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벤치마킹 시리즈 1. 싱가포르 편

지금은 ESG 경영 ! !

싱가포르 ESG 우수 기관
벤치 마킹 연수
● 지역 : 싱가포르 지역
● 기간 : 3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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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100대 기업도 전 세계 RE100 가입 기업과 비교하면 평균 이행
연도는 2028년으로 한국은 이들과 비교하여 약 20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10년
후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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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싱가포르 ESG인가!!
➢ 아시아 최고의 ESG경영 평가 1위 국가
➢ 유럽등 ESG 표준지표의 최고 모범 사례 국가
➢ 정부.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국가어젠다로 ESG집행 진행

➢ ESG친환경 인프라로 다보스 포럼이 주목한 국가

ESG 벤치마킹 연수 주요 Point
• 싱가포르 사례로 기업 친환경을 위한 지원 & 대책
• 정부, 기업의 친환경으로 성공모범 사례의 벤치마킹
• 사회적적 책임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사례
• 기업,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대와 활동
• 기업,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공정과 투명성 확보 방안
• 시민, 지역과 연계한 지배구조 최고 평가 우수 사례 벤치마킹

GBC의 ESG 벤치마킹은 계속됩니다 - 유럽, 일본, 미국ESG의 맞춤식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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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연수 핵심 Key Point & 전략적 방향

미래성장동력으로 전문화와 최상의

미래 성장동력의 전문성으로

ESG경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ESG 경쟁력 강화방안

환경, 사회적기업, 거버넌스

업종별, 기관별 특색에 맞는 분야별 ESG

차별화를 통한 강한 ESG구현

미래성장분야의

활용의 차별적 요인은?

창의적이고

미래경영의 선도기관으로 독창적, 창의적

독창성 ESG 확보

ESG경영 기업으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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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제1일차

인천

항공

오전

▣ 집합 : 인천 국제공항 앞

(월)

싱가포르

전용차량

오후

▣ 출국 : 인천→싱가포르

오전
제2일차
(화)

싱가포르

전용차량

세부사항

▣ 공식방문 1)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싱가포르 ESG정책 및 ESG지원의 정부기관
▣ 인프라 탐방: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거점

오후

– 싱가폴 사이언스 센터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2) MARINA BAY SANDS

오전

제3일차
(수)

싱가포로

전용차량

- ESG최고상인 싱가포르 그린마크골드 상 수상 ESG 모범기업
▣ 공식방문 3) DBS Bank Singapore

오후

- 글로벌 ESG경영으로 각광받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금융그룹

▣ 석식 후 연수 디브리핑

제4일차
(목)
제5일차

(금)

전용차량
싱가포르
항공

인천

오전
오후

▣ 공식방문 4) GREEN LI-ION
- 재활용 솔루션으로 급성장하는 싱가포르 ESG 스타트업 기업
▣ 싱가포르 인프라 탐방

저녁

▣ 귀국: 싱가포르- 인천

오전

▣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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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기관 개요

⚫
⚫
⚫

설립: 2002년
홈페이지: https://www.nea.gov.sg
주소: 71 Ayer Rajah Crescent #02-22 Singapore

주요특징

⚫ 싱가포르 ESG 정부기관
⚫ 정부차원의 3R Fund 프로젝트를 만들어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해 왔다.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가능성 계획을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장기전략을 통해 재활용률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MARINA BAY SANDS
기관 개요
⚫
⚫
⚫

설립: 2002년
홈페이지: https://www.nea.gov.sg
주소: 71 Ayer Rajah Crescent #02-22 Singapore

주요특징

⚫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6성급 호텔, 비즈니스, 엔트데인먼트
그룹.
⚫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고 내부 환경과 그린 이노베이션으로
탁월한 성과올림
⚫ 싱가포르 ESG최고상인 싱가포르 그린마크골드 상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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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 Bank Singapore
기관 개요

⚫
⚫
⚫

설립: 2002년
홈페이지: https://www.dbs.com.sg
주소: 71 Ayer Rajah Crescent #02-22 Singapore

주요특징

⚫ 싱가포르의 다국적 은행 및 금융서비스 기업
⚫ ESG경영의 일환으로 은행전체 운영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순제로로 하는 목표를 세움
⚫ 건물옥상을 도시농장으로 전환, 고형페기물 30% 절감등으로
ESG최고기업이라는 브랜드로 성장.

GREEN LI-ION
기관 개요
⚫
⚫
⚫

설립: 2002년
홈페이지: https://www.greenli-ion.com/
주소: 46 Kim Yam Rd, #01-05, Singapore

주요특징

⚫ 폐배터리 재활용 솔루션으로 급성장하는 싱가포르 ESG
스타트업 기업
⚫ 모든 유형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순도 99.9%로 재활용가능한
에너지혁명기업
⚫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ESG 투자
유치의 모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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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abs(에너지 혁신 센터)
기관 개요

⚫
⚫
⚫

설립: 2010년
홈페이지: https://ecolabs.sg/
주소:1 CleanTech Loop , #06-03, Singapore

주요특징

⚫ 난양 기술 대학,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및 싱가포르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ESG
벤처지원센터.
⚫

미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혁신역량 구축 혁신 클러스터

⚫ 스타트업과 신생 기업의 ESG성공지원과 네크워크 구축

ENTERPRISE SINGAPORE
기관 개요
⚫
⚫
⚫

설립: 2018년
홈페이지: https://www.enterprisesg.gov.sg
주소: 46 Kim Yam Rd, #01-05, Singapore

주요특징

⚫ 싱가포르 기업의 ESG 모델과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 기업의 ESG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하고, 글로벌표준화 를
위한기업의 허브
⚫

싱가포르 ESG 국가 표준 및 인증 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글로벌 서비스 신뢰구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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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주제 및 일정 결정

TEL : 02-867-4840
H.P : 010-3869-7347

사전연수 과제배포

♣ E-Mail 문의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FAX : 02-867-4841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가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연수 결과 정리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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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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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