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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 Introduction

Introduction

(W0.1) 귀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 및 소개를 입력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5,000자(영문기준)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귀사의 사업이 물 리스크와 기업전략에 어떻게 이어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귀사의 운영과 
사업활동을 포함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본 문항에 입력된 내용은 후속 문항들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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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2) 보고 데이터의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을 입력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시작 시점 마지막 시점
[MM/DD/YYYY] 부터  [MM/DD/YYYY] 까지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에 입력한 보고연도를 질의서 작성 시 일괄 적용해 주십시오. 
⚫ 보고연도란 최근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기관투자자는 통상적으로 보고기업의 보고연도가 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 경우, 
동기간의 재무결과와 환경정보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년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보고연도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 일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1년치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W0.3) 귀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지역countries/areas을 선택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질문 변경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국가/지역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드롭다운에서 국가/지역 선택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드롭다운 메뉴에서 귀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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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4) 재무 관련 정보의 보고에 적용된 통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본 질의서에 보고되는 모든 재무 정보와 동일한 통화를 적용해 주십시오. 이 문항에서 선택한 통화는 
질의서의 모든 내용에 적용해야 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통화

선택항목:

•  드롭다운에서 통화 선택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질의서 전체의 재무 정보 또는 기타지표에 적용해 보고할 통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를 들어, USD($)를 선택한 경우, W2.1a의 "재무영향"에 보고할 수치는 USD($)로 인식됩니다. 

(W0.5) 물 관련 영향을 보고하고자 하는 기업, 조직 또는 그룹의 보고경계를 목록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재무적 통제가 적용되는 기업, 조직 또는 그룹
• 운영적 통제가 적용되는 기업, 조직 또는 그룹
•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조직 또는 그룹
• 기타, 직접 입력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여기서 “귀사your organization”란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의 경계 내에 있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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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항은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조직경계를 정의하고, 보고경계에 포함되는 조직 개체(그룹, 
사업, 기업 등)를 규정하는 문항입니다. 질의서 전체에 이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하십시오. 

⚫ 본 문항의 드롭다운 항목은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바탕으로 합니다. 
- 재정 통제: 조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장의 재정 및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재정통합 목적으로 그룹 
회사 또는 자회사로 취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재정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 운영 통제: 조직 또는 조직의 자회사 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운영 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운영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 지분할당법: 지분할당법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지분할당법은 기업이 사업장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며, 이때 경제적 이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보상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보상에 대한 지분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배지분율에 반영됩니다. 또한, 소유지분율은 지배지분율과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과 기업 간의 재무적 관계가 법으로 
규정한 지배소유권보다 앞섭니다. 이는 소유지분율이 경제적 이익 지분을 반영하기 위해 
/ 재무적 관계가 법적으로 규정된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고기준에 부합합니다. 

- 기타, 직접 입력(어떠한 선택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항목을 
선택한 경우, 텍스트 상자에 상세 내역을 입력해 주십시오. 

⚫ Note: CDP 질의서 응답 시 전사단위의 수치를 산정할 때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재정통합 접근법을 
사용해주십시오. 보고된 정보는 통합된 결과로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고, 보고경계 내 모든 기업, 
조직, 사업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장/사업부문 수준의 세부 데이터의 합이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작성 시 
여기서 선택한 조직경계를 일관되게 적용해 보고해주십시오. 

⚫ Note: 보고경계에서 제외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W0.6a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W0.6) 보고경계에는 포함되지만, 정보공개에 배제된 지역, 시설, 유형 또는 물 관련 
데이터(취수/방류)가 있습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 아니요

https://ghgprotocol.org/corporat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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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질의서 전반에 등장하는 "귀사"는 (데이터를 보고하는) 보고경계 내 포함된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질의서 전체에 이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하십시오. 물 영향 크기가 적어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 및/또는 사업활동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물 유형마다 데이터 제외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관성 및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GHG  Protoco l 차용 )
- 연관성: 정보공개 내용이 기업의 물 이용 내역을 알맞게 반영하고, 기업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사용자의 의사결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명성: 명확한 회계 기록을 바탕으로, 연관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사실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가정을 공개하고, 산정 및 계산 방식과 사용된 정보 출처에 
대하여 적절한 참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 귀사의 조직경계에 포함되었으나, 그룹, 회사, 사업 또는 조직이 보고에 제외됐을 경우, W0.6a에 
입력하십시오. 

⚫ 일부 문항(예를 들어, 사업장 단위의 물 데이터 섹션)에서는 보고경계에 속한 모든 사업장이 아닌 
중대한 물 리스크가 식별된 사업장에 국한해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W0.6a) 제외된 정보에 대한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0.6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외 설명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행 추가]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귀사가 공개한 정보에서 다음 중 제외한 정보가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 지역: 예) 미미한 수준의 용수 사용량 또는 데이터 수집 제한으로 인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운영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활동: 예)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경우(제품 라인, 사업 프로세스, 협력사 

https://www.ghgprotocol.org/sites/default/files/ghgp/standards/ghg-protocol-revi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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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등) 해당 활동의 정보공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예) 최근에 발생한 인수합병 또는 매각, 아웃소싱 또는 인소싱(물 사용량 추적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장도 제외가능)으로 특정 시설을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물 유형: 예) 일부 사업장에서 빗물을 사용하지만, 빗물의 수량이나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그룹, 기업, 사업, 또는 조직: 이 외에 조직경계에 포함되지만 보고에서 제외된 모든 집단, 회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모든 제외 사항에 대해 귀사의 정보공개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제외하게 된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위험 식별 프로세스의 결과로 제외 사항을 
결정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응답 예시
제외 설명

Distribution 
Centers

Our company has not yet implemented a system to track the water impact in its 
distribution centers. We expect this to be a small fraction of our total water consumption 
and provide little exposure to water risk. This will be incorporated from 2019.

Offices Small leased office spaces (fewer than 50 employees) where water use is minimal. It is 
provided through the lease and managed by our landlord.

(W0.7) ISIN 코드 또는 기타 귀사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예 Ticker, CUSOP)가 있습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신규 문항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귀사의 고유 식별코드 제공 가능 여부 고유 식별코드*
선택항목: 
• 예, ISIN code 제공 
• 예, CUSIP number 제공
• 예, Ticker symbol 제공
• 예, SEDOL code 제공
• 예, 다른 고유 식별코드 제공, 직접입력
• 아니오

텍스트 입력[50자 이내]

* 고유 식별코드가 여러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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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귀사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 각 열을 추가해 주십시오.
고유 식별코드(열2)
⚫ 고유 식별자에 대한 올바른 형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IN 코드에는 두 글자의 국가 
코드가 포함되며, 그 뒤에 9자의 영숫자 식별자 및 단일 체크 숫자가 포함됩니다.

용어 설명
⚫ ISIN: 국제 증권 식별번호(ISIN)는,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12자 

영숫자alphanumeric 코드입니다. ISO 3166에 따라 보안 발행자의 원산지를 참조하는 첫 번째 
자리는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보안에 대한 고유 식별코드인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9개의 문자로 구성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코드를 CUSIP 
번호라고 합니다. 마지막 1자리는 체크 숫자로, 코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CUSIP: 통일 보안 식별 절차 위원회 번호로, 9자 영숫자 코드로 거래의 결제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을 식별합니다. CUSIP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권 분할 발행 또는 
거래 주식의 구분을 위해 사용됩니다. 

⚫ 티커 기호: 티커 기호(Ticker symbol)는 유가증권에 거래 목적으로 할당된 고유한 일련의 문자입니다. 
티커 기호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이름,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SEDOL 코드: 두 파트로 구성된 7자리 식별코드입니다. 6자리 알파벳 코드와 한 자리 확인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DOL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의 국가 증권 식별 번호 역할을 
하며 2004년 1월 26일 이전에 발행된 SEDOL은 숫자로만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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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urrent State



10

Dependence

(W1.1) 수질 및 수량이 귀사의 성공에 미치는 (현재 및 미래)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W1.1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1.1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다시 응답하십시오. 연계 문항 
여부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수질 및 수량 직접 사용 중요도 평가 간접 사용 중요도 평가 설명

충분한 양의 양질의 담수 
이용 가능성 

선택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운영에 필수적
• 중요도 평가한 적 없음 

선택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운영에 필수적
• 중요도 평가한 적 없음 

텍스트 입력 [영문 2,000자 
이내]

충분한 양의 재활용 용수, 
염수 및/또는 생산수 이용 
가능성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에 응답 시, 양질의 담수와 낮은 품질의 담수에 대한 귀사의 의존도와 그 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는 앞으로 변화할지 고려하십시오. 

⚫ '양질의 담수'는 조직의 활동에서 사용되는 물로, 가정, 지방, 또는 농업용 사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처리 과정만을 필요로 하거나, 담수 생태계에 안전한 물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낮은 품질의 담수를 
대신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양질의 담수에 의존한다고 간주됩니다.

⚫ '중요도' 결정 시, 단순히 귀사의 연간 총 물 소비량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보다는 귀사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적든 많든)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 소비량이 적다 하더라도 방수량이 높은 경우 대량의 취수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량의 물과 
관련된 활동은 결과적으로 "필수적" 또는 "중요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속 및 광업 섹터만 해당: 낮은 품질의 담수에 의존하는 조직(호주 광물위원회의 물 회계 
프레임워크 카테고리 2와 3)은 이 의존성을 2열 (…재활용, 기수 및/또는 생산된 수자원)에 표시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물보다 낮은 물에 대한 의존도는 양질의 담수 공급원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https://www.minerals.org.au/sites/default/files/WAF_UserGuide_v1.3_(Jan_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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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사용 중요도 평가 (2, 3열) 
⚫ 중요도 평가는 기업마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엄격한 적용 대신 비교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 예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운영에 필수적Vital: 귀사의 생산 공정 또는 가치사슬에서 수량과 품질 면에서 물 공급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전사적 수준의 성과 및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물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합니다. 물이 제품 사용에 필수인 경우, 물 부족으로 매출 또는 기업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요함: 직간접 운영에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물이 필요한 경우 선택해 주십시오. 운영이 물 
집약적이지 않거나, 또는 협력사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해 주십시오. 

⚫ 보통: 수질이 좋지 않지만, 사용 가능한 물이 충분할 경우 선택해 주십시오. 
⚫ 중요하지 않음: 직간접 운영에 물이 주요 요소가 아니지만, 지역 이슈(가뭄, 수질 불량, 홍수 등)로 
인해 지역 사업장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선택해 주십시오. 이 경우, 물 이슈가 
발생해도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혀 중요하지 않음: 직간접 운영에 물이 주요 요소가 아니며, 수량도 중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선택해 주십시오. 

⚫ 중요도 평가한 적 없음: 운영 및/또는 공급망에 필요한 수량 또는 수질을 평가한 적이 없는 경우 
선택해 주십시오. 

⚫ 간접 사용에 대한 중요도 등급을 고려할 때, 직접 운영하는 귀사의 모든 가치사슬 단계(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물 중요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 공급망 내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소비

설명(4열)

⚫ 가치사슬 전반에 직간접 운영에 필요한 물 용도를 양질의 담수 및 기타 수질별 주요 용도를 
설명해주십시오. 가치사슬 전반에 물 사용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설명하고, 가능한 경우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 수질과 수량에 대한 지정된 중요도를 양질 및 낮은 품질 옵션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현재와 비교하여, 미래 물 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상치와 근거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 

Company-wide water accounting

(W1.2) 귀사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과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하는 비율을 입력하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 본 문항은 W1.1의 “직접 사용 중요도 평가”에서 “보통”, “중요함”, 또는 “운영에 필수적”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W1.2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1.2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W1.2에서 “모니터링하지 않음” 또는 “연관없음”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섹션의 정량적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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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작성안내서 추가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Performance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 Note: Electric utilities, metals & mining, 또는 oil & gas 섹터 질의서에 응답하는 기업은 본 응답 
가이드 마지막에 위치한 추가 섹터별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시설/사업장 비율 (%) 설명

취수 – 총 취수량 선택항목:
• 모니터링하지 않음 
• 1% 미만
• 1-25
• 26-50
• 51-75
• 76-99
• 100%
• 연관 없음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취수 – 취수원별 취수량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금속 & 광업 섹터 활동과 
연관된 동반수 entrained water – 총 동반수 취수량 ] 
[오일 & 가스 섹터만 해당] 석유 & 가스 섹터 활동과 
연관된 생산수produced water – 총 생산수 취수량
취수 수질
방류 – 총 방류량 
방류 – 방류지별 방류량 
방류 – 처리 방법별 방류량 
방류수 수질 데이터 – 방류 기준 별 수질 
방류수 수질 – 온도
용수 소비 – 총 소비량 
재사용/재활용수

모든 임직원에서 완전하게 기능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WASH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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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가 물 유형별로 이뤄지는 모니터링 수준을 묻습니다. "귀사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는 W0.5에 입력한 보고경계에 포함된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 CDP Technical Note – Water Accounting Definitions의 CDP Water accounting 정의를 참고해 본 
문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 귀사의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물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만 "모니터링 하지 
않음"을 선택하십시오. 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정보자원이 있는 경우 본 문항의 "시설/사업장 
비율(%)" 열에서 전체 시설/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선택해 주십시오. 

⚫ 보고경계 내 전체 사업장 수준의 물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열에서 보고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 2열의 시설/사업장 비율(%)에서는 귀사가 모니터링하는 총 물 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2열의 시설/사업장 비율 (%)에서는 사업 부문, 자산, 부동산, 공장, 사업장 등 다양한 기준의 범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CS)을 3열에 입력해 주십시오. 

유형(1열)

⚫ 각 물 유형의 정의는 용어 설명 부분(및 Glossary)을 참고해주십시오. 

시설/사업장 비율 % (2열)
⚫ 주어진 물 유형에 대해, 귀사가 정기적(최소 연간 1회)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체 사업장 100개 중 분기별로 취수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장이 50%라면(50개), "26-50"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해당 물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관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물 소비가 없는 경우 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 없거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물 재활용/재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열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해당 물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적절하지만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하지 않음"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사에서 물 재활용/재사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열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설명(3열)

⚫ 응답에 대한 설명을 2열에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사가 선택한 비율의 시설/사업장에서 주어진 
물 유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적거나, 특정 사업장, 시설, 또는 사업 부문이 제외된 경우 
어디가 제외됐는지, 또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2열의 선택지가 시설, 사업장, 사업부문 또는 기타 범주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귀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서 
'시설'이란 기업의 창고 또는 소매판매점을 지칭합니다." 또는 "우리 기업은 특정 지역에 고정된 시설 
또는 사업장이 없지만 여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의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만약 '취수 수질'을 모니터링한다고 보고한 경우, 측정에 사용한 매개 변수Parameter와 데이터 수집 빈도 
등 세부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이 행은 세계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인 
UN Environment의 GEMS/Water(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for Freshwater)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https://cdn.cdp.net/cdp-production/cms/guidance_docs/pdfs/000/001/561/original/CDP-technical-note-water-accounting-definitions.pdf?152361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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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U1.2a)

이 질문은 전기 유틸리티 부문에서 활동 중인 조직에만 해당합니다. 부문별 질문이 필요한 선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W1.2b) 전체 사업장의 총 취수량, 방류량, 물 소비량과 전년 대비 변화를 입력하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본 문항은 W1.1의 “직접 사용 중요도 평가”에서 “보통”, ”중요함” 또는 “운영에 필수적”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Performance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 Note: Electric utilities, metals & mining, 또는 oil & gas 섹터 질의서에 응답하는 기업은 본 
응답가이드 마지막에 위치한 추가 섹터별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침 
⚫ 본 문항은 전체 사업장의 집계된 부피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집계 데이터가 없지만, 전체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추정해서 보고한 경우, 3열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0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피가 0일 때만 입력하십시오. 

⚫ CDP Water accounting 정의를 참고해 본 문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부피 데이터는 메가리터/연 

물 관련 지표 수량 (ML/년) 전년 대비 변화 설명

총 취수량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텍스트 입력 
[영문 2,000자 이내]

총 방류량
총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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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입력해 주십시오. (보고 기간은 W0.2에 입력한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 냉각수: 냉각수(담수 또는 해수)는 통상 대량으로 취수되고 수량 및 수질에 큰 변화 없이 취수원으로 
다시 방류됩니다. 하지만, 냉각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우수(빗물): 우수를 관리하거나(예를 들어, 사용, 저장, 침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확)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빗물에 의존하는 경우 빗물을 보고경계 내 수문체계에서의 취수로써 측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 당국에서는 빗물이 취수원으로 간주하며, 빗물의 수집과 사용과 관련된 
보고를 요구합니다.
- 기업은 물 수지(balance) 결과의 오차가 5% 미만인 경우에만 집수된 우수(빗물) 및 생활 하수domestic 
sewage를 기업의 취수/방류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귀사의 방류량이 취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

- 빗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물 의존성과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강수/빗물 양이 해당 부지의 주요 물 투입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해야 하는 
지표수(run-off)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빗물을 물 회계(취수 및 방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장 
물 수지에 대한 올바른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담수원을 대신하여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량 (ML/년) (2열)
⚫ 보고연도(W0.2에 입력한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부피 데이터를 메가리터 단위로 보고해주십시오. (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 수도 미터기, 수도요금 고지서, 기타 물 데이터 관련 산정 또는 기업 자체의 추정치(미터기, 요금 
고지서, 참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등 취수 데이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귀사의 취수량, 방수량, 소비량을 영(0)으로 보고하기 이전에, CDP 기술문서: Water Accounting  
Definitions을 참고해주십시오. 

⚫ 소비량을 "0"으로 보고하는 경우, 방류량을 확인하십시오. 본 질의서 평가 시 취수량과 방류량의 
차이값(대략)을 반영합니다.

전년 대비 변화 (3열) 
⚫ CDP는 'much higher', 'higher', 'much lower', 'lower' 용어별 수치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사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러 산업에서 이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유의미한 
수준의 통일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율은 곧 절댓값과 그에 상응하는 영향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 CDP는 'much higher' 및 'much lower'에 대한 기준을 기업별로 각자 정의하고 이를 본 질의서 
전반에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질의서 내 보고데이터가 비교가능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매년 귀사의 물 계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용어별로 귀사가 정의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4열(설명)에서 설명해주십시오. 

설명(4열)

⚫ 부피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 방법론 및 가정을 적용했는지 문맥적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데이터 부재로 2열을 빈칸으로 남겨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향후 해당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 서술해주십시오. 

⚫ 'much higher', 'much lower' 등, 작년 대비 물 유형별 부피 데이터 변화량을 나타내는 용어에 
적용한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https://cdn.cdp.net/cdp-production/cms/guidance_docs/pdfs/000/001/561/original/CDP-technical-note-water-accounting-definitions.pdf?152361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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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비 변화량을 고려해야 하며, 알 수 있는 경우 향후 예상 변화량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향후 
예상 변화량은 W0.2에서 입력한 보고연도 마지막 날짜에서 최소 1년 이후 시점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2열(수량)에 입력한 데이터가 일말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거나 추정치인 경우, 불확실성의 수준을 
여기에 설명해주십시오. 불확실성은 데이터 누락, 가정, 설비 정확도 등으로 인한 측정 제약, 데이터 
관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ote: CDP는 취수량과 방류량의 차이값과 소비량 수치 간에 큰 오차가 없을 것(약 ±5% 이내)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주십시오. 

설명 – 소비량 관련 추가 작성안내 (3행)
⚫ "물 소비" 행에 입력한 수치가 지역별 측정 데이터를 취합한 것인지, 또는 지역별 산정 데이터 취합 
결과물인지, 전사적 단위의 산정인지 (예를 들어, 취수량 빼기 방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 해당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 입력한 수치(CDP가 정의하는 소비 기준으로)에 대한 
세부내역(breakdown)을 입력하십시오. 세부내역은 아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작물, 폐기물과 통합된 수량
- 증발 및 증산된 수량
- 인간 또는 가축에 의해 소비된 수량
- 제어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된 총 수량(net)
- 미래 사용 목적으로 저장된 총 수량(net)
- 보고경계 내 방류량 산정에 제외되는 수량

⚫ 총 소비량이 음의 값인 경우, 반드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음의 수치는 귀사의 보고연도 
방류량이 취수량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장된 물 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OG1.2c)

이 문항은 석유&가스 섹터에 속하는 기업만 해당합니다. 이 문항은 섹터별 질의서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W1.2d) 귀사의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 여부와 총 취수량 중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량 비율을 입력하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본 문항은 W1.1의 “직접 사용 중요도 평가” 열에서 “보통”, ”중요함” 또는 “운영에 필수적”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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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303-3: Water withdrawal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Performance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 여부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량 비율(%)

지난 보고연도 대비 
변화

물 스트레스 지역 
파악에 이용한 툴 

설명

선택항목:
• 예
• 아니요
• 모름

선택항목:
• 1% 이하
• 1-10
• 11-25
• 26-50
• 51-75
• 76-99
• 100%
• 모름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선택항목:
• WRI Aqueduct
• WWF Water Risk 
Filter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5,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문항은 부피 데이터가 아닌,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취수량 비율을 요구합니다. CDP의 water 
accounting 정의 및 용어 설명을 참고해 작성해 주십시오.

⚫ '물 스트레스 지역'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용한 접근법 또는 사용한 툴을 같이 보고해주십시오. 
접근법에 대한 상세 설명과 '물 스트레스' 평가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 묶음을 사용했는지 
보고해주십시오. 

⚫ 물 스트레스 지역은 유역 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물 스트레스를 평가에 사용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툴은 WRI의 Aqueduct Water Risk Atlas와 
WWF의 Water Risk Filter(툴에 대한 상세설명은 Additional information을 참고해주십시오.)가 
있습니다. 

⚫ CDP 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물 스트레스 지역 평가(수량 및 기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리스크 지표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베이스라인 물 스트레스 기준 – 40-80% 이상 (WRI Aqueduct).
- 베이스라인 물 부족 기준 – 50-75% 이상 (WRI Aqueduct).
- 물 부족 - WWF 물 리스크 필터의 risk score 3과 같거나 또는 이상이며, 글로벌 위험 지표를 
포함한 다중 모델 접근법에 기초합니다. 수분 고갈, 물 스트레스 기준, 블루 워터 희소성 및 사용 
가능한 물 잔여량(AWARE)입니다.

⚫ Note: 위의 글로벌 리스크 지표는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 측면에서 물 스트레스를 설명합니다. 
현재는 물 접근성 및 수질을 고려하고, 물 스트레스에 대한 CEO Water Mandate의 정의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반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툴/지표는 없습니다. 이 정의는 CDP에 의해 

https://www.wri.org/aqueduct
https://waterriskfilter.org/
https://waterriskfilter.org/
https://waterriskfilter.org/
https://waterriskfil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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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습니다. – 이 질문에 대한 용어 설명 및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권장되는 도구와 지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토될 것입니다.

⚫ 조직은 자체 평가 또는 기타 방법론을 사용하여 툴의 평가 결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사업장을 위한 유역의 상세 데이터나 지역 지식을 사용해 취수가 이뤄지는 지역이 물 스트레스 
지역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데이터 셋에서 특정 유역이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유역을 중유역 또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눴을 때 사업장이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국가 및 지역 물 당국도 적용 가능한 지도(Map),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 평가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FAO/AquaStat 데이터베이스  또는  SDG 6.4.2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이 문항은 사업장이 아닌 취수원의 위치에 대한 문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역 단위에서 사업장과 
취수원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취수원 위치 파악이 어려워 사업장 위치 기준으로 보고했다면, 
이를 5열에서 명시해주십시오.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 여부(1열) 
⚫ “아니요” 선택 시, 2열과 3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모름“ 선택 시, 2열, 3열, 4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량 비율(%)(2열)
⚫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모든 취소와 W1.2h에 입력한 모든 취수원을 포함해 보고해주십시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기업의 총 취수량'은 W1.2b에 입력한 조직경계 내의 모든 취수량의 합을 입력해 주십시오. 
⚫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 W1.2h에 입력한 각 취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하십시오. 
⚫ 추정치를 입력한 경우 5열(설명)에서 부연 설명해주십시오. 

지난 보고연도 대비 변화(3열)
⚫ CDP는 'much higher', 'higher', 'much lower', 'lower' 용어별 수치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사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러 산업에서 이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유의미한 
수준의 통일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CDP는 'much higher' 및 'much lower'에 대한 
기준을 기업별로 각자 정의하고 이를 본 질의서 전반에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질의서 내 보고데이터가 비교 가능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매년 귀사의 물 계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용어별로 귀사가 정의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5열(설명)에서 설명해주십시오. 

물 스트레스 지역 파악에 이용한 툴(4열)
⚫ 물 스트레스 지역 식별을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툴을 선택해 주십시오.
⚫ 선택지에 없는 기타 툴, 방법론, 또는 데이터 셋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텍스트 필드에 해당 툴/접근법을 입력하고, 5열(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설명(5열)

⚫ 설명란에 아래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 2열에 입력한 비율 

https://waterriskfilter.org/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water-and-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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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에서 제외한 사항
⚫ 2열 또는 3열에 입력한 내용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추정된 수치인 경우, 추정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 

⚫ 4열에서 권고 툴을 선택한 경우, 해당 툴을 선택한 이유와 툴 내에서 적용한 데이터 셋을 입력해 
주십시오. 

⚫ 권고 툴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 사용한 툴 이름과 해당 툴을 사용하는 이유
- "물 스트레스 지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하는 기준을 포함한 식별방법
- 가능한 경우, 적용한 데이터 셋 등 평가방법론 입력 (추가 정보를 참고해주십시오.) 

⚫ 사업장이 아닌 취수원의 위치를 입력하십시오. 만약 사업장 위치에서만 근거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해 주십시오. 

⚫ 필요한 경우, 2열에 입력한 비율과 관련된 사업 리스크 노출과 귀사의 대응 내역, 그리고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경험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선택사항이지만, 데이터 
사용자에게 해당 수치를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맥락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W-FB1.2e)  (W-FB1.2f)  (W-FB1.2g)
W-FB1.2e부터 W-FB1.2g까지의 문항은 식음료와 담배 섹터에 속하는 기업만 해당합니다. 이 문항은 
섹터별 질의서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W1.2h) 취수원별 총 취수량 데이터를 입력하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본 문항은 W1.2에서 “취수 – 취수원별 취수량”을 모니터링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Performance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취수원 연관성 취수량 (ml/년) 전년 대비 변화 설명

지표 담수
(빗물 및 습지, 강, 
호수로부터의 취수 
포함)

선택항목:
• 연관 있음
• 연관 있으나 
취수량 모름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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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 Note: Electric utilities, metals & mining, 또는 oil & gas 섹터 질의서에 응답하는 기업은 본 
응답가이드 마지막에 위치한 추가 섹터별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침 
⚫ 기업 전체에서 집계된 취수량을 취수원별로 보고해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업의 취수원별 현재 및 
미래 예상 의존도를 파악하고 취수원별 리스크 노출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계된 
전사적 부피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고 5열에서 설명해주십시오. 

⚫ 냉각수: 냉각수(담수 또는 해수)는 통상 대량으로 취수되고 수량 및 수질에 큰 변화 없이 취수원으로 
다시 방류됩니다. 하지만, 냉각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 
기업이 다량의 지표수를 냉각목적으로 취수할 때 높은 수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Non-fresh surface water/sea water'를 선택해 보고하여, 투자자에게 잠재적으로 희소한 
담수원 담수

⚫ 우수(빗물): 우수를 관리하거나(예를 들어, 사용, 저장, 침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확)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빗물에 의존하는 경우 빗물을 보고경계 내 수문체계에서의 취수로써 측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 당국에서는 빗물이 취수원으로 간주하며, 빗물의 수집과 사용과 관련된 
보고를 요구합니다.
- 물 수지(balance) 결과값 오차가 5% 미만인 경우, 기업은 집수된 빗물 및 생활 하수domestic sewage를 
기업의 취수/방류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방류량이 취수량은 초과하는 것을 방지).
- 빗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물 의존성과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강수/빗물 양이 해당 부지의 주요 물 투입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해야 하는 지표수(run-off)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빗물을 물 회계(취수 및 방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장 물 수지에 대한 올바른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담수원을 
대신하여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석유 및 가스 섹터만 해당: 지하수 - (재생 또는 비재생 모두 포함하여) 대수층에서 취수한 모든 
지하수의 취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취수한 지하수는 다시 대수층으로 주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석유 등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 유정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수된 지하수를 
주입하거나, 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파쇄공법을 위해 취수한 지하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취수원(1열)

⚫ 지표 담수: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염수보다 높은 수질의 모든 지표수를 보고하십시오. (예: 

 • 연관 없음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염수/해수 
(재생 가능) 지하수 
(재생 불가능) 
지하수 
생산수/동반수 
produced/entrained water

제3자로부터의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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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mg/l 보다 낮은 TDS)

연관성(2열)

⚫ 아래를 참고해 선택하십시오.
    - "연관 있음": 해당 취수원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왔거나, 또는 보고연도 기간의 취수량이 0이지만, 

향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 "연관 있으나, 취수량 모름“: 해당 취수원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왔거나, 향후 사용할 계획이 

있지만, 보고연도의 취수량을 알 수 없고 추측도 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이 경우, 3, 
4열은 비활성화되며 5열(설명)에서 추가 설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연관 없음": 해당 취수원으로부터 취수하지 않은 경우 선택하십시오. 이 경우, 3, 4열은 
비활성화되며, 5열(설명)에서 추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취수량 (ml/년) (3열)
⚫ 취수량은 메가리터/연 단위로 입력하십시오(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보고 기간은 
W0.2에 입력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십시오. 

⚫ 보고연도의 취수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고 5열(설명)에 그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 0은 취수량이 없는 경우에만 입력하십시오. 취수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0’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 취수량이 0인 경우, 5열에서 이를 설명하십시오. 귀사의 취수량을 0으로 보고하기 전에, CDP에서 
정의하는 취수의 의미를 참고하십시오. 

전년 대비 변화(4열)
⚫ CDP는 'much higher', 'higher', 'much lower', 'lower' 용어별 수치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사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러 산업에서 이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유의미한 
수준의 통일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율은 곧 절댓값과 그에 상응하는 영향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 CDP는 'much higher' 및 'much lower'에 대한 기준을 기업별로 각자 정의하고 이를 본 질의서 
전반에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질의서 내 보고데이터가 비교가능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매년 귀사의 물 계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용어별로 귀사가 정의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CS)을 5열(설명)에서 입력하십시오. 

설명(5열)

⚫ 귀사의 물 사용에 대한 CDP 데이터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한 연관성과 부피 데이터 및 
추이(2~4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CS)을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 취수원별 부피 데이터를 추정했는지, 모델링의 결과로 산출됐는지, 또는 직접 산정을 통해 
취합됐는지 보고하십시오. 추정이나 모델링이 사용됐다면, 그 방법을 보고하십시오. 

⚫ 연관이 있지만, 취수량이 0인 경우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응답이 가능합니다: "해당 
취수원으로부터 이따금 취수하지만, 보고연도 내 취수량은 0입니다." 

⚫ 'much higher', 'much lower' 등, 작년 대비 물 유형별 부피 데이터 변화량을 나타내는 용어에 
적용한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 알 수 있는 경우, 취수원별 부피 데이터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추이를 입력하십시오. (예상 추이는 
W0.2에서 입력한 보고연도 마지막 날짜에서 최소 1년 이후 시점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지표 담수'(1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취수원인지(빗물 및 습지, 강, 호수로부터의 취수) 
설명하십시오. 또한, 해당 취수원을 모니터링 하는지와 해당 취수원으로부터의 취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십시오. 귀사가 빗물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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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로부터의 취수량이 귀사의 물 수지 균형이 5% 이상인 경우, 빗물을 수확 또는 처리하는지 등 
설명하고, 빗물 사용의 이점과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 '제3자로부터의 취수'(6행)의 경우, 제3자가 지자체 공급자인지 기타 유형의 조직인지 명시하십시오. 
이 정보는 제3자가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W1.2i) 방류지별 총 방류량 데이터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본 문항은 W1.2에서 “방류 – 방류지별 방류량”을 모니터링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Performance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 Note: Electric utilities, metals & mining, 또는 oil & gas 섹터 질의서에 응답하는 기업은 본 
응답가이드 마지막에 위치한 추가 섹터별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침 
⚫ 전사 단위에서 집계된 방류량을 보고하십시오. 집계된 전사단위의 부피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고 5열(설명)에서 설명하십시오. 

방류지 연관성 방류량 (ml/년) 전년 대비 변화 설명

지표수 선택항목:
• 연관 없음
• 연관 있음 
• 연관 있으나 
방류량 모름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염수/해수 
지하수 
제3자에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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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discharge permit: 귀사에서 배출허가가 제로인 경우, 이 허가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CDP의 배출 정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배출물을 고려해 주십시오.

⚫ 우수(빗물): 사업장/시설로 경계안으로 흘러들어온 빗물/run-off는 수확되고 강이나 
soakaway/filtration pond를 통해 지하수 등의 방류지를 통해 물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운영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산출량 또는 방류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물 수지(balance) 균형에 
5% 이상의 오차를 초래하지 않은한 빗물을 방류량 계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광산업에서 강수/빗물 량은 해당 부지의 주요 물 투입량을 구성할 수 있으며 빗물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부지 물 수지의 올바른 반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부문의 기업(및 
이와 관련된 다른 기업)은 운영 경계에 유입과 방류된 빗물/지표수(run-off)을 보고한 후 이를 
5열에 설명해야 합니다.

⚫ 냉각수: 냉각수(담수 또는 해수)는 통상 대량으로 취수되고 수량 및 수질에 큰 변화 없이 취수원으로 
다시 방류됩니다. 하지만, 냉각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내 공급원: 사내 오수는 방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수가 사내 공급원에서 비롯되지만 
헬스케어 주거 시설 등 비즈니스 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 귀사의 물 수지 균형에 5% 이상의 
오차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십시오. 

⚫ 대수층 재주입: 대수층에 재주입은 지하수에 방류로 간주해야 합니다. 
⚫ 배수구멍: 배수구멍을 통해 지하수원으로 돌아간 물은 방류로 간주해야 합니다. 
⚫ 지하수 (석유 & 가스 섹터만 해당): 석유 생산에서, 2차 및 3차 회수 작업의 일부로, (다양한 출처의) 
수성 유체는 압력을 유지하고 탄화수소를 대체하고 생산 유정을 향해 이동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CDP 공개를 위해, 조직은 이러한 양을 지하수 본체의 배출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교 가능성과 정확한 물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2열)

⚫ 선택:
- “연관 있음”: 해당 방류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해왔거나, 또는 보고연도에는 방류량이 “0” 이지만 
향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 “연관 있으나 방류량 모름”: 해당 방류량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왔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지만, 올해 
방류량을 모르며,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3열과 4열이 비활성화되며, 5열(설명)에 
설명을 작성해 주십시오.

- “연관 없음”: 해당 방류지로 방류하지 않은 경우 선택하십시오. 3열과 4열이 비활성화되며, 
5열(설명)에 설명을 작성해 주십시오.

방류량(3열)

⚫ 방류량은 연간 메가리터(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연도는 질문 W0.2에 응답하여 진술한 기간입니다.

⚫ 현재 보고연도의 부피 데이터가 있는 경우 추정치를 제공하고 5열에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0’은 ‘0’ 방류량이 ‘0’일 때만 사용해야 하며, 방류랑 데이터가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류량을 ‘0’으로 보고하는 경우 5열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 배출을 "제로"로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CDP의 물 배출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폐수 회로 또는 제로의 액체 배출 복합체가 작동 중이고, 가공/생산 시 작동으로 모든 물이 
재사용되므로 설비가 물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4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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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P는 선택항목 중 ‘high’가 아닌 ‘much higher’을 선택하기 위한 임계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low’/’much lower’도 마찬가지) CDP는 산업별로 물 사용에 대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전 
산업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비율은 서로 다른 
절댓값 및 영향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CDP는 귀사가 매년 보고하는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자들이 귀사의 물 
회계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much higher'(와 'much lower') 항목에 대한 귀사의 
임계값을 정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열에 임계값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CS)해 주십시오.

설명(5열)

⚫ CDP 데이터 사용자에게 귀사의 물 사용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귀사가 응답 시 선택한 
관련성, 방류량 및 추이(2~4열)에 대한 구체적 설명(CS)을 포함하여 설명해주십시오.

⚫ 각 대상에 대한 방류량의 측정 방법(추정, 모델링, 직접 측정)을 입력해 주십시오. 추정 또는 
모델링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방법론을 입력해 주십시오. 

⚫ 방류량을 ‘0(zero)’으로 입력한 방류지 유형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는 데이터 이용자에게 
응답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무방류 냉각시스템(closed loop cooling 
system) 도입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용수저장한도 초과로 인한 방류도 방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은 예상을 
넘어서는 강수량으로, 저장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된 빗물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를 
방류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전년 대비 각 목적지의 방류량 변화에 대한 'much higher'과 'much lower'에 대한 임계값을 
설명하십시오.

⚫ 알려진 경우, 이러한 방류량에 대한 예상 미래 추세를 표시합니다. (미래 추세는 W0.2에 제공된 
보고연도 종료 후 최소 1년 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제3자에게 배출하는 경우, 추가 사용을 위해 다른 조직에 물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1.2j) 직접 운영사업장에서의 방류수 최종 처리수준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1.2에서 "방류 – 처리 방법별 방류량"을 모니터링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작성안내서 추가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Performance 
GRI

Standard 303-4: Water discharge (clause 2.4.2)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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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질문은 직접 운영에 걸쳐 집계된 처리 수준별 방류량 수치를 요구합니다. 전사적 체적volumetric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5열에 설명해주십시오. 1.2b에 공개된 총 
방류량의 100%를 차지해야 합니다.

⚫ Highest level of treatment: 최고 수준의 처리: 방류 지점에서 귀사가 물에 적용하는 처리 수준을 
나타냅니다. 물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처리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리에만 해당하는 양을 행에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W1.2b에서 보고된 총 방전이 10,000메가리터이고 이 중 9,000메가리터는 
1차, 2차, 3차 수준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 1,000메가리터는 1차 수준으로만 처리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9,000 메가리터는 "3차" 행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0 메가리터는 "2차 처리" 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 1,000 메가리터는 "1차 처리만" 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 Dischar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without treatment: 회사 경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제3자가 

직접 운영사업장 
내 방류수 
처리수준

방류수 처리 
연관성

방류수 처리량 
(ml/년) 

전년 대비 
방류수 처리량 
변화

시설/사업장 
비율 (%)

설명

3차 처리 선택항목:
• 연관 있음
• 연관 있으나 
방류량 모름 
• 연관 없음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선택항목:
• 모니터링하지 
않음 
• 1% 미만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99
• 100%
• 연관 없음

텍스트 입력 
[영문 2,000자 
이내]

2차 처리

1차 처리
처리과정 없이 
자연환경에 방류

처리과정 없이 
제3자에 방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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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른 목적지로 방류하는 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 Discharge to a third party without treatment: 처리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회사 경계에서 배출하는 
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 Other treatment: 기타 처리법: 특정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물을 처리하는 경우, 이 행에 처리량을 
공개하고 6열(설명)에 사용된 각 기술 및 에 대한 세부 정보(예: 조직이 관리하고 배출 처리를 위해 
설계된 습지 등 자연 기반 솔루션)를 입력해 주십시오.

방류수 처리 연관성(2열) 
⚫ 선택:
- “연관 있음”: 처리 수준이 사업 활동 및 귀사의 방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연도의 
처리량이 ‘0’ 이거나 해당 사업체에 의해 처리 수준이 적용된 적이 없더라도 "연관 
있음(Relevant)"을 선택해 주십시오.

- “연관 있으나 방류랑 모름”: 방류수를 처리하고, 처리해왔거나 보고연도 기점으로 방류수 처리 
계획이 있지만, 처리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3, 4, 5열은 표시되지 않으며, 6열(설명)에 
추가 설명을 작성해 주십시오.
- "연관 없음": 귀사의 사업활동 및 방류 속성과 아예 관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4, 5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선택은 다른 수준의 처리에 사용 또는 연관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열에서 선택한 내용에 대해 6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류수 처리량(ml/년)(3열)
⚫ 처리량은 연간 메가리터(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연도는 질문 W0.2에 응답한 기간입니다.

⚫ 보고연도에 대한 체적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정치를 제공하고 6열에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0’은 ‘0’ 방류량을 보고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처리 수준에 대해 방류량이 ‘0’으로 보고되는 경우 6열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배출량을 "제로"로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DP의 물 배출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전년 대비 방류수 처리량 변화(4열)
⚫ CDP는 선택항목 중 ‘high’가 아닌 ‘much higher’을 선택하기 위한 임계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low’/’much lower’도 마찬가지) CDP는 산업별로 물 사용에 대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전 
산업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비율은 서로 다른 
절댓값 및 영향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CDP는 귀사가 매년 보고하는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자들이 귀사의 물 
회계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much higher'(와 'much lower') 항목에 대한 귀사의 
임계값을 정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열에 임계값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CS)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장 비율 %(5열)
⚫ 3열에서 보고된 방류수 처리량이 차지하는 조직의 설비 비율을 선택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체 운영에 걸쳐 100개의 설비가 있고 3열에 입력한 
방류수 처리량이 45%(45개 시설)인 경우 “41-50”을 선택해 주십시오.

설명(6열)

⚫ 처리 시 적용되는 처리 수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특정 비즈니스 활동 및 관련 유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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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적용되는 모든 규제 또는 자발적 표준을 참조해 주십시오.
⚫ 전년도부터 방류수 처리량 변화 및 변화의 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방류수 처리량에 대한 예상 미래 추세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해 주십시오(미래 추세는 W0.2에 
제공된 보고 연도 종료 후 최소 1년 후가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처리 수준이 "연관 없음" 또는 "연관 있으나 방류량 모름"이라고 표시한 경우 여기에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처리과정 없이 제3자에 방류’ 항목을 입력할 때는, 제3자가 용수를 최종적으로 방류하기 전 
적용하는 처리수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3자의 처리수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모름(unknown)’이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Water intensity

(W1.3) 귀사의 총 취수량에 대한 효율성을 수치로 입력해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신규 문항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매출 취수량(ml/년) 총 취수 효율성 앞으로 예상되는 트렌드 변화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

[자동 계산] 텍스트 입력[5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지표는 SDG Indicator 6.4.1 – 물 사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매출(1열)

⚫ 입력하는 수치의 통화는 W0.4 문항에서 응답한 모든 재무 정보 공개 시 사용할 통화와 동일해야 
합니다.

⚫ W0.2에 작성한 보고 기간 동안 귀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수치를 입력하십시오.
⚫ 이 수치는 재무제표에 명시된 것과 같은 "매출액"입니다("회전율turnover" 또는 "판매액sales"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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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통상적인 거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유입이며, 차감(예: 매출수익, 충당금, 할인)은 공제됩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취수량(ml/년)(2열)

⚫ 이 수치는 W1.2b 문항에서 1열(총 취수량)과 2열(수량)에서 보고된 수량과 동일해야 합니다. (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총 취수 효율성(3열)
⚫ 1열(수입)과 2열(총 취수량)의 비율에 대한 자동 계산 값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트렌드 변화(4열)
⚫ 취수 효율성 수치의 예상 미래 추세를 표시합니다(미래 트렌드는 W0.2에 제공된 보고연도 종료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Value-chain engagement

(W1.4) 물 이슈와 관련하여 귀사의 가치사슬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 본 문항은 W1.1의 “간접 사용 중요도 평가”에서 “보통”, “중요함”, 또는 “운영에 필수적”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W1.4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1.4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Internal actions

작성방법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예, 공급업체Yes, our suppliers

• 예, 고객 또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파트너Yes, our customers or other value chain partners

• 아니요, 그러나 향후 2년 내에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No, not currently but we intend to within the 

next two years

• 아니요, 물 이슈와 관련하여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No, we do not engage with our value chain 

o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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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보고연도 내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아니요, ~"로 시작하는 항목을 선택한 경우, 그 외 다른 항목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W1.4a) 사용량, 물 리스크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협력사의 비율과 해당 
협력사가 전체 (조달)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1.4. 문항에서 ‘예, 공급업체’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Internal actions 
SDG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정보를 요청하는 협력사 비율 (%)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이유 설명 인게이지먼트 

효과와 성과 
측정 방법 

비고

선택항목:
• 정보요청 협력사 없으며, 향후 
요청 계획 없습니다. 
• 현재 정보요청 협력사는 
없지만, 향후 2년 내에 정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1% 미만
• 1-25%
• 26-50%
• 51-75%
• 76-100%
• 모름

선택항목:
• 1% 미만
• 1-25%
• 26-50%
• 51-75%
• 76-100%
• 모름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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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가 협력사의 물 사용, 리스크 및 관리와 관련된 보고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물 사용 데이터, 물 의존도, 수질 오염사건 및 위험 대응과 같은 위험과 
영향을 이해하는데 관련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협력사 비율 % (1열)
⚫ 귀사가 물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협력사 비율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개 협력사 중 20개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1-25%'를 선택하십시오.

⚫ 이러한 방식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는 협력사가 없는 경우, 3열(이유 설명)에 설명하십시오. 
⚫ 해당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거나 '모름'을 선택하고 3열(이유 설명)에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원 또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지침 부재나 협력사 추적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2열)
⚫ 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대상 협력사에 할당하는 구매액의 비중을 선택하십시오. 
⚫ 예를 들어, 전체 협력사의 20%에 해당하는 협력사에 전체 구매액의 80%를 할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수치는 귀사의 공급망 내 리스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를 제공하거나 '모름'을 선택하고 3열(이유 설명)에 
설명하십시오. 

이유 설명(3열)
⚫ 인게이지먼트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인게이지먼트 
포함범위와 어떤 우선순위로 협력사를 선정했는지 등 설명하십시오. 

⚫ 1, 2열에 보고한 정보요청 협력사 비율을 이해하기 위한 기타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협력사에게 물 
사용,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1열(정보를 요청하는 협력사 비율(%))에 물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1, 2열의 수치를 알 수 없거나 추정치를 입력한 경우,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와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 설명(CS)을 포함해 서술하십시오. 

인게이지먼트 효과와 성과 측정 방법(4열)
⚫ 협력사가 요청받은 정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귀사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서술하십시오.

⚫ 협력사에 물 사용, 리스크 및 관리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고하십시오. 유익한 결과는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실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인게이지먼트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해당 지표가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비고(5열)

⚫ 선택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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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W1.4b) 물과 관련된 그 밖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1.4에서 “예, 공급업체”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Internal action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유형 인게이지먼
트 세부 
내용

인게이지먼
트 대상 
공급업체 수 
비율(%)

전체 
조달비용에
서 차지하는 
비율(%)

인게이지먼
트 대상 
공급업체 
선정 기준 

인게이지먼
트 효과와 
성과 측정 
방법 

비고

% of 
suppliers 
by 
number 

% of 
total 
procurem
ent spend

Rationale for this coverage Impact of the engagement and 
measures of success

Comment

51-75% 51-75% As an auto manufacturing organization 
with global operations in Mexico,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our supply chain are 
also located in these regions for ease 
of supply. Our organization requests 
over 4% of its suppliers (ca. 4,102 
out of 99,081), representing ca. 65% 
of the total procurement spend, to 
report on water. This comprises all of 
our tier 1 and tier 2 suppliers that are 
located in regions currently or 
potentially affected by physical risks 
(i.e. water scarcity) or regulatory risks 
(i.e. local tariffs). This is because it is 
not feasible to assess all of our 
suppliers.

Suppliers are incentivized to report 
through our supply contracts which 
request that they comply with the 
sustainability standards as defined in 
our Supplier Code of Conduct. Our 
organization provides substantial 
documentation, literature and other 
resources for all suppliers.

In order to maintain key supplier 
status within our procurement strategy, 
we require all tier 1 and tier 2 
suppliers with a reliance on water 
operating in these waterstressed 
regions to report on both direct and 
indirect use of water, the 
wateravailability of the region, and 
water-related potential risks.
In situations where the result of this 
reporting is deemed unacceptable or 
critical,

suppliers are requested to rectify the 
identified problems within an allocated 
time period based on a specific action 
plan.

Ultimately, we have found this 
collaboration has helped us to maintain 
our level of production across the 
value chain. We set ambitious targets 
and measure success in terms of 
target fulfillment, e.g. our target to 
evaluate all strategically important
suppliers by the end of 2017. Success 
is additionally measured through 
reassessments

or follow-up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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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인게이지먼트 세부 내용 (2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에서는 귀사의 협력사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W1.4a에 보고한 협력사 보고 활동 
이외)과 이 활동들이 어떻게 물 안정성에 기여하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유형(1열)
⚫ 귀사에서 적용 중인 인게이지먼트 유형이 3가지 이상인 경우, 또는 추가 인게이지먼트 유형('기타' 
선택) 보고를 희망하는 경우 행을 추가하십시오. 

⚫ 귀사가 협력사 인게이지먼트 활동이 없는 경우 (W1.4a에 보고한 것 이외에) "다른 공급망 

도입 배경
선택항목:
• 다른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활동 
없음 
• 적응 & 준수 
• 물 관리 수준 및 책무 
향상에 인센티브 제공
• 혁신 & 협력
• 기타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선택항목:
• 없음
• 1% 미만
• 1-25
• 26-50
• 51-75
• 76-100
• 모름

선택항목:
• 없음
• 1% 미만
• 1-25
• 26-50
• 51-75
• 76-100
• 모름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500자 
이내]

적응 & 준수
• 공급업체 선정 절차에 수자원 책무 및 리스크 관리 
반영 
• 공급업체 선정 절차에 물 관련 목표 설정 요구
• 수자원 책무 및 관리에 대한 보고기업의 행동강령 
준수 요구 

• 방류수 처리와 관련된 최저 요건 수립 및 충족
• 기타, 직접 입력

물 관리 수준 및 수자원 책무 향상에 인센티브 제공
• 공급망 관리 제도에 물관련 목표에 대한 명확한 진행 
정도 반영 

• 공급망 평가 프로세스에 물 관리 및 수자원 책무 
반영

• 공급망 대상 시상제도에 물 관리와 수자원 책무 반영
• (보고기업의) 운영상 물 관련 영향을 감소시키는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공급업체가 자사의 사업장 및 공급망의 물 관리 
수준과 수자원 책무를 향상 시킨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기타, 직접 입력

혁신 & 협력
• 제품과 서비스에서 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혁신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 

• 공급업체가 자사가 위치한 유역의 다른 수자원 
이용자와의 협동을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 

• 수자원 책무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제공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 대상 수자원 책무 및 협력 교육
• 기타, 직접 입력

기타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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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이지먼트 활동 없음"을 선택하고 5열(도입 배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 경우 다른 모든 
열은 비활성화됩니다. 

인게이지먼트 세부 내용(2열)
⚫ 1열에 선택한 항목이 2열에 표시되는 항목을 결정합니다.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인게이지먼트 세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인게이지먼트 대상 공급업체 수 비율 % (3열)
⚫ 인게이지먼트 대상 공급업체 비율을 선택하십시오. 
⚫ 예를 들어, 100개 협력사 중 20개 협력사에 2열(인게이지먼트 세부 내용)의 인게이지먼트를 한 경우 
"1-25%"를 선택하십시오. 

⚫ 해당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거나 “모름”을 선택하고 3열(이유 설명)에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원 또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지침 부재나 협력사 추적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체 조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4열)
⚫ 2열의 인게이지먼트 유형을 적용하는 대상 협력사에 할당하는 구매액의 비중을 선택하십시오. 
⚫ 예를 들어, 전체 협력사의 20%에 해당하는 협력사에 전체 구매액의 80%를 할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수치는 귀사의 공급망 내 리스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를 제공하거나 “모름”을 선택하고 5열(도입 배경)에 
설명하십시오. 

인게이지먼트 대상 공급업체 선정기준 도입 배경(5열)
⚫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유형을 하는 이유와 3, 4열에 표시된 
인게이지먼트 세부 내용과 대상 공급업체를 선정한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 1열(공급업체 수 비율)에서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활동 없음’을 선택했거나, 3열과 4열에서 ‘모름’ 
또는 추정값을 입력한 경우, 구체적 이유(company specific)와 향후 계획을 입력해 주십시오. 

인게이지먼트 효과와 성과 측정 방법(6열)
⚫ 협력사 인게이지먼트가 가져올 유익한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유익한 결과는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실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귀사나 다른 물 사용자의 물 안정성을 개선하고 보호했는지 서술할 수 있고, 또는 이를 통해 귀사나 
협력사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인게이지먼트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해당 지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비고(7열) -선택사항
⚫ 귀사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게이지먼트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열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W1.4c) 고객 또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파트너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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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전략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1.4에서 “예, 고객 또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Internal actions 

작성방법

2,000자(영문기준)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가 협력사를 넘어 가치사슬과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을 포함할 수 있고, 가치사슬 내의 다른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귀사의 응답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프랜차이즈 파트너 등)

⚫ 예를 들어, 공동 행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인게이지먼트 유형, 성공측정 방법, 영향과 관련된 예시를 포함해 입력하십시오. 

(W1.4d) 물 이슈와 관련한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1.4에서 “아니요, 그러나 향후 2년 내에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는 
“아니요, 물 이슈와 관련하여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주요 이유 설명

선택항목:
• 향후 2년 이내에 인게이지먼트를 할 계획입니다. 
•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 경영진의 지시 부재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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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주요 이유(1열)
⚫ 물 사용,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물 관련 이슈에 대해 귀사의 가치사슬 내 그 어느 파트너와도 
관여(인게이지먼트)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를 선택하거나, 향후 계획을 표시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설명(2열)

⚫ 귀사가 가치사슬에 관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 향후 가치사슬에 관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 중요하지만 최우선 사업과제 아님
• 내부 자원 부족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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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Business Impacts

Recent impacts on your business

(W2.1) 물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External impacts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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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보고연도 기간 귀사의 사업 운영 과정, 매출, 지출에 물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예”를 선택해 주십시오. 

⚫ 부정적 영향이란 생산, 매출, 또는 매출에 직접적인 재무적 영향을 포함하며, 라이센스 박탈, 정책 
인게이지먼트, 또는 브랜드 이미지 등 다른 형태의 영향도 포함됩니다. 

(W2.1a) 물과 관련하여 귀사가 경험한 부정적 영향과 귀사의 대응, 그리고 재무적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2.1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일부 변경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External impact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여러 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주요 영향 요인 (4열)

국가/지역 유역 영향 요인 주요 영향 요인 주요 영향
선택항목:
• 국가/지역 선택

선택항목:
• 유역 선택
• 모름
• 기타, 직접 입력 

선택항목:
• 단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규제
• 명성&시장
• 기술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영향 설명 주요 대응 방법 재무적 영향 대응방법 설명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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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 가뭄
• 홍수(해안, 하천, 큰 비pluvial, 지하수)
• 빙하 호수 폭발Glacial lake outburst
• 폭우(비, 우박, 눈/얼음)
• 폭풍(눈보라, 먼지 및 모래 폭풍 포함)
• 토네이도
• 오염 사건
• 오염물질의 임시 저장을 위한 댐tailings dams의 파열 및 
독성물질의 유출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광산에서의 산성수 배출 및 금속 침출수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토지이용의 변화
• 강수 패턴 및 유형 변화(비, 우박, 눈/얼음)
• 수질 악화
• 물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 생태 시스템의 취약성
• 불충분한 인프라
• 담수 취수원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 증가 
•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해양 산성화
• 비료, 기타 화학 물질 사용 또는 동물 잔류물로 인한  
수역 오염(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위생관리 취약
• 강수량 및/또는 수문학적 변동성
• 지역 수자원의 배분
• 염류의 침범
• 해수면 상승
• 물 공급의 계절적 변동성 / 연간 변동성 
• 토양 황폐와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물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 물 부족(water scarcity) 현상의 증가
• 물 스트레스의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규제 
• 제품 기준 변화 
• 수도 요금 상승
• 취수/운영 허가권 획득의 어려움 증가 
• 물의 권한에 대한 투명성 부족 
• 유역/수계 관리 시스템의 미비 또는 부제 
• 물 효율, 보존, 재사용 또는 프로세스 기준에 관한   
  의무 규제 
•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미비
• 물 관련 규제 집행의 미비
• 공급 업체의 취수/운영 허가 취득의 어려움 증가 
• 공급업체에 대한 소송 
• 규제 및 기준의 강화 
• 방류수 수질/ 방류량 규제 
• 규제의 불확실성 
• 법으로 정한 취수 제한/ 수자원 배분 변경  
• 기타, 직접 입력

명성 & 시장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지역사회의 반대 
• 불충분한 물 접근성 및 위생
• 이해관계자의 우려 증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 물 관련 소송 
• 부정적 언론 보도
• 기타, 직접 입력 

기술 
•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 기존 제품을 물 영향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 
• 물 효율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으로의 전환 
• 물 집약도가 낮은 저 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 
• 신기술 투자 실패 
• 생화학 물질로 전환 (화학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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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향 (5열)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매출 구성 및 매출원의 변화
• 성장의 제약
• 사업장의 폐쇄
• 온실가스 감축 능력 저하
• 판매 저하 
• 벌금, 제재조치 또는 이행 명령
• 기업의 자산에 영향 
• 인력 관리 및 계획 차질 
• 보험료 인상 
• 자본 비용 증가 
•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운영비 상승 
• 생산비 상승 
• 소송
• 운영 허가 상실 
• 생산 능력 저하 또는 생산 차질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자본 가용성 감소 
• 판매 또는 생산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
• 새로운 공정 및 체계 도입/적용을 위한 선제 비용
• 공급망 차질 
• 광산폐쇄 (금속&광업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주요 대응 방법 (7열)

• 물 효용, 물 재사용, 재활용 및 물 절약 활동 도입 
• 재생농업 정책 채택
• 사업 연속성 계획 수정 
• 현지 규제 요건 준수 
• 가뭄 비상 대책 수립 
• 홍수 대비 비상계획 개발
• 신제품 및/또는 신시장 개발 
• 고객 인게이지먼트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 NGO/특정 이익 집단 인게이지먼트 
• 규제/정책 입안자 인게이지먼트 
•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사업장별 세부 목표 설정
• 실사due diligence 강화 
• 물에 대한 내부가격제 도입 
• 생태 시스템을 활용한 해결책 실행
• 보고기업이 선언한 수자원 책무 이행과 공공정책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일관성 강화
• 인프라 유지, 보수 
• 모니터링 개선 
• 오염 저감 및 통제방안 개선
• 자본 지출 증대 
• 시설의 지리적 다양성 확대
• 보험 범위 확대 
• 신기술 투자 확대 
• 공급망 다양화 
• 물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수질 크레딧 구매
• 시설 이전 
• 물 공급 대안 마련 
• 유역 환경 복원
• 공급망 성과 기준 강화  
• 리스크 헤지 메커니즘 활용

•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물 관리 전략 
대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축산물 관리 대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축산 관리 대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가축 배설물 관리 개선 방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토양 보전 방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지속가능한 관개 방식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효율적인 비료 및 살충제 관리 적용(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 이용(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토양 보전 방안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물 
관리 전략 대안 채택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축산물 관리 대안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축산 
관리 대안 적용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가축 배설물 관리 개선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토양 보전 실천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지속가능한 관개 방식 도입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효율적인 비료 및 살충제 관리 도입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전체 가치사슬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 사용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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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보고연도 기간에 귀사가 경험한 물 관련 부정적 영향과 영향 요인, 대응 방법 및 재무적 
영향 크기를 요구합니다.

⚫ 주요 영향을 발생시킨 주요 요인과 귀사의 대응 방법을 행마다 입력해 주십시오. 
⚫ 특정 유역에 한 개 이상의 영향 또는 요인을 보고할 경우, 행 추가 기능을 활용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영향 요인을 보고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가장 큰 영향을 
야기하는 요인을 보고해주십시오. 

국가/지역(1열)

⚫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하고 있는 영향을 발생시키는 영향 요인의 국가/지역을 선택해주십시오.
⚫ 1열과 2열 모두 선택하십시오. 만약 두 개 중 한 개의 열이라도 입력이 안될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유역(2열)

⚫ 드롭다운 메뉴에서, 영향 요인과 관련된 유역을 선택해주십시오. 필요한 유역이 목록에 없다면,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정확한 유역명을 입력하십시오. 

⚫ 대규모의 지하수층(예: Ogallala aquifer in the United States)에서 취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직접 해당 지하수층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반드시 1열에서 정확한 
국가/지역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유역보다 더 작은 단위의 유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다음 형식과 같이 직접 입력하십시오: "Putumayo, Amazon“.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유역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전체지침은 CDP's water security reporting guidance를 참고하십시오. 
⚫ 1열과 2열 모두 선택하십시오. 만약 두 개 중 한 개의 열이라도 입력이 안될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영향 요인(3열)
⚫ 보고하고자 하는 영향이 주로 물리적 물 이슈/사건, 규제 이슈 또는 평판/시장 이슈와 관련이 
있거나, 유발되거나, 그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를 고려하십시오. 

⚫ 이 열에서 선택지에 따라 4열에 나타날 영향 요인 목록이 결정됩니다.
⚫ 3열과 4열 중 한 개의 열이라도 비어있는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요 영향 요인(4열)
⚫ CDP는 보고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영향 요인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은 물리적, 규제, 평판으로 
구분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참조)

⚫ 앞서 3열에서 선택한 영향 요인에 따라 표시항목이 결정됩니다.
⚫ 2열에서 선택한 강 유역과 관련된 요인을 선택하십시오.
⚫ 한 개 이상의 요인이 있거나, 영향의 연쇄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선택하십시오. 

⚫ 강 유역에 두 개 이상의 주요 영향 요인을 보고하고 싶다면 행을 추가해 입력하십시오. 
⚫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영향 요인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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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열과 4열 중 한 개의 열이라도 비어있는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요 영향(5열)
⚫ 귀사가 보고연도에 4열에 입력한 요인으로 인해 경험한 물 관련 주요 영향을 선택하십시오. 
⚫ 영향은 운영적 또는 재무적 영향일 수 있고, 귀사와 귀사의 소비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 후 표시되는 입력란을 
완성하십시오. 

⚫ 복수 또는 부차적인 영향까지 식별한 경우, 이 열에서 주된 영향을 선택하고 부차적인 영향을 
8열에서 선택하십시오. 

⚫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영향이 무엇인지 입력하십시오. 

영향 설명(6열)
⚫ 귀사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평소 산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지출이 있었는지, 혹은 산출이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력하십시오.

⚫ 해당 영향이 지속된 기간 또는 현재까지도 존재 여부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예: 
보고연도 기간 5개월간의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고, 그 결과 일부 운영이 중단됨)

⚫ 부정적 영향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하십시오. (예: 감소한 매출 비중 
등)

주요 대응 방법(7열)
⚫ 드롭다운 목록에서, 4열에 선택한 영향 요인 대응을 위해 귀사가 취한 주요 대응 전략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귀사가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 예정인 대응 전략이 한 개 이상일 경우, 8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면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을 
완성하십시오. 

재무적 영향(8열)
⚫ 재무영향의 수치를 입력하십시오. 이는 영향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크기와 이에 대한 대응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 수치는 W0.4에 선택한 통화 기준으로 입력하십시오.
⚫ 재무적 영향을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십시오. 숫자 '0'을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응 방법 설명(9열)
⚫ 귀사의 대응 전략의 세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부차적인 대응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을 이행하기까지 소요될 예상 기간도 포함해 입력하십시오. 대응이 이미 진행 중인지, 이행 
시작 전인지 또는 이행 완료 상태인지 설명하십시오. 

⚫ 대응 방법이 향후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인지 아래를 포함해 입력하십시오. 
- 내적인 영향 요인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효과적일지
- 귀사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 또는 운영에 영향을 방지하는데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효과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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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으로 인해 귀사의 자산 또는 전사적 수준에서 물 안정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 대응이 기타 물 사용자의 물 안정성이 개선으로 이어있는지 
- 대응이 기타 UN 지속가능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 대응 전략이 공동 협력 이니셔티브와 연관돼 있는지

⚫ 공개 응답 내용을 Water Action Hub(W11.2 참조)에 전송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특히 지역 프로젝트를 포함)를 입력하십시오. 
- 공동 프로젝트 /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미 협력하고 있는 주체 (조직 또는 정부 기관 등) 또는 협력 
희망 대상 주체 (정부 기관, 기타 기업, NGO 등) 
- 프로젝트의 지리적 또는 다른 척도
- 프로젝트가 기업 이외에, 유역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프로젝트 시작 시점 및 완료 또는 진행 여부
-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의 구체적 위치

⚫ 위 기준은 채점이 되지 않지만, Water Action Hub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며, 해당 내용이 부재할 
경우, Water Action Hub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향 및 귀사의 대응으로 인해 귀사가 겪은 재무적 영향의 총 크기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 내용을 
포함해 입력하십시오. 
- 7열에 입력한 수치에 대한 산정 방법 (가정사항이 포함됐다면 이를 포함)
- 반복해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또는 일회성 비용 여부 (fixed cost)
- 비용이 발생한 기간

⚫ 재무적 영향을 알지 못해 7열을 비워둔 경우, "Impact not quantified financially"를 기재하고 
설명해주십시오. 

Compliance impacts

(W2.2) 보고연도 내에 물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그리고/또는 다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W2.2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2.2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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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예, 벌금 
• 예, 이행명령 또는 다른 제재조치 
• 예, 벌금, 이행명령 또는 다른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아니요
• 모름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보고연도 기간에 귀사에 부과된 벌금, 시행 명령 및/또는 다른 제대조치가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 작년에 부과되었지만 보고연도에 지불할 수 있게 된 벌금과 조치는 제외해서 보고하십시오. 

(W2.2a) 물과 관련된 벌금의 총 횟수와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2.2에서 “예, 벌금” 또는 “예, 벌금, 이행 명령 또는 다른 제재조치”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Compliance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총 벌금 횟수 총 벌금 액수 관련 사업장 비율 

(%) 
전 보고연도 대비 
벌금 횟수 변화 

비고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율 입력 [0에서 
100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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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총 벌금 횟수(1열)
⚫ 본 문항은 보고연도 기간에 귀사에 부과된 벌금에 대한 문항입니다.
⚫ 작년에 부과되었지만 보고연도에 지불할 수 있게 된 벌금은 제외해서 보고하십시오. 

총 벌금 액수(2열)
⚫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벌금 액수를 입력하십시오. 

관련 사업장 비율 % (3열)
⚫ 1열에 입력한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벌금과 관련된 사업장이 귀사의 전체 사업장 중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1열에 보고한 사업장이 10개이고, 귀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총 
100개라면, 이 열에는 10(%)을 입력하십시오. 

전 보고연도 대비 벌금 횟수 변화(4열)
⚫ 작년과 비교해 부과된 벌금 횟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CDP는 이 메뉴를 
카테고리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기업에 유의미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열에서 귀사의 선택과 적용 기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CDP는 총 벌금 횟수의 변화가 총 벌금액 변화와 동일한 규모magnitude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고(5열) - 선택사항
⚫ 이 열에 데이터 이용자가 귀사의 응답 이해를 도울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보고 트렌드에 대한 설명, 총 벌금 횟수와 총 벌금 액수 간의 관계(예를 들어 한 건의 벌금이 총 
벌금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W2.2b) 보고 기간 내에 물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중대한 벌금, 이행 명령 
또는 기타 제재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2.2에서 “예, 벌금” 또는 “예, 이행 명령 또는 다른 제재조치”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Current stat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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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 

재무적 영향 

 

국가/지역 유역 위반 유형 제재, 법규위반, 
중대성 및 
해결방안 설명

선택항목:
• 벌금
• 이행 명령 
• 그 외 
제재조치 
유형, 
직접 입력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드롭 
다운에서 
국가/지역 
선택

• 드롭 
다운에서 
유역 선택

• 모름
• 기타, 직접 
입력

선택항목:
• 잠재적 수질 오염 물질의 
유출, 누출 또는 배출 
• 폐수 배출 모니터링 실패 
• 폐수 배출 한도 초과 
• 무허가 취수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한 취수 
• 기타 허가, 기준 또는 규정 
위반 
• 허가, 기준 또는 규정의 
잘못된 관리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CDP는 어떤 규제 위반이 “중대한significant”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맥락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환경, 지역, 그리고/또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고기업은 “중대성“을 일관된 의미로 보고 전반에 적용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무엇이 "중대성"을 
구성하는지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경우, CDP는 출발점으로 GRI Standard가 정의하는 "중대성"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기업의 중대성 기준을 내부, 산업,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합니다. 

⚫ Note: 이 문항은 보고연도 중 귀사에 부과된 벌금, 시행 명령, 그리고/또는 제재조치를 묻는 
문항입니다. 

제재조치 유형(1열)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적용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재무적 영향(2열)
⚫ 규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사에 부과된 벌금, 시행 명령 
이행과 관련된 비용, 규정 위반 또는 재발 방지에 소요되는 운영비용(OPEX) 또는 
설비투자비용(CAPEX)을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재발 방지는 시행 명령 기준 준수를 위해 신규 기술을 
도입하거나, 규제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하는 직원 고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비용 규모를 입력하십시오. 

국가/지역(3열)

⚫ 1열에서 선택한 제재조치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 한 개 이상의 국가/지역이 해당할 경우, 주요 국가/지역을 선택하고 이를 6열에서 설명하십시오.
⚫ 3열과 4열 중 한 개의 열이라도 비어있는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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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4열)

⚫ 1열에서 선택한 제재조치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 있는 유역을 보고하십시오. 
⚫ 드롭다운 항목에서 적절한 유역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유역이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알맞은 유역명을 입력하십시오. 

⚫ 대규모의 지하수층(예: Ogallala aquifer in the United States)에서 취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직접 해당 지하수층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반드시 3열에서 정확한 
국가/지역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유역보다 더 작은 단위의 유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다음 형식과 같이 직접 입력하십시오: "Putumayo, Amazon“.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유역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전체지침은 CDP's water security reporting guidance을 참고하십시오. 
⚫ 3열과 4열 모두 선택하십시오. 만약 두 개 중 한 개의 열이라도 입력이 안될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5열)
⚫ 1열에서 선택한 제재조치로 이어진 위반 유형을 보고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위반 유형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제재, 법규위반, 중대성 및 해결방안 설명(6열)
⚫ 제재 조치: CDP 데이터 이용자가 귀사가 1열에 보고한 벌금, 이행명령 또는 그 외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중대성: 1열에 보고한 제재조치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포함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및 규제 위반: 1열에 보고한 각 제재조치로 이어진 사건과 규제 위반과 관련한 상세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5열에 선택한 사건/규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 – 라이센스 박탈 또는 discharge consent로 이어진 
위반 세부 사항 또는 기타 물 또는 유역관련 규정 위반 세부 사항
- 처벌이 단일 사건에 대한 것인지 또는 여러 사건에 대한 것인지와 위반 사항의 발생 빈도
- 사건 및 제재조치가 귀사의 사업, 기타 물 사용자 및/또는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 형사 처벌 여부

⚫ 해결방안: 귀사의 조직이 제재조치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했는지 또는 해결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설명 시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설 개선, 물 처리 방식 변경, 방류량 감축, 물 재이용 또는 재사용량 확대, 
정책 결정자 또는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등을 포함한 내/외부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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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Procedures

Potential water pollutants management procedures

이 섹션의 문항은 특정 섹터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기업만 해당합니다. 아래 섹터의 질의서를 응답하는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 식음료 & 담배 
• 화학 
• 석유 & 가스 
• 전력 유틸리티

Other management procedures

이 섹션의 문항은 특정 섹터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기업만 해당합니다. 아래 섹터의 질의서를 응답하는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 금속 & 광업 

Risk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procedures

(W3.3) 귀사는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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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3.3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물 리스크 평가가 귀사의 주요 사업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 3.3e 문항이 나타납니다. W3.3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 
• 아니요,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하지 않음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다음의 경우, "예"를 선택해 주십시오: 
- 귀사가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적어도 귀사의 사업장의 일부 또는 가치사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 다른 환경요소를 포함해 물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는 통합 환경 리스크 평가 체계를 갖춘 경우 

⚫ 어떠한 형태로든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W3.3a) 귀사의 물 관련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3.3에서 “예,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질문 변경, 작성안내서 추가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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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3열)

• 물 리스크는 기업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 물 리스크는 다른 전사적 위험 평가 시스템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 물 리스크는 환경 위험 평가에서 평가됩니다.

• 물 리스크는 독립적인 문제로 평가됩니다.
• 기타, 직접 입력

사용한 평가도구 및 평가 방법(7열)

공개된 평가도구 
• Collect Earth
• Ecolab Water Risk Monetizer
• EcoVadis 
• GEMI Local Water Tool
• RBA Country Risk Assessment Tool
• SEDEX
• SIWI Water Tool 
• Water Footprint Network Assessment tool 
• WRI Aqueduct 
• WWF Water Risk Filter 
• 기타, 직접 입력

기업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 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론 
•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Standard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Life Cycle Assessment
• India Water Tool
• IPCC Climate Change Projections
•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 ISO 14046 Environmental Management - Water 
Footprint 
• 기타, 직접 입력

데이터 베이스 
• FAO/AQUASTAT
• Maplecroft Global Water Security Risk Index
• Regional government databases

가치사슬 상 위치 평가 범위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평가 빈도 시간적 범위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Ÿ 직접 운영사업장
Ÿ 공급망
Ÿ 그 외 가치사슬 
상의 단계

선택항목:
• 전체 
• 부분 

선택항목:
아래 드롭다운에서 
선택

선택항목:
• 연 1회 초과
• 연간
• 2년마다 
• 3년 이상 마다
• 정해지지 않음 

선택항목:
• 1년 이내
• 1년에서 3년
• 3년에서 6년
• 6년 이상 
• 모름

사용한 평가도구 및 
평가 방법 유형

사용한 평가도구 
및 평가 방법

고려한 물 관련 이슈 고려한 이해관계자 비고

해당 항목 모든 선택:
• 공개된 평가 도구 
• 기업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론 
• 데이터 베이스 
• 기타

해당 항목 모두 
선택: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유역 내 수자원 이용 
가능성
• 유역 내 수질
• 유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수자원 관련 분쟁
• 주요 원자재/원료의 물 
리스크 
• 물 관련 규제
• 생태시스템 및 서식지 현황
• 모든 임직원의 완전한 
WASH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기타, 직접 입력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고객
• 종업원
• 투자자
• 지역사회
• NGOs
• 규제 기관
• 협력업체
• 지역 단위의 물 
공급업체
• 지역 단위의 기타 
수자원 이용자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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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 대해 서로 다른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 각 단계에 대해 행을 
추가합니다.

⚫ W3.3b는 위험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 근거와 이 질문에서 귀사가 설명하는 절차 및 도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가치사슬 상 위치(1열)
⚫ 그 이외 가치사슬 상의 단계(3열): 직접 운영과 협력사에 일정 수준의 리스크 평가를 실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물 리스크와 스튜어드십 전략과 관련해 관여하는 프랜차이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범위(2열)

⚫ 전체 사업장, 공급망, 또는 기타 가치사슬 과정에 최초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전체”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선순위 '핫 스팟' 식별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인 물 리스크 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망의 협력사 범위(1차, 2차 협력사 등) 등 접근 방식에 대한 구체 내용과 근거는 W3.3d에 
입력하십시오. 

⚫ 귀사의 직접 운영장, 공급망 또는 기타 가치사슬 단계에 대한 리스크 평가과정 중 제외된 요소가 
있다면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그 이유를 W3.3d에 설명하십시오. 

⚫ ”없음“을 선택할 경우, 3, 4, 5, 6, 7열은 비활성화됩니다. ”없음“을 선택한 이유를 W3.3d에 
입력하십시오.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3열)
⚫ 1열의 각 가치사슬 단계마다 귀사가 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주요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여러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주된 절차를 선택하고 이를 8열에서 설명하십시오. 

⚫ 만약 선택지 중에 적합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면,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리스크 평가 절차를 입력하십시오. 

⚫ 귀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과 근거는 W3.3d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Note: "기업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기업 리스크 평가 과정에 
통합하는 권위있는established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용어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Enterprise Risk Management
• ISO 31000 Risk Management Standard
• 기타, 직접 입력

• UNEP Vital Water Graphics
• 기타, 직접 입력

기타
• 기업 내부 방법론 
• 외부 컨설팅
• 중요도 평가
• 국가별 데이터, 평가도구 또는 표준
• 시나리오 분석
• 원천수 취약성 평가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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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 유형/사용한 평가도구 및 평가 방법(6, 7열)
⚫ 6열에서의 선택에 따라 7열에 표시되는 툴/항목이 결정됩니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툴이나 방법의 명칭을 입력하십시오. 

고려한 물 이슈 관련(8열)
⚫ 귀사의 물 관련 위험 평가에서 고려한 모든 이슈를 선택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고려 중인 문제에 대한 레이블을 제공하십시오.

고려한 이해관계자(9열)
⚫ 위험 평가 일부로 고려한 이해관계자를 가장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선택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입력란에 고려 중인 이해관계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고(10열) - 선택사항
⚫ 2열에서 ”부분“을 선택한 경우, 평가범위 수준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사업 단위, 
제품, 혹은 공급망 관리대상 범위(1차, 2차 협력사 등)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 7열에서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여기에 세부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및 근거를 W3.3d에 설명하십시오.

(W3.3b) 귀사의 사업장과 그 이외의 가치사슬에서 물 관련 리스크를 확인, 평가 및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3.3에서 “예,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세부 변경 (2021 W3.3d)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5,000자(영문기준)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질문은 W3.3a 문항에서 언급한 리스크 평가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보고기업이 선택한 절차 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평가범위: 보고기업이 해당 평가범위를 선택한 이유를 입력(예: 1차, 2차와 같은 협력사 범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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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치사슬 상의 각 3 단계(공급망, 직접 운영사업장, 고객) 평가범위와 적용한 도구를 선택한 
이유 입력

⚫ 고려한 이해관계자와 이슈의 연관성: 리스크 평가 절차가 있는 가치사슬 상의 각 단계 입력
⚫ 리스크 분류 방법:
- 기업 수준 및 자산 수준입니다. 자산 수준은 개별 사이트 및 자회사와 같은 회사 수준 이하의 
것으로 정의됩니다.
- 3단계 가치사슬에 따른 분류 방법
- 리스크 중대성을 결정하는 방법

⚫ 예시를 포함한 리스크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 상황별 및 이해당사자 문제와 같이 수집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 해당 리스크를 완화, 이전, 수용 또는 제어하기 위해 의사결정 프로세스
- 사용자가 사용하는 위험 용어/접근법

⚫ 귀사에서 직면한 고유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모듈 4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귀사의 위험 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된 직원의 입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답에 개인 또는 다른 개인 데이터의 이름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W3.3c) 귀사에서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3.3에서 “ 아니요, 물 관련 리스트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2021 W3.3e)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주요 이유(1열)
⚫ 귀사가 물과 관련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여러 옵션이 회사에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1열에서 기본 옵션을 선택하고 2열에 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기본 이유에 대한 레이블을 제공합니다.

주요 이유 설명

선택항목:
• 2년 이내에 위험 평가 프로세스 도입 예정
• 중요하나 최우선 사업과제 아님
•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설명 제공
• 내부 자원 부족
• 사업장 관련 데이터의 불충분
• 경영진의 지시 부재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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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열)

⚫ 1열의 선택에 대한 구체적 설명(SC)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 여기서의 답변은 W1.1에서 물에 할당하는 중요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물 위험 평가(또는 현재 진행 중인 위험 평가 프로세스의 세부 사항)를 수행할 향후 계획과 구현 
가능한 기간을 설명합니다. 설명에 company-specific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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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Risks and Opportunities 

Risk exposure

(W4.1) 귀사의 사업에 재무 또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된 내재적 

inherent 물 관련 위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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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문항과의 연계
W 4.1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4.1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사업장과 그 이외 가치사슬 모두 
• 예, 사업장만
• 예,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사슬만
• 아니요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물 관련 리스크에 관한 내재적 리스크를 식별한 경우, 가치사슬 중 어느 단계에 리스크가 
식별됐는지 선택지를 통해 이를 보고하십시오. 

⚫ 보고 목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한 재정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야기할 리스크 (W4.1a에서 귀사가 정의한 "중대한" 영향 
의미와 일관성 있게 서술)
- 개별자산/사업단위/지역 수준이 아닌, 전사적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 내재적 리스크 (완화 또는 관리 조치 적용과 같은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리스크)

⚫ 귀사에 현재 또는 미래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보고하십시오. 

(W4.1a) 귀사의 사업에 중대한 재무 및 전략적 영향을 주는 물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5,000자(영문기준)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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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물 관련 리스크와 관련해, 귀사가 전사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영향'을 수치화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 기업마다 정의하는 중대한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의 1% 감소로 인해 기업마다 
겪은 영향의 크기가 기업의 이익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대함'을 정의할 때 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의 중대한 영향은 아래 요인 
중 하나의 크기가 커서 발생할 수 있고, 세 가지 요인이 크기는 작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향을 받는 사업 부문(business unit)의 비율
- 해당 사업 부문이 받은 영향의 크기
- 해당 사업 부문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
- 이해관계자 또는 고객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 

⚫ 귀사의 정의는 다음 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내려야 합니다.
- 크기(the magnitude) 
- 가능성(probability)
- 영향의 빈도 
- 위 내용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 적용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당 지표의 검토 및 갱신 빈도를 포함해 상세히 입력하십시오. 
⚫ 중대한 변화는 운영, 매출, 또는 지출, 자산 및 부채, 또는 자본 배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적 시설 두 곳의 폐쇄(발생 가능성 30% 이상), 예상 매출액의 10% 감소, 성수기에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 관심 감소 등을 포함 

⚫ 귀사의 정의/기준/지표가 직접 운영 단계 및/또는 가치사슬의 기타 단계와 연관이 있다면 이를 
입력하십시오.

⚫ 본 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 사업장, 사업 부문 등 전사 이하의 수준에서 적용하는 중대한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마십시오. 
- 귀사에 노출된 리스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응답을 보완하기 위해 
귀사에 어떠한 수준에서든 발생하는 영향의 예시를 최소 한가지 이상 포함하고, 그 영향이 귀사에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W4.1b) 귀사의 사업에 중대한 재무 및 전략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의 수와 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W4.1에서 아래의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만, 본 문항이 나타납니다.
• 예, 사업장과 그 이외 가치사슬 모두 
• 예, 사업장만
• 예,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사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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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시설)의 수 전체 사업장(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비고

수치 입력 
[소수점 또는 쉼표 없이 0부터 
1,000까지의 숫자를 입력] 

선택항목:
• Less than 1%
• 1-25
• 26-50
• 51-75
• 76-99
• 100%
• 모름

텍스트 입력 
[영문 4,5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에 전사 단위(W4.1a에 정의에 부합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전사 단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 지역 단위의 리스크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내재적 리스크를 보고하십시오. 대응 전략 이행 전에 귀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 본 문항에 중대한 물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W4.1c에서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유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시설)의 수 일반지침(1열)
⚫ 시설 정의: '시설'이란 용어는 사업 운영 형태, 건물 또는 공장 등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출(extractive) 산업에 속하는 조직은 통상 자산 또는 사업 부문 단위로 정보를 
취합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정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묶음(그룹화): 호텔, 건축, 소매(retail) 기업의 경우 수백 개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건물 또는 사업장이 아닌 묶음 단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체인 기업이 
시설을 보고할 때 등급이나 리조트 유형으로 호텔을 묶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개의 개별 호텔을 
각각 평가하는 것 보다, 동일 유역 내 위치한 20개 호텔을 한 개의 시설로 간주하고, W4.1a에 정의한 
중대한 변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을 묶어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물 리스크와 영향은 통상 지역적 특성을 띠기 때문에, 동일한 유역과 동일한 관할구역 내 위치한 
시설들만 묶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유역의 크기가 상당해 동일 유역 내의 시설이 각기 다른 규제 
또는 물리적 리스크를 받을 경우에는 시설을 묶어 보고하는 것이 조직의 물 의존도 및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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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정도를 이해하는 데 방해 될 수 있습니다. 
- 한 개의 단독 시설로 인해 전사적 수준에서 노출된 리스크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일 유역 
내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시설들을 묶어 고려했을 때 전사적 수준에서의 리스크가 중대할 수 있는 
경우, 유역 단위로 시설을 묶어 보고하십시오. 
- 개별 시설의 리스크 노출 또는 물 데이터가 해당 시설에만 유의미한 경우 여러 시설을 묶어 
보고하지 마십시오. 

⚫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시설의 최대 개수는 총 1,000개입니다.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W4.1a에 보고한 귀사를 중대한 리스크에 노출 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시설 묶음만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고할 시설의 개수가 1,000개 이상인 경우, 귀사가 W4.1a에 보고한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위 작성 안내법을 참고해 시설을 묶어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묶음 방법에 대한 내용은 “비고” 열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 % (2열)
⚫ 귀사의 전체 시설에서 1열에 입력한 중대한 물 리스크에 노출된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1열에 보고한 11개의 시설이 귀사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50%일 수 있습니다. 비율에 대한 추산치를 보고해도 되며, 이 경우 3열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비율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모름“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3열에서 설명하십시오. 

비고(3열) - 선택사항
⚫ 귀사가 '시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목적으로 시설을 묶어 보고했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과 묶음에 적용한 방법론을 설명하십시오. 

⚫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한 시설 개수에 대한 추가 맥락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기업 고유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 귀사에 노출된 전사적 수준의 리스크의 성격, 위해 정도, 위치에 대한 내용
- 해당 리스크의 특정 사업활동 기인 여부
- 내재적 리스크와 귀사의 잔여 리스크 노출간의 상관관계 
귀사가 시설의 60%가 위치 때문에 내재적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보고했을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이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새로운 제어 장치 도입으로 잔여 리스크는 훨씬 더 
감소 했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업 고유의 정보는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강 유역 수준의 정보는 W4.1c에서 보고하십시오.

(W4.1c) 귀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는 시설의 수와 비율, 
그리고 해당 시설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적 또는 전략적 사업 영향을 유역별로 구분해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W4.1에서 아래의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만, 본 문항이 나타납니다.
• 예, 사업장과 그 이외 가치사슬 모두 
• 예, 사업장만
• 예,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사슬만
W5는 W4.1에 보고된 시설에 대한 물 회계 데이터를 요청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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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작성안내서 추가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여러 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응답가이드

⚫ Note: 금속 및 광업 부문 요청에 응답하는 조직은 "요청된 내용" 섹션의 끝에 이 질문에 대한 추가 
부문별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국가/ 지역 유역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시설)의 수

전체 사업장(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 (%)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국가/지역 선택 

선택항목:
• 유역 드롭다운 목록
• 모름
• 기타, 직접 입력 

수치 입력 [소수점 또는 
쉼표 없이 0부터 
1,000까지의 숫자를 입력]

선택항목:
• 1% 이하
• 1-25%
• 26-50%
• 51-75%
• 76-99%
• 100%
• 모름

[금속&광업 섹터만 
해당] 해당 시설에서 
금속&광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부가가치

[전력 유틸리티 섹터 
만 해당] 
해당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전력 생산량 
비율 (%)

[오일 & 가스 섹터만 
해당] 해당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오일&가스 생산량 
비율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총 매출액 
비율(%)

비고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1% 이하
• 1-25
• 26-50
• 51-75
• 76-99
• 100%
• 모름
• 해당사항 없음

선택항목:
• 1% 이하
• 1-25
• 26-50
• 51-75
• 76-99
• 100%
• 모름
• 해당사항 없음

선택항목:
• 1% 이하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99
• 100%
• 모름

텍스트 입력 
[영문 5,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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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 전사적 수준에서 귀사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작성하십시오. 조직 전체에 중대하지 않은 지역 리스크는 보고에서 제외하십시오. 예를 들어, 물 
리스크에 노출된 특정 유역 내 10개의 시설이 위치하고, 이 중 리스크 발현 시, 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시설이 3개라면, 그 3개의 시설만 보고하십시오. 

⚫ 내재적 리스크를 보고하십시오. 대응 전략 이행 전에 시설이 노출된 리스크를 고려하십시오. 
⚫ 여기서 중대한 물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보고한 시설의 물 데이터는 모듈 5에서 입력하십시오. 
⚫ 여러 국가에 걸쳐있는 유역의 물 리스크에 노출된 시설이 있는 경우, 행 추가를 통해 국가/지역을 
추가하고 국가/지역별로 위치한 시설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 W4.2와 W4.2a는 개별 리스크 요인, 영향 및 귀사의 응답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묻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유역 수준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오일 & 가스 섹터: 시설과 관련된 조직의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는 물 리스크 노출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대응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전력 유틸리티 섹터: 시설과 관련된 조직의 연간 전력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는 물 리스크 노출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대응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지역(1열)

⚫ 1, 2열 모두 항목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유역(2열)

⚫ 드롭다운 항목에서 중대한 물 리스크에 노출된 시설이 위치한 유역을 선택하십시오 해당 유역이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유역명을 입력하십시오. 

⚫ 대규모의 지하수층(예: Ogallala aquifer in the United States)에서 취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직접 해당 지하수층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반드시 1열에서 정확한 
국가/지역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유역보다 더 작은 단위의 유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다음 형식과 같이 직접 입력하십시오: "Putumayo, Amazon“.

⚫ 전체지침은 CDP's water security reporting guidance를 참고하십시오. 
⚫ 1열과 2열 모두 선택하십시오. 만약 두 개 중 한 개의 열이라도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시설)의 수(3열)
⚫ 선택한 유역마다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에 노출되는 시설의 수를 표시하십시오. W4.1b에서 보고한 
총 시설의 수에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물 리스크에 노출되는 유역에 위치한 모든 시설의 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의 사업, 운영, 매출 또는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된 시설만 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물 리스크에 노출된 특정 유역 내 10개의 시설이 
위치하고, 이 중 리스크 발현 시 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시설이 3개라면, 그 3개의 시설만 
보고하십시오. 

⚫ '시설'이란 용어는 사업 운영 형태, 건물 또는 공장 등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W4.1b의 작성 안내법을 참고하십시오.

⚫ W4.1b에서 귀사를 리스크에 노출 시키는 시설을 묶음 단위로 보고한 경우, 동일한 묶음으로 본 
문항에 보고하십시오. 3열에 입력한 수치는 W4.1b에서 보고한 수치와 같아야하고, 시설 수는 
1,000개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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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5.1에서는 여기에 보고한 시설의 물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최대 50개 시설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장(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 % (4열)
⚫ 3열에 보고한 시설이 귀사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3열에 보고한 
11개의 시설은 귀사가 전 세계에 단위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6-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모름"을 선택하고 마지막 열(비고)에 이를 설명하십시오.

전력 유틸리티 섹터만 해당: 해당 시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전력 생산량 비율 %
⚫ 강 유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Not applicable“을 선택하고 마지막 열(비고)에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유 및 가스 섹터만 해당; 해당 시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생산량(%)
⚫ 귀사의 석유 및 가스 섹터 활동과 관련된 강유역 시설이 없는 경우 ”Not applicable“을 선택하고 
마지막 열(비고)에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총 매출액 비율(%)
⚫ 귀사의 전체 매출액 중 3열의 시설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3열에 
보고한 11개의 시설이 귀사의 전 세계 매출액 전체의 16-3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경우 시설 운영 중단 시 해당 매출액은 어느 정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관련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면 "모름"을 선택하거나 추측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설명)에서 귀사의 응답을 설명하십시오. 

비고 - 선택사항
⚫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역 수준의 정보공개에 대한 추가 맥락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사의 시설이 위치한 유역 자체가 노출된 리스크의 성격 또는 위해 정도에 대한 내용이나 
귀사가 해당 리스크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유역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데이터 사용자에게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이를 보고하십시오.

Water-related risks and response

(W4.2) 직접 운영사업장과 관련하여 귀사의 사업에 중대한 재무 또는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이에 대한 귀사의 대응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 W4.1에서 아래의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만, 본 문항이 나타납니다.
• 예, 사업장과 그 이외 가치사슬 모두 
• 예, 사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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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일부 변경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여러 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국가/지역 유역 리스크 유형 주요 리스크 

요인
주요 잠재적 
영향

구체적 설명 발생시점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국가/ 지역 
선택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유역 선택 
• 모름
• 기타, 직접 
입력

선택항목:
• 단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규제
• 명성 & 
시장
• 기술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선택항목:
• 현재 – 1년 
이내
• 1-3년
• 4-6년
• 6 년 이상
• 모름

잠재 재무영향 크기 가능성
잠재적 재무영향 
수치 제공 가능 여부

잠재 재무영향 
(통화)*

잠재적 재무영향 – 
최솟값 (통화)*

선택항목:
• High
• Medium-high
• Medium
• Medium-low
• Low
• 모름

선택항목:
• Virtually certain
• Very likely
• Likely
• More likely than 
not
• About as likely as 
not
• Unlikely
• Very unlikely
• Exceptionally 
unlikely
• 모름

선택항목:
• 예, 특정 예측값 
제공 가능
• 예, 예측값 범위 
제공 가능
• 아니요, 예측값 
없음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잠재적 재무영향 
– 최댓값 (통화)*

재무영향 설명 주요 대응 전략 대응 설명 대응 비용 대응 비용 설명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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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주요 리스크 요인(4열)

주요 잠재적 영향(5열)

단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 가뭄
• 홍수(해안, 하천, 큰 비pluvial, 지하수)
• 빙하 호수 폭발Glacial lake outburst
• 폭우(비, 우박, 눈/얼음)
• 폭풍(눈보라, 먼지 및 모래 폭풍 포함)
• 토네이도
• 오염 사건
• 오염물질의 임시 저장을 위한 댐tailings dams의 파열 및 
독성물질의 유출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광산에서의 산성수 배출 및 금속 침출수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토지이용의 변화
• 강수 패턴 및 유형 변화(비, 우박, 눈/얼음)
• 수질 악화
• 물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 생태 시스템의 취약성
• 불충분한 인프라
• 담수 취수원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 증가 
•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해양 산성화
• 비료, 기타 화학 물질 사용 또는 동물 잔류물로 인한  
수역 오염(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위생관리 취약
• 강수량 및/또는 수문학적 변동성
• 지역 수자원의 배분
• 염류의 침범
• 해수면 상승
• 물 공급의 계절적 변동성 / 연간 변동성 
• 토양 황폐와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물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 물 부족(water scarcity) 현상의 증가
• 물 스트레스의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규제 
• 제품 기준 변화 
• 수도 요금 상승
• 취수/운영 허가권 획득의 어려움 증가 
• 물의 권한에 대한 투명성 부족 
• 유역/수계 관리 시스템의 미비 또는 부제 
• 물 효율, 보존, 재사용 또는 프로세스 기준에 관한    
 의무 규제 
•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미비
• 물 관련 규제 집행의 미비
• 공급업체의 취수/운영 허가 취득의 어려움 증가 
• 공급업체에 대한 소송 
• 규제 및 기준의 강화 
• 방류수 수질/ 방류량 규제 
• 규제의 불확실성 
• 법으로 정한 취수 제한/ 수자원 배분 변경  
• 기타, 직접 입력

명성 & 시장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지역사회의 반대 
• 불충분한 물 접근성 및 위생
• 이해관계자의 우려 증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 물 관련 소송 
• 부정적 언론 보도
• 기타, 직접 입력 

기술 
•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 기존 제품을 물 영향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 
• 물 효율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으로의 전환 
• 물 집약도가 낮은 저 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 
• 신기술 투자 실패 
• 생화학 물질로 전환 (화학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매출구성 및 매출원의 변화
• 성장의 제약
• 사업장의 폐쇄
• 온실가스 감출 능력 저하
• 판매 저하
• 벌금, 제재조치 및 이행명령
• 기업의 자산에 영향
• 인력 관리 및 계획 차질 
• 보험료 인상

• 운영비 상승 
• 생산비 상승 
• 소송
• 운영 허가 상실 
• 생산 능력 저하 또는 생산 차질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자본 가용성 감소 
• 판매 또는 생산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
• 새로운 공정 및 체계 도입/적용을 위한 선제 비용
• 공급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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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응 전략(15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의 직접 운영사업장과 관련된 물 관련 리스크 요인과 해당 요인이 귀사에 현재 또는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문항입니다(직접 운영사업장이 아닌 기타 가치사슬 
단계에서 존재하는 리스크 요인은 W4.2a에서 보고하십시오).

⚫ 이 응답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리스크만 보고하십시오. 
- 운영, 매출, 지출, 자산 및 부채, 자본배분(W4.1a에서 귀사가 정의한 "중대한"의 의미와 일관성 있게 
서술) 등 귀사에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에 노출하는 리스크

• 자본 비용 증가
•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광산 폐쇄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 물 효용, 물 재사용, 재활용 및 물 절약 활동 도입 
• 재생농업 정책 채택
• 사업 연속성 계획 수정 
• 현지 규제 요건 준수 
• 가뭄 비상 대책 수립 
• 홍수 대비 비상계획 개발
• 신제품 및/또는 신시장 개발 
• 고객 인게이지먼트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 NGO/특정 이익 집단 인게이지먼트 
• 규제/정책 입안자 인게이지먼트 
•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사업장별 세부 목표 설정
• 실사due diligence 강화 
• 물에 대한 내부가격제 도입 
• 생태 시스템을 활용한 해결책 실행
• 보고기업이 선언한 수자원 책무 이행과 공공정책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일관성 강화
• 인프라 유지, 보수 
• 모니터링 개선 
• 오염 저감 및 통제방안 개선
• 자본 지출 증대 
• 시설의 지리적 다양성 확대
• 보험 범위 확대 
• 신기술 투자 확대 
• 공급망 다양화 
• 물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수질 크레딧 구매
• 시설 이전 
• 물 공급 대안 마련 
• 유역 환경 복원
• 공급망 성과 기준 강화  
• 리스크 헤지 메커니즘 활용

•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물 관리 전략 
대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축산물 관리 대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축산 관리 대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가축 배설물 관리 개선 방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토양 보전 방안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지속가능한 관개 방식 적용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효율적인 비료 및 살충제 관리 적용(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 이용(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토양 보전 방안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물 
관리 전략 대안 채택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축산물 관리 대안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축산 
관리 대안 적용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가축 배설물 관리 개선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토양 보전 실천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지속가능한 관개 방식 도입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효율적인 비료 및 살충제 관리 도입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전체 가치사슬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 사용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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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사업단위/지역 수준이 아닌 전사적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 내재적 리스크 (완화 또는 관리조치 적용과 같은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리스크) 

⚫ 각 행에 주요 리스크 요인을 보고하고 그 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잠재적 영향을 보고하십시오. 
한 개 이상의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요 영향을 선택하십시오. 주요 대응 전략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주요 대응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 유역과 관련된 추가 리스크 요인 또는 영향을 보고할 경우, 행 추가를 통해 추가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리스크 요인 또는 영향을 보고하지 마시고, 가장 중대한 것을 
보고하십시오. 

국가/지역(1열)

⚫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하는 리스크 요인이 연관된 국가/지역을 선택하십시오. 
⚫ 1, 2열 항목 모두를 선택한 경우에만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유역(2열)

⚫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하는 리스크 요인이 연관된 강 유역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유역명을 입력하십시오.

⚫ 대규모의 지하수층(예: Ogallala aquifer in the United States)에서 취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직접 해당 지하수층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반드시 1열에서 정확한 
국가/지역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유역보다 더 작은 단위의 유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다음 형식과 같이 직접 입력하십시오: "Putumayo, Amazon“.

⚫ ‘유역’ 열 응답 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CDP’s water security reporting guidance의 
Introduction을 참고해 주십시오.

⚫ 1, 2열 모두 선택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리스크 유형(3열)
⚫ 보고하고자 하는 리스크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4열에 표시되는 리스크 
요인이 결정됩니다. 

⚫ 3, 4열 모두 항목이 선택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4열)
⚫ 표시된 드롭다운 목록은 3열에서 선택한 리스크 유형과 관련 있습니다. 
⚫ 한 개 이상의 요인이 존재하거나, 보고하는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이 여러 원인의 연쇄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면, 귀사가 고려하기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 한 개를 선택하십시오. 

⚫ 해당 유역에 주요 리스크 요인을 추가로 선택하고 싶은 경우, 행 추가를 통해 추가 내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보고하지 마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입력하십시오. 
⚫ 3, 4열 모두 항목이 선택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주요 잠재적 영향(5열)
⚫ 4열에 보고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귀사에 발생할 주요 잠재적 영향을 선택하십시오. 
⚫ 영향은 W4.1a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전사적 수준에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한 개의 리스크 요인에 한 개 이상의 주요 잠재적 영향이 있는 경우, 주요한 영향 하나를 선택하고 
6열에서 부차적인 영향들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비용 증가, 매출 감소, 사업장의 폐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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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수 있습니다. 영향은 재무적 또는 운영상의 영향일 수 있으며, 귀사에 직접 또는 귀사의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당 유역 또는 리스크 요인에 한 개 이상의 중대한 영향을 추가로 보고하고 싶다면 행 추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보고하지 마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잠재적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구체적 설명(6열)
⚫ 4열에 선택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해당 요인의 성격과 지역을 포함한 추가 맥락적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부차적인 영향의 성격을 포함하여, 주요 리스크 요인이 귀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CS)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Our organization has found the 
increased seasonal water stress in the Limpopo river basin to be a risk with the potential to 
constrain planned growth in steel production in the region. More immediately, this could lead to 
periodic suspensions of operations and a substantial financial impact equating to $100,000 a day. 
Any major delays in production would hinder our ability to meet our contractual agreements 
with customers and importantly our ability to win new business”

발생 시점(7열)
⚫ 내재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을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하십시오. 장기적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귀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향후 5년 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 '4-6 years'를 
선택하십시오. 

잠재 재무 영향 크기(8열)
⚫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귀사에 영향을 줄 범위를 설명하십시오. 기업 전체를 고려해 답해주십시오. 이는 
잠재 재무 영향 크기가 여러 크기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리스크 대응 이전의 귀사의 회복력 
상태를 함께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잠재 재무 영향 크기는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두 기업의 시설이 동일하게 홍수에 취약한 해변가에 위치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A기업은 전체 
생산 능력의 90%가 해당 시설이 담당하고, B기업의 경우 전체 생산 능력의 40%를 해당 시설이 
담당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B기업보다 A기업이 크게 발생합니다. 
- 1%의 수익감소는 기업마다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 CDP에서 잠재 재무 영향 크기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영향의 
크기를 높음에서 낮음까지 5점 척도로 결정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향 크기를 
분류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요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영향을 받는 사업 단위의 비율
- 해당 사업 단위가 영향받는 크기
- 해당 사업 단위에 대한 기업 의존도
- 이해관계자 혹은 고객 우려에 대한 가능성

⚫ 상대적으로 높은 크기의 재무 영향은 한 개의 큰 영향이 일으키거나 위의 4개 요소의 작은 영향이 
모여서 초래할 수 있습니다.

⚫ W4.1c에서 보고한 유역(2열)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과 여기에서 보고하는 재무 영향 크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매출액의 50%가 Yellow River 유역에서의 물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유역에서 보고된 리스크의 재무 영향 크기는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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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영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경우, “모름”을 선택하십시오. 

가능성(9열)

⚫ 7열에 보고한 시간적 기준 내 내재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하십시오. 내재 리스크의 경우, 
영향의 발생 가능성은 리스크(리스크 요인) 발생 가능성 자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 크기는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요소입니다. 
⚫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s (IPCC) 
2013 report 에서 가져왔으며 모든 CDP 질문과 일관됩니다. 

⚫ % 기준으로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과정에 아래 기준을 제안합니다.
- 거의 확실 (99% 이상의 가능성)
- 매우 확실 (90% 이상의 가능성) 
- 확실 (66% 이상의 가능성)
- 가능성 높은 (50% 이상의 가능성)
- 가능성 반반 (33% ~ 66%의 가능성)
- 일어날 것 같지 않은 (33% 미만의 가능성)
- 매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10% 미만의 가능성)
-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1% 미만의 가능성)
- 알 수 없음 

⚫ 예를 들어, 귀사가 향후 '4-6 years'에 물 배급 리스크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큰 규모의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고려하는 한편, 리스크 자체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어날 것 같지 않은”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예로, 신규 법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법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리스와 관련된 영향의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우 확실'을 선택하십시오. 

잠재적 재무 영향 수치 제공 가능 여부(10열)
⚫ 선택 항목에 따라 11열이나 12, 13열 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력값은 예상치로 간주합니다. 
⚫ 재무 영향 크기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14열(재무 영향 설명)에 영향을 상대적인 크기로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명시적이거나 공개된 금액 대신 비율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잠재 재무 영향(통화) (11열)
⚫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 영향을 단일값으로 표시하십시오(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어장치를 
고려하기 전).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 예를 들어, 좌초자산 또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가치 손해 등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보험처리를 
고려하기 전). 

잠재적 재무 영향 – 최솟값, 최댓값(통화) (12, 13열)
⚫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 영향을 예상 범위로 표시하십시오(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어장치를 
고려하기 전).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영향을 입력하십시오. 

⚫ 잠재 재무 영향 – 최솟값(통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상치의 최솟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범위가 미화로 $5,000 ~ $50,000이라면, '5,000'을 입력하십시오. 

⚫ 잠재 재무영 향 – 최댓값(통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상치의 최댓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범위가 미화로 $5,000 ~ $50,000이라면, '50,000'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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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영향 설명(14열)
⚫ 잠재 재무 영향 수치(10, 11, 12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해당 값(또는 범위)을 갖게된 이유를 아래를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 해당 수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접근법
- 수치에 적용된 모든 가정
- 재무 영향이 예상되는 기간

⚫ 10열에서 “아니오, 예측값 없음”을 선택한 경우, 영향을 상대적인 크기로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명시적이거나 공개된 금액 대신 비율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재무 영향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 "영향이 재무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The impact 
has not been quantified financially)"라고 입력하십시오. 

주요 대응 전략(15열)
⚫ 보고된 리스크에 귀사가 취할 대응 전략과 가장 잘 묘사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목록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대응 전략을 
입력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리스크 주요 대응 전략을 입력해 주십시오.

대응 설명(16열)
⚫ 각 행에 보고된 리스크 요인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 통제, 이전, 또는 수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의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부차적인 대응 전략도 포함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의 이행기간을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대응 전략이 현재 진행 중인지, 이행 전인지, 또는 
완료됐는지 보고하십시오. 잔여 리스크 감소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대응 전략이 가져온/가져올 차이를 보고하십시오. 아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내재적 리스크 요인의 재발방지, 자산 또는 전사적 수준에서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해 향후 
재무, 운영, 전략적 영향을 방지하데 대응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효과적일지
- 자산 또는 전사 수준에서 물 안정성 개선 예상 여부 
- 기타 물 사용자의 물 안정성 개선 예상 여부
- 대응 전략이 기타 UN SDG에 기여 여부
- 대응 전략이 공동 협력 이니셔티브와 연관돼 있는지

⚫ 대응 전략이 기후관련 이니셔티브와 연관이 있는지 또는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진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보고하십시오.

⚫ 리스크가 귀사의 전략 그리고/또는 재무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공개 응답 내용을 Water Action Hub (W11.2 참조)에 전송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특히 지역 프로젝트를 포함)를 입력하십시오. 
- 공동 프로젝트 /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미 협력하고 있는 주체 (조직 또는 정부 기관 등) 또는 협력 
희망 대상 주체 (정부 기관, 기타 기업, NGO 등) 
- 프로젝트의 지리적 또는 다른 척도
- 프로젝트가 기업 이외에, 유역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프로젝트 시작 시점 및 완료 또는 진행 여부
-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의 구체적 위치
위 기준은 채점이 되지 않지만, Water Action Hub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며, 해당 내용이 부재할 
경우 Water Action Hub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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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비용(17열)
⚫ 귀사의 대응 비용의 정량적 수치를 입력하십시오. 대응 비용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하십시오. 
추정치를 보고한 경우, 18열(대응 비용 설명)에 이를 설명하십시오. 

⚫ 절댓값이 없는 경우, 18열에 비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대응 비용 설명(18열)
⚫ 17열에 입력한 수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해당 수치를 산정한 방법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 해당 수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접근법
- 추정치 여부
- 수치에 적용된 모든 가정
- 대응 비용이 예상되는 기간

⚫ 17열에 어떠한 수치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 대응 비용을 상대적인 개념이나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대응 비용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 "대응 비용이 전사 수준에서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 (Cost of response not quantififed at corporate level)"라고 입력하십시오. 

(W4.2a) 귀사의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가치사슬과 관련하여 사업에 중대한 재무 또는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이에 대한 
귀사의 대응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4.1 문항에서, 아래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 예, 사업장과 그 이외 가치사슬 모두 
• 예,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사슬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일부 변경, 작성안내서 수정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여러 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국가/ 지역 유역 가치사슬 

상의 단계
리스크 유형 주요 리스크 

요인

주요 잠재적 
영향

구체적 설명 기간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항목:
• 공급망
• 사용단계

선택항목:
• 단기적 
물리적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선택항목:
• 현재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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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주요 리스크 요인(5열)

단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 가뭄
• 홍수(해안, 하천, 큰 비pluvial, 지하수)
• 빙하 호수 폭발Glacial lake outburst
• 폭우(비, 우박, 눈/얼음)
• 폭풍(눈보라, 먼지 및 모래 폭풍 포함)
• 토네이도
• 오염 사건
• 오염물질의 임시 저장을 위한 댐tailings dams의 파열 및 
독성물질의 유출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광산에서의 산성수 배출 및 금속 침출수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규제 
• 제품 기준 변화 
• 수도 요금 상승
• 취수/운영 허가권 획득의 어려움 증가 
• 물의 권한에 대한 투명성 부족 
• 유역/수계 관리 시스템의 미비 또는 부제 
• 물 효율, 보존, 재사용 또는 프로세스 기준에 관한    
 의무 규제 
•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미비
• 물 관련 규제 집행의 미비
• 공급 업체의 취수/운영 허가 취득의 어려움 증가 
• 공급업체에 대한 소송 
• 규제 및 기준의 강화 
• 방류수 수질/ 방류량 규제 
• 규제의 불확실성 
• 법으로 정한 취수 제한/ 수자원 배분 변경  

국가 / 
지역 선택 

유역 선택 
• 모름
• 기타, 
직접입력 

• 기타, 
직접 입력 

환경변화
•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 규제
• 명성& 
시장
• 기술

항목에서 
선택

항목에서 
선택

입력 가능] • 1-3년
• 4-6년
• 6년 이상
• 모름

잠재 영향 크기 가능성 잠재적 재무영향 
수치 제공 가능 
여부

잠재 재무영향 
(통화)*

잠재적 재무영향 
–최솟값 (통화)*

잠재적 재무영향 
–최댓값 (통화)*

선택항목:
• High
• Medium-high
• Medium
• Medium-low
• Low
• 모름

선택항목:
• Virtually 
certain
• Very likely
• Likely
• More likely 
than not
• About as 
likely as not
• Unlikely
• Very unlikely
• Exceptionally 
unlikley
• 모름

선택항목:
• 예, 특정 
예측값 제공 
가능
• 예, 예측값 
범위 제공 
가능
• 아니요, 예측값 
없음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재무영향 설명 주요 대응 전략 대응 설명 대응 비용 대응 비용 설명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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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잠재 영향 (6열)

주요 대응 전략 (16열)

• 토지이용의 변화
• 강수 패턴 및 유형 변화(비, 우박, 눈/얼음)
• 수질 악화
• 물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 생태시스템의 취약성
• 불충분한 인프라스트럭처
• 담수 취수원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 증가 
•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해양 산성화
• 비료, 기타 화학 물질 사용 또는 동물 잔류물로 인한  
  수역 오염(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위생관리 취약
• 강수량 및/또는 수문학적 변동성
• 지역 수자원의 배분
• 염류의 침범
• 해수면 상승
• 물 공급의 계절적 변동성 / 연간 변동성 
• 토양 황폐와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업체의 물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 물 부족(water scarcity) 현상의 증가
• 물 스트레스의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 기타, 직접 입력

명성 & 시장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지역사회의 반대 
• 불충분한 물 접근성 및 위생
• 이해관계자의 우려 증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 물 관련 소송 
• 부적적 언론 보도
• 기타, 직접 입력 

기술 
•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 기존 제품을 물 영향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 
• 물 효율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으로의 전환 
• 물 집약도가 낮은 저 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 
• 신기술 투자 실패 
• 생화학 물질로 전환 (화학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매출구성 및 매출원의 변화
• 성장의 제약
• 사업장의 폐쇄
• 온실가스 감출 능력 저하
• 판매 저하
• 벌금, 제재조치 및 이행명령
• 기업의 자산에 영향
• 인력 관리 및 계획 차질 
• 보험료 인상
• 자본 비용 증가
•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운영비 상승 
• 생산비 상승 
• 소송
• 운영 허가 상실 
• 생산 능력 저하 또는 생산 차질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자본 가용성 감소 
• 판매 또는 생산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
• 새로운 공정 및 체계 도입/적용을 위한 선제 비용
• 공급망  차질 
• 광산 폐쇄 (금속 & 광업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직접 사업장

• 신제품 및/또는 신시장 개발 
• 물 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 
정책의 조정 개선
• 사업 연속성 계획 포함 
• 자본 지출 증가
• 신기술 투자 확대 
• 수질 크레딧 구매
• 기타, 직접 입력 

업스트림

• 보험 범 확대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공급 업체의 가뭄 비상 대책 수립 
• 공급 업체의 홍수 대비 비상계획 개발 
• 공급 업체의 성과 목표 개발
• 공급 업체의 물관련 보고 확대
• 공급 업체의 물관리 인센티브 도입/강화
• 공급 업체의 폐수 관리절차 도입 촉진
• 공급 업체의 실사 due diligence 강화 촉진
• 공급 업체의 물 절약,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기술 투자 촉진 
• 공급 업체의 보험 사용 촉진 
• 공급 업체와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 공급 업체의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물 
관리 전략 대안 적용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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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의 직접 운영사업장과 관련된 물 관련 리스크 요인과 해당 요인이 현재 또는 미래에 
귀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문항입니다(직접 운영사업장에서 존재하는 리스크 요인은 
W4.2에서 보고하십시오).

⚫ 이 응답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리스크만 보고하십시오. 
- 운영, 매출, 지출, 자산 및 부채, 자본 배분(W4.1a에서 귀사가 정의한 "중대한"의 의미와 일관성 
있게 서술) 등 귀사에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에 노출하는 리스크
- 자산/사업단위/지역 수준이 아닌 전사적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 내재적 리스크 (완화 또는 관리조치 적용과 같은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리스크) 

⚫ 각 행에 주요 리스크 요인을 보고하고 그 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잠재적 영향을 보고하십시오. 
한 개 이상의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요 영향을 선택하십시오. 주요 대응 전략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주요 대응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 유역과 관련된 추가 리스크 요인 또는 영향을 보고할 경우, 행 추가를 통해 추가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리스크 요인 또는 영향을 보고하지 마시고, 가장 중대한 것을 
보고하십시오. 

국가/지역(1열)

⚫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하는 리스크 요인이 연관된 국가/지역을 선택하십시오. 
⚫ 1, 2열 항목 모두를 선택한 경우에만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유역(2열)

⚫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하는 리스크 요인이 연관된 강 유역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유역명을 입력하십시오.

• 공급망 다양화 
• 공급망 물 위험 대비
• 공급망 성과 기준 강화 
• 리스크 헤지 메커니즘 활용 
• 전체 가치사슬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기타, 직접 입력 

다운스트림

• 생태시스템을 활용한 해결책 실행 
• 오염 저감 및 통제방안 강화
• 인프라 투자 확대/검토
• 유역 환경 복원 
•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공급업체와 협력
• NGO/특정 이익 집단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공급업체와 협력
• 규제/정책 입안자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공급업체와 
협력 
• 전체 가치사슬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기타, 직접 입력

해당)
• 공급 업체의 축산물 관리 대안 적용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 업체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축산 
관리 대안 적용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 업체의 가축 배설물 관리 개선 방안 적용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 업체의 토양 보전 방안 적용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 업체의 지속가능한 관개 방식 적용 촉진(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공급 업체의 효율적인 비료 및 살충제 관리 도입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공급업체의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 사용 촉진 
(식음료 & 담배 섹터만)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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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의 지하수층(예: Ogallala aquifer in the United States)에서 취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직접 해당 지하수층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반드시 1열에서 정확한 
국가/지역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유역보다 더 작은 단위의 유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다음 형식과 같이 직접 입력하십시오: "Putumayo, Amazon“.

⚫ ”유역” 열 응답 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CDP’s water security reporting guidance의 
Introduction을 참고해 주십시오.

⚫ 1, 2열 모두 선택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가치사슬 상의 단계(3열)
⚫ 현재 또는 향후 귀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한 가치사슬 상의 단계를 
선택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가치사슬 상의 단계를 입력하십시오. 

리스크 유형(4열)
⚫ 보고하고자 하는 리스크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5열에 표시되는 리스크 
요인이 결정됩니다. 

⚫ 4, 5열 모두 항목이 선택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5열)
⚫ 표시된 드롭다운 목록은 4열에서 선택한 리스크 유형과 관련있습니다. 
⚫ 한 개 이상의 요인이 존재하거나, 보고하는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이 여러 원인의 연쇄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면, 귀사가 고려하기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 한 개를 선택하십시오. 

⚫ 해당 유역에 주요 리스크 요인을 추가로 선택하고 싶은 경우, 행 추가를 통해 추가 내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보고하지 마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입력하십시오. 
⚫ 4, 5열 모두 항목이 선택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주요 잠재적 영향(6열)
⚫ 5열에 보고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귀사에 발생할 주요 잠재적 영향을 선택하십시오. 
⚫ 영향은 W4.1a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전사적 수준에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한 개의 리스크 요인에 한 개 이상의 주요 잠재적 영향이 있는 경우, 주요한 영향 하나를 선택하고 
7열에서 부차적인 영향들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비용 증가, 매출 감소, 사업장의 폐쇄 등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영향은 재무적 또는 운영상의 영향일 수 있으며, 귀사에 직접 또는 귀사의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당 유역 또는 리스크 요인에 한 개 이상의 중대한 영향을 추가로 보고하고 싶다면 행 추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유역별로 3개를 초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보고하지 마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잠재적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구체적 설명(7열)
⚫ 5열에 선택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해당 요인의 성격과 지역을 포함한 추가 맥락적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부차적인 영향의 성격을 포함하여, 주요 리스크 요인이 귀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 
설명(CS)으로 작성하십시오. 



74

발생 시점(8열)
⚫ 내재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을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하십시오. 장기적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귀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향후 5년 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 '4-6 years'를 
선택하십시오. 

잠재 재무 영향 크기(9열)
⚫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귀사에 영향을 줄 범위를 설명하십시오. 기업 전체를 고려해 답해주십시오. 이는 
잠재 재무 영향 크기가 여러 크기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리스크 대응 이전 귀사의 회복력 
상태를 함께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잠재 재무 영향 크기는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두 기업의 시설이 동일하게 홍수에 취약한 해변가에 위치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A기업은 전체 
생산능력의 90%가 해당 시설이 담당하고, B기업의 경우 전체 생산능력의 40%를 해당 시설이 
담당하고 있다고 가정할 떄, 홍수가 발생한 경우, 피해는 B기업보다 A기업이 크게 발생합니다. 
- 1%의 수익감소는 기업마다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 CDP에서 잠재 재무 영향 크기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영향의 
크기를 높음에서 낮음까지 5점 척도로 결정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향 크기를 
분류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요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영향을 받는 사업 단위의 비율
- 해당 사업 단위가 영향받는 크기
- 해당 사업 단위에 대한 기업 의존도
- 이해관계자 혹은 고객 우려에 대한 가능성

⚫ 상대적으로 높은 크기의 재무 영향은 한 개의 큰 영향이 일으키거나 위의 4개 요소의 작은 영향이 
모여서 초래할 수 있습니다.

⚫ W4.1c에서 보고한 유역(2열)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과 여기에서 보고하는 재무 영향 크기가 
일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매출액의 50%가 Yellow River 유역에서의 물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유역에서 보고된 리스크의 재무 영향 크기는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 재무 영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경우, “모름”을 선택하십시오. 

가능성(10열)

⚫ 7열에 보고한 시간적 기준 내 내재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하십시오. 내재 리스크의 경우, 
영향의 발생 가능성은 리스크(리스크 요인) 발생 가능성 자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 크기는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요소입니다. 
⚫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s (IPCC) 
2013 report에서 가져왔으며 모든 CDP 질문과 일관됩니다. 

⚫ % 기준으로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과정에 아래 기준을 제안합니다.
- 거의 확실 (99% 이상의 가능성)
- 매우 확실 (90% 이상의 가능성) 
- 확실 (66% 이상의 가능성)
- 가능성 높은 (50% 이상의 가능성)
- 가능성 반반 (33% ~ 66%의 가능성)
- 일어날 것 같지 않은 (33% 미만의 가능성)
- 매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10% 미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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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1% 미만의 가능성)
- 알 수 없음 

⚫ 예를 들어, 귀사가 향후 '4-6 years'에 물 배급 리스크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큰 규모의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고려하는 한편, 리스크 자체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어날 것 같지 않은'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예로, 신규 법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법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리스와 관련된 영향의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우 확실'을 선택하십시오. 

잠재적 재무 영향 수치 제공 가능 여부(11열)
⚫ 선택 항목에 따라 12열이나 13, 14열 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력값은 예상치로 간주합니다. 
⚫ 재무 영향 크기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15열(재무 영향 설명)에 영향을 상대적인 크기로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명시적이거나 공개된 금액 대신 비율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잠재 재무 영향(통화)(12열)
⚫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 영향을 단일값으로 표시하십시오(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고려하기 
전).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 예를 들어, 좌초자산 또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가치 손해 등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보험처리를 
고려하기 전). 

잠재적 재무 영향 – 최솟값, 최댓값(통화)(13, 14열)
⚫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 영향을 예상 범위로 표시하십시오(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고려하기 
전).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영향을 입력하십시오. 

⚫ 잠재 재무 영향 – 최솟값(통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상치의 최솟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범위가 미화로 $5,000 ~ $50,000이라면, '5,000'을 입력하십시오. 

⚫ 잠재 재무 영향 – 최댓값(통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상치의 최댓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범위가 미화로 $5,000 ~ $50,000이라면, '50,000'을 입력하십시오. 

재무 영향 설명(15열)
⚫ 잠재 재무 영향 수치(12, 13, 14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해당 값(또는 범위)을 갖게 된 이유를 아래를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 해당 수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접근법
- 수치에 적용된 모든 가정
- 재무 영향이 예상되는 기간

⚫ 11열에서 “아니오, 예측값 없음”을 선택한 경우, 영향을 상대적인 크기로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명시적이거나 공개된 금액 대신 비율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재무 영향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 "영향이 재무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The impact 
has not been quantified financially)"라고 입력하십시오. 

주요 대응 전략(16열)
⚫ 보고된 리스크에 귀사가 취할 대응 전략과 가장 잘 묘사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목록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대응 전략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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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두 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리스크 대응 유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요 대응 
전략입니다. 두 개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응 설명(17열)
⚫ 각 행에 보고된 리스크 요인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 통제, 이전, 또는 수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의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부차적인 대응 전략도 포함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의 이행기간을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대응 전략이 현재 진행 중인지, 이행 전인지, 또는 
완료됐는지 보고하십시오. 잔여 리스크 감소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대응 전략이 가져온/가져올 차이를 보고하십시오. 아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내재적 리스크 요인의 재발방지, 자산 또는 전사적 수준에서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해 향후 
재무, 운영, 전략적 영향을 방지하데 대응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효과적일지
- 자산 또는 전사 수준에서 물 안정성 개선 예상 여부 
- 기타 물 사용자의 물 안정성 개선 예상 여부
- 대응 전략이 기타 UN SDG에 기여 여부
- 대응 전략이 공동 협력 이니셔티브와 연관돼 있는지

⚫ 대응 전략이 기후관련 이니셔티브와 연관이 있는지 또는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진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보고하십시오.

⚫ 리스크가 귀사의 전략 그리고/또는 재무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공개 응답 내용을 Water Action Hub (W11.2 참조)에 전송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특히 지역 프로젝트를 포함)를 입력하십시오. 
- 공동 프로젝트 /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미 협력하고 있는 주체 (조직 또는 정부 기관 등) 또는 협력 
희망 대상 주체 (정부 기관, 기타 기업, NGO 등) 
- 프로젝트의 지리적 또는 다른 척도
- 프로젝트가 기업 이외에, 유역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프로젝트 시작 시점 및 완료 또는 진행 여부
-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의 구체적 위치
위 기준은 채점이 되지 않지만, Water Action Hub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며, 해당 내용이 부재할 
경우 Water Action Hub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비용(18열)
⚫ 귀사의 대응 비용의 정량적 수치를 입력하십시오. 대응 비용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하십시오. 
추정치를 보고한 경우, 19열(대응 비용 설명)에 이를 설명하십시오. 

⚫ 절댓값이 없는 경우, 19열에 비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대응 비용 설명(19열)
⚫ 18열에 입력한 수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해당 수치를 산정한 방법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 해당 수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접근법
- 추정치 여부
- 수치에 적용된 모든 가정
- 대응 비용이 예상되는 기간

⚫ 18열에 어떠한 수치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 대응 비용을 상대적인 개념이나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대응 비용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 "대응 비용이 전사 수준에서 정량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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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Cost of response not quantififed at corporate level)"라고 입력하십시오. 

(W4.2b) 귀사의 사업장이 재무 또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4.1문항에서 “아니요” 또는 “예,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사슬만”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주요 이유(1열)
⚫ W4.1a에서 귀사가 보고한 “중대한”의 정의에 따라 첫 번째 열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업장이 재정적 
또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해당 이유가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 W4.1a에서 귀사가 보고한 “중대한”의 정의에 따라 첫 번째 열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업장이 재정적 
또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설명(2열) 
⚫ 자사에 해당하는 구체적 설명(CS)을 포함해 주십시오.
- 진행 중인 평가 프로세스
- 또는 리스크 평가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 
- 또는 직접 운영사업장에서 확인된 물 관련 리스크로 귀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주요 이유 설명

선택항목:
•  리스크가 존재, 그러나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평가 진행 중
•  아직 평가하지 않음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78

(W4.2c) 귀사의 (직접 운영사업장을 제외한) 가치사슬이 재무 또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4.1문항에서 “아니요” 또는 “예, 사업장만”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주요 이유(1열)
⚫ 귀사가 귀사의 가치사슬 단계 전체에서 (직접 운영사업장 외)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잠재력을 가진 그 어떤 물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고려하는 이유를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 W4.1a에서 보고한 “중대한”의 의미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 설명하십시오. 

⚫ 해당하는 항목이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설명(2열)

⚫ 귀사의 설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CS) 서술돼야 합니다. 
- 가치사슬에서 진행 중인 평가 프로세스
- 또는 가치사슬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 협력사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계획
- 가치사슬에서 식별된 물 리스크가 귀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 

Water-related opportunities

(W4.3) 귀사의 사업에 재무 또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된 물 관련 
기회가 있습니까? 

주요 이유 설명

선택항목:
•   리스크가 존재, 그러나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평가 진행 중
•   아직 평가하지 않음
•   공급망 가시성 visibility 부족 (공급망 기업 파악 미비)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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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문항과의 연계
W 4.3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4.3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Implications: Business opportunities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기회를 파악했습니다. 일부/ 모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예, 기회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전사적 수준에서 귀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관련 기회를 고려해 작성하십시오. 또한 
해당 기회의 실현 여부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 물이 상당히 이로운 전략적, 운영적 또는 시장적 기회를 가져오거나 귀사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경우, “예, ~”로 시작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기회는 아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또는 운영적 성격
- 자산, 사업 단위, 지역 또는 다른 수준에서 실현
-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 제공
- 정책 영향, 명성 강화 또는 환경영향 감소 등 기타 이익 제공
- 다른 물 사용자에 이익 제공. 예를 들어, 스튜어드십 또는 다른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의 
물 안정성을 위해 공동 리스크 대응

⚫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 “예, 기회를 파악했습니다. 일부/ 모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를 선택하십시오. W4.3a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예, 기회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활용할 수 
없습니다”를 선택하십시오. W4.3b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어떠한 중대한 기회를 식별하지 못한 경우에만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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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3a) 사업에 중대한 재정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귀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물 관련 기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4.3에서 “예, 기회를 파악했습니다. 일부/ 모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작성안내서 수정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Implications: Business risks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주요 물 관련 기회 (2열)

효율성
•  비용절감
•  사업장 내 물 효율성 증가
•  하수관리를 통한 물 회수
•  유전의 회수율 향상 [오일&가스 섹터만 해당]

시장
•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상
•  우수 직원 확보
•  고객 만족 향상

기회 유형 주요 물 관련 
기회

구체적 설명 
& 활용 전략 

실현 예상 시점 잠재적 
재무영향의 크기

잠재적 재무영향 
수치 제공 가능 
여부

선택항목:
• 효율성
• 회복 탄력성
• 제품 및 서비스
• 시장
• 기타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서 
항목 선택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선택항목:
• 현재 - 1년 이내
• 1 - 3년
• 4 - 6년
• 6년 이상
• 모름 

선택항목:
• Low
• Low-medium
• Medium
• Medium-high
• High
• 모름

선택항목:
• 예, 특정 예측값 
제공 가능
• 예, 예측값 범위 
제공 가능
• 아니요, 예측값 
없음

잠재적 재무영향 (통화) 잠재적 재무영향 – 최솟값 
(통화)

잠재적 재무영향 – 최댓값 
(통화)

잠재적 재무영향 수치 
설명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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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답변의 목적상, 보고되는 기회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귀사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입니다.

⚫ 실현하기 위해 현재 실제 액션을 취하는 기회만 보고해야 합니다.
⚫ 기회에는 아래를 포함:
   - 본질적으로 상업적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자산, 사업, 지리적 또는 기타 수준에서 주도되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을 수반합니다.
   - 정책적 영향력, 평판 강화 또는 환경영향 감소 등 다른 유형의 이익을 수반합니다.
   - 위험을 공유하거나 모든 사람을 위한 물 확보를 목표로 하는 관리 또는 집단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물 이용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 유형/주요 물 관련 기회(1,2열)
⚫ 2열에서 보이는 드롭다운 옵션은 귀사가 1열에서 선택한 기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주요 물 관련 기회를 입력해 주십시오.
⚫ 추가 정보 행에서 기회 유형의 다른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설명 & 활용 전략(3열)
⚫ 기회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아래를 포함:
   - 귀사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긍정적인 이익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조직 내에 이익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사적 범위, 조직 내 특정 지역, 

지리적 규모, 비즈니스 라인, 가치사슬 단계,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등.
   - 무엇이 기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조직 내 어디에서 기회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사적, 조직 내 특정 지역, 지리적 규모, 비즈니스 라인, 가치사슬의 단계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등

   - 기회가 귀사의 전략 및/또는 재무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귀사가 기회의 ‘실질적인substantive’ 영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W4.1a 참고.
⚫ 특히 귀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귀사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하고 

•  기타, 직접 입력

회복탄력성
•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 탄력성 증가
•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증가
•  향후 규정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 
•  기타, 직접 입력

제품 및 서비스
•  새로운 R&D 기회 
•  기존 제품/서비스 판매 증가
•  신제품 및 서비스 판매 증가
•  수자원 사용 상품에 대한 영향 감소
•  기타, 직접 입력

•  브랜드 가치 상승
•  주주가치 향상
•  운영을 위한 사회적 허가 강화
•  경쟁 우위 향상
•  기타, 직접 입력

기타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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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실제 전략의 예를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 라인 
개발 또는 소비자 태도 변화로 인한 특정 제품 라인의 수요 증가 또는 집단 조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유역 관계 강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현 예상 시점(4열)
⚫ 보고연도부터 기회를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말합니다. 귀사는 이미 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몇 년 전에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재무 영향의 크기(5열)
⚫ 기회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재무적 이익의 규모에 대한 귀사의 이해를 표시하십시오. 지역 
자산/사업 단위/지역이 아닌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이행 전, 추정한 해당 기회의 잠재적 재무이익을 입력해 주십시오. 
⚫ 재무적 가치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편익의 '크기(규모)'는 기업마다 규모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CDP가 열거된 규모의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50만 
달러의 잠재적 재무 영향 수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A사의 경우, 이것은 1%의 이익 증가를 
의미하지만 B사의 경우 15%의 수익 증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높은 값에서 낮은 값까지의 정성적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보고한 다음 7열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귀사에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 “모름”을 선택하십시오.

잠재적 재무 영향 수치 제공 가능 여부(6열)
⚫ 선택 항목에 따라 7열이나 8, 9열 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력값은 예상치로 간주합니다. 가능한 경우 재무 영향 수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은 열 
10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재무 영향 크기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10열(재무 영향 설명)에 영향을 상대적인 크기로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명시적이거나 공개된 금액 대신 비율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잠재적 재무 영향 수치(통화) (7열)
⚫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 영향을 단일값으로 표시하십시오(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고려하기 
전).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잠재적 재무 영향 – 최솟값/최댓값(통화) (8,9열)
⚫ 기회의 재무 영향을 예상 범위로 표시하십시오. W0.4에 선택한 통화를 기준으로 잠재 재무 영향을 
입력하십시오. 

⚫ 잠재적 재무 영향 – 최솟값(통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상치의 최솟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범위가 미화로 $5,000 ~ $50,000이라면, '5,000'을 입력하십시오. 

⚫ 잠재적 재무 영향 – 최댓값(통화): 리스크로 인한 재무 영향 예상치의 최댓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범위가 미화로 $5,000 ~ $50,000이라면, '50,000'을 입력하십시오. 

잠재적 재무 영향 수치 설명(10열)
⚫ 5열에서 선택한 내용과 관련하여 규모 평가에 도달한 방법과 '잠재적 재무 영향'(7, 8, 9열)에 제공된 
재무 수치를 계산할 때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과 관련된 지리적 규모를 포함하여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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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십시오.

⚫ 10열에서 “아니요, 예측값 없음”을 선택한 경우, 영향을 상대적인 크기로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명시적이거나 공개된 금액 대신 비율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재무 영향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 "영향이 재무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The impact 
has not been quantified financially)"라고 입력하십시오. 

(W4.3b) 귀사가 물 관련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4.3에서 “아니요” 또는 “예, 기회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활용할 수 없습니다.”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주요 이유(1열)
⚫ 귀사가 물 관련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선택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설명(2열)

⚫ 귀사에게 명백한 물 관련 기회가 없는 이유와 귀사가 기회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십시오. 1열에서 선택한 주요 이유와 관련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 귀사가 물 관련 기회가 없다고 고려한 이유
- ‘기회’에 대한 귀사의 정의
- W4.1a에서 정의한 중대한 영향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여, 기회와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에 대한 
귀사의 정의
- 다음 기회 평가 시기

주요 이유 설명

선택항목:
•  기회요인 존재,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
•  기회요인 존재, 하지만 사업에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기회요인 없음 

•  평가 진행 중
•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  경영진의 지시 부재
•  아직 평가하지 않음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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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평가를 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귀사에 중요하지 않다고 고려된 이유
- 평가 프로세스 등 자사에 해당하는 구체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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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 Facility-Level Water Accounting

Facility-level water accounting

(W5.1) W4.1c에 보고된 각 시설에 대하여, 위치(위도와 경도)와 물 회계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지난해와 비교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4.1c에서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W 5.1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5.1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GRI

Standard 303-3: Water withdrawal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Goal 7: Affordable clean energy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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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번호 시설명 
(optional)

국가/지역 유역 위도 경도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

선택항목:
• 시설 참조 
번호: 1-50

텍스트 
입력 [영문 
500자 
이내]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국가/지역 
선택

선택항목:
• 드롭다운 
메뉴에서 
유역 선택 
• 기타, 직접 
입력 

수치 입력 [0에서 
+/-90.000000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여섯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180.000000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여섯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네
• 아니요
• 모름

[전력 유틸리티 
섹터만 해당] 
해당 시설의 
전력 생산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 

[오일 & 가스 
섹터만 해당] 
오일 & 가스 
섹터 내 사업 
영역

해당 시설 
연간 총 
취수량 
(ML/년)

전년 대비 
해당 시설 
취수량 
변화

지표수 
(우수(빗물) 
또는 습지, 강, 
호수에 
존재하는 담수 
포함)로부터의 
취수량 

염수/해수 
취수

(재생 가능)
지하수 취수 

선택항목:
• Coal – hard
• Lignite
• Oil
• Gas
• Biomass
• Waste 
(non-biomass)
• Nuclear
• Fossil-fuel 
plants fitted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 Geothermal
• Hydroelectric
• Wind
• Solar
• Marine
• Other 
renewable
• Not 
applicable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Upstream
• Downstream
• Chemicals
• Other, 
please   
specify
• Not 
applicable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
,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
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
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
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
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
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
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
다]

(재생 불가능) 
지하수 취수 

생산수/동반수 
Produced/entrained 
water 취수

제 3자로부터 
취수 

해당 시설 연간 
총 방류량 
(ML/년)

전년 대비 해당 
시설 방류량 
변화

지표수 방류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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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해수 방류 지하수 방류 제3자에게 방류 해당 시설 연간 
총 물 
소비량(ML/년) 

지난 보고연도와 
비교

설명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치 입력 
[0에서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선택항목:
• Much lower
• Lower
• About the same
• Higher
• Much higher
• 산정 첫해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행 추가]

응답가이드

⚫ Note: 전기 유틸리티, 금속 및 광업 또는 석유 및 가스 섹터 요청에 응답하는 기업은 "요청된 내용" 
섹션 끝에 이 질문에 대한 추가 부문별 지침을 참고해주십시오.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가 W4.1a에 정의한 중대한 물 리스크에 노출된 시설의 물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귀사의 모든 시설/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W4.1c에서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보고한 시설 또는 시설 묶음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십시오. 본 
문항의 표는 최대 50개 행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W4.1c에 50개 이상의 시설을 보고한 경우, 첫 행의 
마지막 “설명” 열에서 귀사가 50개 시설을 선택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모듈4에서 50개 이상의 시설을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글로벌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50개의 시설에 대한 물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또는 '우리 회사는 모듈4에서 50개 이상의 시설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 중 취수량이 
높은 50개 시설에 대한 물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 W0.2에 보고한 보고연도에 해당하는 연간 부피 데이터를 메가리터 단위로 보고하십시오(1 megaliter 
= 1 million liters or 1,000m3).

⚫ 1년치 데이터 보고를 위해 추산 또는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3열(설명)에 이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숫자 '0'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부피 데이터가 '0'일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0'은 데이터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보고하는 시설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설명)에 
이를 언급하십시오. 취수와 관련된 데이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 
미터기, 수도요금 고지서, 기타 물 데이터 관련 산정 또는 기업 자체의 추정치(미터기, 요금 고지서, 
참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비량을 ‘0’으로 보고하는 경우, 방류량을 확인하십시오. 본 질의서 평가 시 취수량과 방류량의 
차이값(대략)을 반영합니다.

⚫ 냉각수: 냉각수(담수 또는 해수)는 통상 대량으로 취수되고 수량 및 수질에 큰 변화 없이 취수원으로 
다시 방류됩니다. 하지만, 냉각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우수(빗물): 우수를 관리하거나(예를 들어, 사용, 저장, 침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확)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빗물에 의존하는 경우 빗물을 보고경계 내 수문체계에서의 취수로써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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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 당국에서는 빗물이 취수원으로 간주되며, 빗물의 수집과 사용과 관련된 
보고를 요구합니다.

   - 기업은 집수된 빗물 및 가정용 오수를 배수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지의 
오차가 5% 미만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이렇게 하면 퇴원 수량이 인출 수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우수(빗물)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물 의존성과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강수량/빗물 양이 현장 수준의 주요 물 투입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해야 하는 런오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빗물을 수도 회계에서 제외하는 것(출입 및 
배출)은 현장 물 균형에 대한 진정한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담수원을 대신하여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번호(1열)

⚫ 시설번호는 CDP에서 잇따르는 문항에 동일한 시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귀사에서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시설번호를 적지 마십시오. 이 장치를 통해 시설이 위치한 유역이나 시설명 등 
배경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명(2열)

⚫ 보고와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시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 전체에 시설명을 
일관되게 사용하십시오. 

국가/지역(3열)

⚫ 3열과 4열 모두 선택이 완료돼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유역(4열)

⚫ 드롭다운 옵션에서 귀사의 시설이 위치한 유역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유역이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단 한 개의 유역을 입력하십시오. 

⚫ 대규모의 지하수층(예: Ogallala aquifer in the United States)에서 취수하는 기업의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직접 해당 지하수층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반드시 3열에서 정확한 
국가/지역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유역보다 더 작은 단위의 유역을 입력하고자 할 때,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다음 형식과 같이 직접 입력하십시오: "Putumayo, Amazon“.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유역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전체지침은 CDP's water security reporting guidance을 참고하십시오. 
⚫ 3열과 4열 모두 선택하십시오. 만약 두 개 중 한 개의 열이라도 입력이 안될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위도(5열)

⚫ 1열에 보고한 시설의 위도 좌표를 0에서 +/-90,000,000 사이의 소수점 형식으로 입력하십시오. 
⚫ W4.1b의 작성지침에 따라 시설 집단을 보고하는 경우, 총 취수량이 가장 많은 시설의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경도(6열)

⚫ 1열에 보고한 시설의 위도 좌표를 0에서 +/-180,000,000 사이의 소수점 형식으로 입력하십시오. 
⚫ W4.1b의 작성지침에 따라 시설 집단을 보고하는 경우, 총 취수량이 가장 많은 시설의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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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십시오.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 (7열)
⚫ 물 스트레스 평가에 사용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툴은 WRI의 Aqueduct Water Risk Atlas와 WWF의 
Water Risk Filter가 있습니다. 툴에 대한 상세설명은 W1.2d를 참고해주십시오.

⚫ 물 스트레스 지역은 유역 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CDP 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리스크 지표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베이스라인 물 스트레스 – 40-80% 이상 (WRI Aqueduct)
- 베이스라인 물 감수 – 50-75% 이상 (WRI  Aqueduc t)
- 물 부족 - risk score 3 이상 (WWF Water Risk  Filter )

⚫ 위의 지표는 물 스트레스를 가용한 물의 수량적 측면을 반영합니다. 물 접근성 및 수질까지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물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툴 또는 지표는 
없습니다. 

지난 보고연도와 비교(11, 19, 25열)
⚫ CDP는 'much higher', 'higher', 'much lower', 'lower' 각각 용어별 수치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사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러 산업에서 이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유의미한 
수준의 통일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율은 곧 절댓값과 그에 상응하는 영향으로 
환산되기 때문)

⚫ CDP는 'much higher' 및 'much lower'에 대한 기준을 기업별로 각자 정의하고 이를 본 질의서 
전반에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질의서 내 보고데이터가 비교가능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매년 귀사의 물 계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용어별로 귀사가 정의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CS)을 마지막 열(설명)에서 설명해주십시오. 

⚫ 추정치를 입력한 경우, 마지막 열에서 이를 설명하십시오. 

지표수(우수(빗물) 또는 습지, 강, 호수에 존재하는 담수 포함)로부터의 취수량(12열) 
⚫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염수보다 높은 수질의 모든 지표수를 보고하십시오. (예: 10,000 mg/l 
보다 낮은 TDS)

해당 시설 연간 총 방류량(ML/년) (18열)
⚫ Zero discharge permit: 귀사에서 배출허가가 제로인 경우, 이 허가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CDP의 배출 정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배출을 고려해 주십시오.

⚫ 생활하수Domestic sewage: 생활 하수는 제외 시에 잔액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방류량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예) 의료 주거 시설이나 호텔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대수 주입Aquifer reinjection: 대수층에 대한 재분사는 지하수에 대한 배출로 간주해야 합니다.
⚫ 침출수Soakaway: 침출수를 통해 지하수 공급원으로 돌아오는 물은 방류로 간주해야 합니다.

설명(26열)

⚫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여러 사업장을 취합하여 시설 묶음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장을 묶는데 적용한 방법론을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 7열에서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특정 시설을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 구분하는 데 쓰인 
툴을 보고하십시오. 

⚫ 물 사용에 대하여 CDP 데이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수, 방류, 소비와 관련된 부피 데이터와 
그 추이를(trend)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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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higher', 'much lower' 등, 작년 대비 물 유형별 부피 데이터 변화량을 나타내는 용어에 
적용한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작년 대비 변화량을 고려해야 하며, 알 수 있는 경우 향후 예상 
변화량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향후 예상 변화량은 W0.2에서 입력한 보고연도 마지막 일에서 최소 
1년 이후 시점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시설별 부피 데이터를 추정했는지, 모델링의 결과로 산출됐는지, 또는 직접 산정을 통해 취합됐는지 
보고하십시오. 추정이나 모델링이 사용됐다면, 그 방법을 보고하십시오. 귀사의 응답 중 불확실한 
부분이 있거나 추정치가 있다면, 여기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데이터의 불확실성 정도를 
설명하십시오. 

⚫ 부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적 정보를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취합 과정에 적용한 특정 보고기준이 있다면 그 방법론을, 가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 '지표수로부터의 취수량'에서는 취수원을 명시하십시오(우수(빗물), 습지, 강, 호수에 존재하는 담수 
등). 각 취수원에서의 취수량이 증가하는 중인지 감소하는 중인지 보고하십시오. Note: 빗물 사용이 
귀사의 물 수지 균형이(water balance) 5%를 초과할 달할 경우, 빗물을 수확하는지 또는 처리하는지 
등을 설명하십시오. 

⚫ '제3자로부터 취수'를 선택한 경우, 제3자가 municipal supplier인지, 다른 유형의 제3자 조직인지 
명시하십시오. 

⚫ 'Third party destinations'로 방류할 시, 다른 조직이 사용할 물이 포함됐는지도 서술하십시오. 
⚫ 데이터 이용자에게 귀사의 응답에 대한 신뢰를 더하기 위해, 0으로 보고한 부피 데이터를 
설명하십시오. 

⚫ 데이터 부재로 특정 열을 입력하지 못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는데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향후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 Note: CDP는 취수량과 방류량의 차이 값과 소비량 수치 간에 큰 오차가 없을 것(약 ±5% 이내)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주십시오. 

설명 – 소비량에 대한 추가 작성안내
⚫ 귀사의 물 소비량이 사업장별로 측정을 한 결과인지 산정의 결과인지 설명하십시오(예: 취수량 – 
방류량 = 소비량).

⚫ 해당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 입력한 수치(CDP가 정의하는 소비 기준으로)에 대한 
세부내역(breakdown)을 입력하십시오. 세부내역은 아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작물, 폐기물에 흘러 들어가 통합된 물
- 증발 및 증산된 수량 물
- 사람 또는 가축이 소비한 물
- 제어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된 총 수량(net)
- 미래 사용 목적으로 저장된 총 수량(net)
- 조직경계 밖으로의 방류량 산정에서 제외된 수량

⚫ 총 소비량이 음의 값인 경우 반드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음의 수치는 귀사의 보고연도 
방류량이 취수량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장된 물 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5.1a) W5.1에 보고된 모든 시설의 물 회계 정보 가운데 제3자 검증을 받은 정보의 비율을 
입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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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5.1에서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일부 변경, 작성안내서 추가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CDP는 물 데이터에 대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검증 표준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검증 및 표준을 공개하십시오. 

⚫ 귀사 전체의 물 데이터를 검증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이 아닙니다. 

검증 비율% (2열)
⚫ W5(조직 전체를 중대한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시설)에 보고한 시설에 대해, 1열의 물 유형마다 
제3자 검증받은 비율을 선택하십시오. 

⚫ 귀사의 조직의 모든 시설에서 물 데이터를 검증받았다면, 76-10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으로 귀사의 일부 시설만 검증받은 경우, 검증기관에 W5.1에 보고한 리스크 노출 시설 중 몇 
개의 시설이 검증과정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 ”검증받지 않음“ 또는 ”관련 없음“을 선택한 경우 3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형 검증 비율 (%) 사용한 검증 기준 설명

취수 –  총 취수량 선택항목:
• 검증받지 않음
• 1-25
• 26-50
• 51-75
• 76-100
• 관련 없음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취수 – 취수원별 취수량

취수 –  취수 기준별 수질 
방류수 – 총 방류량
방류수 – 방류지별 방류량
방류수 – 방류지별 방류량
방류수 – 최종 처리단계 방류량
방류수 – 방류 기준별 수질

용수 소비 – 총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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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4열)

⚫ 2열에서 ”검증받지 않음“ 또는 ”관련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검증받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이 물 측면과 관련된 물 회계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주요 이유와 
향후 2년 이내에 확인할 계획을 명시하십시오.

⚫ ”관련 없음“을 선택한 경우, 이 물 측면의 데이터 확인이 귀사와 관련이 없다는 주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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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 Governance

Water policy

(W6.1) 물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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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문항과의 연계
W6.1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6.1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문서화된 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예, 문서화된 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니요, 그러나 2년 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   아니요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물 관련 책무, 과제 및 이를 실천할 이행방안을 담은 물 정책이 있다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 이는 문건의 제목과는 상관없이 물 정책만을 담은 독립된 문서일 수도 있고, 전사단위의 물 정책을 
포함해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계획 유무에 따라 ”아니요” 또는 ”아니요, 그러나 2년 
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를 선택하십시오. 

⚫ CDP는 기업이 공급업체 코드, 농업 정책, 환경 기준 및 조달과 같은 수많은 기타 기업 정책 및 절차 
문서에 물 이슈를 추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DP는 
이러한 문서에 대한 내용을 이 문항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W6.1a) 귀사의 물 관련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가장 잘 묘사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6.1문항에서 “예, 문서화된 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 
문서화된 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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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범위 항목 설명

선택항목:
• 전사적
• 특정한 시설, 사업장, 
또는 지역을 대상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사업의 물 의존성 설명
• 사업이 물에 미치는 영향 설명 
• 직접운영 사업장에 대한 물 관련 성과 기준 설명 
• 구매(조달)에 대한 물 관련 표준 설명
• 국제 표준 및 주요 물 관련 이니셔티브 반영 
• 기업의 물 관련 정성 또는 정량 목표 
• SDGs 와 같은 공공정책 이니셔티브 부합 책무
• 규제 준수 이상의 책무
• 물 관련 혁신 책무
• 이해관계자의 인식 향상과 교육에 대한 책무 
• 수자원 책무 및/또는 공동 행동 서약 
• 작업장의 물 및 위생 (WASH)서비스 책무
• 지역사회의 물 및 위생(WASH)서비스 책무 
• 물 관련 인권 및 위생에 대한 정책 
• 물과 기타 환경 요소와의 관계 인식(예: 물과 
기후변화의 관계)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귀사의 물 관련 책무, 과제 및 이를 실천할 이행방안을 담은 물 정책이 표현된 문서(또는 기타 
매체)에 대한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 이는 문건의 제목과는 상관없이 물 정책만을 담은 독립된 문서일 수도 있고, 전사단위의 물 정책을 
포함해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범위(1열)

⚫ 귀사의 물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조직 전체에 적용 중이라면 ”전사적”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또는 지역을 대상”을 선택하고 3열에 추가 
설명하십시오. 

항목(2열)

⚫ 귀사의 물 정책을 가장 잘 묘사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목록 중 중요한 항목이 제외된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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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3열)

⚫ 1, 2열에 선택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귀사의 물 정책의 범위와 항목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물 정책이 전사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와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등

Note:

⚫ 선택적으로 물 정책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이용자에게 귀사의 물 관련 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응답 예시
범위 항목 설명

Company-
wide

• Description of business dependency on 
water
• Description of business impact on water
• Description of water-related 
performance standards for direct 
operations
• Description of water-related standards 
for procurement
•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idelyrecognized water initiatives
• Company water targets and goals
• Commitment to align with public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SDGs
• Commitments beyond regulatory 
compliance
• Commitment to water-related 
innovation
• Commitment to stakeholder awareness 
and education
• Commitment to water stewardship 
and/or collective action
• Acknowledgement of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linkages, 
for example, due to climate change

Our water policy is company-wide in scope as this 
reflects a commitment to global consistency in our 
approach to water security. Its purpose is to make 
clear our commitment internally, but also 
externally. It gives a description of our company’s 
dependency on water to inform our colleagues of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is precious resource 
and to motivate them to engage with our 
commitment to stewardship. Beyond the company, 
we affirm the human right to water & sanitation 
& health issues, and cite health and water-related 
public policy initiatives as these relate to our core 
aim as a healthcare company – improving human 
health. We are happy to be held accountable on 
this.
We also highlight the impact climate change will 
have on future water availability at some of our 
sites, and as part of our water policy framework, 
we also make public our site-specific Water 
Stewardship Plans. These refer to the WWF Basin 
Stewardship Strategies and Water Action Hub to 
assist local water specialists to identify 
opportunities to form partnerships to mitigate 
water stress in their local basin. We stress basin 
level innovation and stewardship as this can 
improve our efficiency and reduce risks for all 
users in the basin.

Board oversight

(W6.2)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관리·감독(기구)가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W6.2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6.2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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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  아니요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문항을 응답할 때, 이사회 및/또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사업전략, 주요 활동 계획, 위험 관리 
정책, 예산 계획 검토와 조직의 성과 지표의 수립, 이행 및 수준 모니터링과 자본지출, 인수, 매각 
감독 과정에서 물 관련 이슈를 반영하는지를 검토할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예”를 
선택해주십시오.

⚫ 아래의 경우에도 “예”를 선택하십시오. 
- 귀사에 이사회 수준에서 다른 환경 이슈 및 물 관련 리스크를 포함한 통합 환경 리스크 평가를 
감독하고 있는 경우
- 물 관련 정책, 전략 또는 정보에 책임을 가진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W6.2a) 이사회 내에서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가진 개인(들)의 직책을 입력해 주십시오. 
(개인의 이름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6.2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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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사회에서 물 관련 이슈에 대한 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회 또는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리스크 위원회 등)에 속한 개인일 수 있습니다. 

⚫ 이 문항은 감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물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결정을 적용하는 지휘계통의 최상위에 있는 개인이나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CEO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이 문항은 특히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CEO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직책(1열)
⚫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 내 직책을 선택하십시오. 
⚫ 해당 직책을 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항목을 선택하고 직책명을 2열(설명)에 
입력하십시오. 

⚫ 감독 책임이 개인이 아닌 위원회 내 다수일 경우, 'Board-level committee'를 선택하고 2열(설명)에서 
해당 위원회명을 입력하십시오. 

⚫ 해당 문항은 감독 책임소재가 있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직책을 요구합니다. 귀사의 응답에 개인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 직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행을 추가하십시오.

설명(2열)

⚫ 해당 직책/위원회가 기업구조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수준을 설명하십시오. 

⚫ 개인/위원회의 책임이 물 이슈와 어떻게 연관됐는지 설명하십시오. 
⚫ 해당 문항은 감독 책임소재가 있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직책을 요구합니다. 귀사의 응답에 개인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직책 설명

선택항목:
• Board Chair
• Director on board
•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Chief Financial Officer (CFO)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 Chief Procurement Officer (CPO)
• Chief Risk Officer (CRO)
•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 Other C-Suite Officer
• President
• Board-level committee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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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 관련된 정보를 이 열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W6.2b)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6.2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문항은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감독의 성격과 빈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 이사회 수준에서 물 이슈가 논의하는 빈도, 그 빈도에 대한 설명, 물 이슈가 특정 거버넌스 측면에 
통합됐음을 나타내는 지표, 물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능력을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물 관련 이슈의 정기안건 상정 빈도(1열)
⚫ 이사회/이사회 수준의 위원회에서 물 이슈를 의제 안건으로 다루는 빈도를 선택하고 3열에 
설명하십시오. 

⚫ 물 관련 이슈를 감독하는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에서 물 이슈를 정기안건으로 상정하는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고 또는 이사회 전원일 수도 있습니다. 

물 관련 이슈가 통합된 거버넌스 매커니즘(2열)
⚫ 물 관련 이슈가 포함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물 관련 이슈의 정기안건 상정 
빈도

물 관련 이슈가 통합된 거버넌스 
매커니즘

설명

선택항목:
• 정기적 – 모든 회의
• 정기적 – 일부 회의
• 비정기적- 중요 이슈 발생 
마다 
• 기타, 직접 입력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
• 인수와 매각 감독
• 주요 자본 지출 감독
• 직원 인센티브 제공
• 연간 예산의 검토 및 지침
• 사업 계획의 검토 및 지침
• 주요 활동 계획의 검토 및 지침 
• 위험 관리 정책의 검토 및 지침
• 전략의 검토 및 지침 
• 기업 사회적 책임 관련 전략 재검토 및 
지침제공
• 혁신과 R&D 우선순위 재검토
• 성과목표 설정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3,000자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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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거버넌스 매커니즘 명칭을 입력하십시오. 

설명(3열)

⚫ 1열의 선택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어떤 주제를 갖고 누가 
이사회에 보고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되며, 물 목표에 대한 
성과를 각 사업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합니다."

⚫ 감독 책임 매커니즘과 관련된 개인의 직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응답에 개인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 2열에 선택한 거버넌스 매커니즘이 이사회의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 물 정책, 전략 및 정보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는 방법, 기업의 정책 실현을 위한 경영 정책 
-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통제 시스템과 기본 정보의 특성 
- 물 관련 정보 공개 승인 책임자 

⚫ 가능한 보고연도 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W6.2c)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관리·감독(기구)가 없는 이유와 향후 도입 계획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6.2문항에서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주요 이유(1열)
⚫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감독 시스템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이유가 존재할 
수 있지만, 주된 타당성을 설명하십시오. 

설명(3열)

⚫ 향후 2년 이내 도입 계획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하십시오. 

주요 이유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관리·감독(기구)의 2년 내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텍스트 입력 [영문 200자 이내] 선택항목:
• 예
• 아니요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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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2d) 귀사에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임원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습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신규 문항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환경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기술, 경험 또는 전문성 평가가 수행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회 수준의 역량과 관련된 직원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응답에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이름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사회 임원의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기준 (2열)
⚫ 1열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이사회 임원의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구체적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임원이 없는 주된 이유 (3열)
⚫ 1열에서 ”아니요~”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임원이 없는 주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적용 가능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후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임원이 없는 이유와 향후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 (4열)
⚫ 1열에서 “아니요~”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3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설명 제공"을 선택한 경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 적용한 

이사회 임원은 물 관련 
이슈 해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진 임원의 역량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역량이 
없는 주된 이유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역량을 갖춘 이사회 
임원이 한 명 이상 없는 
이유/향후 이사회 수준의 
역량을 다룰 계획 설명 

선택항목:
• 예
• 아니요,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 아니요,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없습니다.
• 평가되지 않음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선택항목:
•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아님
•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설명입력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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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회 
임원의 물 관련 이슈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

Management responsibility

(W6.3)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자의 직책 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개인의 이름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문항 수정, 작성안내서 추가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직책 및/또는 위원회명 책임* 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이사회 보고 빈도*
설명

선택 항목:
• 현재 물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진 수준의 
책임 없음

•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Chief Financial Officer (CFO)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 Chief Procurement Officer (CPO)
• Chief Risk Officer (CRO)
•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 Other C-Suite Officer, please specify
• President
• Risk committee
• Sustainability committee
•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uality 
committee

• Corporate responsibility committee
• Other committee, please specify
• Business unit manager
• Energy manager
•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manager

• Environment/Sustainability manager
• Facilities manager
• Process operation manager
• Procurement manager
• Public affairs manager
• Risk manager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 물 수요의 미래 
동향 평가Assessing 
future trends in water 
demand

• 물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
• 물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 기타, 직접 입력 

선택 항목:
•  분기 1회 초과
•  분기별
•  반기별
•  연간
•  연간 1회 미만
•  중요 이슈 발생 시
•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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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사회 이하의 수준에서 보고기업 내 물 관련 이슈 및 기업의 물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 경영진의 직책이나 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책임의 유형에는 물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외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직책 및/또는 위원회명(1열)
⚫ 가장 적합한 직책/위원회를 선택하거나,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 드롭다운 메뉴는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는 참여하나 고위임원의 직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된 개인의 이름이 아닌 직책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귀사의 응답에 개인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 W6.2a에 포함된 직책 중 본 문항에도 표시된 직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직책이 실질적인 물 
관련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하십시오. 

⚫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영책임이 있는 직책/위원회가 한 개 이상인 경우, 행 추가와 2열에 각각의 
책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는 선택사항입니다. 

⚫ 행 추가를 통해 한 개 이상의 직책 또는 이사회를 선택한 경우, 표 상단(최고 높은 열)에 가장 높은 
책임을 지는 직책/이사회를 보고하십시오. 

책임(2열)

⚫ 1열에 선택한 직책/위원회의 책임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선택지를 선택하거나,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설명(4열)

⚫ 기업구조 내 개인/위원회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 관련된 개인의 이름이 아닌 직책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귀사의 응답에 개인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 개인/위원회의 구체적인 책임, 의무, 실천과제에 대한 추가 배경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3열에 언급된 이사회 보고와 관련해서, 보고 유형을 설명하십시오. 

Employee incentives

(W6.4) 물 관련 이슈와 연관된 업무에서 성과를 올렸을 경우, C-레벨 경영진 또는 이사회 
임원에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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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문항과의 연계
W6.4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6.4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물관련 이슈와 연관된 인센티브 제공 비고

선택 항목:
•  예
•  아니요, 하지만 2년 이내에 도입 예정입니다
•  아니요, 향후 2년 이내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물 관련 귀사의 책무와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와 관련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는 가장 고위급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고려하십시오. 인센티브는 금전적일 수도 있고 비금전적일 수도 
있으며, 연봉 보너스 또는 기타 혜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C-레벨 임원/이사회 수준 구성원에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 물 영향 감소 및 물 안정성 개선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십시오. 
⚫ 선택적으로 "비고" 열을 활용해 선택 항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W6.4a) C-레벨 경영진 또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공하는 물 관련 이슈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개인의 이름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6.4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유형 인센티브 대상 성과지표 설명

금전적 보상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
• Board chair
• Board/Executive board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
• 취수량 감소
• 소비량 감소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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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인센티브 유형(1열)
⚫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금전적 보상: 보너스 또는 금전적 보상
- 비금전적 보상: 어떠한 유형의 금전적인 보상과 상관없는 보상. 수상(올해의 직원 등), 
경력개발관리, 추가 휴가 부여, 특수 임무 부여, 주차 권리 등을 포함한 보상. 

인센티브 대상(2열)
⚫ 보상이 부여되는 가장 적합한 고위급 직책을 선택하거나,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가장 높은 직책을 입력하십시오. 
⚫ "인센티브를 받을만한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직원 또는 이사회 멤버 없음"을 선택한 경우, 다음 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설명 열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3열) 
⚫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4열에 상세 설명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W8 모듈에 보고한 목표 이행에 인센티브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설명(4열)

⚫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인센티브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설치에 대한 근거
- 성공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 성과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

⚫ 성과 향상에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 지역/조직 범위 등 인센티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가 조직의 물 정책, 목표 및 
전략에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를 받는 고위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아닌 직책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귀사의 응답에 개인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 Director on board
• Corporate executive team
•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Chief Financial Officer (CFO)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 Chief Purchasing Officer (CPO)
• Chief Risk Officer (CRO)
•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 Other C-suite Officer
• 기타, 직접 입력 
• 인센티브 대상 없음

• 사업장 내 물 효율성 개선 
• 공급망 내 물 효율성 개선 
• 상품 내 물 효율성 개선
• 사업장 내 폐수 수질 개선
• 공급망 내 폐수 수질 개선
• 상품 내 폐수 수질 개선 
• 직원 인식 캠페인 또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 
•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작업장의 물 및 위생 
서비스(WASH) 개선 
• 물 관련 커뮤니티 프로젝트 
시행
• 기타, 직접 입력

비금전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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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Public policy engagement

(W6.5) 아래의 경로들을 통해, 물 정책에 직, 간접적 영향을 주는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Type of incentive Role(s) entitled to 
incentive

Performance 
indicator

Please explain

Monetary reward •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 Reduction of water 
withdrawals

• Improvements in 
efficiency – supply 
chain

• Improvements in 
waste water 
quality – direct 
operations

We are an organization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which is committed to 
reducing water withdrawals, increasing 
water-use efficiency, reducing impact on water 
resources, and advancing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practices across all facilities. This 
is included in our 10-year strategy and 
incorporated into senior employee incentives.
Our water-related targets are a 10% reduction 
in consumption volumes, 20% overall increase 
in water-use efficiency, and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across all facilities by 
2025. They are set at company-level and 
embedded in the CEO's and COO's  
performance contracts.
A 10% salary bonus is given to the CEO and 
COO if these targets are achieved by 2025. 
There are also short-term, quarterly cash 
rewards evaluated on the progression towards 
these targets.

Non-monetary 
reward

• Corporate 
executive team
•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 Implementation of 
employee 
awareness 
campaign or 
training program
• Implementation of 
water-related 
community project

We believe that awareness among our 
employees of the importance of water in our 
operations, local water scarcity issues, and 
how to reduce impact on resources is a key 
indicator in advancing water security.
Our CSO, along with the corporate executive 
team, oversee a "Water Stewardship 
Ambassador Program" that involves 12 hours 
of courses and an examination to become 
certified as a Water Stewardship Ambassador. 
The CSO and corporate executive team are 
awarded with additional vacation days and 
other non-cash benefits if this program 
successfully meets its objectives.
Across the organization we also have annual 
awards for the best water-related community 
project ideas among our Water Stewardship 
Ambassadors. The winners of this award are 
given funding to set up and help run their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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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5의 응답에 따라 W6.5a가 제시될지 결정됩니다. W6.5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W6.5a의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6.5a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예, 정책 입안자와 직접 인게이지먼트 
•   예, 산업협회 
•   예, 연구기관 지원 
•   예, 기타 
•   없음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보고연도에 귀사의 조직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지역, 국가, 국제 단위의 정책입안자, 정부 부처 또는 규제 당국을 통해 물 정책 또는 기타 물 
아젠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경우 외부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 물 관련 정책 인게지먼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W6.5a) 모든 직/간접 정책 인게이지먼트 활동과 귀사의 물 관련 정책/서약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6.5” 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1,500자(영문기준)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귀사가 귀사의 물 안정성/스튜어드십/경영 전략과 일관된 접근법을 다양한 사업부문 및 
지역에 공통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도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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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전략과 외부 인게이지먼트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프로세스나 계획도 없는 경우, 
향후 상충(conflict)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Reporting

(W6.6) 주류재무보고서에 물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보고서 첨부 가능- 선택사항)
• 아니요, 그러나 향후 2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 아니요. 계획이 없습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물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를 최신 주류 재무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십시오. 
⚫ 해당 주류보고서는 보고연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고연도에 발간되지 않은 경우도 
유효합니다. 

⚫ 만약 귀사의 주류보고서가 물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상세내용을 담고 있지만 CDP 제출 
기한 내에 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아니요, 그러나 향후 2년 안에 공개할 계획입니다'를 
선택하십시오. 

⚫ 귀사의 선택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말풍선speech bubble' 아이콘을 클릭해 설명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Note

⚫ 귀사의 재무보고서 또는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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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 Business Strategy

Strategic plan

(W7.1) 귀사의 장기 사업 계획에 물 관련 이슈가 통합되어 있습니까? 통합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입력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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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업 계획 구분 물 관련 이슈들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시간 범위(연) 설명

장기 사업 목표 선택 항목:
• 예, 물 관련 이슈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 아니요, 물 관련 이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전략적으로 관련되거나 중요하게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아니요, 물 관련 이슈들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향후 2년 안에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아니요, 물 관련 이슈들이 검토되지 않고 
있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선택 항목:
• 5-10
• 11-15
• 16-20
• 21-30
• > 30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재정 계획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이 문항에 응답할 때, 기업은 물과 관련 이슈가 전략적 사업 계획의 3가지 측면을 장기적(5년 
이상)으로 어떻게 또는 무엇에 영향을 주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현존하는 또는 미래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고, 현재 또는 미래 시장 기회, 공공 
정책 아젠다, CSR 책무 등 물 관련 기업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특정 물 관련 이슈가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물 이슈가 추가 
요인(배타적인 요인이 아닌)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업계획 구분(1열)
⚫ 사업 목표: 이 행에 응답할 때, 물 이슈가 5년 이상의 기간에서 귀사의 미래 사업 목표에 어떻게 
통합됐는지 보고하십시오.

⚫ 전략: 이 행에 응답할 때,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이후의 미래 전략이 물 관련 이슈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고하십시오. 

⚫ 재정 계획: 이 행에 응답할 때, 5년 이상 동안의 미래 재정 계획이 물 관련 이슈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고하십시오. 여기에는 귀사의 장기 목표(자본할당 변경 포함)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 지출, 자산 및 부채, 특정 조치, 자산 및 자원의 변경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 관련 이슈들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2열)
⚫ 물 관련 이슈들이 고려되고, 기업의 사업 목표, 전략 또는 전략적 재무 계획 (운영관리 외)에 
통합되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예,~”를 선택하십시오. 

⚫ 그 외 모든 경우는 물 리스크/기회 및 기타 물 이슈가 귀사의 사업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표시하기 위해 “아니요, ~“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시간 범위(연) (3열)
⚫ 전략의 3가지 측면 각각에 대해 물과 관련된 이슈를 미래 시간적 범위(얼마나 먼 미래까지 
고려하는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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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4열)

⚫ 2, 3열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 항마다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 응답에 기업의 구체적 사례(CS)를 포함해 물이 전략적 계획에 어떻게 통합됐는지를 설명하십시오.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를 설명하십시오.
- 통합된 물 이슈 종류 
- 1열의 전략적 사업 계획에 끼친 영향 설명.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군 출시, 특정 제품의 제조 
중단,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철회, 운영사업장이 위치한 유역에서의 물 관리를 위한 공동노력 참여, 
신규 기술 투자 확대 등
-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 장기적으로 물 비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자산가치평가 인상을 통한 혜택을 받기위해서 인지,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와 
긍정적인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인지,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인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인지, 소비자 행동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지 등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선택한 드롭다운 항목에 따라 각 행에 아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 물 관련 이슈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주된 이유
- 물 관련 이슈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사업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근거 설명 
- 물 관련 이슈를 장기적으로 전략적 사업 계획에 검토할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CAPEX/OPEX

(W7.2) 귀사의 보고연도 물 관련 자본지출(CAPEX) 및 운영지출(OPEX)과 다음 보고연도의 
예상 변화율을 입력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물 관련 자본지출 (+/- 
% change)

향후 예상되는 
자본지출의 변화 (+/- 
% change)

물 관련 운영지출 (+/- 
% change)

향후 예상되는 
운영지출의 변화 (+/- 
% change)

설명

비율 입력 [0에서 +/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율 입력 [0에서 +/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율 입력 [0에서 +/ -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율 입력 [0에서 +/ - 
999,999,999,999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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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관련 자본 및 운영비 지출의 추세를 고려해 작성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추정치를 입력하십시오.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음수 또는 양수 백분율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0(Zero)”을 입력하십시오. 데이터가 없는 경우, “0(Zero)”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물 관련 자본지출 및 향후 예상 변화 (+/- % change)  (1, 2열)
⚫ 물 관련 자본지출의 예로는 자재 배수 재활, 하수도 교체, 오염 제어처리, 처리시설 개장, 용액 회수 
장치, 매립지 건설, 파이프 라인 등이 있습니다. 

⚫ 1열에 현 보고기간 중 물 관련 자본지출이 지난 보고기간과 대비한 변화 비율을 숫자로 
입력하십시오. 

⚫ 2열에 향후 보고기간에 예상되는 자본지출 변화 비율을 숫자로 입력하십시오. (예상 미래 추이 
시점은 W0.2에 보고한 마지막 날에서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물 관련 운영지출 및 향후 예상 변화 (+/- % change)  (3, 4열)
⚫ 물 관련 운영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권 갱신, 습지 보호, 수질검사, 컨설팅 서비스, 유지 관리, 
지하수 모니터링 추가 전문인원 고용, 물 공급 및 폐수 처리 비용. 

⚫ 3열에 현 보고기간 중 물 관련 운영지출이 지난 보고기간과 대비한 변화 비율을 숫자로 
입력하십시오. 

⚫ 4열에 향후 보고기간에 예상되는 운영지출 변화 비율을 숫자로 입력하십시오. (예상 미래 추이 
시점은 W0.2에 보고한 마지막 날에서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설명(5열)

⚫ 귀사의 응답이 추정치이거나, 데이터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는지 명시하십시오. 
⚫ 귀사의 자본 지출이나 운영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무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 지출의 변화가 귀사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업부문, 
재화, 미네랄, 전력 생산원 등 어떤 요소와 관련 있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물 관련 지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제품 혁신을 위한 투자, 
신규 전력원,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 등을 보고하십시오. 

⚫ 물 관련 총 자본 및 운영지출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W7.3 Scenario analysis

(W7.3) 귀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W7.3에 대한 응답에 따라 W7.3a가 제시될지 결정됩니다. W7.3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3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질문 변경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시나리오 분석의 사용여부 비고

선택항목:
•   예
•   아니요, 그러나 향후 2년 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향후 2년 안에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예“를 선택한 경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물 관련 결과(Water-related outcomes)에 
대한 질문이 표시됩니다. 

비고(2열) - 선택사항
⚫ 이 열을 사용하여 CDP 데이터 이용자가 귀사가 선택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설명하거나 비즈니스의 일부에만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W7.3a)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물 관련 결과가 무엇이며, 귀사의 경영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7.3” 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질문 변경(2021 W7.3b)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 
유형

매개변수, 가정, 분석적 
선택

물 관련 결과값에 대한 
설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물과 관련됨
• 기후변화와 관련됨
• 사회경제학과 관련됨
• 토지 이용변화와 관련됨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5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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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매개변수, 가정, 분석적 선택(2열)
⚫ 주요 매개변수, 가정 및 중요한 분석적 선택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 매개변수는 GDP 또는 인구통계변수와 같이 시나리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측정 

가능한 요인을 의미합니다.
   ⚫ 가정은 시나리오 시간 범위에 걸쳐 정책 변경이나 강수 패턴 변화와 같은 시나리오 경로의 주요 

변화 원인을 의미합니다.
   ⚫ 분석적 선택은 시간 범위, 데이터 소스 및 사용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 시나리오가 전략적, 정성적 또는 혼합인지 응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가용 가능한 물 관련 결과 설명(3열)
⚫ 1열에서 선택한 시나리오 분석과 연관이 있고, 귀사에 발생 가능한 물 관련 결과를 구체적(CS)으로 
설졍해주십시오. 

⚫ 예를 들어, 가뭄으로 인한 취수 제한 정책, 기온 상승에 따른 운영 차질 또는 인구 변화로 인한 물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 예상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 또는 기회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에 미치는 영향(4열)
⚫ 3열에 설명된 물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귀사의 대응을 설명하고, 답변에 대한 예상 기간을 포함해 
주십시오.

⚫ 가능하거나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및 귀사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취했거나 이미 계획된 
운영 또는 전략적 행동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전 계획, 기술 투자, 제품 다양화 또는 매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분석의 사용이 전략적 물 계획에 유용하거나 다양한 물 미래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Water pricing

(W7.4) 귀사는 내부 물 가격을 사용합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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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내부 물 가격을 사용합니까? 설명

선택 항목:
• 예
•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물 가치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니요, 향후 2년 이내에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CDP는 물에 재무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분야이며, 물 리스크의 중대성을 더 잘 이해하려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어진 툴과 방법론이 다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문항은 
기업에게 관련 툴 또는 방법론의 사용 여부와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특정 방법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2열)
⚫ 귀사에서 내부 물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가격과 통화를 밝히고, 해당 가격이 산정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아래 내용을 포함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격을 설정하는데 채택한 접근방법
- 물 가격이 조직 내 지출 또는 기타 의사결정을 어떻게 영향을 줬고 또 과거에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CS)을 한 사례 
- 청구받는 물 요금과의 비교

⚫ 기타 물 가치 평가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다면 여기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고하십시오. 
⚫ 현재 귀사에서 내부 물 가격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내부 물 가격 또는 현재 귀사가 모색 
중인 기타 가치평가 방법을 채택할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하십시오. 계획이 없는 경우 귀사에 
물 가치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관련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십시오. 

Products and services 

(W7.5) 귀사는 기존 제품 및/또는 서비스 중에 물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습니까? 

CDP 2021 대비 변경사항
신규문항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별표)가 붙어있는 열/행은 본 문항 또는 다른 문항의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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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류 물 영향을 분류하는 정의*
선택 항목:
• 예
• 아니요, 하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5,000자 이내]

물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류하지 않는 주요 이유* 설명

•  중요하지만 최우선 사업과제가 아님
•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  내부 자원 부족
•  경영진의 지시 부재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물 영향을 분류하는 정의(2열)
⚫ 물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서비스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기준치를 명시해주십시오.
⚫ 기준이 적용되는 귀사의 가치사슬 부분(예: 제품 사용 또는 생산), 고려되는 물 영향(예:품질, 수량 
또는 강도) 및 고려되는 국제 표준을 설명해주십시오. 

물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류하지 않는 주요 이유(3열)
⚫ 1열에서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된 입력란에 주요 이유를 입력해 주십시오.

설명(4열)

⚫ 3열에 귀사가 응답한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 데이터 사용자가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분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17

W8 Targets

Targets and goals

(W8.1) 귀사의 물 관련 (정량적/정성적)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W8의 응답에 따라 하위 문항이 결정됩니다. W8.1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하위 문항에 입력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된 하위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연계된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성안내서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열에서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없음”을 선택했다면, W8.1c가 나타날 것입니다. 
⚫2열에서 “전사적 수준에서 정량 목표 모니터링”을 선택했다면, W8.1a가 나타날 것입니다. 
⚫2열에서 “전사적 수준의 정성 목표 모니터링”을 선택했다면, W8.1b가 나타날 것입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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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정량적/정성적 목표 수준 전사적 수준 모니터링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의 설정과 모니터링 방법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 없음
• 전사적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
• 사업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 활동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 사이트/시설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 브랜드/제품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 국가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 유역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 기타, 직접 입력

해당하는 모든 항목 선택:
• 전사적 수준 모니터링 하지 
않음 

• 전사적 수준 정량적 목표 
모니터링 

• 전사적 수준 정성적 목표 
모니터링 

텍스트 입력 
[영문 3,0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조직 내에서 설정한 물 관련 정성적 목표 및 정량적 목표의 범위를 고려하고, 목표가 의미있고, 
목표의 이행정도와 영향이 모니터링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구축한 프로세스를 고려하십시오. 
또한, 목표 모니터링이 전사적 수준에서 이뤄지는지도 고려하십시오. 목표는 조직의 직접 
운영사업장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가치사슬 중 일부에 과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정량적/정성적 목표 수준(1열)
⚫ 보고연도에 조직에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귀사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가 전사적, 
지역적, 특정 사업부, 제품 또는 브랜드에 국한됐는지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의류 염색 공정에 
대한 물 수요와 관련된 목표가 있고, 해당 목표가 모든 사업장과 지역에 적용되는 경우, ‘활동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와 ‘전사적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정량적/정성적 목표 수준을 입력하십시오. 

전사적 수준 모니터링(2열)
⚫ 전사적 수준에서 현재 모니터링 중인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가 있는지 표시하십시오(목표가 
설정된 수준이나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3열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의 모니터링을 의미하며,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W8.1a와 W8.1b 
문항 응답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사 수준의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거나 전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시설/유역/국가/제품별 목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사업장, 유역, 국가, 사업부문 단위 외에 모니터링하는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가 없는 경우에만 
“전사적 수준 모니터링하지 않음”을 선택하십시오.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의 설정과 모니터링 방법(3열)
⚫ 물 관련 목표 및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반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설명(CS)하십시오. 
귀사의 모든 수준에서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물 리스크, 영향, 기회 또는 공동 물 문제와 관련된 정성/정량적 목표를 식별하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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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부여방법. 예를 들어,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만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물 스트레스 
유역에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유역 당국과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을 전사적 수준에서 채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규제 및 과학기반 수문 모형(hydrological model) 또는 유역 내 다른 물 이용자 등 기타 
맥락적 요소가 귀사의 정량/정성적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도록 보장하는지. 
- 정량/정성적 목표 수립을 촉진하는 기타 형태의 공식적 동기부여(전사적이든 그렇지 않든) 유무. 
예를 들어, SDG 또는 지역 환경 이니셔티브와 같은 물 관련 공공정책 아젠다 지지
- 미래 지향적 경영 전략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경영 전략이 
정량적/정성적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 귀사의 정량/정성적 목표가 추적되고, 이행되며, 모니터링되고 귀사 또는 기타 물 이용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물 관련 정량/정성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재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목표가 없다면, 
이를 여기에서 설명하십시오. 

⚫ CDP 데이터 이용자들이 귀사의 정량/정성적 목표 수립 및 모니터에 대한 접근방식의 견고함을 
전달하기 위해 사례를 포함해 설명하십시오. 

(W8.1a)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물 관련 정량적 목표에 대한 세부사항과 성과를 
입력해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8.1” 문항의 2열에 대한 응답으로 “전사적 수준 정량적 목표 모니터링”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일부 변경, 작성안내서 수정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여러 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정량적 목표할 경우,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식별 번호 목표 유형 목표 수준 목표 수립 동기 목표 설명 정량적 측정 
지표

선택항목:
• 참조 번호 
드롭다운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선택항목:
• 전사적
• 사업
• 사업활동
• 사이트/시설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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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목표 유형 (2열) 

• 취수
• 용수 소비
• 방류
• 제품 당 용수 원단위 저감
• 재활용수/재사용수
• 용수 사용 효율
• 수질 오염 저감 
• 작업장의 물 및 위생 (WASH)서비스 
• 지역사회의 물 및 위생(WASH) 서비스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제품 사용 단계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존
• 포장제의 영향
• 구매(조달) 지속가능 원료의 생산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주요 동기 (4열)

•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 비용 절감
• 매출 증대
• 신제품/ 서비스 판매
• 환경 영향 감소
• 섹터 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 리스크 경감

• 유역 내 사용자/자연환경에 대한 담수 이용가능성 증가
• UN SDGs 이행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공유 가치
• 수자원 책무 
•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전략
• 기타, 직접 입력

정량적 지표 (6열)

취수

•  총 취수량 저감
•  총 취수 감축률(%) 
•  지표수 취수량 감축률(%) 
•  지하수 취수량 감축률(%) 
•  상수도 취수량 감축률(%) 
•  제3자로부터의 취수량 증가율(%)
•  빗물 저장 비율 증가 (%) 
•  재활용/재사용 용수 사용 증가(%) 
•  사업단위 당 감축률(%) 
•  매출액(US$)당 감축률(%) 
•  제품 당 감축률(%)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절대적 투자 증가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 증가율(%) 

•  제품 당 감축률(%) 
•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절대적 투자 증가
•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투자 증가율(%) 
•  생산 단위 당 감축률(%) 
•  기타, 직접 입력

지역사회에서 물 및 위생(WASH) 서비스

•  작업장 시설 주위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비율

•  작업장 시설 주위에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비율

•  작업장 시설 주위에 안전한게 관리된 식수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비율 증가율(%) 

• 브랜드/제품
• 국가 
• 유역
• 기타, 직접 
입력

기준연도 시작연도 목표연도 목표 달성률(%) 설명

수치 입력 
[소수자리가 없는 
1900에서 2022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수치 입력 
[소수자리가 없는 
1900에서 2022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수치 입력 [소수점 
이하 2017에서 2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비율 입력 [0에서 
100 사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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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단위 당 감축률(%) 
•  기타, 직접 입력

용수 소비

•  총 용수 소비 감축률(%) 
•  사업 단위 당 감축률(%) 
•  매출액(US$)당 감축률(%) 
•  제품 당 감축률(%)
•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의 절대적 증가율(%)
•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의 증가율(%)
•  생산 단위단 감소율(%)
•  기타, 직접 입력

방류

•  생산 단위 당 감축률(%) 
•  매출액(US$) 당 감축률(%) 
•  생산 당 감축률(%)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절대적 투자 증가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 증가율(%) 
•  생산 단위당 감축률(%) 
•  재활용/ 재사용 용수 증가율(%) 
•  기타, 직접 입력

제품 당 용수 원단위 

•  생산 단위 당 감축률(%) 
•  매출액(US$) 당 감축률(%) 
•  생산 당 감축률(%)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절대적 투자 증가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 증가율(%) 
•  생산 단위 당 갘축율(%) 
•  재활용/재사용 용수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재활용/재사용 용수

•  재활용/재사용 용수 증가율(%)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절대적 투자 증가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 증가율(%) 
•  기타, 직접 입력

용수 사용 효율성
• 총 취수량 감축률(%) 
• 자표수 취수량 감축률(%) 
• 지하수 취수량 감축률(%)
• 상수도 취수량 감축률(%) 
• 제3자로부터의 취수량 증가율(%)
• 총 방류량 감축률(%) 
• 재활용/재사용 용수 비율의 절대적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용수 오염 감축
• 안전하게 처리된 폐수 비율(%) 
• 오염물질의 농도 감축률(%) 
• 방류량 감축률(%)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절대적 투자 증가

•  작업장 시설 주위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시설을 
사용하는 지역민들의 비율 증가율% 

•  기타, 직접 입력

용수 사용 모니터링

•  총 취수량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취수원 별 취수량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재활용/재사용 용수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종 방류량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방류지 별 방류량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처리 방법별 방류 수질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방류 기준별 수질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온도에 따른 방류 수질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총 소비량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작업장 시설 주위에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접근 가능한 직원의 비율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작업장 시설 주위에 안전하게 관리된 물과 위생 
서비스에 접근가능한 인구 비율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비율(%) 

•  기타, 직접 입력

제품 사용 단계

•  사용 단계 자원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제품의 매출 
절대적 증가 

•  사용 단계 자원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제품의 매출 
증가율% 

•  수질 오염에 기여하는 제품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율  

•  기타, 직접 입력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수의 
증가율(%)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 
증가율(%) 
•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에 대한 절대적 
투자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인게이지된 공급망의 비율 증가율(%) 
• 인게이지된 공급망에 수 증가율(%) 
•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에 투자 증가율(%)
• 기타, 직접 입력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존
•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존 활동의 총 수
•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존 활동의 증가율(%) 
• 물 관련 생태계의 건강 개건
•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전 활동의 투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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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문항은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되는 귀사의 정량적 목표를 요구합니다. 목표 범위는 
전사단위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지역에 국한해 특정 목표 및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물 효율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전사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이행정도가 전사 수준에서 모니터링된다면 해당 정량적 목표는 이 문항에서 
보고하십시오. 

⚫ 사업장, 사업부문, 유역 수준에서 모니터링되는 정량적 목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사업부문, 유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수립됐지만 전사적 단위에서 모니터링되는 목표는 기업 
전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본 문항에서 보고하십시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보고연도 기간 내에 완료된 정량적 목표만 보고하십시오. 
⚫ 정량적 목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행 추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최대 2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식별 번호(1열)
⚫ 드롭다운 목록에서 목표 식별 번호를 선택해 귀사의 정량적 목표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를 
통해 향후 CDP 정보 공개에서 해당 목표가 끝날 때까지 그 이행정도를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귀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식별번호를 적지 마십시오. 

목표 유형(2열)
⚫ 보고하는 목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유형에 따라 6열에 표시되는 지표가 결정됩니다. 질문 

•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투자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작업장에서 물 및 위생(WASH)서비스 
•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서비스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
• 물과 비누로 손 씻는 시설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서비스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
•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원 
비율의 증가(%)
• 물과 비누로 손 씻는 시설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서비스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 
• 기타, 직접 입력

•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절대적 투자 증가
• 기타, 직접 입력

포장제의 영향
• 생분해되는 포장제의 증가율(%) 
• 재품 당 포장제의 감소율(%) 
• 기타, 직접 입력

지속가능한 원재료의 구매(조달)/생산[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물에 높은 영향을 주는 상품 구매(조달)/생산의 
감축률[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 인증된 작물의 구매(조달)/생산의 감축률[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사용하는 작물의 
구매(조달)/생산의 증가율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조달)/ 생산의 
감축률 [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 개선된 물 관리 관행을 가진 상품의 
구매(조달)/생산의 증가율[식음료 & 담배 섹터만 해당] 
• 기타, 직접 입력
• 그 외
•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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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시된 표에서 각 목표 유형과 연계된 지표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보고하는 목표 유형을 입력하십시오. 

목표 수준(3열)
⚫ 목표가 적용되는 조직적 / 지리적 또는 다른 레벨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목표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산업 공정에 국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표 수립 동기(4열)
⚫ 보고하는 목표를 수립한 동기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목표 수립 동기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설명(5열)
⚫ CDP 데이터 이용자가 귀사의 목표, 물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해당 목표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구체적 설명(CS)을 제공하십시오. 

⚫ 해당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게 된 구체적인(CS) 근거와 목표 수준, 해당 목표의 중요성 및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 폐수제로Wastewater Zero 또는 자연을 위한 과학기반감축목표Science Based Targets for Nature 와 같은 정량적 
목표와 일치하고 귀사에서 선언(참여)하고 있는 외부 프레임워크 또는 이니셔티브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 아래 내용을 포함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 목표가 모든 유역/ 시설/제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지역별 리스크 수준과 연계된 
목표인지; 

- 전사적 수준의 목표가 지역 문제로 촉발돼 수립됐는지. 예를 들면, "여러 지역에 위치한 일부 
시설의 방류수 처리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는 해당 
리스크와 관련하여 모든 시설을 재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준 100% 준수 또는 규제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전사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해당 목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함께 보고해주십시오. 

정량적 측정 지표(6열)
⚫ 2열에서 선택한 목표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드롭다운 목록이 결정됩니다. 일부 지표들은 한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 목표의 이행 정도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목표의 성공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를 선택하십시오.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사용하는 지표를 
입력하십시오. 

기준연도(7열)

⚫ 목표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도를 1900와 2022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기준연도는 귀사의 목표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 기준연도는 시작연도와 같거나 그 이전 또는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연도(8열)

⚫ 목표가 설정된 시작연도를 1900와 2022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매년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연간 목표를 설정한 경우, 시작연도는 7열의 기준연도와 동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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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만약 
평균(예: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 경우, 평균 기간이 시작되는 해에 해당 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목표연도(9열)

⚫ 2017과 2100 사이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 매년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연간 목표를 설정한 경우, 목표연도는 보고연도와 동일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수립한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만약 평균(예: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 경우, 평균 기간이 끝나는 해에 해당 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 보고연도 시작 전에 완료된 목표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목표 달성률% (10열)
⚫ 보고연도에 기준연도와 대비해 귀사가 보고한 목표의 달성률을 입력하십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열은 전체적으로 변화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된 목표의 비율을 입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귀사의 목표가 취수량 50% 감축이고, 현재까지 20%를 감축한 경우, 여기에 입력하는 
수치는 20%가 아니라 40%입니다. 

설명(11열)

⚫ 10열(목표 달성률(%))에서 보고한 진행 수준, 예상 진행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목표가 수정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기준연도, 시작연도 또는 목표연도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W8.1b)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물 관련 정성적 목표에 대한 세부사항과 성과를 
입력해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8.1” 문항 2열에서 “전사적 수준 정성적 목표 모니터링 되고 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CEO Water Mandate
Response: Policies, governance and targets 
SDG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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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목표 (1열)

• 사업장에 WASH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에 WASH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제품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 대상 
교육 
• 지속 가능한 물 정책 및 관리를 위한 정책입안자 
인게이지먼트 
• 물 관리 향상을 위한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 공급된 제품에 물 관련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급업체들과의 인게이지먼트 
•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의 촉진
• 유역 및 서식지 복원, 생태계 보전 
• 물 관련 데이터 투명성 촉진
•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환경적 영향 감소
• 규정 준수 수준을 뛰어넘는 폐수 수질의 개선
• 기타, 직접 입력

목표 수립 동기 (3열)

•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  비용 절감
•  매출 증대
•  신제품/서비스 판매
•  환경적 영향 감소
•  섹터 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  리스크 경감

•  UN SDGs이행 노력
•  유역 내의 사용자/자연환경에 대한 담수 이용 가능성 
증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공유 가치
•  수자원 책무
•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전략
•  기타, 직접 입력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정성적 목표는 정성적 결과, 행동 또는 상황('물 거버넌스 개선' 등)의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정량적 
목표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정량적 목표는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이행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사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성적 목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범위가 전사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행정도를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해당 목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목표 목표 수준 목표 수립 
동기

목표 설명 기준연도 시작연도 목표연도 목표 달성 
수준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선택항목:
• 전사적 
사업
• 사업 활동
• 사이트/
시설
• 브랜드/ 
제품
• 국가
• 유역 
• 기타, 
직접입력

선택항목:
• 아래 
드롭다운 
항목에서 
선택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수치 입력 
[소수자리가 
없는 
1900에서 
2022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
오

수치 입력 
[소수자리가 
없는 
1900에서 
2022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
오

수치 입력 
[소수자리가 
없는 
2017에서 
2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
오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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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사업부문, 유역 수준에서 모니터링되는 정량적 목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사업부문, 유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수립됐지만, 전사적 단위에서 모니터링되는 목표는 
전사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본 문항에서 보고하십시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보고연도 기간 내에 완료된 정량적 목표만 보고하십시오. 
⚫ 정량적 목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행 추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최대 2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표(1열)

⚫ 귀사의 정성적 목표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항목이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입력란에 정성적 목표를 입력하십시오. 

⚫ 4열에서 목표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목표 수준(2열)
⚫ 목표의 조직/지역/기타 수준 또는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목표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산업 공정에 국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목표 수준을 입력하십시오. 

목표 수립 동기(3열)
⚫ 보고하는 목표를 수립한 동기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입력란에 목표 수립 동기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설명(4열)
⚫ CDP 데이터 이용자가 귀사의 목표, 물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해당 목표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구체적 설명(CS)을 제공하십시오.

⚫ 해당 정성적 목표를 수립하게 된 구체적인(CS) 근거와 목표 수준, 해당 목표의 중요성 및 전사적 
수준에서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입력하십시오. 

⚫ 아래 내용을 포함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2열에서 보고한 목표 수준을 적용한 이유
- 모든 유역, 사업장,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지역 리스크 수준과 연계해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지.
- 귀사가 목표를 보고한 수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적 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도(5열)

⚫ 목표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도를 1900와 2022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기준연도는 귀사의 
목표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 기준연도는 시작연도와 같거나 그 이전 또는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연도(6열)

⚫ 목표가 설정된 시작연도를 1900와 2022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매년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연간 목표를 설정한 경우, 시작연도는 5열의 기준연도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연도를 입력해주십시오. 만약 
평균(예: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 경우, 평균 기간이 시작되는 해에 해당 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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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해 주십시오. 

목표연도(7열)

⚫ 2017과 2100 사이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 매년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연간 목표를 설정한 경우, 목표연도는 보고연도와 동일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수립한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만약 평균(예: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 경우, 평균 기간이 끝나는 해에 해당 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 목표연도는 미래 또는 가장 빠른 현재 보고연도여야 합니다. 보고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된 
목표를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목표 달성 수준(8열)
⚫ 각 목표에 대해, 보고연도 말까지 달성한 진행 상황을 입력하십시오.
⚫ 해당 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사용하는 지표 및 목표 달성 시점을 판단하는 근거 
(성공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하십시오. 

(W8.1c)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가 없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이 문항은 “W8.1” 문항의 1열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가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주요 원인 설명

선택항목:
• 향후 2년 내에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를 도입할 계획 
•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사업 우선순위가 아님
•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설명 제공
• 내부 자원 부족
• 작업에 불충분한 데이터
• 경영진으로부터 지시 없음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1,500자 이내]

응답가이드

주요 원인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주요 원인을 입력하십시오. 

설명
⚫ 보고연도 내 물 관련 정량적 목표 또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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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물 관련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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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 Verification

Verification of water information

(W9.1)(W5.1a에서 다루지 않은) CDP에서 보고된 다른 물 관련 정보를 검증받았습니까?

상위문항과의 연계
W9.1의 응답에 따라 W9.1a가 제시될지 결정됩니다. W9.1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경우, W9.1a의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9.1a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작성안내서 수정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   진행 중
•   아니요, 그러나 향후 2년 안에 검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아니요, 보다 안정된 검증 표준 및/또는 프로세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니요, CDP에서 보고된 다른 물 관련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CDP는 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검증 표준이 부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사가 사용하고 있는 검증 방법 및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정보는 향후 검증과 관련된 
문항 개선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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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에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따라서 W5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검증 정보도 이곳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예”를 선택한 경우, 검증자의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며, 이를 통해 귀사의 정보공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Verification: 명시된 약속, 표준 또는 목표와 관련된 준수, 성과 및/또는 조치의 평가 및 검증. 검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다른 정보 및 분석 소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based on AFi, 2019).

(W9.1a) 검증받은 데이터와 검증에 사용된 기준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위문항과의 연계
“W9.1” 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표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듈 검증받은 데이터 검증 기준 설명

선택항목:
•  W0 Introduction
•  W1 Current state
•  W2 Business impacts
•  W3 Procedures
•  W4 Risks and 
opportunities

•  W6 Governance
•  W7 Strategy
•  W8 Targets
•  SW Supply chain 
module

텍스트 입력 
[영문 1,000자 이내]

선택항목:
•  AA1000AS
•  ASAE3000
•  Compagnie Nationale des 
Commissaires aux Comptes 
(CNCC)

•  IDW AsS 821: IDW Assurance 
Standard: Generally Accepted 
Assurance 

•  ISAE3000
•  RevR6 Procedure for 
assurance of sustainability 
report

•  기타, 직접 입력 

텍스트 입력 
[영문 2,000자 이내]

[행 추가]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기존 검증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들은 현재 적용 중인 검증 방법을 CDP와 CDP 데이터 이용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CDP는 특정 검증 접근방식이나 기준의 타당성이나 검증의 
부재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모듈 5가 표시된 기업의 경우, 시설 수준의 물 데이터 검증과 관련된 정보는 W5.1a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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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받은 데이터(2열)
⚫ 1열에 선택한 모듈에 대해, 검증받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CDP 내 문항 번호와 
열/행을 명시하십시오. 

검증 기준(3열)
⚫ 이전에 CDP에 보고된 물 관련 기준이 선택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포함된 검증 
기준들이 포함되지 않은 검증 기준보다 권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선택항목은 허용되는 모든 물 관련 검증 기준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선택항목은 CDP 데이터 분석과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검증 기준을 입력하십시오. 선택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검증 기준을 
입력할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CDP는 향후 몇 년 동안 해당 항목을 
평가하고, 이 문항에 제공된 선택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명(4열)
⚫ 해당 데이터를 검증받기로 선택한 이유와 적용 검증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 검증을 완료하는 빈도와 검증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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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0 Signoff

Further information

(W-FI) 귀사의 응답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 입력을 원하는 경우 이 문항을 이용하세요. 이 
문항은 선택적이며 평가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9,999자(영문기준)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다른 문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경우, 양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Note

첨부파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ignoff

(W10.1) CDP water 응답서 제출에 최종적으로 서명(승인)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입력해 
주십시오.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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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직책 상응하는 카테고리

텍스트 입력 [영문 200자 이내] 선택항목:
•  Board Chair
•  Board/Executive board
•  Director on board
•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Chief Financial Officer (CFO)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  Chief Procurement Officer (CPO)
•  Chief Risk Officer (CRO)
•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  Other C-Suite Officer
•  President
•  Business unit manager
•  EHS manager
•  Energy manager
•  Environment/Sustainability manager
•  Facilities manager
•  Process operation manager
•  Procurement manager
•  Public affairs manager
•  Risk manager
•  기타, 직접 입력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본 CDP 응답서의 제출을 최종 서명한(승인/결제한) 담당자의 직책을 입력해 주십시오. 
⚫ ‘상응하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책이 ‘Director of Sustainability’인 경우, 2열(상응하는 카테고리)의 가장 적합한 항목인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선택하십시오. 

⚫ '기타,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상응하는 직책을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 이 문항은 CDP 응답서 제출을 승인한 개인의 직책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개인의 이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Water Action Hub

(W10.2) 귀사가 CDP에 보고한 물 리스크로 인한 영향과 대응 전략[W2.1a, W4.2&W4.2a] 
정보를 CEO Water Mandate의 Water Action Hub로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1 CDP 대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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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없음

작성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
•   아니요

응답가이드

일반지침
⚫ "예"를 선택한 경우, 귀사가 CDP에 등록한 Main User의 이메일 주소와 응답 내용 일부를 CEO 
Water Mandate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 귀사가 CDP에 제공한 정보 가운데 아래 내용만 공유됩니다. 
- W2.1a (물 관련 부정적 영향): 국가/지역, 강 유역, 주요 대응방법, 대응방법 설명
- W4.2와 W4.2a (물 리스크와 대응): 국가/지역, 강 유역, 주요 대응 전략, 대응 설명

⚫ 연락처는 대외비로 관리됩니다. 귀사의 응답 데이터 중 Hub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Hub 관리자가 이 연락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후 2주간의 
기간 동안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Hub에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주간의 기간이 지나면 프로젝트는 Hub에 공개되고 
귀사에 이 사실이 통보됩니다. CEO Water Mandate에서 직접 제공하는 로그인 정보를 통해 
프로젝트 프로필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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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ormation
CDP는 자발적 정보공개프로젝트입니다. CDP를 정보공개관련 규제 준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DP 질의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사용
CDP 질의서에 대한 저작권은 CDP Worldwide (UK Registered Charity no. 1122330,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England no. 05013650)에 있습니다. 질의서 또는 질의서 내의 질문을 이용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CDP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CDP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erms for responding to the CDP Water Security Questionnaire 2022
These terms apply if you are submitting a response to the CDP Water Security Questionnaire 2022. If 
you are also submitting a response to the CDP Climate Change Questionnaire 2022 or the CDP Forests 
Questionnaire 2022 the corresponding Terms for responding to each questionnaire will also apply.

1. 용어 정의DEFINITIONS

CDP: England and Wales 자선위원회 (등록 된 자선 단체 1122330 및 회사 번호 05013650)에 등록된 
자선 단체 CDP Worldwide를 의미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된 "We”, “Our” 또는 “us”는 CDP와 
청구기관을 지칭합니다.

응답 마감일Deadline: 2022년 7월 27일

행정비용Fee: 본 약관 마지막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행정비용(적용된 세금은 표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서명기관Investor Signatory: 투자자 서명 계약을 체결하고 CDP 웹사이트에 등재되는 단체

Full Version: 질의서가 귀사에 해당되는 모든 질문을 포함 

Minimum Version: 풀 버전 질의서의 문항 중 일부만 포함한 축약 버전 

개인정보Personal Data: 이름 및 직책 등 특정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질의서Questionnaire: CDP Water Security 질의서 2022의 Full Version and Minimum Version

요청 기관Requesting Authority: CDP 응답 대시보드에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기관(서명기관, SC멤버사, 
은행 프로그램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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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Responding Company: 정보공개요청에 응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된 "귀사(“you" 
또는 “your”)는 응답기업을 지칭합니다. 

Supply Chan 멤버사Supply Chain Member: 공급사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기관

2. 당사자PARTIES
본 약관의 당사자는 CDP, 청구기관(청구기관이 CDP가 아닌 경우) 및 응답기업입니다. 

3. 조항THESE TERMS
귀사가 CDP 정보공개요청에 응답할 때 적용되는 조합입니다. 본 약관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Help 
Center로 연락 주십시오: https://casemgmt-crm.cdp.net/en-US/

4. 질의서에 대한 응답RESPONDING TO OUR QUESTIONNAIRE

4.1 일반General.
 CDP정보공개요청 응답 시, 응답기업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public 또는 비공개non-publi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DP는 귀사가 응답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4.2 응답 마감기한Deadline for responding 
 귀사는 반드시 응답 마감일까지 온라인 응답 시스템(ORS)을 통하여 귀사의 응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
답마감일 전에 제출된 응답서만 평가가 진행되며, 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귀사의 응답을 데드라인 이후, 9월 28일 이후(ORS 종료 시점)에 제출한 경우 채점대상 및 모든 보고서, 데
이터 분석 등에서 제외됩니다.

4.3 응답Responding 

응답서 공개Public responses 
귀사가 응답서 공개에 동의할 경우, CDP는 CDP 웹사이트를 통합 응답서 공개, CDP 서명 투자기관 및 기
타 제3자에 대한 응답서 및 평가결과 제공(평가결과 공개 포함) 등 CDP가 의도하는 모든 목적(상업 또는 
비상업적 목적 포함)으로 응답내용을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응답서 비공개Non-public responses 
귀사가 응답서의 비공개non-public를 선택할 경우, CDP는 다음의 유형에 한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 비공개로 선택된 응답서는 직접 또는 블룸버그 터미널 등을 통해 CDP 서명 투자기관은 내부용으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응답기업의 익명 처리등과 같이 정보를 통해 해당 기업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
공되지 않는 정보의 외부 공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CDP의 계열 법인(예: CDP North America, Inc), 국가별 파트너, 연구 파트너, 보고서 작성기관 및 평가 
파트너는 다음의 목적으로 응답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응답서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  해당 기관의 내부목적의 정보 활용 이외에 응답기업의 익명처리등과 같이 정보를 통해 해당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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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되지 않는 정보의 외부 공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4 응답내용 수정Amending your response. 
  마감일(2022년 7월 27일) 이전에 제출한 답변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 7월 13일
까지 답변을 재개하고 싶음을 알리고 데드라인 이전에 재 재출해야만 채점 자격이 주어집니다. ORS가 닫
히기 전까지 (2022년 9월 28일) 재작성한 응답을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기존의 응답이 시스템에 
남게 되지만 추가 저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즉, CDP에서는 이렇게 남은 기존의 응답은 사용하
지 않으며 투자자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이후부터는 제출된 답변에 대한 수정은 CDP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정에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에 대한 대부분의 수정은 빠르면 2022년 10월 5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
다. 수정 요청 최종일은 2022년 11월 30일이며, 2022년 7월 14일부터 제출한 답변에 대한 변경사항은 점, 
보고서, 데이터 제품 또는 기타 분석 또는 사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elp Center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4.5 응답평가 (풀 버전) Scoring of responses to the Full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아래의 경우에는 응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a) 정식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b) 제출 기한 이후 8월 10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 기한 이후의 추가 평가 요청에 대해서는 scorefeedback@cdp.net이나 로컬팀에 연락하십시오. 

응답평가 (미니멈 버전) Scoring of responses to the Minimum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Responses to the Minimum Version will only be scored in certain circumstances. Please contact your 
local CDP office for further information.

4.6 점수 공개 및 사용 Publication and use of scores.
If you are responding to a CDP Climate Change Questionnaire for the first time you may choose for 
your score to be “private” but in all other cases CDP may publish your score, and use and make it 
available for all purposes that we decide (whether for a fee or otherwise), regardless of whether your 
response is public or non-public. If you choose for your score to be “private” then, unless you achieve 
an A grade in which case we may in any event make your score public, we will only make it available 
to your Requesting Authorities, our group companies, companies we license to operate using the CDP 
name and brand, our country partners, research partners, report writers and scoring partners (each 
from time to time), in each case for any use within their organizations but not for publication.

If you are responding to Supply Chain Members and Bank Program Members only (i.e. these are your 
only Requesting Authorities), unless you achieve an A grade, in which case we may in any event make 
your score public, we will only make your score available to any Supply Chain or Bank Program 
Member that has asked you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our group companies, companies we 
license to operate using the CDP name and brand, our country partners, research partners, report 
writers and scoring partners (each from time to time), in each case for any use within their 
organizations but not for publication.



138

4.7 향후 질문Future Questionnaires
Your submission of your response for the current year also constitutes your request to us to invite you 
and to remind you to respond in future years but you acknowledge that any future responses will be 
made upon the then-current version of these terms which you will need to accept at that time.

5. 비용FEE

비용FEE. 
CDP는 비영리 조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기업들에게 연간 행정비용을 부과합니
다. 귀사가 아래에 기준에 따라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음 단락에 열거된 국가에 상장, 법인 또는 
본사가 있는 경우, 귀사는 행정비(+ 관련 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비용은 귀사가 2022년에 응답하고
자 하는 프로그램(Climate Change, Water, Forest)의 수와 무관하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응답마감기
한 이후 응답내용을 수정 또는 응답 마감기한 이후 제출한 응답서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 경우, 추가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이 적용되는 국가Countries where the Fee applies. 
다음 국가 중 하나에 상장, 법인 또는 본부가 있는 응답기업은 행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Albania, Belarus, Bulgaria, Croatia, th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Poland, 
Romania, Russia,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and Ukraine.

행정비용의 면제Exemptions from the Fee. 
다음에 해당하는 응답기업은 행정비용이 면제됩니다. 
(a) CDP의 투자자 샘플에 포함되는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CDP 응답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CDP supply chain 정보공개요청에만 응답하는 경우. 

CDP는 행정비용의 부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가 응답을 제출하기 전에 행정비 부과 여
부를 귀사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CDP투자자 샘플에 포함된 전체 기업 목록은 CDP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정비 납부Payment of the Fee
행정비용은 CDP 온라인 포털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지불하거나, 청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청구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비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행정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청구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서를 제출할 수 없음
을 유의해 주십시오. 

6. 응답한 정보에 대한 권리RIGHTS IN THE RESPONSES

소유권Ownership. 귀사의 답변에 포함 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귀사 또는 귀사의 라이선스 제공자가 소유합니
다. 
라이선스License. 귀사는 귀사의 응답 내용 및 응답내용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영구적이
며, 철회 불가능하며, 비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하며, 2차 라이선스가 가능하며, 로열티가 없으며, 전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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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모든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CDP에 부여합니다

7. 중요 확인 사항 IMPORTANT REPRESENTATIONS

귀사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a) CDP에 응답을 제출하는 귀사의 담당자는 귀사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b) 귀사는 CDP에 제출하는 응답에 대해 필요한 모든 동의와 허가를 얻었습니다.
(c) 귀사가 제출한 응답은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개인 정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책임LIABILITY

CDP는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귀사에 대한 CDP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exclude or limit in any way our liability to you where it would be unlawful to do so. 

여기에는 CDP의 과실 또는 CDP의 직원, 대리인 또는 협력업체의 과실로 인해 야기된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와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포함됩니다. 

CDP는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e are notliable for business losses. 
본 조항에 따라, CDP와 청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매출 손실, 수익의 손실, 사업상의 손실, 사업 
중단, 사업 기회의 상실, 영업권 상실, 평판의 손실,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상 또는 손실 또는 간접적
/파생적 손실 또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배제. Exclusion ofliability. 
본 조항에 따라, CDP와 청구기관은 귀사의 응답제출, 귀사의 응답내용 사용 및/또는 제 3자의 응답내용 사
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귀사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의 제한. Limitation ofliability.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CDP와 청구기관의 귀사에 대한 총 책임의 한도는 행정비용과 동등한 금
액으로 제한됩니다. 귀사가 행정비용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그 한도는 £ 625로 제한됩니다.

9. 정보보호DATA PROTECTION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during the course of their relationship CDP may process personal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which may be provided to it by or on behalf of the Responding Company 
including the personal data of its registered users of the CDP dashboard and other contacts. CDP will 
only process such personal data for purposes related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Responding Company 
including inviting and assisting the Responding Company to complete the reporting process and 
sharing the personal data with Supply Chain Members and Bank Program Members to assist in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between CDP stakeholders. You shall ensure that any 
relevant data subjects receive a fair processing notice which includes the above information and
includes a reference to CDP’s privacy notice available at https://www.cdp.net/en/info/privacy-policy and 
shall otherwise ensure that CDP is able to process all personal data provided to it by or on behalf of 



140

the Responding Company for the above purposes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cluding the Data Protection Act 2018 as amended by the Data Protecti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mendments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which merge the previous 
requirements of that Ac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UK GDPR”).

10. 총칙GENERAL

CDP는 CDP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We may transfer our rights to someone else.
CDP는 본 조항에 따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조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 약관에 따른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Nobody else has any rights under these terms.
본 약관은 귀사와 CDP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귀사와 CDP 이외에 누구도 본 약관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전 합의Entire agreement. 
귀사가 supply chain 멤버와 귀사의 응답을 공유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CDP 응답기업 
약관 – supply chain request의 적용을 함께 받습니다), 본 약관은 귀사와 CDP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
니다.

변경Variation 
CDP (직접 또는 청구기관(해당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약관은 변경 
즉시 또는 CDP가 지정한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사에 불리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 사실을 통보 한 후 30일 이내에 응답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들의 일부를 불법으로 판정하더라도, 나머지는 계속 유효합니다.If a court finds part of these terms 
illegal, the rest will continue in force.

이 조항들의 각 단락은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어떠한 법원 또는 관계 당국이 그 중 하나가 불법이라고 
결정하더라도, 나머지 단락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이 약관은 영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 또는 해당 주제 또는 구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귀사와 CDP는 모두 영국 법원의 독점적인 사법권에 동의합니다.

언어.Language.

본 약관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11. 행정비용AMOUNT OF FEE

Location of Responding Company Fee (exclusive of any applicable taxes)

Brazil BRL 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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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기관BILLING COMPANY

© 2022 CDP Worldwide

China CN¥ 7,800
Europe (excluding UK) EUR 1,000
India INR 86,400
Japan JPY 105,300
UK GBP 848
All other countries USD 1,055

Billing Company Location of Responding Company
CDP Worldwide All countries/regions not listed elsewhere in this table
CDP Worldwide (Europe) gGmbH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c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CDP North America, Inc Canada, USA
Carbon Disclosure Project (Latin 
Americ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Uruguay, Venezuela

Beijing Carbon Disclosure Project 
Environment Consulting Co., Ltd. (北
京诚度普 环境咨询有限公司）

China

CDP Operations India Private Limited India
一般社団法人
CDP Worldwide-Japa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