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관리책무(CEO Water Mandate)참여조건

1.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2. 6개분야(운영, 공급망∙유역관리, 공동노력, 공공정책, 지역사회 참여, 투명성)에 대한 CEO의 의지를담은서한제출

3. 매년수자원관리와 관련된이행사항보고

Endorsement Letter Template 바로가기

수자원관리책무

CEO Water Mandate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Water Mandate은수자원관리를기업경영의우선순위에두는유엔글로벌콤팩트참여기업들의플랫

폼으로 기업의 전략수립과 해결방안 개선에 주목하며,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기회 및 유용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50여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이 참여 중에 있으며, 매년

수자원관리와 관련된이행사항을보고하고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파트너기관

코웨이, DGB금융그룹, Kikkoman Corporation, Suntory Holdings Limited, Ambev, Danone, Nestle, Unilever, Mars

Incorporated, Ford Motor Company, Akzo Nobel, Dow Chemical Company, Hilton, Microsoft, H&M, Colgate-

Palmolive Company, Tata Steel, Avon Metals, SUEZ, Iberdrola 등

▪ 주요참여기업

https://ceowatermandate.org/wp-content/uploads/2018/11/CEO_Water_Mandate_Template_Endorsement_Letter_2018.pdf


▪ 원칙소개

1.     직접경영(Direct Operations)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있어 물을 사용합니다. 수자원관리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수자원 및 폐수

관리를 하는 경우나 최종 제품에서 물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과 같이 물은 산업과 경제 부문 전반에서 사용됩니다.

물부족지역에서도 빠른산업화와경제발전은많은양의수자원을 필요로합니다.

Action Pledge

• 기업이제품이나 서비스생산을위해어느 정도의물을사용하는 지에대한종합적인물사용조사 시행

• 기업의청정생산과 소비전략을바탕으로 수자원보존과폐수관리에 관한목표를설정

• 해당목표달성을 위해신규기술사용및투자

• 기업문화내에서 물지속가능성에대한 인식제고

• 물지속가능성을 기업의사결정과정 시고려 (예.시설위치선정, 기업실사,생산과정)

2.     공급망과유역관리(Supply Chain & Watershed Management)

최근 기업들은 직접 경영의 범위를 넘어서 공급망이 미치는 영향까지 주목하고 있으며 물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은 이제

시작되는 추세입니다. 농업은 70%의 민물을 사용하기에 중요하며 물 관리 개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 부족

지역의기업들은 지역이해관계자로서 지역수자원보호및관리에 기여할수있습니다.

Action Pledge

• 공급원의물보존, 수질모니터링, 폐수처리, 재활용개선독려

• 수자원리스크 분석및대응능력키우기

• 공급원의물사용 및영향력관련평가장려및 시행

• 공급원과물지속가능성 관련활동공유

• 주공급원의목표와 관련된성과정기보고 장려

3.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개별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분야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엔글로

벌콤팩트와 같은프레임워크를통해 기업들은물지속가능성에 대한공동노력에참여할 수있습니다.

Action Pledge

•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긴밀한관계형성

• 물지속가능성 이슈와정책에대해국가, 지역정부와공공기관또는 관련국제기구(예. UNEP Global Programme

of Action)과 협업

• 효과적인관개방법, 새로운식물다양성, 가뭄저항성, 수자원 효율성, 내염성등과같은개발과 신규기술사용독려

• 유엔글로벌콤팩트지역협회에적극적으로 참여

• 민간부문이 참여하고있는물이니셔티브지원(예. 글로벌워터챌린지(GWC); 유니세프Water, Environment, and 

Sanitation Program; 국제적십자연맹Water and Sanitation Program, 세계경제포럼 Water Initiative) 및관련

유엔기구와 범정부기관과의협업(예. 세계보건기구(WH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4.     공공정책(Public Policy)

본 결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세계적, 지역적 수자원 관리 구조에 반영되어야 하기에 물 지속가능성은 정부, 다자적 기구

등의협의에따라 국제정책글로벌아젠다에서높은주요우선순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Action Pledge

• 물지속가능성 아젠다를발전시킬수있는 정부규제와시장메커니즘 형성에기여

• 세계와 지역의 정책논의에서 물 지속가능성을 지지하고 협업적 수자원 관리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기업의 정치적능력행사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정보력 향상 및 사용가능한 도구 증대(예.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 SIWI, 유엔환경계획 Collaborating Centre on Water and Environment, 유네스코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

• 특별 정책 기반 기구 또는 관련 프래임워크 참여와 지원(유엔환경계획 Water Policy and Strategy, 유엔개발계획

Water Governance Programme)

5.     지역사회참여(Community Engagement)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공익이 기업의 이익과 합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습니다.

Action Pledge

• 기업이지역의 물과위생문제와이에대한 기업의영향력을파악하고자 노력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일원으로물과 위생관련아젠다를위해 지역정부, 단체, 이니셔티브 지원

• 지역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수자원 교육과인식제고캠페인 시행

• 지역정부와 협업하여물과위생시스템을 포함한적절한물기반 개발

6.     투명성(Transparency)

투명성은 신뢰성의 핵심으로, 선도적인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인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은기업이지속적으로 발전하고원칙들을 결과로실현시킬수있도록 합니다.

Action Pledge

• CEO Water Mandate과 관련된행동과 투자를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에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가이드라인의물지표와같은관련지표를 사용하여기재

• GRI 가이드라인의 물지표를활용하여 관련기업보고서를 통해물관련전략을공유

• 물이슈와관련하여 정부와다른공공기관과의 협상과대화에서 투명성유지



▪ 주요 Tool 소개

1.     수자원스튜어드십대학(Water Stewardship University)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 관련 리스크와 물 보존에 관한 온라인 강의 시리즈입니다. ‘기초’ 레벨부터 ‘전략, 목표, 보고’와 ‘공동

노력’ 등의 강의가존재합니다.

수자원스튜어드십 학교바로가기

2.     수자원스튜어드십툴박스(Water Stewardship Toolbox)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수자원 스튜어드십 툴박스(Water Stewardship Toolbox)는 UNGC 이슈 플랫폼 ‘수자원 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가 개발한 웹사이트로 기업의 수자원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최신 툴, 가이드라인, 사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현재 본 웹사이트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경제포럼(WEF) 등

250여곳이넘는국제기구, 글로벌이니셔티브∙연구소의 자료를보유하고 있으며매주업데이트 됩니다.

수자원스튜어드십 툴박스안내

3.     물행동정보허브(Water Action Hub) 

CEO Water Mandate과 Pacific Institute이 만든 온라인 정보공유와 협업 도구로, 전세계의 물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를국가,지역,프로젝트 종류,관련 SDGs 등에 따라검색하고프로젝트 이행기관에협업을제안할 수있습니다.

물행동정보허브 바로가기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  gckorea@globalcompact.kr

https://ceowatermandate.org/university
http://unglobalcompact.kr/%EC%9C%A0%EC%97%94%EA%B8%80%EB%A1%9C%EB%B2%8C%EC%BD%A4%ED%8C%A9%ED%8A%B8-%EC%8B%A0%EA%B7%9C-%EC%9B%B9%EC%82%AC%EC%9D%B4%ED%8A%B8-%EC%86%8C%EA%B0%9C/
https://wateractionhub.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