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 WEF에서 맷 데이먼, 

개리 화이트와 함께 글로벌 식수위기를 종식시키는데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  

글로벌 브랜드,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35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 준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워터닷오알지(Water.org)와 다년간의 파트너십 체결 

다보스, 스위스, 2017년 1월 17일 /PRNewswire/ -- 글로벌 매주제조 기업인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와 워터닷오알지(Water.org)는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 참가해 국제 비즈니스 리더들과 기업들, 미디어들, 소비자들이 글로벌 

식수위기를 종식시키는데 적극 협력해줄것을 공식요청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맷 

데이먼(Matt Damon)과 개리 화이트(Gary White)가 공동 설립한 개발도상국에 식수 공급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워터닷오알지와 함께 "숙녀에게 한잔(Buy a Lady a Drink)" 라는 

캠페인을 향후 수년간 더 지속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 

목표는, 2020년까지 350만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는 물이 전 세계 지역사회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아르투아는 이에 큰 열정을 갖고 있으며 워터닷오알지가 

글로벌 물위기를 종식시크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미션을 

완수하기에는 우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때문에 글로벌 소비자와 비즈니스 

리더들이 글로벌 물위기를 종식시키는데 다함께 협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고 글로벌 맥주제조 기업, 앤하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의 아프리카 

지부 사장(President) 리카르도 타듀(Ricardo Tadeu)는 전했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중 10명중 1명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일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에 하루종일 식수를 

찾으로 다녀야 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는 4명의 딸들이 있다. 내 딸들이 전 세계 많은 여성들 처럼 깨끗한 식수를 얻고자 하루 

몇시간식 걷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상조차 하기싫다" 면서 "이러한 

고통의 여정을 끝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스텔라 아르투아와 협력, WEF에서 

론칭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초대한다"고 워터닷오알지의 공동 

창립자인 맷데이먼은 전했다.  

스텔라 아르투아와 워터닷오알지간의 파트너십은 WEF의 2017글로벌 물 계획(Global 

Water Initiative)에 기여한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인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UN SDG(지속가능 발전목표) #6을 

지원한다. 이와같은 노력들은 이런 규모의 문제는 반드시 다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매 90초마다 한명의 아이가 사망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면서 "이런 식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파트너들 그리고 

인력과 자본 모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워터닷오알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개리 

화이트(Gary White)는 전했다.  

2년전 "숙녀에게 한잔(Buy a Lady a Drink)" 캠페인이 론칭된 이후, 스텔라 아르투아는 

22만5천개 이상의 한정판 잔들(Limited-Edition Chalices)을 판매하고 3백만 

달러(USD)이상을 워터닷오알지에 직접 기부함으로써 워터닷오알지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8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5년동안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해왔다. 해당 캠페인의 규모와 영향력은 투자 증가와 본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브라질, 캐나다, 칠레, 우르과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스텔라 

아르투아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건물 또는 매장에서 운영되는 소매점, 바, 레스토랑을 

포함하는 새로운 소비자 터치 포인트들로 인해 올해안에 상당 규모 확장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파트너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돕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도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기도 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스텔라 아르투아와 워터닷오알지는 

다보스(Davos) 미팅들에서 워터닷오알지와 그 지역 파트너인 KWAHO가 실행한 새로운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마실 수 있었던 케냐, 북 카푼자(North 

Kapuonja) 지역의 젊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가 나오는 디지털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해당 필름은 가족들을 위해 물을 모으기 위해 하루에도 몇시간씩 걸어야만 했던 젊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가 더이상 그렇게 걷지 않고도 어떻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지, 또한 그렇게 얻게 된 자유 시간을 자신의 재능 개발에 쏟아붓고, 그럼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의 전문 재봉사로 일하게 된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캄보디아, 브라질, 우간다의 로컬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한 독점 한정판 잔들(Exclusive, 

Limited-Edition Chalices) 

소비자들을 새로운 한정판 스텔라 아르투아 잔들을 구매함으로써 글로벌 식수 위기를 

종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잔이 판매될때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워터닷오알지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한사람이 5년동안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숙녀에게 한잔(Buy a Lady a Drink)" 프로그램을 통해 22만5천개의 

잔들이 판매됐다.  

올해, 해당 한정판 잔들은 캄보디아의 아티스트 리사 맘(Lisa Mam), 브라질의 페르난도 

채머렐리(Fernando Chamerelli), 우간다의 에리아 누부가(Eria Nsubuga), 해당3명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에 의해 탄생한 독특한 디자인들을 특징으로 한다. 각 디자인은 각 

아티스트의 경험과 각 국가 내 글로벌 물(식수)위기에 대한 각 해석을 반영한다. 또한 

워터닷오알지가 지원하는 국가들 이라는 것에서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2017년, 해당 캠페인은 2개의 도네이션(기부) 매커니즘을 추가했는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력고 규모를 보다 확장한다. (미국과 영국 내) 지정된 특정 소매점들에서 



스텔라 아르투아의 6개 또는 12개 병이 들은 팩이 판매될때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개발도상국에 살고있는 한사람이 6달 또는 12달동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내) 지정된 바와 레스토랑들에서 맥주 한병 또는 한파인트 

판매될 때마다 워터닷오알지가 개발도상국에 살고있는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1달치의 

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세대에서 글로벌 식수위기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웹페이지(www.BuyALadyADrink.com)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면 트위터(@StellaArtois #1Chalice5Years)를 팔로해도된다.  

1 세계보건기구(WHO)과 유니세프(UNICEF)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JMP). (2015) 식수와 

위생시설 진척사항(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2015 업데이트와 MDG평가.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에 대해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는 무려 1366년으로 거슬로 올라가는 유서깊은 벨기에 

양주 전통을 잇고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전 세계 1위의 벨기애 맥주로 9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아래 필터된 황금색 필스너다. 중간정도의 바삭한 

끝맛과 맥아향으로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는 해당 맥주는 그윽한 풍미과 약간의 쓴맛을 

특징으로 한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섭씨 3도에서 5도 사이에서 최고의 맛을 내며 해당 

황금색 표준 라거를 완벽하게 경험하려면 9단계 음용법(9-Step Pouring Ritual)에 따라 

제작된 스텔라 아르투아 고유의 잔에 마셔야한다.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당사 

웹페이지(www.stellaartois.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워터닷오알지(Water.org)  

워터닷오알지는 20년 이상 글로벌 식수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서왔다. 개리 화이트와 맷 데이먼이 설립한 워터닷오알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희망을,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역사회들에게는 미래를 주고자 지역사회 주도, 시장기반의 

혁신적인 계획들을 선구한다. 지금까지 워터닷오알지는 전 세계 5백만명 이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선사해 왔으며 이는 미래 세대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페이지들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www.water.org | 

www.waterequity.org | www.facebook.com/water.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한 문의: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 앤하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  

제시카 애드킨스(Jessica Adkins)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Jessica.Adkins@ab-inbev.com 

http://www.buyaladyadrink.com/
http://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monitoring/jmp-2015-update/en/
http://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monitoring/jmp-2015-update/en/
http://www.stellaartois.com/
http://www.water.org/
http://www.waterequity.org/
http://www.facebook.com/water
mailto:Jessica.Adkins@ab-inbev.com


듀칸 고든(Duncan Gordon)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duncan.gordon@sabmiller.com 

워터닷오알지(Water.org)  

로즈마리 구데이(Rosemary Gudelj) 

rgudelj@wa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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