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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Ahead
of the

“Ripple Effect”
A framework for a water stewardship strategy
BY WILLIAM SARNI > ILLUSTRATION BY JON KRAUSE

물은 수십 년간 기업들의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졌지만, 그저 매출원가에서 최소화시켜야 할
하나의 항목일 뿐이었다. 2000년에 시작된 Ford Motor Company(이하 “Ford”)의 글로벌 물
관리 이니셔티브(Global Water Management Initiative)도 처음에는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Ford의 사회적 지속관리 팀장이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글로벌 리더인 David
Berdish는 말하였다. 그렇지만 Berdish에 따르면 Bill Ford는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물을
전략적 지속가능성 목표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운영상의 영향력과
당시 일반 소비자와 투자가들 사이에서의 낮은 인지도에도 물에 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었다.

물이 중요한 자원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인지도나 그 영향력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Ford는 비교적 일찍 물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원가관리는
물론 인도 Chennai, 멕시코 Hermosillo와 Chihuahua 등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상황에 미리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 또한 2010년 Ford의 이해관계자들이 물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2 경영진은 Ford가 물 관련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확장해왔다는 증거로 십 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언급할 수 있었다. Berdish에
따르면 절수 기술에 대한 경험 또한 발전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그 기술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의도하는
경영성과로는 낮은 운영리스크, 이해관계자와의 더 나은 관계, 잠재적 경쟁우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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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FOR A WATER STEWARDSHIP STRATEGY
Ford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 부족 현상, 더 정확히는 한정된 담수 자원에 대한
심화된 경쟁 때문에 한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물을 중요한 전략적 관심 대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많은 기업 중 하나이다.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 증가와 산업 확장에 기인한
물 수요 증가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으로 물이 풍족했던 지역에서도 수자원
접근과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위기를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물 사용과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경제적, 환경적,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점차 책임을 묻고 있다.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의 물 정보공개 글로벌 리포트
(Water Disclosure Global Report)에 서명하는 투자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발표된 첫 보고서는 16조 달러의 자산규모를 가진 기관투자자 137명의 주도로 작성되었다.3
2011년 보고서에서는 서명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354명을 기록했으며 이 투자자들의
자산 총합은 43조 달러에 달하였다.4 현재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CDP는 2012년
보고서에서 자산 총합이 50조 달러가 넘는 470명의 투자자가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물 부족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목표가 되고 있는 인도, 중국, 중동 등의 신흥시장은 기업들의 물 사용 행태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철저히 감시하는 물 부족 국가들이다.6 주로 물이 풍족한 국가들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공급자나 소비자들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 때문에 점차 물 부족
사태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물 부족은 기업 경영진에게 아직 기후변화나 탄소배출 문제만큼 관심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2011년 CDP의 탄소 정보공개 요청에 응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94%가 이사회나
경영진이 해당 기업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하였다.7 반면 2011년 CDP의
물 정보공개 조사에 응한 글로벌 500대 기업 57%만이 이사회나 경영진이 해당 기업의 물 관련
정책, 전략과 계획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8 CDP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물 관련 문제에 관해 보고된 리스크나 기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일임에도 기후변화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9

<The Ripple Effect>의 저자인 Alex Prud'homme의 말처럼, “물을 사용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연쇄적인 작용, 다시 말하면 일종의 파급효과가 발생한다.10 ” 글로벌
산업이 세계 수자원처럼 서로 연결된 만큼 물의 파급효과는 모든 경제 분야에서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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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효과적인 물 관리(Water Stewardship) 전략은 대부분의
기업들에 시급한 과제이다.

A FRAMEWORK FOR A WATER STEWARDSHIP STRATEGY
물 부족은 리스크와 기회 둘 다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양쪽 모두 기업의 물 관리 전략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리스크 측면에서, 물 관리 전략은 기업들이 물 비용 증가, 수자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중단, 규제 및 가격변동, 영업허가 취소 등의 문제를 예측하고, 관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회 측면에서, 물 관리 전략은 효과적인 경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업상 수자원 사용 감축,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명성 제고 및 영업허가 유지를 위한 기업의 물 관리 노력 홍보
등의 가치창조 이니셔티브를 비즈니스 리더들이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Figure 1. 효과적인 물 관리 전략은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전략적으로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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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영자가 물 부족 문제가 사업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다면적인 물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수자원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필수적이다.

앞서 소개된 물 관련 프로그램들은 보존, 참여와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 접근방식의 전략적인
혼합을 통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모두 다루고 있다. ‘보존’은 물소비량 감소와 수질보존 노력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을 통하여 세계 수자원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참여’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물 관련 활동을 말한다. ‘혁신’은
물 관련 목표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 공정, 파트너십의 도입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 Figure 1에서 살펴보았듯이 물 관련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가지 접근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나 세 가지 접근방식 모두를 혼합해 활용하는
이니셔티브도 있다.

보존, 참여, 혁신이라는 개념은 물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뼈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물
관리에 필요한 필수 메커니즘으로 참여, 혁신을 보존과 나란히 두는 이 틀은 경영자들이 세 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Figure 1의 벤다이어그램은 두 가지나 세 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좋은 시각적 단서가 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물 관련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세 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이니셔티브를
추구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은 거의 보존에만 치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물 관련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각 기업과 산업분야마다 각 접근
방식의 활용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보존, 참여, 혁신 가운데 제지 공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금융회사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영자가 물 부족 문제가 사업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다면적인 물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수자원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필수적이다.

Deloitte Review

D E L O I T T E R E V I E W. C O M

G E TT I N G A H E A D O F T H E “ R I P P L E E F F E CT ”

왜 이것을 ‘물 관리
(WAter SteWArdShip)’전략이라고 부를까?

“물 관리(Water Stewardship)”는 물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태도를 적극
갖추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물 관리는 물이 사업상 잠재적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와 행동을 말한다.

물 관리는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업비용 증가 문제를 효율적인 물 사용을 통하여 해결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협의적 개념의 물 매니지먼트(Water Management)와 대조될 수 있다. 물
매니지먼트와는 다르게, 물 관리는 물의 단가 개념을 넘어서 수자원 경쟁이 사업 연속성, 브랜드
가치와 영업허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또한, 물 관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과적인 공유도 강조한다. 물 매니지먼트는 기업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된 목표로 삼지만, 물 관리는 종합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공급자 및 소비자들(최종 소비자를
포함)과 협력하면서 가치 사슬 내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이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역을 함께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수질보존 및 배수 관련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물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CEO Water Mandate와 The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등 여러 NGO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또한 국제자원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세계자연
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The Pacific Institute 등 유명한 NGO 단체에서도 물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러 정부와 기업들은 물 부족 현상,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와 깨끗한 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 물 부족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물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NGO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협력관계는
기업들의 참여 노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기업들에 NGO 단체의 물 관련 지식과 경험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고 물 관리에 대한 해당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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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들은 기존에 잘 알려지고 유효성이 증명된 방법들을 이미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혁신은 앞으로 기업 고유의 물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존, 참여와 혁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원칙들을 물관리 전략에 적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Preservation
보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의 수자원 사용이 줄어들수록 물 부족으로
말미암은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지며,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미래의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양의 자원을 남겨줄 수 있다. 많은 기업의 물 관련 프로그램은 보존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존 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이용 효율과 수질 개선은 비용을 줄이고 사업상 물 관련 문제, 규정 준수 의무, 가격
책정 등과 연계된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보존 측면에서의
성과를 명성 제고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개선점들을 인상적인 방식으로 전달
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욱 발전된 방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물 보존을 위한
전략들은 널리 알려진 편이다. 유명한 방법으로는 현장에서의 중수도 시스템(제조, 냉각탑, 조경
등), 빗물이용시설(그린빌딩 디자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물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전달해주는 스마트 시스템(점적 관수 등의 목적),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수자원 시설 보수 등) 등이 있다.

신중한 보존 노력은 중구난방식의 접근법을 택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 사슬이 어느 부분에서
현재와 미래의 물 부족 문제에 가장 취약한지에 근거하여 투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치 사슬에서
기업의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분석법, 시각화, 리스크 매핑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물 사용 평가제’는 경영자들이 해당기업의 물에 대한 의존도를 자세히 파악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보존의 중요성은 크지만, 보존이라는 원칙만으로 오늘날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는 어렵다. 본래 수자원 보존을 주된, 혹은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많은 기업도
이를 인식하고 점차 접근방식을 넓혀가고 있다.

Ford의 Berdish는 “Ford의 글로벌 생산시설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물 절약을 시작하였다.
직원들은 노동력, 자재, 에너지와 같은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물 절약에 대해서도 감축량을
할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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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장으로 유입되었을 때보다 더 깨끗해진 용수를 배출하거나 지붕에 있는 빗물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전략적 변화는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던 물 관련 프로그램에 이해관계자 참여,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연구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Berdish에 따르면 Ford는 최근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 관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물 절약은 미국 Dearborn보다 인도 Chennai
같은 지역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물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Engagement
수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 부족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수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들의 인식과 행동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의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상류 수질, 공급망 리스크, 새로운 규제의 가능성, 영업허가, 명성 등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차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관리의 필요성은 참여, 혹은 “집단행동”을 기업의 물 관리 전략에서 보존
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게 한다.

물과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할 때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은 홀로 도출하기 어려운 상호 간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경영자들이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살펴보며 물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회 추구를 위한 협력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경영자들은 물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있으며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정부, NGO, 규제기관, 투자자, 소비자, 공급자, 심지어 경쟁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고,
누구에게 접근할지를 결정한 후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통제와 책임감을 확립하는 등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본질과 목표는 참여자의 개별적, 공통적 관심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참여 이니셔티브의 예로는 안전한 식수 제공, 강과 습지와 같은
서식지 복구, 혹은 지역 내 물 관련 시설 보수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절수 기술 관련
공동연구, NGO 단체와 이니셔티브 파트너쉽 체결, 그리고 지속가능보고서와 CDP의 물 정보
공개 글로벌 리포트 등을 통한 기업의 물 관련 활동 공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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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에너지와 물의 결합
(enerGy-WAter nexuS)과 그 너머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추출, 처리 및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물을
추출,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물의 결합(Energy-Water
Nexus)”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가 물 사용량 감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과 리스크 관리,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충족 등 물과 관련되지 않는 이유로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에너지와 물의 결합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추구했을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통하여 물 절약이라는 이득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

물, 위생, 에너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Ecolab은 본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보일러 관리 시스템의 판매 시 물 절약을 강점으로 강조한다. Ecolab의 지속가능 총괄 부사장인
Emilio Tenuta는 “2005년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 사람들은 물 절약은 고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고객들이 비용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유지되고,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물 관리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Ecolab은 보일러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물 절약 효과의 이점에 대해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Ecolab은 또한 물 사용량 확인을 위해 제품 내 “스마트 기술”을 새롭게 적용하여
핵심 유지 기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데이터와 함께 물 사용 수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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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물 절약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Ecolab의 웹사이트는 갤런(Gallons), 리터(Liters), 입방미터
(Cubic Meters), 인원수(연간 일인 당 25,295갤런으로 계산) 등 사용자가 선택한 단위로 물 절약
예상 누계치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계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11

에너지와 물의 결합에 관한 인식은 경영자들이 사업상 필요한 물과 에너지 공급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반적인 자원 리스크 및 관리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업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할만한 점은 물과 에너지 공급 문제가 식품 및 기타 농산품의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다.

기업이 참여를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여러 목표 중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영업허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 관련 리스크 관리에 공급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급자들에게 특정 수준의 물 이용 효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부터
개별 공급자(때로는 소비자들)들과 협력해 전체 공급망의 물 관련 리스크 노출 정도를 줄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다른 리스크 분야와 마찬가지로,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 부족 리스크는 실질적인 물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 물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정책, 정치와 자금제공 등의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우량이 높은 한 국가에서는
지질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기업이 직접 물을 추출하지 않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물 소비량 수준이 높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경제개발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도시의 공직자들은 기업들에 물 공급을
중단하였다. 기업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참여는 기업의 영업허가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특히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기업이 해당 지역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이해관계자로는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이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역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당사자들(즉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당사자들) 등이
있다. 수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정부나 규제 기관들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협의, 지원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기업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수자원 할당 및 사용문제의 결정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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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는 명성이라는 측면의 문제로 비치는 경우가 많지만 ‘허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Intel은 건조한 기후 탓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칩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미국 Arizona주의 Chandler시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를 원하였다. Intel은 일찍부터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여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기반정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12 Intel은 Chandler 시의 공직자들과 협력하여 오늘날
Chandler시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75%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물
이용 효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Intel과 Chandler 시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고안해낸
프로그램의 초석은 1996년 이후로 35억 갤런 이상의 물을 처리하고 지역 대수층에 재주입한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이다.13 지역 내 수자원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Chandler 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Intel은 비용절약은 물론 사업상 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사업확장
측면에서도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Intel이 2008년 Chandler 시에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연
직후, 미국 잡지 Wired에는 “Intel은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환경 관련 기준에 충분히
부합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공장은 수자원 사용 허가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14

Innovation
물 관리 전략에서 혁신은 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취급하는 기업들에만 관련되었다고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상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혁신에 초점을
맞춘 물 관리 전략을 통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역량이 물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면, 물 관련 혁신 기회는 더 놓치기 쉽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과 Ford가 체결한 물 관련
연구 파트너십의 주된 목표는 "이러한 연구가 제품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한 것"
이라고 Ford의 Berdish는 말한다. 또한, 물 부족과 비주얼컴퓨팅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Intel은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Water Wars”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발전된
3D 형상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공개하고 수자원 보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15

설령 기업이 내부적으로 물 관련 혁신을 추구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Ecolab에 수자원 보존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의뢰했던 유명 음료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Ecolab의 Emilio Tenuta 는 “이런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였다”며 “그래서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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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고 말하였다.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Ecolab은 병 음료 및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윤활유를 새로 개발하였다. Tenuta는 “처음에는 그 누구도
컨베이어 벨트에 ‘드라이’ 윤활유를 사용하면 물 사용량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물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물 소비량 감축뿐만 아니라,
높은 처리율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준다. 사용자의 말을 빌리자면
“수도 요금 절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정도의” 운영비 절감도 가능하다.16

협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들도 물 관리 전략에 유용할 수 있다. 남미의 Coca-Cola 병 제조사인
Coca-Cola FEMSA는 장기적인 수질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를 위해 32개의 물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상위 차원의 보존 이니셔티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단의 물 사용자들에게 자본을
얻어 투자하는 신개념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이다. 기업, 공익사업 및 기타 물 사용자들의 투자금
약 2천700만 달러를 관리하는 이 펀드는 재식림(Reforestation)과 같은 직접적인 보존 프로젝트는
물론 토지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농촌 주민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제공한다.17 Coca-Cola FEMSA와 다른 물 사용자들에게 물 펀드에
대한 투자는 일종의 비용회피 전략이다. 강의 수질보존을 위해 필요한 “녹색 인프라”의 유지
및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미래의 수질악화와 물 부족을 방지할 정수처리장 및
기타 “회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18

CHARTING A COURSE
Ford, Intel, Ecolab과 Coca-Cola에 닥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은 통합적인 물 관리 전략의 구성요소로써 보존, 참여와 혁신의 가치를 보여준다.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규제, 사회, 경제, 그리고 운영 측면의 관점에서
물 부족이 사업상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상 물의 “실질적” 가치를 수량화하라. 물은 추출, 운반 및 처리에 사용된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투입 비용 대비 더 큰 기업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물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경영자들은 단순한 비용 측면을 넘어 사업 전반의 가치 창조에
물이 차지하는 역할을 주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물 관련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떨까? 규제를 준수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은
우리가 무책임한 수자원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수자원 사용의
어려움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물 부족이 직접적으로, 혹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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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물의 결합을 이해하고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라. 기업의 물 관리
전략은 자원 간의 밀접한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광범위한 자원 리스크 완화 전략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에너지와 물의 결합과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물 부족이
즉각적인 에너지 자원 접근과 장기적인 에너지 관련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 부족이
바이오 연료 사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한, 식음료 및 의류 등 특정 산업분야에
속한 기업들은 에너지와 물 부족이 식품생산과 농산물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여와 혁신에 더욱 집중하라. 보존 이니셔티브는 항상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경쟁적 측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참여와 혁신을
포괄하는 물 관리 전략은 보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물 관리와 관련해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접근방식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라. 보존, 참여와 혁신은 개별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접근방식 모두를 혼합한 이니셔티브도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단일 접근방식보다 기회를 인지하기 어렵다. 겹치는 부분에서 기회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물 관리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 관리에 대한 공약을 내세워라. 초점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물 관리 전략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성명은 Intel의 물 관련 정책처럼
한 페이지 안에 다 담길 정도의 짧아도 되지만19, 기업이 물에 대한 정해진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표된 성명은 물 관리 전략을
대중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물 관련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 관련 정보에 대해 “철저한 투명성(radical transparency)”을 보장하라. 이해관계자들은
점차 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물이 없으면 생겨날 수 있는 사업상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다.
CDP의 물 정보공개 프로그램으로 증명되었듯, 투명성에 대한 기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경영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곧바로 물 관련 리스크, 기회, 목표와
진척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의 물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기업의 탄소 정보공개 역사를 고려했을 때
비공개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가 매년 더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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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은 모든 기업들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 수자원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생겨난 리스크와 기회에 직면해 있다. 물 관리 전략이 오늘날 탄소관리 전략이 그렇듯
기업가치에 필수적인 부분이 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물 부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극 대비하는 기업들만이 경쟁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DR

William Sarni is a director and practice leader, enterprise water strategy, with Deloitte Consulting
LLP.
e author wishes to acknowledge Junko Kaji, a Deloitte University Press editor with Deloitte
Services LP, for he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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