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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수 원칙 및 이니셔티브 소개

식음료 및 소비재

Food, Beverage & Consumer Goods         13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14        SDG Industry Guide

산림관리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1993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전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촉진을 위해 설립됨. 기업과 소비자가 구매하는 

산림 제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게 함. 

현재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800여 개의 회원이 참여 중. 

FSC의 2020비전 

FSC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의 10개년 체계 

프로그램(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 production patterns)’은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을 강조하고 있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긴밀하게 연결됨. 이러한 세계적인 체계는 국제적인 협력을 

신장시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양국에 있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의 전향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음. 

1. 인증 및 규모 

다양한 인증의 종류는 산림 제품의 출처, 생산 단계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산림 제품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인함. 

모든 FSC 요구조건에 대한 검증은 FSC 라벨이 붙은 자재와 

생산품이 믿을만한 원료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함. 

FSC는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독립된 

인증기관이 Forest Management와 Chain of Custody 평가

(assessment)를 시행하여 FSC 인증으로 이어지게 함. 

FSC는 인증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인증 승인 

기관이 인증 평가를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인증 기준

10 Principles and Criteria 

FSC는 10 Principles and Criteria (P&C)를 통해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산림 경영의 핵심적인 요소와 규율을 설명하고 있음. 

이 10가지 P&C는 인증 범위 안의 모든 산림과 지역에 

적용되며, 전세계적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및 

문화, 정치, 법적인 시스템에까지도 적용 됨.

International Generic Indicators와 FSC National Standard 

개발을 통해 기존의 P&C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상황에 

맞춰 규정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항목에 대한 

지역적으로 적절한 지표를 제공 중.

▶ 인증 종류

Forest Management(FM)

FSC Principles and Criteria의 요구조건을 준수한 산림 

경영인과 소유주에게 인증 부여

FM 및 FM/COC를 포함한 인증 정보 

□ 총 발급 인증서: 84개 국가/1,514개 

□ 총 인증 면적: 195,749,313 ha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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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lt Disney Company 등 

* 한국 기업 없음 

▶ 인증 기업 및 기관

• 외국 COC

3M

IKEA

Kimberly Clark Corporation

HP

Tetra Pak  

• 한국 COC

㈜LG하우시스

㈜매일경제신문사

연합상사

우리포장

삼성문화인쇄 

태림포장 

한솔홈데코 등 

• 한국 FM/COC

국립산림과학원난대산림연구소

보은국유림관리소 

양양국유림관리소

인제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 

평창국유림관리소

함양국유림관리소

홍천국유림관리소

링크: www.fsc.org

■ 한국 기관은 278,676 ha 면적에 해당하는 7개 인증서 

보유

* FM/COC

FM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Primary 

or Secondary 가공장비가 없는 곳은 FM/COC 

Certification 교부가 가능(예: Sawmill, Pulp, Paper 

mills). 단, 별도의 COC는 불필요하나, 해당 COC 기준에 

준수하는지의 검사는 시행.

Chain of Custody (COC) 

FSC 인증이 된 산림 제품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및 

거래자에게 적용. COC는 FSC 인증이 된 제품과 생산품을 

생산 사슬에 걸쳐 입증해 줌 

□ 총 인증 국가: 120개

□ 총 발급 인증서: 33,120개 

■ 한국 기업/기관 263개 인증서 보유

   (2017.11 기준)

▶ 인증 방법 

1. FSC 인증 승인 기관에 연락 

2. 감사(Audit) 시행 

3. 인증 부여

FSC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FSC 인증 승인 기관은 

매년 정기 감사 시행을 통해 해당 기관이 FSC 인증 

요구조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원 기업 및 기관은 FSC 운영 및 정책 

등에 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음.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

▶ 회원사

Boots UK Ltd 

Greenpeace USA

HP

HSBC Holdings plc

Kimberly Clark Corporation

National Trust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Rainforest Alliance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mission is to promote 

environmentally sound, socially beneficial and 

economically prosperous management of the world's 

forests."

"Our vision is that we can meet our current needs for 

forest products without compromising the health of 

the world’s forests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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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협의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세계자연기금과 유니레버에 의해 1995년 발족되었으며 

1997년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됨.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수산물 공급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수산업 인증제도와 생태계 

프로그램을 제공 중.  현재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개국에 걸쳐 18개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음. 

• MSC의 주요 전략적 목표

1. MSC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효과성 보장 

2.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시장 배양 및 확대

3.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확대

4. 글로벌 기업 지원

1. 인증 및 규모  

Fishery Certification과 Chain of Custody(COC)와 관련된 

2가지 인증을 제공하며, 이는 수산물의 출처, 생산 단계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어업의 발전에 기인함. 

MSC는 자체적으로 인증을 시행하지 않고, 독립된 제3의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어업 관리와 해산물 유통 사슬을 

인증.  

▶ 인증 기준

• Fisheries Standard  

과학자, 수산업계 및 보호단체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업학과 모범 관리 사례를 반영. 

주요 원칙 

1. 지속가능한 어획 활동

2. 환경적 영향 최소화

3. 효율적인 어업관리 

• Chain of Custody Standard

어획 단계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적용될 수 있는 추적과 분리 기준을 다루고 있음. 

MSC인증을 받은 수산물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유효한 MSC COC를 보유해야 함. 

주요 원칙 

1. 인증된 공급자로부터의 구매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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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참여 기업(COC) 

• 외국 기업 

Carrefour 

Costco 

Hilton

Hyatt 

IKEA 

McDonald’s  

Sainsbury’s 

Tesco

*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로 인증 참여 중 

• 한국 기업  

동원수산

은하수산

이케아 한국

㈜그린월드

㈜유진수산

㈜코르웰

㈜한성기업 등 

링크: www.msc.org

2. 인증 제품 식별 

3. 인증 제품 분리

4. 추적 가능하며 유통량 기록

5. 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 인증 종류  

• Fisheries Certification

□ 총 인증 어업장: 226개/30여개국 

•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총 인증 업체: 8,142여개 

□ 총 MSC 인증 제품: 95개국/26,247개

(2017.11 기준)

▶ 인증 방법

MSC의 Fisheries Certification은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인증 조건에 대한 개선 이행을 요구하며 매년 정기 

감사를 시행 중.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은 3년간 유효하며, 

사업장의 종류 또는 감사관이 식별한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12개월 또는 18개월 마다 정기 감사를 시행.  

• Fisheries Certification

1. 사전 진단(선택 가능)

2. 전체 진단(6~18개월 소요)  

3. 인증 부여 

4. 정기 감사 

5. 재진단 

* 어업 종류에 따른 비용과 소요시간 상이 

•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1. 독립된 인증기관 선택

2. 감사 준비 

3. 감사 완료

4. 인증서와 코드 수령

5. MSC Ecolabel 사용

* 최초 및 후속의 감사에 대한 비용은 기관의 복잡성과 

   규모에 따라 상이함 

"Our vision is of the world’s oceans teeming with life, 

and seafood supplies safeguarded for this and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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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설립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지속가능한 사탕수수 

생산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세계 표준과 

인증 체제를 관리함. 특히 'Bonsucro의 Production 

Standard'는 최초의 국제 사탕수수에 관한 표준으로서의 

의의가 있음.

산업 전체에 걸쳐 다양한 툴과 네트워킹, 지원제공을 

통해 사탕수수와 관련 제품에 종사하는 이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돕고 있음.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43개 국가에 걸친 480개 

이상의 회원이 참여 중. 

1. 인증 및 규모 

Bonsucro인증은 Production Standard 및 Chain of 

Custody Standard를 바탕으로 함.  

▶ 인증 기준

• Production Standard 

아래의 6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사탕수수 생산과 파생 

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달성하고 있음. 

1. 법 준수 

2. 인권과 노동 기준 준수 

3.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효율성 관리

4. 생태계 다양성 관리 

5. 자원, 에너지효율, 연구 등의 지속적인 개선 

6. EU 기준 준수 

• Chain of Custody Standard

원료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상품 공급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며, 책임 있는 조달과 유통을 입증함. 

▶ 인증 종류

• Production Certificates(Mills) 

□ 총 발급 인증서: 61개 

• Chain of Custody Certificates

□ 총 발급 인증서: 32개

(2017.11 기준)

더 나은 사탕수수 프로젝트

Bonsucro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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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인 Bonsucro Connect를 통한 전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지원 

링크: www.bonsucro.com

▶ 인증 방법 

Bonsucro인증은 회원사 가입 후에만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인증 평가는 독립된 인증 기관에 위임됨.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정기 검사를 시행.

*회원가입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30일 스크리닝

(외부공개), 부정적 의견이 없을 시 회원비 청구 및 납입 

순으로 진행됨. 

1. 초기 접촉 및 인증 신청

2. 자체 인증 범위 설정 

3. Bonsucro 표준 준수 이행

4. 표준 준수 현황 모니터링

5. Bonsucro에 인증 기관 감사 신청 및 검증 

6. 표준 불이행 사항 수정

7. 인증 부여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 

▶ 회원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Kellogg Company

Mondelez International

Nestle

PepsiCo

SAB Miller

Shell

The Coca Cola Company

WWF 등 

*한국기업 없음

▶ 인증 기업 (COC)

Cargill International S.A.

Ferrero Trading Lux SA

Unilever Brasil Ltda 등 

*한국기업 없음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로 인증 참여 중 

3. 제공 서비스

- 기술 관련 웹 세미나, 전문가 자격 교육 등 교육 제공

- 생산 표준, 공급망 표준 등 가이던스 제공 

"Bonsucro’s vision is a sugarcane sector with thriving, 

sustainable producer communities and resilient, 

assured supply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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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설립된 이니셔티브로 공급망 내 협력과 다자관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팜유의 성장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RSPO에 참여 중인 회원은 87개 국가의 약 3,334여 

곳으로, 팜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여러 국가의 재배 기업, 

가공 및 유통업체, 소비재 제조업체, 팜유 제품 소매업체, 

금융기관, 환경 및 사회적 NGO등을 포함함.  

1. 인증 및 규모 

RSPO인증은 해당 기관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였음을 보장하며, 독립된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함. 

팜유 생산자 인증은 RSPO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제3자 감사 

기관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언제든 인증이 취소됨. 

또한, RSPO가 인증한 팜유 제품을 유통하는 모든 공급망을 

대상으로 과판매와 혼합 팜유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 중. 이러한 기관들은 RSPO 

트레이드마크 사용을 통해 RSPO인증 팜유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표시를 나타낼 수 있음. 

▶ 인증 기준

RSPO Principles and Criteria for the Production of 

Sustainable Palm Oil

8가지 주요 원칙에 관련된 지표(indicator) 및 가이던스 제공 

8 Principles for Growers to be RSPO Certified 

1.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력 

2. 법과 규제 준수 

3. 장기적인 자립경제 보장을 위한 노력  

4. 생산자 및 제분소의 적절한 모범 사례 활용 

5. 환경적 책임 및 천연 자원 및 생물의 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RSPO)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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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co Wholesale Corporation 

Kellogg Company

L’Oreal

McDonald’s Corporation

Mitsubishi Corporation

PepsiCo.

Starbucks Corporation

Wal-Mart Stores, Inc.

• 한국 회원사

㈜농심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케이씨아이

▶ 인증 기업 (Supply Chain Certification)

Cargill Incorporated

Kellogg Company

Toyota Tsusho Corporation

Unilever

Wilmar International Limited. 

3. 기타

소규모 농작인의 팜유 생산 

소규모 농작을 통한 팜유 생산은 전세계 생산량의 40%

정도를 차지 하여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RSPO인증은 소규모 농작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시장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생활을 

개선시키고 토지 용도 전환의 리스크를 줄여주는데 

이바지함.    

링크: www.rspo.org

6. 임직원 및 생산자와 제분소로 영향 받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배려 

7. 신규 작물의 책임 있는 개발 

8. 주요 활동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RSPO Supply Chain Certification Standard 

공급망 내의 RSPO인증 팜오일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설명: 공급망 내의 일반적인 Chain of Custody 

필요사항과 여러 공급망 모델로 구성됨. 

▶ 인증 종류

Producer/Grower Certification 

또는 Principles and Criteria Certification 

□ Certified Palm Oil Mills: 304개 

□ Growers: 72개 

Supply Chain Certification 

□ Companies with Supply Chain Certificates: 1,128개

□ Facilities with Supply Chain Certificates: 2,258개 

(2017.11 기준)

▶ 인증 방법 

RSPO인증은 회원가입 이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신청 이후 스크리닝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RSPO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음. 

회원 종류에 따른 연회비 기준 상이.

Grower 및 Supply Chain Certification은 5년간

유효하며, 정기 감사는 매년 진행.   

1. 회원가입 

2. 감사 기관에 인증 신청 

3. 감사 시행

4. 인증 부여 

2. 주요 참여 기업 

▶ 회원사

• 외국 회원사

Ajinomoto Cp., Inc.

Asahi Group Holdings Ltd.

Cargill Incorporated

Citi

Colgate-Palmolive Company

"RSPO will transform markets to make sustainable 

palm oil th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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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존 국제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됨. 1980년대 후반 세계의 공정무역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자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독일에 본부를 두고 

2011년에는 한국사무소가 설립됨.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의 등록상표인 ‘공정무역 마크’는 

제품이 공정무역의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보장하며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노동자 및 농부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질적 향상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음.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식음료, 목화와 의류, 악세서리 등 전 세계적으로 약 3만여 

개가 있음.  

공정무역의 장기 계획

공정무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동자의 권리, 

양성평등, 아동노동, 금융세제 지원,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 중. 특히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경우, 

이상기후, 가뭄, 홍수 등 주요 공정무역 제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공정무역 기후 표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일정의 자금을 지원 중.

1. 공정무역 인증 및 규모 

국제공정무역기구인증은 공정무역의 인증 및 감사를 

실시하는 독립적 기관인 FLO-CERT에 의해 실시됨. 

제품이 공정무역의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준을 준수하는 

Fairtrade Standards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생산자들이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FLO-CERT는 국제적 제품 인증체계인 ISO 

17065를 전 과정에서 따르고 있음. 

▶ 인증 기준

Fairtrade Standards

빈곤국의 빈곤을 해결하고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생산자 및 거래자 모두에게 적용됨. 

종류 

- Small Producer Organisations

- Hired Labour 

- Contract Production

- Trader 

- Climate

- Textile 

공정무역

Fairtrade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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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방법   

1. FLO-CERT 웹사이트에서 연락처 기입 후 신청서 발송

2. 감사 시행

- Traders의 경우 첫 감사 시행 전 9개월간 유효한 

Preliminary Permission to Trade 발행 및 공정무역 

제품 거래자격 획득  

- Producers의 경우 첫 감사 시행 후 9개월간 유효한 

Permission to Trade 발행 및 공정무역 생산품 거래 

허용. 이후 ‘인증서’로 대체 

- Small licensee의 경우 3년간 유효한 유통허가증 발급 

3. 감사 내용 분석 및 평가 

4. 인증 

5. 인증 사이클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 및 인증서 갱신 

□ 총 발급 인증서: 3,493개 

(Producer, Trader, Producer/Trader 포함) 

(2017.11 기준)

2. 주요 참여 기업

• 외국 기업 

Cargill Cocoa & Chocolate Inc. 

Lush Manufacturing Ltd. 

Mars Chocolate UK Ltd. 

Marubeni Corporation Beverage Dept.

Nestle UK Ltd. 

Starbucks Manufacturing Corporation. 

Unilever France 등 

 *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로 인증 참여 중 

• 한국 기업 

㈜디떼 

㈜지원통상 

㈜채과원 

어스맨

엘까페딸 

우림FMG 등 총 11개

* 하나은행은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   

(2013.10)

링크: www.fairtrade.net

"Fairtrade’s vision is a world in which all producers can 

enjoy secure and sustainable livelihoods, fulfil their 

potential and decide on thei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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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 네트워크로 1987년에 

설립. 기업의 제품이 공급망 내에서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전 세계적으로 78개국의 농촌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을 지원하며 지구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 

1. 열대우림동맹 인증 

열대우림동맹은 농업 관계자, 산림업자, 관광업계 종사자

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지속가능한 농업 네트워크(Sustainable Agriculture 

Network, SAN) 및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에서 개발한 표준과 같은 제3자 표준에 대한 

인증을 수행. 

▶ 인증 종류

• 농업 인증

열대우림동맹(RA)과 SAN은 해당 기업의 R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된 농장에서 구입, 거래 및 혼합되는 제품에 

대한 전 과정에서 RA/SAN의 Chain-of-Custody 인증을 

요구함.  

열대우림동맹의 포괄적인 농장 경영 기준과 추적 

시스템은 인증 마크를 통해 해당 제품 및 제품 원자재가 

근로자, 야생동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농장이나 농업 

단체에서 생산되었음을 추적할 수 있게 함. 

• 임산물 인증

열대우림동맹은 삼림관리협의회(FSC)의 창립자 중 

하나로, FSC의 최대 인증 발급 기관임. FSC표준에 맞춰 

다수의 지역사회와 현지 운영자들에게 인증을 진행해 

왔으며,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소기업, 지역사회 및 

열대우림동맹 

Rainforest Alliance(RA)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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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mart 등 

• 한국 기업 

아시아나항공 

파리바게트 

*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로 인증 참여 

4. 기타

열대우림동맹의 산림 탄소 확인ㆍ검증 노력 

열대우림동맹은 ‘미국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SO 14065 (온실가스 확인 및 검증 

기관을 위한 국제표준)인증을 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와 탄소 제거를 위해 FSC인증, 열대우림동맹 인증 및 

비인증 기관에 대한 탄소 감사 서비스를 제공 중. 

링크: www.rainforest-alliance.org 

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과 함께 모든 유형의 

산림에서 인증체계를 운영 중.

• 관광사업분야 인증 

열대우림동맹은 호텔, 국내외 관광운영자, 기타 

관광사업자과 협력하여 환경, 사회 및 경제적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열대우림동맹의 지속가능한 관광 표준(Sustainable 

Tourism Standards)은 세계지속가능관광위원회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 GSTC)가 인정한 

표준으로 호텔 및 관광사업자에게 GSTC 표준의 모든 

평가요소를 제공. 열대우림동맹의 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속가능한 관광 표준에 대한 감사 신청을 통해 

인증마크와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열대우림동맹의 Impact  

- 열대우림동맹의 지속가능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운영

   국가: 78개국

- 열대우림동맹의 지속가능 관리 실천 산림 면적: 

   42,073,559 ha

- 열대우림동맹의 방식을 통해 생태계, 노동자 및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농장: 1,311,001개

- 열대우림동맹의 지속가능한 산림 기업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주민과 산림공동체가 얻은 이익: 1억 3천 달러 

(2017.11 기준)

3. 주요 참여 기업  

Costco Wholesale 

Dole 

Lavazza 

Lipton

McDonald’s

OfficeMax 

P&G 

7-Eleven

Subway

Taco Bell 

Tesco  

The Coca-Cola Company

"We are a growing network of people working together 

to rebalance the planet by building strong forests and 

healthy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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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원연구소(The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주도 

하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약으로, 식품 

공급 사슬에서 버려지는 음식물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의 

폐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회계 및 보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짐. 

식품 손실 및 폐기물에 관한 협약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 손실 및 폐기물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가, 기업, 기관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이며, 국제적으로 일관된 방식을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과 폐기량에 관해 정확히 보고 하고,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식품 안보를 

증진시키고, 자연 자원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수반함. 

1. 식품 손실 및 폐기물 표준(Food Loss & Waste Standard)

본 표준은 목적과 비전, 회계 및 보고 절차/가이드 설명, 식품 

손실 및 폐기물 목록 범위 설정을 통해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계량(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와 보고를 가능하게 함. 

2. 주요 참여 기관  

▶ 운영위원회 

식품 손실 및 폐기물에 관한 협약은 The Consumer 

Goods Forum,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s, UNEP, Save Food, FUSION Projects 7곳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식품 손실 및 폐기물표준에 

관한 기술적 지원, 전략 제시, 내용 집필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음. 

▶ 후원 및 지원 기관

• FLW표준 플랫폼 제공

Global Green Growth Forum(3GF)

• 세계자연연구소에의 자금 지원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Ireland 

(Irish Ai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The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식품 손실 및 폐기물에 관한 협약

Food Loss & Waste (FLW) Protocol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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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FLW협약은 FAO, UNEP 및 기타 파트너들이 이끄는 ‘Save 

Food’를 보완하며, Save Food이니셔티브, Think Eat Save, 

Consumer Goods Forum, FoodDrinkEurope의 “Every 

Crumb Counts,” 영국의 Courtauld Commitment 2025 및 

미국의 Food Waste Reduction Alliance가 이끄는 민간 

부분의 노력에 기여 중.  

링크: www.flwprotocol.org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SIDA)

• 세계자원리포트 작성 후원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3. 제공 서비스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수량화 방법에 관한 가이드 및 보고 

   템플릿 제공  

- 교육 실시 

- 식품 손실 및 폐기물과 관련된 자료/사례 소개, 툴 제공 

4. 기업 활용 사례 

네슬레(Nestlё) 

자사의 가치 사슬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파키스탄에 위치한 유제품 공장에서 식품 손실 및 폐기물 

회계/보고 표준 초안을 적용하여 우유의 손실과 폐기를 

측정하는 시도를 도입함. 복잡성과 대량으로 유제품의 

허브 모델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좋은 파키스탄 유제품 

분야가 선택되었고, 농장부터 소비자에 걸친 모든 단계의 

가치사슬을 추적. 그 결과 우유 생산량의 1.4%만이 손실 

및 폐기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중 40%는 농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여 FLW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보고는 

가치 사슬 단계별 우유 손실 및 폐기 수량과 행선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네슬레는 2016년까지 

182개의 공장에서 폐기물의 제로화를 달성했으며, 2020

년까지는 현장에서의 폐기물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델하이즈 아메리카(Delhaize America)  

FLW표준은 식품 폐기에 관한 모호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활용이 유용함. 자사는 FLW표준 개발 

및 파일럿 실험에도 참여하였음. 델하이즈 아메리카는 

지속적으로 식품 손실 및 폐기를 추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 폐기 감소 방법을 실행 중. 또한, 연간 발행되는 

지속가능보고서에도 수량을 공시 중. 그 결과, 상당한 양의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었으며, 모든 매장에서 일관된 

정책이 구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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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ackaging Project는 소비재 포럼(The Consumer 

Goods Forum)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프로젝트 중 

하나로, E2E Value Chain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포장에 관해 산업(소비재, 포장 산업)간에 공통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논의와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가동되었음. 

공통언어는 프레임워크와 측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관해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함. 이에 측정 시스템에 관한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국제적 협약 2.0(Global Protocol 

on Packaging Sustainability 2.0)이 2011년 발간됨. 

1. GPPS 2.0 주요 내용 

GPPS 2.0은 개정판으로 기존의 내용에 더해 그 동안 진행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가 추가적으로 보완됨. GPPS 

2.0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표(indicators)와 메트릭스

(metrics)를 포함하며, 각 메트릭스는 명확한 개념설명, 예시, 

사용자 설명서 및 기존의 다른 산업 협약과의 연결 내용 등을 

포함. 

특히 환경에 관한 지표는 ‘전 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적용하여 포장 전 주기의 모든 단계로부터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음.     

2. 주요 작성 기업 및 기관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하여 포장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하였음.  

Asda

Carrefour

Colgate-Palmolive

Danone

GSK

Heineken

Johnson & Johnson

KAO Corporation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국제적 협약 

Global Protocol on Packaging Sustainability 2.0(GPPS 2.0)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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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gg 

Kimberly-Clark

L’Orёal

Marks & Spencer

Mars

Nestlё

PepsiCo 

Procter & Gamble

The Coca-Cola Company

Unilever 

Walmart 등 

3. 기업 활용 사례

유니레버(Unilever) 

유니레버는 연간 2백만 톤 이상의 포장재를 구입하는 

회사로, 포장재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 이용 후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중.

자사는 지속적으로 포장재와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재회수의 방법을 모색 중이며,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20년까지 자사 제품의 배출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 철회, 재활용율 제고, 신기술 도입, 혁신 

프로젝트 등의 방법을 병용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 결과 2015년에는 2010년과 대비했을 때 소비자 

이용당 29%의 폐기물 발자국을 줄이는 성과를 얻음.

켈로그(Kellogg)

포장-식품 비율(package-to-food ratio), 재활용 재료 

사용율(percent recycled material content), 일반적으로 

재회수가 가능한 재료 사용율 (percent materials that 

are commonly recoverable)의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자사의 지속가능한 포장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고 개선을 

실행 중.

링크: www.theconsumergoods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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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목화를 위한 이니셔티브(The Better Cotton 

Initiative)가 개발한 더 나은 목화 표준 시스템(The Better 

Cotton Standard System)은 지속가능한 목화 생산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는 전체론적인 

접근법으로, 본 표준의 각 요소는 더 나은 목화 표준 

시스템과, 더 나은 목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면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면 생산 지역의 생활과 

경제적 발전을 향상시키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체 

공급망 내의 지속가능한 목화 재배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목화가 지속가능한 주류 상품으로서 

자리잡기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1. 더 나은 목화 표준 시스템 내용 

1) 생산 원칙 및 기준

더 나은 목화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6가지 원칙을 통해 

제공 

2) 역량 강화 

    숙련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목화를 재배하는 

    농부들을 교육하고 지원함  

3) 보증 프로그램

8가지 일관된 결과 지표를 통해 정기적인 농장의 평가 및 

측정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권장 

4) 가치사슬 

    더 나은 목화 공급망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  

5) 프레임워크 확산

    더 나은 목화에 관해 영향력 있는 데이터, 정보 및 

    현장에서의 소리를 전달 

6) 결과 및 영향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통해 개선 및 변경 사항을 측정

    하고, 더 나은 목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보장  

2. 규모  

현재 48개 국에서 1천 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 생산 조직, 

공급자 및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브랜드 기업, 관련자 

회원사가 참여 중. 

더 나은 목화 표준 시스템 

Better Cotton Standard System 

인증체계  •  표준  •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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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CI 회원 참여 및 혜택 

더 나은 목화를 위한 이니셔티브(The Better Cotton 

Initiative, BCI)는 다자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로, 

목화 공급망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권장하며, 

회원 모니터링(Membership monitoring)을 시행하여 

회원사들로 하여금 성과를 개선하고 더 나은 목화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회원 혜택 

- 다자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노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화 재배법 적용       

- 평판에 대한 리스크 관리

- 다양한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목화 조달을 통한 

   전세계 공급망 접근 

- 더 나은 목화 추적 시스템을 통한 더 나은 목화 제품 

   조달에 대한 보고, 품질 검증 시행, 데이터 활용 

- 더 나은 목화를 구매하는 공급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컨퍼런스 등 활용   

* 단, 회원 유형에 따른 비용과 혜택이 상이 

4.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 

▶ 회원사  

• 선도 기업

Adidas Group

Burberry

H&M

IKEA

John Lewis

Levi Strauss Co

M&S

Nike

PUMA 

Sainsbury’s 

Ted Baker 

Tesco

Tommy Hilfiger

Waitrose 등  

• 한국회원

㈜경방

㈜전방

일신방직

국일방직 

▶ 후원 파트너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rporation 

and Development

The Sustainable Trade Initiative

USAID 

WWF 등

링크: www.bettercotton.org 

"BCI aims to transform cotton production worldwide by 

developing Better Cotton as a sustainable mainstream 

commodity."

"The Better Cotton Initiative exists to make global 

cotton production better for the people who produce 

it, better for the environment it grows in, and better 

for the sector’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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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nservation Value(HCV)는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생물·생태·사회·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특히 

높고 중요한 것을 일컬으며, 1999년 산림관리협의회(FSC)가

산림관리인증을 위해 최초로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발전됨. 

2003년 HCV Toolkit이 개발되었으며, 2005년 HCV

자원네트워크(HCV Resource Network)가 신설되었고, 이후 

범위를 넓혀 HCV의 접근법이 산림과 비산림 생태계까지 

적용될 수 있게 함. HCV자원네트워크와 FSC는 다른 인증 

체계의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6개 

분야에 걸친 HCV를 만들었으며, HCV접근법을 통해 HCV를 

식별, 관리 및 감독 중. 

1. High Conservation Value 6대 분야 

1) 종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

2) 자연 경관의 생태계 및 생태계 모자이크(Landscape-level 

    ecosystems and mosaics)

3) 생태계 및 서식지(Ecosystems and habitats) 

4)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Critical ecosystem services) 

5) 지역사회 니즈(Community needs)

6)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 

2. HCV자원네트워크 제공 서비스 

- HCV 평가자 라이센싱 및 교육 

- 가이던스 제공(국가별 다른 해석 포함) 

- 여러 인증체계 및 개인/기관의 HCV관련 활동 지원 

3.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

▶ HCV자원네트워크 회원사

Greenpeace

Forest Stewardship Council

Rainforest Alliance

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Sustainable Agriculture Network 

Tetra Pak  

높은 보존가치 

High Conservation Value(H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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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기관 

Bank of America

BNP Paribas 

Citi Group 

HSBC

J.P.Morgan Chase Co.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  

4. 기타 

소작농을 위한 노력

HCV자원네트워크는 소규모 자작농들이 HCV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HCV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순화된 접근법을 개발함. 

워크숍 개최, 다양한 템플릿과 역량강화도구 및 피드백을 

제공 중.

링크: www.hcvnetwork.org 

World Resources Institute

WWF 등

▶ HCV 적용 기업 및 기관  

9개의 주요 지속가능 인증 체계, 56개의 민간 기관, 12

개의 금융 기관 등에서 HCV를 자사의 표준과 원칙, 

글로벌 조달 및 투자 정책에 있어 필수조건으로 반영 중

• 지속가능 인증 체계 

Bonsucro

Cargill 

Fairtrade

Forest Stewardship Council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Roundtable on Sustainable Biomaterials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Sustainable Agriculture Network 

• 민간 기업

Asda 

Hewett Packard

IKEA

Kellog Company

Kimberly Clark 

Knoll Inc. 

McDonalds

Nestle

Pepsico

Procter & Gamble

Shell

Tetra Pak

The Body Shop 

Unilever

Walmart

Walt Disne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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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협약(Natural Capital Protocol)은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협업하고 있는 자연자본연합(Natural Capital 

Coalition)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영관리자들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행동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짐. 

본 협약은 자연, 특히 자연자본과 어떻게 교감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결정을 도움. 정형화된 

프레임워크 및 템플릿를 제공하여 자연자본에 대한 영향 및 

의존도를 식별, 측정 및 평가함.  

* 자연자본이란…?

식물, 동물, 공기, 물, 토양, 미네랄 등과 같이 재생 및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일컬으며, 자연자본은 필수불가결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타 다른 자본을 보완하고, 건강한 

지구와 번창하는 사회 및 경제 번영을 도움.  

1. 규모 

자연자본연합은 유니크한 글로벌 다자간 협업체로, 200

개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 과학 및 학계, 멤버 기관, 금융, 

정책 기관 등이 참여 중. 선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자본에 대한 유기적인 접근을 

자연자본협약 및 분야별 가이드 제공을 통해 가능하게 함. 

자연자본협약

Natural Capit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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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네트워크 촉진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링크: www.naturalcapitalcoalition.org

2. 자연자본협약 프레임워크 

협약 프레임워크는 “Frame, Scope, Measure & Value, 

Apply”의 4단계 및 9가지 단계로 이뤄지며, 자연자본 

평가를 실시할 때 고려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포함. 

또한, 분야별 가이드의 제공을 통해, 협약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음. 현재는 의류와 식음료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 중.

3.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

Accenture

BSI

Burberry

Conservation International 

Credit Suisse 

Deloitte 

H&M 

Hugo Boss 

Land Rover 

LVMH 

M&S

Nestle

Novatis 

PWC 

Roche

Shell

Tata 

The Coca cola Company 

WWF 등 

4. 기타 

협약응용프로그램(Protocol Application Program) 운영을 

통해 정기적인 웹세미나 및 자료를 제공 중. 또한, 트레이너 

및 기술 고문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고 있음. 본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접근법의 제공을 통해 

피드백을 수집하고, 사례를 통해 협약의 폭넓은 사용을 

권장함. 자연자본연합을 대신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의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에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협약의 이행을 통한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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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와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B)의 협업으로 제작된 

목재·종이 제품의 지속가능한 조달에 관한 지침 및 자료 

툴은 목재·종이 제품의 지속가능한 조달과 관련된 10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조달의 정책과 구현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  

* 지속가능 조달이란…?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자재 공급 과정에 있어 비용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 주기의 환경 및 사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을 나타냄. 

1. 주요 10대 이슈 

아래의 10가지 주요 사항은 체크리스트로도 사용 가능 

1)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 제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2) 정보의 정확성(Information accuracy)

    - 제품에 관련된 정보가 신뢰할 만 한가 

3) 합법성(Legality)

    - 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되었는가

4)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었는가 

5) 유니크한 산림 가치(Unique forest values) 

    - 유니크한 산림 가치가 보장되었는가

6) 기후(Climate)

    - 기후와 관련된 사항이 다뤄졌는가 

7) 공해(Pollution)

    - 적절한 환경적 통제 조치가 적용되었는가

8) 신선하고 재사용된 섬유(Fresh and recycled fiber)

    - 신선하고 재사용된 섬유가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9) 기타 자원(Other resources)

    - 기타 자원이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10)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 지역 사회, 원주민 및 노동자의 요구사항이 논의되었는가 

목재·종이 제품의 지속가능한 조달 

Sustainable Procurement of Wood and Paper-bas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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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업 및 기관 

본 지침서는 시민 사회, 학계, 연구소, 민간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소속의 이해관계자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주요 

참여자의 소속은 아래와 같음.

DHL Group 

European Commission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Switzerland

Forest Stewardship Council, 

Kimberly-Clark

IBM 

New Zeal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New Zealand Ministry of Environment,

Procter and Gamble

Tetra-Pak

UK Government Procurement Services Organization 

WBCSD 

WWF 

링크: www.sustainableforestproduct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