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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직업 세계의 변화가 기업에 끼친 영향,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변화하는 현실을 계속해서 헤쳐나가며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도전에 낙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기회 삼아 국제사회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 조직과 지구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러한 세계적 도전을 발판 삼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후원자, 고객,
그리고 지속가능성 및 10대 원칙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됩니다.

민관협력의 힘

우리는 COVID-19 팬데믹을 통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민관협력은 개인보호장비 제공, 실험,
인도주의적 구호, 백신 생산 및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평성이라는 큰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백신 보급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완전한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엔 가치와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모든 지역사회 및 국가의 기업과 협력하여
광범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새로운아프리카와중국전략은세계최대성장시장인아프리카의잠재력과
중국 경제의 세계적 영향 발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진전

유엔글로벌콤팩트 미션의 핵심은 민간부문의 힘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책임감 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은 사람과 지구가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야심찬 행동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23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목표는 10대 원칙의 지지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통해 기업의 공동 영향을 가속화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반부패, 기후변화, 인권,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통합, 거버넌스 변화의 7대 중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 해결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새로운 참여 기회

모든 회원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새로운 참여 기회를 통해 함께 연결하고, 배우고, 주도하고소통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 빠르고, 멀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info.unglobalcompact.org/l/591891/2022-01-04/493jyf/591891/1641310342EQoLgnAd/UNGC_New_Value_Prop_Brochure_Design.pdf


새로운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는 더 간단해진 하나의 참여 모델(Engagement Model)을
통해 펀딩을 받아, 모든 회원사가 아카데미(Academy)를 포함,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대다수 회원사의 연회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매출 100억달러가 넘는 대기업의 경우, 국가
및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더 높은 가치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연회비
정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임무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국가 차원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 및 허브 구축
●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로 뒷받침되어 새롭게 향상된 프로그램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여러 다국적기업, 국가 및 지역 비즈니스 가치사슬과의 협력 지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는 우리와 지속가능한 지구 사이에
놓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민첩성입니다. 우리는 전과는 다른 규모와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글로벌콤팩트가 민간부문이 옳은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니셔티브임을 확신합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관계구축의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
여러분의 안내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지지자의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안전한 기후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인식이 투자자와
정부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기업금융과 투자의 미래를 재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촉매제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행 보고서(COP)

유엔글로벌컴팩트는 2023년, 이행보고서(COP)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회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이행보고서(COP)는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진행상황을 추적하여 비즈니스 관행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해 500개의 회원사를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Early Adopter programme)에 초대하여
새로운 플랫폼, 도구 및 리소스에 조기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투자 재조정, 기후 문제 해결, 사회 불평등 해소
노력 확대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https://unglobalcompact.org/participation/report/cop/early-adopter-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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