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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대부터 협력단계까지

저자 JOSE LOPEZ, WILL SARNI > 일러스트레이션 MMJ STUDIO

근 물 문제가 주기적으로 1면 머리기사로 등장

하고 있다. 2014년 미국만 해도 캘리포니아의

가뭄, 그레이트 플레인(Great Plains)의 여덟 개 

주에 걸쳐 있는 오갈라라(Ogallala)대수층의 과잉 개발, 

수십만 명의 삶을 혼란에 빠트린 오하이오 주 수돗물 사용 

금지령 등 물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다.1,2,3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대규모의 신뢰할만한 수도시설, 청정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 공급과 관련된 환경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 세계적인 규모에서 볼 때 물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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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취수가 각각 50%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을

둘러싼 지역적 경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4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물의 용도 중의

하나는 농업용수로서 현재 전체 취수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다.5 그러나 식수와 위생을 포함한 다른

용도를 위한 물 공급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유엔

국제아동기금(UNICEF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의 물 공급과

위생 공동모니터링 프로그램(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거의 7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25억 명이 적절한

위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6 비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의 경제적 영향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런 영향들로 인해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 빈곤이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 기대의 증가

로벌 사업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관련 정책과 기준, 규제에 인권 존중의 개념을 통합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사업 파트너들, 각국 정부의 늘어나는 기대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7 기업들은 또한 공급사슬 문제와 인권에 관련된 평판 위험, 물 부족, 그리고 안전한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ASH : Water, Sanitation, and Hygiene)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관리 실패에 따르는 상업적인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채취 산업 분야에서

이같은 상업적인 비용은 공급사슬에서의 운영 비효율성과 지역 공동체와의 분쟁 해결 비용으로 나타난다.

일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성과를 기업의 핵심 가치와 직원들의 가치관과 연계시키면서 자사의 대응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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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도전과제로서의 안전한 물, 공중위생과 개인위생

물의 수요와 공급

• 2025년까지 미국 서부,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대륙에 걸쳐 극심한 물 부족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9

• 2030 수자원 그룹(2030 Water Resources Group)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물 수요가 2030년경

공급량을 40% 가량 넘어서며 그 격차를 줄이는데 향후 20년 동안 매년 500~6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0

안전한 물과 위생의 부족 

• 약 70억 명의 세계 인구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은 60억 명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이나

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45억 명 밖에 되지 않는다(WHO/UNICEF JMP 추정치). 나머지 25억 명 중,

대개 농촌에 거주하는 11억 명은 여전히 노천을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11

•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위원회(WBCSD :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18억 명 이상이 안전하지 못한 식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절한 사회적 위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41억 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는 WHO/UNICEF JMP의 추정치보다 높지만 WBCSD에 따르면

“JMP의 공식적인 수치는 수질 측정을 포함하지 않고 접근가능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추정

되었다. WBCSD의 수치 또한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 것으로 생각된다.”12

• 안전하지 못한 식수, 위생 목적의 물의 가용성 부족, 미흡한 위생이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88%를

차지한다.13

• WASH와 관련된 설사병으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아동이 매일 1,400명, 매년 50만 명이 넘는다.14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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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실질적인 난제들이 있다. 기업과 기업 내 인권 문제

담당자들은 사회적 관심사 대응방안을 운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애물에는 인권과 사회 문제의 의미와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대응책 실행에 필요한 조직 내

리더십과 헌신 확보 과정의 난제들, 그러한 헌신을 정책과 실행으로 전환해 기업의 운영과 장기전략으로

내재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WASH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과제의 직접적인 해결이 대다수 기업의

강령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영향력, 규모(Scale) 그리고 범위

(Scope)로 인해 사회적 과제에 대한 조치와 해결책을 촉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다국적 기업의 지역적

영향력은 정치적 경계를 초월하며, 그 중 다수는 오지에까지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슬을 보유하고 있다.8

다국적 기업의 규모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 자원과 자본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국적 기업의 범위는 그들이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그들은 식품의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동시에 환경 파괴와 물 사용, 그리고 노동 관행

문제에도 대처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WASH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은 기업이 WASH 관련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제 WASH는 사회 및 환경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회사에서 물 공급 장애 

발생이 일으키는 운영 위험과 비용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위험과 비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기업의 공급업체, 사업장, 임직원, 계약업체, 그리고 고객들이 안전한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최악의 경우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결과가 질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성이 저하되고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물 

관련 질환과 짧은 예상 수명 외에도 물 수집 활동으로 인해 생산적인 업무 시간이 손실된다. 식수 시스템으로

인한 시간 절약이 모든 지역에서 시스템 관련 전체 혜택 중 약 70%를 차지한다.15 국제연합 새천년개발목표

(MDG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의 목표 7.C(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세계 인구를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가 달성될 경우, 결근과 산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매년 생산 일수와 출석 일수가 각각 32억 일, 2억7천2백만 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16 이는 연간 6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에 해당한다.17 또한 물 관련 질병의 발병

빈도가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장단기 의료비용이 감소한다.18 반대로, 안전한 물과 공중위생, 개인

위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력 자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경우 지역경제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19  

보다 포괄적인 기업 가치사슬에 걸친 물과 관련된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는 영업권과 브랜드 가치의 상실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본적인 기대를 고려할 때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면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 (Social license to operate)을

상실할 수 있다. 수자원을 오용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은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이

특정한 지역에서의 (실제) 사업권을 취소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은 위생 관련 용품 제공, 교육, 인식 조성에 더불어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보건과 복지는 물론이고 생산성과 직원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또한 교육과 인식의 증가는 더 큰 지역 사회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든

물과 위생 문제 해결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물과 위생에 1달러를 투자하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4.30

달러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1 개발도상국에서 인구의 10%에게 안전한 식수를

많



추가로 제공할 경우 매년 1인당 GDP가 2% 이상 증가한다.22 이는 보다 많은 고객과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지출될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23 가치사슬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안전한 WASH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를 지역 커뮤니티로 확대한다면, 공공의 인식 개선과 브랜드 가치 상승과 같은

무형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물과 관련된 여러 도전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때 다양한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까닭에 물 효율성, 재활용, 재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과 안전한 식수와 위생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24

그러므로 선도 기업들이 점점 WASH와 기타 환경 및 사회 문제를 공공 분야와 규제 당국에 일임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이 주역으로 활약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CEO 수자원 관리 책무(CEO Water Mandate)는 WASH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수자원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기업에게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기업 문화에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적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침을 제공한다.25 기업이 수자원과 관련해 안전한 물의 제공,

공중위생의 개선, 개인위생의 증진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6 이들 기업은 물 부족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비용과 효율적인 물 사용에 초점을 맞추던

물 관리(Water management)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인 물의 가용성과 모든 사용처에 대해

고품질 물의 지속적인 공급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수자원 보호관리(Water stewardship)로 전환하고

있다. 요컨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 평판 위험, 그리고 천연

자원의 확보가 성공의 중요 요소로 점점 더 주목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WASH가 기업의 수자원 보호

관리에 중대한 관점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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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SD의 WASH 서약과 지도 원칙 

WBCSD는 ‘물과 위생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추진계획을 내세워 WASH 문제 대응에 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는 WASH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 부문간 협력 행동의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27

2013년 8월 WBCSD는 이 추진계획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간이 이용하고 소비하는 물,

공중위생 개선, 적절한 개인위생과 관련된 산업간 비즈니스 활동을 가속하고자 ‘직장에서의 물, 공중위생, 

대중 위생 : 서약과 지도 원칙’을 발표했다.28 이 서약은 회사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의 안전한 WASH 접근 보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지도 원칙은 다양한 일터(예컨대 사무실,

상업용 건물, 작업 시설, 공장, 창고, 연구소, 소매점, 해외 영업소, 이동 및 임시 작업장, 농지 등의 토지)에서

안전한 WASH 접근 제공을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프로세스와 선도적 실행방안의 준거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추진계획의 장기적인 비전은 회사의 경계를 넘어 가치 사슬에 위치한 직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집과 지역 사회를 위한 안전한 WASH의 확보이다.

네슬레(Nestlé)는 자사의 사업 원칙을 실천하는 한편 수자원 보호관리에 대한 공적 헌신을 강화하고자

직장의 안전한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의 확보를 위한 WBCSC의 서약에 서명했다.29 그리고 표준 WASH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자사를 평가하고 개별 서약에 대한 자사의 성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자사 건물 외에

선택된 일부 제조시설에 인접한 지역 사회와 자사가 핵심 농산물을 조달하는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WASH 추진계획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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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완화시키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누릴 것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WASH 문제는 대개 한 이해관계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공유하면 한 관계자가

짊어질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WASH 대응전략으로서의 공동 행동

공동 행동의 프레임워크 :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관리에서 수자원 보호관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사가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시장의 WASH 문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헌신이 필요하다.30 참여의 다음 단계로 공동 행동(공공, 민간 그리고 사회적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 WASH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지역 사회와 정부, 비영리 단체(NGO), 그리고 이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가용 자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은 다른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WASH 관련 목표 추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경우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공동 행동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파트너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과 기술, 협력 의지를 가지고 해답을 찾고자 단합하는 것을 뜻한다. WASH 문제의

경우 이런 공동 행동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상호 이익은 협력을 고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문제의 완화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WASH 문제는 대개 한 이해관계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해결을 위한 비용을

분배하여 한 관계자가 부담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경험과 자원이 문제 해결

방식뿐만 아니라 해결책의 실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현장 활동 조직들이 지상에서의 과제

극복에 더 뛰어나다. 기회를 확장시킬 방법을 파악하는 일은 다국적 기업의 핵심 역량이며, 정책을 

활용하여 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다. 

물



효과적인 공동 행동의 장점은 다음을 포함한다.31

• 문제를 명확히 파악(이를테면 물 관리와 관련된 과제와 현실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연결한다),    

해결책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의 공유, 공동 목적의 명확화

• 기업과 기업 이외의 참가자들의 노력을 통해 더욱 풍부한 정보 기반의 결정 

•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와 추진력의 범위와 깊이의 확대

•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 재정 자원의 확대

• 참여한 관련자들의 지원에 힘입은 보다 오래 지속되는 결과

•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와 정당성의 확립 및 유지로 인한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및 

사회적 승인 개선

•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예컨대 지역 사회 수자원 개선계획에 대한) 강화되고 보다

지속가능해진 관리 

WASH가 특별히 더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사의 직접적인 영업공간을 넘어, 가치사슬의 상류

단계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거주지역 내의 직원들도 포함해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이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위원회에서 묘사했듯이 WASH 문제의

잠재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기업의 직접적 운영 활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복잡해진다(그림 1 참고).

그러나 공급사슬이나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 등의 더욱 폭넓은 ‘영향권’에서 해결책이 실행됨에

따라 이들 해결책의 잠재적인 영향력 또한 증가한다. 더 넓은 외부 영향권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정부, NGO, 학계, 그리고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WASH 공급을 개선하고

(또는 개선하거나) 교육이나 장려책,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 행동 변화를 장려하여 동일 집수(集水) 

구역에서 공유하는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WASH 분야에서는 이미 몇몇의 공동 행동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며, 이들 모두 기업이 직접적인 영업 영역을

넘어 WASH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즉 참여자들에게 여러

활동 중에 공급사슬과 하천의 유역 관리, 공공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을 동참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서명인에 대한 참여 명령이건, 참가자를 찾는 동맹이건,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프레임워크이건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법을 권장 및 가능하게

만들고 기업이 지원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 돕는 데 그 가치가 있다. 

CEO 수자원 관리 책무는 개별 기업이 프로그램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 물 문제에

대처하도록 권장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의 한 사례이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수자원 보호관리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한편, 여러 단계에서 공동 행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CEO 수자원 관리

책무의 ‘물 관련 공동 행동에 대한 지침(Guide to water-related collective action)’에서는 책임 있는

참여 활동의 성공 여부가 관련 규모(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단위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의 효과적인 공동

행동과 직결된다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32 이 지침이 제시하는 공동 행동 수행을 위한 5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 행동이 대처해야 할 물 관련 도전과제와 행동 영역의 결정

2. 행동 영역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특성을 파악

3. 목표하는 결과와 혜택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 관련 도전과제와

행동 영역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

4. 공동 행동의 참여과정을 설계 

5. 공동 행동을 구조화하고 관리

Deloitte Review  DELO I TTEREV I EW.COM

물, 공동적 과제20



DELO I TTEREV I EW.COM     Deloitte Review

물, 공동적 과제 21

그림 1. 영향권

복잡성

영향

출처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 ‘직장에서의 물, 공중위생, 대중 위생 : 서약과 지도 원칙’, 2013년 8월 
http://www.wbcsd.org/washatworkplace.aspx 

그래픽 :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자사의 일터

전체 공급사슬 
내의 일터

직원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CEO 수자원 관리 책무는 온라인 플랫폼인 워터 액션 허브(Water Action Hub)를 제공하는데

이 플랫폼은 조직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물 관리 개선을 위해 잠재적인 협력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3 기업은 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보다 쉽게 타 기업, 관련 정부기관, NGO, 지역

공동체를 파악하고 협력하여, 특정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허브에는

각 시설이나 유관 기관을 유역 지도에 시각적으로 배치해 보여주는 지도 기능이 있어 기업들이 관심

유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동 행동을 통해 WASH 문제에 대처하기  

많은 기업이 물 관련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실적에 물 관련 

이슈가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34 기업들은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으며, 변화를 위한 추진력을 증진시킨다. 아울러

자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향상시키며, 보다 나은 물 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타 기업과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은 유역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고, 가치사슬의 성과를 개선하며,

물 문제에 대한 기업 평판을 향상시키고, 브랜드 신뢰도와 충성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전한 WASH 확보를 위한 협력은 기업들로 하여금 선도적 실행방안을 확립하고 공공정책 목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계획에 맞춰 조직의 환경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가치사슬 내 파트너들과의

공동 참여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공동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전체 가치사슬의 모든 직원에게 안전한 WASH를 제공하고, 이를 주변 지역 사회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과 물 관리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대중의 인식 개선,

브랜드 가치 상승 등과 같은 무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35

신뢰도가 높고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 경험이 많은 NGO와 협력하는 기업은 잠재 시장과 노동 인력에게

WASH 솔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네슬레는 국제 적십자사 연합(IFR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코트디아부르 적십자사(Red Cross

Society of Côte d'Ivoire)와 협력해 코트디아부르에 물, 공중위생 시설과 위생 교육을 제공했다. 네슬레는

이들 NGO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핵심 사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물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물과 공중위생에 관해 교육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관계를 확립해주는

지역 파트너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2007년 이후 6만 명이 넘는 성인과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까지 동 프로그램은 55개 학교와 66개수역 및 공중

위생 시설, 그리고 코트디아부르의 코코아 재배지역의 최소 7만 5천여 명의 수혜자로 확대될 것이다.36

기업은 동종 기업이나 공급업체와 협력함으로써 선도적 관리방안과 보고 실행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자사의 물 문제 관리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심지어 

경쟁업체)과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업계 고유의 리스크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이를 이용해 

모든 관련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 탄력성(Resilience)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37

일례로 2002년 네슬레, 유니레버(Unilever), 다논(Danone)은 지속가능 농업 이니셔티브 플랫폼(Sustainable

Agriculture Initiative(SAI) Platform)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창설했다. 이 단체는 경쟁 전의 단계에서 식량

공급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행방안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식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도록 권장한다.38 현재 60곳 이상의 회원사가 가입한 SAI 플랫폼은 농장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 지속 가능성 성과 평가를 위한 권고 사항, 유제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표준방법, 지속 가능한 조달에 관한 임원 교육과 그 외 여러 산출물을 발표했다.

네슬레는 물과 기후 변화 워킹 그룹을 두고 있는 호주 SAI 플랫폼에 참여하여 머레이 달링(Murray-Darling)

분지에 위치한 제조 시설의 물 소비량 절감과 보존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현장 특화된 활동에는 창고 지붕으로부터 빗물 수집(연간 250kL 절약), 세척 장치의 소독용 수량

절감(연간 1000kL), 냉각탑의 배출 수량을 절감(연간 최대 1875kL), 제품 생산 배치 프로세스를 인라인

프로세스로 전환(연간 1000kL), 펌프 밀봉수 급수장치에 자동 개폐 밸브를 설치(연간 1750kL), 불필요한

배관 세정작업 제거(연간 2000kL)등이 있다.39

공동 행동 준비에서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기업은 공동 행동 준비에서 투자자, 기반시설 제공자, 전문지식 제공자, 혹은 의장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역할에서, 기업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공동 노력에 필요한 자원 그리고/

또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투자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공중위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한다. 기반시설 제공자는 WASH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접근권을 제공한다. 전문지식 제공자는 WASH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한다. 의장은 다양한 관련자들을 화합시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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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의 측면에 있어, 기업은 풍부한 데이터, 전문지식,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돕는다. WASH 목표와 관련해서 산업 부문은

공해 축소 활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 정책의 목표를 진척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변화의 동인으로 활동하여, 중요한

문제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유역 내 자사 직원들과 공급업체에 모범

실무관행을 권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물 관리자가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진척시키려면

기업은 물을 사업의 위험요소로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물 관리를 향상시키는 조력자 겸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40

앞으로 가야 할 길 

전한 WASH의 확보는 공공 분야 또는 NGO의 단독 조치보다는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행동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공동 행동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관점과 다국적 기업, NGO, 공공 분야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 접근법을 개발하려면 어쩌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십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공동 행동의 위력을 활용할 방안을 탐색하고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지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질문들을 살펴보자. 

• 기업의 현재 그리고 계획된 사업 전략은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기업의 가치사슬이

위치하는가? 

• 기업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다른 다국적 기업, NGO, 그리고 공공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이런 문제에 대처할 때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는가?

•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 행동 추진계획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기업이 협력 활동에서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가? 기업은 주로 투자자,

전문지식 제공자, 기반시설 제공자, 또는 의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 어떻게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정하고,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보고, 공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다국적 기업이 사회문제의 대처를 주도하는 현상은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해지고 가속화된 세계에서

(예전에는 부작용이나 외부 효과로 치부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자사의 문제로 내재화하는 추세와 맞물린다.

기업이 물과 관련된 외부 효과를 내재화할수록, 이런 필수적인 자원에 더불어 의존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

생태계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된다. 공동 행동은 이런 공유된 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일 집단의

독립적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화된 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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