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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글로벌 수자원 관리 부문 CDP 최우수
등급 획득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수자원 부문 최우수 'A' 등급 획득

 브리지스톤 그룹, 지속가능한 전략적 수자원 관리 정책(Water Stewardship
Policy) 2020년 수립 실행 – 소속된 지역 커뮤니티내 수자원 접근에 대한
사회적 평등을 도모하고 수자원 순환주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이 국제적인 환경 비영리 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선정한 2021년 수자원 보전 부문 최고 등급(Water Security A
List)을 획득했다. 브리지스톤이 전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의 공식 평가다. CDP는 전세계 3천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자원 보전 부문 조사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중 최고 등급(A List)에
선정된 곳은 브리지스톤을 포함해 118개 기업이다.

브리지스톤 그룹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2050년을 향한 장기적인 친환경 경영비전’에
맞춰 기업 경영 및 생산활동과 인류의 소중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브리지스톤은
추구해오고
생물다양성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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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자원이며, 따라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브리지스톤 그룹은 지속가능한 전략적 수자원 관리 정책(Water Stewardship
Policy)을 2020년 수립해 브리지스톤이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내의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수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수자원 순환주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브리지스톤의 수자원 관리 정책은 저수량 기반, 현장 기반, 하류 배수 기반과 같이
수자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수자원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CDP가
브리지스톤에게 수자원 부문 최고 등급을 수여한 것은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한 전력적
수자원 관리 정책, 특히 물 부족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한 전략적 수자원 관리 정책(Water Stewardship)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 지침을 말한다.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한 전략적 수자원 관리 정책 덕분에 브리지스톤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장과 터키 이즈밋 공장이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취수량을 2005년과
비교해 2020년에는 각각 65%, 35% 감소시킬 수 있었다.

브리지스톤이 CDP의 수자원 부문 최고 등급에 선정된 데 대해 슈이치 이시바시
브리지스톤 글로벌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은 브리지스톤 그룹이 기업으로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자원 순환주기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브리지스톤에게 있음을 잘 압니다.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제품 수명주기와 가치사슬을 통해 브리지스톤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환경 관련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기업과 도시의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 공개하고 있다. 투자자, 기업, 기타
단체의 요청에 근거해, CDP는 기업과 도시가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관리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분석, 평가한다.

관련 링크:

지속가능성 리포트 2020-2021
https://www.bridgestone.com/responsibilities/library/index.html

장기 환경 비전
https://www.bridgestone.com/responsibilities/environment/

제조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지침 (CDP 질의에 대한 대응)
https://www.bridgestone.com/responsibilities/environment/nature/footprint/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부 평가
https://www.bridgestone.com/responsibilities/rating/index.html

CDP A 리스트 2021 (외부 링크)
https://www.cdp.net/en/companies/companies-sco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