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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I am very pleased to be sharing with 
you my first Sustainability Report as 
CEO of ERM which tells the story of 
our 50th year of delivering impact in 
the world.

ERM의 CEO로서 처음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세계에 전달하는 50번째 
이야기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most attracted 
me to ERM was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ousands of passionate 
professionals committed to shaping 
a sustainable future with the world’s 
leading organisation.

저를 ERM으로 이끈 가장 큰 매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수천 명의 열정적인 
전문가들과 세계 최고의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Their background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bring a truly diverse 
approach. 

여러분들의 배경, 경험 및 관점은 
진정한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This diversity is a special quality that 
we want to grow even more through 
providing leadership and technical 
career opportunities, recruiting from 
different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creating a more inclusive 
culture.

다양한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통해 채용된 전문가들이 리더십과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며,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다양성은 
우리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ERM’s global footprint enables us 
to deliver more than 20,000 client 
projects a year in over 100 countries.  

ERM은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년 2만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e are helping our clients navigate 
the transition to a lower carbon 
economy, manag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or ESG) 
risks, and source sustainable 
finance alongside disclosing their 
performance against stated targets 
and regulatory requirements.

우리는 고객을 저탄소 경제로 
이끌고,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규제 
요구사항을 비롯해 주어지는 목표에 
대한 성과를 공시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gainst a backdrop of ongoing 
uncertainty in the world, clients 
need to operate their businesses 
in a resilient and compliant way, 
delivering returns in the present 
while investing in the future.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불확실성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은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현재의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upporting senior leaders to make 
better decisions and set ambitious 
targets, then enabling them to 
operationalise their sustainability 
commitments, is what we call our 
boots to boardroom approach. 

경영진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야심 찬 목표를 계획하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장에서 
이사회’까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what makes us different 
and explains why our business 
continues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차별점이며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 이유입니다. 

In the UN’s decade of action, it is the 
ability to turn intent into impact that 
will ultimately determine whether we 
deliver or not. 

유엔 ‘행동의 10년’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향력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To deliver all of this of course takes 
a team and so I want to thank 
all of my colleagues who have 
worked tirelessly in often difficult 
circumstances over this past year.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 모든 성공을 이끌어준 
저의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To our clients – we are committed 
to partnering with you to solve 
your most difficult sustainability 
challenges and in turn,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our time including 
the climate emergency, the loss of 
nature and diversity and the growing 
inequality in our societies.

우리는 고객의 어려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고 
기후 위기, 자연과 다양성의 손실, 
사회에 증가하는 불평등을 포함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입니다. 

Together, I know we will shape a 
sustainable future for us all.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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