESG 평가, 투자사 �
공개요구 등에 따라 최소 100개에서 �

최대 350개의 공시항목을 결정합니다. �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공시지표별 �

1차 입력을 수행합니다. 

1
미디어 리스크 리서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ESG Controversy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2
ESG 보고서 발간

별도의 보고서 컨설팅 없이 간략하게 EDK 공시 내용과 몇가지 GRI 요건을 충족시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작합니다.

3
ESG 평가 컨설팅 

EDK 진단 과정에서 세부 평가 컨설팅을 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ESG 데이터 제3자 검증

EDK 진단 과정에서 ESG 검증 전문기관 선택, 비용협의, 검증로고까지 검증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ISO인증

환경(ISO14001, ISO50001), 반부패(ISO37001), 컴플라이언스(ISO37301) 등 ESG와 연계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ESG 교육

EDK 진단과정에서 전문 교육기관 선택, 커리큘럼 협의, 비용협의, 교육평가 등 ESG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그밖에도 ESG 리서치, 외국어 링크, ESG 이니셔티브 참여지원, ESG 수상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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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스폰은 200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분야만 �

집중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기업입니다.

금융, 소비재, 에너지, 공항, 통신, 철강, 유통, 건설, 공공분야 등 �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

10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여러 산업 및 비즈니스에 대한 �

이해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ho We Are ESG 컨설팅 전문성

국내외 100여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프로젝트 참여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동반성장 컨설팅, �
인권경영 컨설팅, 사회공헌 컨설팅 등)

1

MSCI ESG 평가, DJSI, �
KCGS 등 다수의 ESG 평가 대응 �
컨설팅 경험보유

2

국내외 ESG 선도기업들의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발간 및 웹보고 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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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oint

  02-2051-9430

  consulting@marcsp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