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Turbo Carbon™

간편하고 빠르면서 합리적인 소프트웨어로
탄소 배출 보고서 작성이 간편해집니다.

Turbo Carbon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작업을 도와 드립니다.

탄소 배출 보고서 작성은 필수 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
사의 보고의무 준수, 고객 측으로의 탄소 자료 제출, 또는 사
내 내부 탄소 목표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불이행에 따른 위험 감소

·기술 공급 업체로서 고객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회사의 탄소 저감 전략에 관한 통제력 강화

UL의 탄소 보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간편하며
다국어로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모든 유형의 업무 전반에 걸쳐 보고서 작성 효율과 비용 효
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력은 UL의 탄소보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도구
에 통합되어 탄소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자원
이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구 사용 시 제공되는 교육
·데이터 수집 안내 기능
·이산화탄소 자동 계산
·UL에서 발급되는 이산화탄소 보고서
·추가형 서비스 항목
UL의 Turbo Carbon 소프트웨어는 귀사 업무에 필수적인탄
소 배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자료를 열람하는 다양한 관
계자와 제출 요건에 따른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온 UL
은 종합적이며 정확한 이산화탄소 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WWW.TURBO.UL.COM

기업이 얻는 큰 혜택

UL은 기업이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하고 있습니다.
• 탄소 보고 시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한편, 기업 평가 시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자금지원
우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부수적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성 약속을 실천한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로부터 우선적인 공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때보다 소비자의 인식과 성취욕구가 높은 지금, 탄소배출량에 대한 관심과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책임감 있는 소비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Scope 1 및 2 배출 보고용 온라인 도구
간편하고 빠르며 합리적인 비용
다국어 서비스 지원 / 복수 시설 포함가능
자동화된 계산
UL이 발급하는 CO2 보고서
대기업은 Scope 3 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관리 시간 절약, 추가적인 활동 시간 절약

 SGD 13 ‒ Climate Action
 보고 업무 시작하기

귀사의 수익 기회를 찾아 드립니다.
상담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rbon@ul.com
웹사이트 www.turb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