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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최대의 난제 중 하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급증하는 물,
에너지, 식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물, 에너지, 식량자원의 부족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의
성장을 충분히 유지시키기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제는 여러
다국적기업이 성장을 위한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물, 에너지, 식량의 부족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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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가들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2030년까지 세계 인구증가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흥시장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자동차 보유율은 2030년까지 세계 GDP 성장의 70%,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90% 이상을 기여할 것이다.1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들 자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의 생산에는
물이 필요하고, 물의 취수 처리 및 유통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식량의 생산에는 물과 에너지 모두가
필요하다. 이 세 자원의 상호의존성은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Nexus, 결합)”로도 불린다.2 이러한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이들 자원 부족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나의 자원에 취해진 조치가
다른 두 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사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요페 크램윈켈(Joppe Cramwinckel)에
따르면 “물, 에너지, 식량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원 하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분명히 나머지 둘에도 영향을 미친다.”3
다행히 많은 조직이 자원 부족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물, 에너지, 식량을 위한
경쟁은 이해관계자 및 기술 생태계를 통해 파트너십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밀농업, 신재생에너지,
물 효율성, 재사용, 재활용 기술 등 수많은 기술혁신의 사례를 넘어 몇몇 기관이 이 넥서스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방법에도 혁신을 이뤘다. 공동행동4과 “연계행동(Aligned action)”5은 복잡하거나 “위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다.6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물, 에너지, 식량
이해관계자 생태계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세계경제발전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규모 및 속도에
부합하도록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그보다 이해관계자 생태계의 넥서스 차원에서의
혁신이 물, 에너지,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솔루션의 발전을 가속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물, 에너지, 식량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넥서스 생태계”로 다뤄야만 우리가 현재의 자원 부족
궤도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새로운 경로에서 비즈니스 성장, 경제개발, 사회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다.

넥서스의 경제적 영향

물

-에너지-식량 넥서스의 중요성은 이것이 브라질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브라질은 물 부족이 식량 및 전력 생산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7 브라질은 지속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데 2014년 초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가뭄이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했다.8 월스트리트저널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의 극심한 가뭄은 커피, 사탕수수, 기타 작물 생산을 계속 저해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국가
경제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력발전소에 비축된 전력이 감소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이 더 비싼 열 전력발전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브라질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나 물과 전기 배급제가 도입되면 이
수치는 1~2% 추가 하락할 수 있다.18
넥서스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직면한 국가는 브라질만이 아니다. 넥서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2011년 중국에서 나타난 바 있다.19 중국 물 리스크(China Water Risk)는 넥서스가 경제성장, 식량
및 전력 생산, 물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해오고 있다.20 중국의 산업용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에너지 생산으로 석탄의 채굴, 가공, 소비 과정이 전체 물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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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부족의 궤도: 물, 에너지, 식량 사정의 현황
물, 에너지, 식량을 위한 경쟁 심화의 원인은 자명하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에 걸쳐 20억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9 이 사실 자체로 물, 에너지, 식량자원에 대한 추가적 압박이 가해진다.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90억 인구는 물 수요를 55%, 에너지 수요를 80%, 식량
수요를 60% 증가시킬 것이다.”10 더불어 신흥시장의 중산층 증가와 이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로 세계의 물, 에너지, 식량
시스템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래의 전망을 살펴보자.
• 인구증가. 세계 인구는 최근 70억 명을 넘어섰으며 1년에 약 7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대부분
신흥국가에서 나타난다.11 총 세계 인구는 2025년에 81억 명, 2050년에 96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12
• 에너지 수요.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6% 증가하여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가
3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3
• 물 수요. 현재의 성장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효율성 개선이 실현되지 못하면 2030년까지 세계의 물 수요는 4조
5천억m3에서 6조 9천억m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접근 가능한 안정적인 공급원의 40%를 웃도는 규모다.14
• 도시화.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화의 증가는 산업화와 물 사용 증가로 이어진다.15
• 식량 수요 및 변화하는 식단. 지난 35년 간 인당 하루 평균 음식섭취는 2,370 kcal에서 2,770 kcal로 증가했다. 바로
뿌리 및 덩이줄기 위주의 식단에서 육류 및 식용유 중심 식단으로의 중대한 변화 때문이다. 일 인당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로 추산한 세계 음식 섭취량은 1969/1971년 2,373 kcal에서 2050년 3,070 kcal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6
이러한 추세는 신흥시장에서 성장기회를 노리는 기업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물 부족 국가에서 기업은
수자원 자체의 부족 외에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잠재적인 공급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디아지오(Diageo)와 코카
콜라 컴퍼니(The coca Cola Company)가 성장시장으로 겨냥 중인 아프리카 신흥국가에서도 에너지와 수자원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수자원 접근성 개선 등 자원 부족 이슈에
대처하고 있다.17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생산국인 중국이 2020년까지 수력 발전량을 세 배로 늘릴 계획이라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NGO 공공환경사무협회(Institute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의 마 준(Ma Jun) 소장은 중국이 수력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면 2020년에는 중국의 많은 강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21 중국 총 물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농업부문 역시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
내 경작이 가능한 농지의 3분의 2는 일년 내내 건조한 북부에 위치하며 중국의 관개능력 현황은 “실제로
농작물까지 도달하는 물의 양이 관개에 투입된 물의 절반도 안될 만큼 비효율적이다.”22

민간부문이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로열 더치 셀과 자문 기업 진테오(Xyntéo)의 협업 사례에서
나타난다. 이 두 기업은 특히 물-에너지-식량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물-에너지-식량 넥서스가 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기후변화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23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농업, 에너지, 상업,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급량 보존을 위해 의무 절수조치를 발표
했다.24 일부 추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는 약 1년치의 물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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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 경제와 민간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및 식량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 보고에 따르면 2015년 가뭄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손실이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4년 2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이다.26
물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은 농업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농업 및 자원
경제학과 명예교수 리차드 호윗(Richard Howitt)에 따르면 2014년 캘리포니아 주 농업부문에서
1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2015년에는 그 수가 2만 개 이상에 이를 것이다. 호윗은 2014년 약
2,000 km2 의 농지가 휴경지로 방치됐고, 올해는 그 면적이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따르면 2014년 캘리포니아의 농지 경작면적이
2013년과 비교해 11% 감소했고 옥수수, 쌀, 솜 등의 농작물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27
또한 물 부족은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8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와 수력이다. 그러나 물 부족으로 하천의 유량이 감소해 수력발전에 차질이 생기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고 이는 가격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졌다. 태평양 연구소
(Pacific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으로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되면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평년보다 전기요금을 14억 달러 더 납부했다.29 보다 기간을 늘려
살펴보면 가뭄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더욱 큰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가뭄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6년의 가뭄으로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24억 달러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30
캘리포니아, 브라질, 중국의 상황이 시사하는 점은 물, 에너지, 식량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 세 자원의 넥서스는 경제와 비즈니스 성장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회: “넥서스 생태계(NEXUS ECOSYSTEMS)”와 기술분야의 혁신

물

-에너지-식량 넥서스는 많은 NGO뿐만 아니라, 넥서스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과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발견한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UN의 2015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물, 에너지, 식량 세
자원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다.31 세계은행32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33 세계경제포럼34도 넥서스
스트레스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부문 또한 아쿠아페드(Aquafed),35 WBCSD36 같은 단체 및 코카콜라
컴퍼니37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 등 개별 기업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38

넥서스 생태계
넥서스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가지 혁신분야는 바로 “넥서스 생태계”의 부상이다. 넥서스
생태계란 물, 에너지, 식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넥서스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비즈니스 성장, 사회복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9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열린 UN지속가능 개발회의에 앞서 2011년 11월 독일연방정부가 주최한 국제회의 “물, 에너지,
식량 안보 넥서스: 녹색 경제를 위한 솔루션(The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Nexus: Solutions
for the Green Economy)”은 여러 측면에서 넥서스 대응행동 실행의 촉매제가 되었다. 회의에서 발표된
“물, 에너지, 식량자원 플랫폼(Water, energy, food resource platform)”40은 독일연방정부의 관리 하에
세계경제포럼,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국제식량정책연구소(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등의 지원을 받아 넥서스 스트레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
됐다. 이어서 “식량, 에너지, 환경, 물 네트워크(FE2W)”을 비롯해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생태계가 다수
등장했다.41
민간부문 역시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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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국적기업이 넥서스 생태계의 설계와 자금지원, 확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넥서스 생태계를
확대하여 다국적기업, NGO, 재단, 지역 혹은 국제적 은행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면 물,
농업, 에너지 관리분야에서 혁신기술의 도입을 접목한 선도적 관행을 장려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로열 더치 셀과 자문
기업 진테오(Xyntéo)의 협업 사례에서 나타난다. 이 두 기업은 특히 물-에너지-식량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협업–특히 물, 에너지, 식량 스트레스 관련 도전
과제 해결-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십 행동을 밝히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42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생산과 농업 생산, 두 분야의 교차점에서 리더십 행동변화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왜 협업이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는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리더십 행동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물 기금: 병목의 해결
물의 가용성 또는 부족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에 있어 “병목(Choke point)”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넥서스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 핵심이다. 현명한 물 관리를 위해 물 사용자들이 협력해 고안한
방안이 “물 기금(Water funds)” 조성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농부 및 목축업자를 포함한 상류
(Upstream)의 “물 공급자(Water providers)”가 하류(Downstream)의 식수, 농업, 에너지생산, 상업에
필요한 물을 보존하는데 협력하도록 장려책을 제공한다. 물 기금은 물을 애로점으로 보고 집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넥서스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의 가용성 향상이 곧 에너지, 농업, 상업에
사용할 물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TNC)는 물 기금 개발 및 확대를 이끄는 주요 NGO로43
사브밀러(SABMiller)와 같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협회와 콜롬비아 칼리(Cali) 시
인근에서 바바리아 맥주공장을 가동하는 사브밀러의 협력으로 “삶과 지속성을 위한 물 기금(The Water
for Life and Sustainability Fund)”이 조성됐다. 이 기금은 사브밀러가 맥주 생산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카우카 강(Cauca River)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된다. 카우카 강 계곡은 콜롬비아의 최대 사탕수수
생산 지역으로서, 관개, 인구증가, 공업용수로 인한 물의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위기에 처했다. 카우카
강은 또한 사탕수수 생산에서 흘러나온 유출수, 목장 및 소규모 농경을 위한 산림 벌채로 인한 침식,
일부 빈곤지역에서의 현대적 위생시설 부족으로 점점 오염되고 있다.
사브밀러와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성한 이 기금은 식수, 농업, 수도 및 전력 회사, 사브밀러 맥주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에 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어 넥서스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금은
하류의 물 사용자(지방자치체, 수도 및 전력회사, 기업 등)들과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물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부와 목축업자, 지역사회 단체, 환경단체와 같은 상류의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한다. 또 지역사회의 물, 에너지, 식량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카우카 강 기금의 이해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총 1,500만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50만 달러가 마련됐고 50만 달러가 사용됐다.44
이 기금의 운영으로 물 공급 및 처리 비용을 줄이게 된 하류의 물 사용자와, 지속가능한 농업 및 목축
관행을 도입하고 수질보호를 위해 설계된 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상류의 물 공급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기금의 지원을 받은 65개의 프로젝트로 참여
가구의 수입이 30~65% 늘어났고, 78km2의 농지를 휴경 처리하여 보존, 보호하고, 554개의 샘을 격리
보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45 물 기금은 하류의 물 사용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다 값비싼 “사후처리
기술” 접근법과 대조적인, 파악된 물 리스크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간부문, 정부당국,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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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겨냥하기: 프랑스 전력공사(Electricité de France)
EDF 그룹으로 불리는 프랑스 전력공사의 노력은 물, 에너지, 식량을 서로 연계된 시스템으로 보고 대처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다. EDF는 프랑스 내 주요 관개시설 두 곳과 협력해 물의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 에너지 생산과 농업 관개 간에 물을 할당하는 솔루션을 고안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DF가 설계, 의뢰 및 운영을 담당한 세르퐁송(Serre-Ponçon) 댐과 저수지는 프랑스 남동부 듀랑스 및
베르덩 수계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21개 수력발전소는 1년에 전력량 65억 kWh를 생산하며 10분 내에
2,000 MW의 전력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전체에 식수 및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1,500km2 이상
면적의 농지에 물을 공급한다. 저수지는 여름에 물 4억 5천만m3를 저장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8억m3의
취수를 가능하게 해준다.46

1990년대 후반까지 EDF는 기존의 법적 그리고 당국의 지침을 기준으로 저수지 물을 지역 내 사용자들
에게 할당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기존의 규정이 수자원 낭비를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EDF는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저수지 사용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전기수요의
급증기간 동안 발전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 비즈니스 최적화를 이루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 사용의 유연성 복구와 재무적 이익의 유지, 미래의 물 수요 확보를 위해서 EDF는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 발전과 관개시설 간에 물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물 절약을 촉진하는 적절한 장려책을
고안해야 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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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EDF는 지역의 주요 농업 관개시설 두 곳과 물 절약 협약(Water Saving Convention)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관개시설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EDF는 절약된 양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48 역시 물의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협약이 바탕이지만 특히, 이번 협약의 핵심은 관개시설들이
물을 절약하도록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장려책 제공은 관개시설이 그 동안의
사업관행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분명히 인지하고 매년 목표치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태평양 연구소(Pacific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으로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되면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평년보다 전기요금을 14억 달러 더 납부했다.
보다 기간을 늘려 살펴보면 가뭄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더욱 큰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가뭄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6년의 가뭄으로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24억 달러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DF는 프랑스의 현재 및 미래의 예상 에너지 가격을 근거로 EDF가 1m3 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가치와
연계해 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계산법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물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관개시설이 물을 절약함으로써 얻는 보수의 측정이 가능해졌고 EDF는 물 사용 조절의 혜택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의 혼란이나 중단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혜택을 생각하면 EDF가 관개시설에 지불하는 돈은 높은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소한 투자라
하겠다.
이러한 협약은 관개시설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므로 EDF와 협력관계에 있는 농업 이해
관계자들은 물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물 관리 관련 혁신기술과 선진관행을 도입하고 있다.49 협약이
처음 체결된 2003년 이후, 물 절약의 약 30%는 기존의 관행과 관리방식의 변화에 기인해 이뤄졌고, 약
70%는 효율적인 물 사용 기술(주로 관개수로에서 취수량을 조절하는 새로운 장비) 덕분에 달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3억 2,500만m3였던 농업용수 소비량이 현재 2억
3,500만m3까지 감소했다. 한편 EDF는 절약된 물을 이용해 발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최고조에 달해 전기가격이 상승할 때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해 경제적인 이득을 올렸다.50 그리고
절약된 물의 약 84%가 자연생태계 유지에 사용돼, 환경에 가해지는 압박도 경감되었다.51
물 절약 협약의 긍정적 성과에 이어 프랑스 론-메디테라니-코르시카(Rhône-Méditerranée-Corse) 물
관리국이 참여한 2014년 회담에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됐다.52 이 협약의 목표는 EDF 사례와 동일한
접근법을 듀랑스 강 유역 전체에 보다 총괄적으로 적용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장기적으로 물을 절약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연계행동”: 수자원 및 에너지 기업의 협력
서구자원 보호단(Western Resource Advocates, WRA)의 2013년 보고서 “보호 시너지: 물-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통합사례(Conservation synergy: The case for integrating water and energy efficiency
programs by Western Resource Advocates)”에 따르면 에너지 및 수자원 기업들이 협력한 효율성
프로그램은 종종 “높은 참여율, 고객 만족도 상승, 조직화되고 상보적인 프로그램 디자인, 더 힘들지 않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회사라는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53 WRA는 에너지 및 수자원 기업들이
에너지와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한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협력보호 프로그램의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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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이점은 고효율 세탁기 구입과 같은 하나의 행동만으로 에너지와 물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에 많은 고객이 참여하기 쉽다고 느낀다는 점에 있다. 또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혜택은
수요의 감소 덕분에 공급의 확충을 위한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경감된다는 점이다.
WRA 보고서에 제시된 몇몇 협력 사례는 공동의 대처가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예로, 2008년 캘리포니아의 투자자 소유 에너지 공급회사인 PG&E는 같은 주의 여러 수도 회사와 협력해
고효율 세탁기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러한 협력으로 개별 기업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었다. 2013년 보상금액은 100~125달러였으며 50
달러는 PG&E가, 나머지는 수도회사가 부담했다. PG&E는 수도회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고객
참여도가 63%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고, 수도회사들 역시 고객 참여도가 30% 상승했다.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돼 현재 41개의 (지방자치체, 지역 및 민영) 수도회사가 참여하고 있다.54
또 다른 예로 텍사스의 세 기업 오스틴 수도회사, 텍사스 가스 서비스, 오스틴 에너지가 있다. 2011년
이들은 함께 다가구 에너지 및 물 효율 프로그램(Multifamily Energy and Water Efficiency Program)을
개발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일부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물, 전기, 가스
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가구 주거시설에 자원 효율적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1,900여 개
다가구주택을 개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70만kWh의 전기와 3,785만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55
이 프로그램은 하나가 아닌 세 가지 자원 모두의 효율달성을 목표로 총괄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이는 개조비용을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지만 자원 효율성 개선의 혜택은 세입자가 얻어 개선
사업을 좌절시키는 원인이 되는 “인센티브 분할(Split incentive)”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세 가지 자원의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조주택의 잠재적 가치상승 그리고 낮은 관리비로 인한
주택시장에서의 매력도 상승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도출했고, 이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했다.

넥서스의 기술혁신
넥서스 스트레스를 통합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술혁신 또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화력발전소를
공랭(空冷)시키거나, (풍력, 태양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 주거, 상업 수요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기업 및 농업기업의 물 사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소수의 기술 전문 사업가와 육성단체는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특화하고 있다. 이매진 H2O(Imagine H2O)는 농업, 물 효율, 오수 재사용, 에너지 및 자원 회복분야에서
넥서스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는 단체다. 이매진 H2O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을
통해 기업가들의 아이디어를 확장 가능한 기술로 실현시키고 넥서스 생태계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한다.56
이 단체는 웰스 파고(Wells Fargo) 등 금융기관, 오토데스크(Autodesk) 등 첨단기술기업, 버클리 에너지
및 자원 협력체(Berkeley Energy and Resources Collaborative) 등 NGO, 어그테크 실리콘밸리(AgTech
Silicon Valley)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투자지원을 받는다.
이들 기술은57 여러 수도 및 폐수처리 회사, 농업과 에너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케이비 홈즈(KB Homes)사는 이매진 H2O 경진대회 우승자인 넥서스 이워터(Nexus eWater)가 개발한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주 엘도라도 힐스의 신규 3.0 주택 디자인에 이용한다.58 넥서스 이워터는 물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로 넥서스 이워터 재활용장치(Nexus eWater Recycler)를 개발해 가정 내 물 사용을
34%, 하수용량을 70% 줄이고, 기존의 기술에 비해 75%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온수를 공급한다.59

Deloit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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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부족 궤도에서 벗어나기

정수와 급탕 기능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된 넥서스 이워터 재활용장치는 가정오수를 잔디밭이나
변기에 사용해도 안전할 정도로 재생하는 동시에 오수의 폐열을 추출해 온수탱크에 저장한다.

앞으로 나아갈 길

자

원 부족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문제를 대처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바로 넥서스

생태계와 기술혁신이다.

넥서스 생태계. 조직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둘러싼 새로운 생태계를 수립하거나 현재의 생태계의
보다 나은 성과를 추진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들의 “넥서스 생태계” 수립 그리고/또는 참여하기. 조직은 WBCSD와 같은 몇몇 넥서스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60 넥서스 생태계에 참여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넥서스 솔루션 도출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은 넥서스가 야기하는 기업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개발할 수 있다.
• 목표와 측정을 통해 넥서스 생태계 활성화하기. 조직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넥서스
생태계를 파악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태계 내 다른 참가자들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도록 독려하고 “연계행동”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 계량화
한다.

넥서스 이워터는 물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로 넥서스 이워터
재활용장치(Nexus eWater Recycler)를 개발해 가정 내 물 사용을 34%,
하수용량을 70% 줄이고, 기존의 기술에 비해 75%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온수를 공급한다. 정수와 급탕 기능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된
넥서스 이워터 재활용장치는 가정오수를 잔디밭이나 변기에 사용해도
안전할 정도로 재생하는 동시에 오수의 폐열을 추출해 온수탱크에 저장한다.
• 연계행동 참여방법 모색하기. 연계행동은 공동행동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공통의 비전
아래 불러모은다. 하지만 연계행동은 일반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연계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넥서스 생태계는 변화를 위한 공동의 담론을 가지며 이 담론에서 파생된 행동이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계행동은 문제가 잘
파악되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한 데 모아
이질적인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변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솔루션 확대와 효과 계량화하기. 일부 경우에는 넥서스 솔루션을 시험해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솔루션을 확대하고 그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수치화돼야 한다. 솔루션의 효과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피드백을 받아 전략과 집중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 넥서스 생태계 재투자 또는 재창조하기. 투자의 결과가 수치화되고 넥서스 이해관계자들이 연계
행동의 목표달성에 만족할 경우에는 재투자가 보장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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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재창조해야 한다. 이때 지리적 위치, 보상책, 이해관계자 등의
요소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장려책과 정책수립 과정에 넥서스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
정책입안자들과의 교류와 기술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넥서스 생태계의 대표적인 예로
2030 수자원 그룹(The 2030 Water Resources Group, 2030WRG)이 있다.61 2030 수자원
그룹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와 관련된 전략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NGO, 공공부문과 더불어
경쟁사들이 경쟁의 이전 단계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넥서스 생태계다.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공공부문과
협력해 넥서스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2030 수자원 그룹은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개발기관과 협력해 수자원 법, 제도, 정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에 집중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62

기술혁신: 조직은 물과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농업 및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통합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 자원사용 재고하기. 조직의 자원 “절약,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정교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현재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폐수 슬러지를 수거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63 음용수/비음용수 용(用) 폐수 처리가 가능하다.64
• 넥서스 문제해결을 위해 ICT 활용하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
통신기술(ICT)의 사용이 넥서스 생태계의 혁신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65 넥서스로의 ICT
적용은 미 항공우주국(NASA) 그레이스(GRACE) 위성의 세계 수자원 데이터 수집66과 같은 우주
궤도에서의 데이터 수집 혹은 드론을 이용한 지상 데이터 수집67과 같이 원격 데이터 수집에 사용
되고 있다. ICT는 또한 조직이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물의 흐름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해를 모니터링하고 물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힘을 강화
시켜준다.68 원격감지, 기계 대 기계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연결성은
더 스마트하고 정밀한 농업을 추진하는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영농기업이 데이터 및
정보 회사를 인수하거나, 농기계 기업이 자사 제품에 스마트 센서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마트한 정밀농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물, 에너지, 식량의 부족은 경제와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넥서스에 대해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원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NGO는 지속가능하고 윤택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말을 빌려 요약하자면,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DR

윌 사르니 (Will Sarni)Deloitte Consulting LLP의 디렉터이자 Deloitte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서비스 라인인 Enterprise Water Strategy팀의 실무 리더이다.
기사 전반에 도움을 준 Deloitte Services LP의 수석 매니저 겸 편집자 준코 카지(Junko Kaji), Deloitte
Consulting LLP 매니저 리사 뉴맨-와이즈(Lisa Newman-Wise), Deloitte Consulting LLP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그레이스 섬머(Grace Summer)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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