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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 빈곤의 종식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장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 개척과 포용적인 번영을 촉구하는 다자관계자 파트너십에
참여합니다.
▶ 가치사슬 내에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공유가치를 확산합니다. 이에 좋은 예로는
기업이 기회를 식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효과를 기업 내부에 반영하는 KPMG True Value 방식이
있습니다.
▶ 공급자에 선물계약과 같은 예상 가능한 조달 계약을 제공하고 시장 철회 시,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급자가
대체시장 또는 대체 생계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신흥시장 공급자 소매업자의 기후관련 및 그 외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재난으로 인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길러줍니다.

☞ Gifts With a Cause 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임. 본 기업은 소매상점 및 비영리 단체에
여러 독특한 라인의 공정거래 고품질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여 1만명이 넘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가정에 지속가능한 수입을 제공. 본 회사는 2020년까지 약 5만 명의 개발도상국 가정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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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2. 기아의 종식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농부, 식품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와 협력하여 생산성, 보관 능력(storage), 실행 기획력 및 시장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고품질의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부, 식품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의
기업의 가치사슬 진입과 잔류를 도와줍니다.
▶ 농업 공동체, 식품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를 연결하여 농업 플랫폼의 역량 및 시장 개발을 위한 자본을 조달합니다.
▶ 모바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제대로 된 은행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농부들의 실시간 시장 접근성을 늘리고 모바일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개발도상지역 인구의 영양개선을 위해 지역의 영양 강화 식품의 다양성을 키웁니다.
▶ 수경재배, 식물 및 곤충 가공, 인공적으로 생산된 식품 및 단백질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해결방안을 지원합니다.
▶ SUN Business Network에 참여하여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씨앗 및 미량영양소 혁신/연구를 지원하는 등
포괄적이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합니다.
▶ 인권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또는 투자를 촉구하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for
World Food Security)의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식품 및 농업 비즈니스 원칙(Food and Agriculture Business Principles)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농업 정책을 시행합니다.

☞ 다논(Danone)은 자회사 및 공급망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보호를 위한 ‘에코시스템 기금(Ecosystem Fund)’
를 개발. 본 기금은 18개국의 약 1.9만명의 기술 역량 강화 목적의 교육을 지원하며 대부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이집트 다논은 신선한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우유를 현지 생산자로부터 구입. 또한, 소규모 우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유 품질 향상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Milk Collection Communities Egypt’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8개국으로 확대됨.
☞ 스타벅스(starbucks)는 코스타리카 커피협회와 협업하여 10여년 간의 농업 연구 상업화를 가능하게 함. 기업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한 대외구매를 위한 청사진을 반영한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명 이상의 농업인 및
근로자를 이롭게 함. 스타벅스는 위의 활동을 산업 전반에 확산하여 그 영향력을 커피 산업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세계 약 250만명에게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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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3. 건강과 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모유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가치사슬 내의 노동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 보건
서비스와 보험을 제공합니다.
▶ 건강식품 및 음료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영양가 좋은 식단, 신체활동과 개인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등 세계보건기구의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에서 소개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권장합니다.
▶ 기업 전문가에게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는 학교 급식, 교과 과정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길항미생물저항성 식품을 포함한 약효식품에 대한 투자를 증가합니다.
▶ 식품 생산내의 정기적인 항생제 사용의 빠른 제거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 응급처치 및 구조 방법을 포함하는 재난 위험 완화 및 예비 계획을 정립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 직원 및 가치사슬
내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재해 후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지원합니다.

☞ 리바이스(Levi Strauss & Co)는 주요 거래 판매사의 경영 시스템에 근로자의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 하도록
의무화함. 이는 근로자의 복지와 경제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직률, 결석률, 업무 지연율을
감소시켜 판매사의 투자 수익을 최대 3배로 인상시킴.
☞ 카길(Cargill)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재배농장 근로자에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본 프로그램은 모성보건을
포함하며 이는 임신, 모유수유 및 가족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생식건강 관련 인식 증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각 농장은 모유수유 및 육아를 위한 휴게실을 마련하여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친육아’ 근무환경을 조성.
2010년부터 2,400명의 여성 근로자의 보건관리 기준이 향상되었으며 Cargill의 영양 개선 프로그램은 영양가 있는
유아용 식품 배부, 정기적인 아동 몸무게 측정 및 초등학생을 위한 분기별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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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교육을 촉진하고 이에 투자하여 장래 기업의 활동 지역의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 과학, 제품 디자인 및 시스템 분석 분야의 인재를 육성합니다.
▶ 정부, 시민사회, 미디어 및 그 외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고객 및 지역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른 비즈니스, 비영리기구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국가의 교육을 향상시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장기적 투자를 합니다.

☞ 레고(LEGO)는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과목 관련 다수의 제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초등 STEM 프로그램은 직접 경험 방식의 학습을 통해 배움의 동기를 유발하고, 레고의 Simple Machines와 WeDo와
같은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육을 강화. 중등 STEM프로그램은 더욱 고등의 레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STEM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증대하고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는 STEM 교육 생활화를
목표함.
☞ 알루코 그룹(Arcor Group)은 고용인, 가치사슬, 주변 지역사회 및 파트너십 전반에 교육을 촉진함. 내부적으로는
2005년부터 57,000시간 이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의 공업시설 인근 지역 기술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2015년에는 28개 학교의 140명 교사를
교육시키고 60명 학생들에게 알루코 그룹 인턴십 기회를 제공. 외부적으로는 가치사슬 및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46,000시간이 넘는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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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5. 성 평등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여성 기업가 및 소규모 기업가에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고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 금융 서비스 기업과 협력하여 씨앗, 도구 및 비료를 위한 여성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개발도상국 여성의 농업
참여율은 43%에 달하지만 생산율은 남성에 비해 20-30% 적습니다. 여성의 금융 접근성 향상은 여성 농업가와 공급
식품 기업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상속 및 재산권 법으로 인한 남녀간의 불평등한 토지소유권을 다루는 공공정책을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토지 사용과 여성 농업가의 수익 향상을 지원합니다.
▶ 농업에 기술을 포함시키는 활동에 투자하여 여성이 가족에 대한 의무와 농업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여성역량강화와 여성의 건강한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대하는 광고 캠페인을 채택하고 고객과의 연결성도
강화합니다.
▶ 여성 기업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여성 기업가들이 서로 조언 및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 이사회 및 고위직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기업
가치사슬에 이와 같은 활동에 동참을 권장합니다.

☞ 카길(Cargill), 켈로그 컴퍼니(Kellogg Company) 및 아스다(ASDA)는 코트디부아르 코코아농장 지역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장벽(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본 프로젝트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교육, 상황분석과 아프리카 코코아 이니셔티브 지원의 최대 천 명의 여성 농부에게 농업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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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관수 시스템, 윤작, 효율적인 밭 이용 방법 등의 농업 기술을
촉구합니다. 농업의 깨끗한 물 사용율은 전세계 70%에 달하고, 이 중 15-30%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생산 시스템에 용수재생과 중수도 사용을 적용합니다.
▶ 생산 시설 인근 지역의 물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생산 시설 설계 계획에 지역 주민의 물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합니다.
▶ 개발도상국 시장의 특정한 위생 수요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 및 제품을 개발합니다.
▶ CEO Water Mandate와 Water Action Hub와 같은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 및 그 외의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특정
유역의 주요 공동 수자원 관리 노력에 참여합니다.
▶ 기업의 직장 내 안전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 제공을 촉구하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WASH 서약에 참여합니다.

☞ 사브밀러(SABMiler)는 인도 라자스탄 지역의 농부, 산업(양조업 포함) 및 더 넓은 지역사회의 상수도 확보를
위한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 본 프로젝트는 충전기술과 관개기술 및 상수도 자원관리의 이점들에 집중함. 본
프로젝트는 일년에 30만 입방미터의 지상수를 저장할 수 있고, 장맛비를 억류하여 대수층으로 내려 보내는 지상수
저장소를 6채 지음. 이를 통해 3년간 4천 여명의 농업인을 지원하였으며, 상수도 사용 효율성을 36.5%, 농작물
생산성을 23.5%, 농부들의 평균 순이익을 21% 향상시킴. 각 참여 농장은 학습의 장소가 되어 직접적으로 참여 중인
농부 1인당 약 20여명의 주변 농부들이 배움을 얻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함.
☞ 인도의 많은 공장 근로자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 따라서, H&M(H&M
Hennes & Mauritz)은 자사 인도 공장의 근로자와 이들의 가정에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15개 공장과 WaterAid와 함께 위생 및 보건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 촉진을 위해 노력함.
이는 근로자의 보건을 향상하여 결석율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킴. H&M과 H&M재단은 2016년까지 최소
50만명에게 안전한 물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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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소비가 불가능한 식품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친환경사업 프로그램인 RE100(www.there100.org)와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서약에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공급망에도 이를 권장합니다.
▶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품 사용을 촉진합니다.

☞ 펩시코(PepsiCo)는 280대의 전기 배달 트럭을 보유하여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임. 또한, 200대의 압축가스를
실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는 자사의 보유 차량의 20%를 반영함. 펩시코는 2014년 3백만 달러를 절약했으며,
기존의 디젤 엔진들과 비교하여 배기 가스량을 20% 이상 감소함. 또한 기존 보유 차량 대비 두 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신규차량을 구입했으며, 2010년부터는 55,000미터톤의 온실가스와 연료 사용율을 약 24% 감소함.
☞ 알루코 그룹(Arcor Group)은 아르헨티나 쿠만(Tucuman)주에 있는 설탕농장에 사탕수수찌꺼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 이는 사탕수수찌꺼기를 대체가능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07년에는 사탕수수 압착기에 필요한 스팀 중 58%를 생산하여 상당한 양의
가스사용을 줄였고, 1년 후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80%까지 절약했음. 또한, 2014년에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발전소를 세움. 이러한 방법으로 사탕수수 압착기에서 생산된 스팀 전량은
새로운 공장의 터빈을 돌리는데 사용됨. 사탕수수 압착기는 여분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쿠만주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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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소규모 기업의 가치사슬 참여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 농업과 생산 공급망 내의 현대 노예제도 및 아동노동을 근절합니다.
▶ 농업 관련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하고 장학금 및 인턴십 제공에 투자합니다.
▶ 현지 생산이 가능한 국내 제품/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지인을 위한 지역 시장을 조성합니다.
▶ 불우한 환경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제공하여 계층 이동성을 확대하고 인력 다양성 증진을 통해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는 마다가스카르 사바(Sava)지역 Belambo마을의 농부 325명을 대상으로 바닐라
생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 본 프로그램은 바닐라 관리 방법 등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함. 프로젝트 2차 년도부터는 Antananambo마을을 포함한 사바 남부 지역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사업 3차
년도에는 Belambo와 Antananambo마을의 농부협회가 660여명의 조합원과 2,640명의 조합원 가정을 대표하게 됨.
☞ 테트라팩(Tetra Pak)은 ‘Dairy Hub’라는 개념을 개발하여 현지 유제품 가공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우유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움. Dairy Hub프로젝트는 현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우유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소규모의 우유 생산업자들이 자급 농업뿐 아니라 우유 생산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소 한 마리 당 생산되는 우유양은 평균 110%까지 증가했고, 소규모
우유 생산업자들의 평균수입은 145% 인상됨. 또한, 2014년 케냐, 스리랑카, 니카라과와 세네갈에서도 낙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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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농업, 사회 기반 시설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위한 산업간 파트너십을 수립합니다.
▶ 수자원, 기술/연결성, 도로, 저장소 계획 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구합니다.
▶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고학력 인구에 지방의 농업 산업으로의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학교와 보건관리
시설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합니다.

☞ 탄자니아 남부농업발전회(The Southern Agricultural Growth Corridor of Tanzania, SAGCOT)는 농업인, 농업
기업, 탄자니아 정부 및 기업들로 구성된 포괄적 다자간 투자파트너십. 본 파트너십은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이롭게
하는 성공적인 포괄적 상농업을 통해 지역의 농업 잠재력 개발을 목표로 함. 또한, 이를 통해 식량안보,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본 파트너십은 공공부문 투자금 13억 달러 외 향후 20년간 추가적으로
민간부문에서 21억 달러를 투자 받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키고,
수백만 명의 탄자니아 사람들의 수익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 2015년에는 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Yara International ASA에서 탄자니아 비료 시설에 2,50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 메소드(Method)는 시카고에 산업 최초의 일부 전력을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로 운영하는 LEED 플래티넘 인증
비누 공장을 세움. 본 시설은 옥상에 세계 최대의 도시 비닐하우스를 지어 매년 100만 파운드의 무농약 청경채와
아르귤라 같은 채소를 생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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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0. 불평등 완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저가 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 분배 및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을 세웁니다.
▶ 식음료 및 소비재 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역량 개발 및 전문직으로의 이직 기회를 창출합니다.
▶ 기업 노동자에 최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사슬에도 권장합니다.
▶ 기업에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는 평등주의 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사슬에도 권장합니다.

☞ 콜게이트 파몰리브(Colgate-Palmolive)는 낮은 가격의 소규모 제품, 리필 제품 및 다양한 옵션가치를 개발하는
등 저개발 지역의 Colgate-Palmolive 제품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저소득층 구매력을 고려하여 제품
가격을 측정하고, 전략적으로 기존 제품과 최상품의 제품을 지역별로 다르게 분배하도록 조정. 예를 들어, 카메룬
지역의 소매업자가 모여 있는 곳에 많은 양의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할당하는 등 지방 고객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모델들을 개발함. 이를 통해 배달양을 주당 500%, 판매량은 43% 증가시킴. 또한, 마을의 시장에
참여하여 지방 구매자들도 사로잡음. 시장에서 개인 위생 용품을 작고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로 판매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개인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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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신 LED 기술 및 지속적인 농작 체계를 위한 관개를 적용하여 도시 지역에서의 신선한 식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에 기후 문제로 인한 식품 생산 단절을 방지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식량을 제공합니다.
▶ 공급망 내의 모든 공급자,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에 주기적 리스크평가를 시행합니다.
▶ 공급망 내의 도시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산업간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근로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제고시킵니다.
▶ ‘식품 사막’ 지역의 소매업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지역에 신선한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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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팜유, 콩, 종이, 펄프지 및 소고기와 같은 주요제품의 지속가능한 재배 및 생산을 촉진합니다.
▶ 수소불화탄소(HFCs) 및 저온 유통체계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냉매를 자연 냉매로 대체합니다.
▶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하여, 자본 프로젝트 결정시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게 합니다.
▶ 대외구매, 제조, 포장, 기획 및 물류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은 청과물의 양을 늘려 가공품이나 사료가 아닌 신선한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 공급자, 고객, 소매업자 및 정부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 및 공급망 내의 음식물 및 고형
폐기물을 줄입니다.
▶ 포장을 줄이고 완성품 및 생산 과정 내의 부산물 재활용을 늘립니다.
▶ 생산 과정 내의 수자원 사용을 줄입니다.
▶ 수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위생 제품을 포함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합니다.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증대합니다.
▶ 제품 주기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통 표준 및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 레고 그룹(LEGO Group)은 레고 부품 제작 및 포장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원자재의 연구, 개발
및 시행에 10억 덴마크 크로네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함. 산림관리협의회의 인증 포장재를 도입하여 포장재 규모를
줄이고, 연안의 풍력발전 지역에 투자하는 등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 앤호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는 자사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통해 2014년에 2천 4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2012년부터 총 5천 5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함. 본 기업은 2017년까지 아래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을 세움:
1) 전세계 헥토리터(hectolitre)당 에너지 사용 20% 감축
2) 중국에서의 15% 감축을 포함하여 헥토리터 당 온실가스 배출 10% 감축
3) 전세계 친환경 냉각기 연간 구매량 70% 달성
4) 물류작업 온실가스 배출 15% 감축
자사는 계획한 목표 달성 일정보다 3년을 앞당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효율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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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문제를 정부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반추(되새김)동물의 높은 메탄 생산으로
인한 동물성 식품의 비율 재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농부의 기후재난에 강한 농업 방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 고위험 지역 가치사슬에 자연재해 리스크 완화, 예비, 대응 및 복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기후 변화와 기후 취약성 관련 활동에 진전이 있는지 매년 측정하고, 결과 보고 및 노력을 증대하며 의료 및 생명 과학
업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적인 보고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기후관련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을 위한 고위급 파트너십 및 산업 협회를 지원합니다.

☞ Ajinomoto Animal Nutrition Group은 아미노산 생산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새로운 친환경 제품 개발과 국내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료용 아미노산의 장점을 부각시킴. 사료용 아미노산은 동물 질소 배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천연 단백질 자원을 보존하여 토양과 수자원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제한된 경작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함.

☞ 앤호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는 전세계적으로 4개 대륙에 위치한 9개 국가의 1백만 헥타르
(hectares) 이상의 경작지를 나타내는 규모인 2만명 이상의 보리 재배자와의 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2013년에는 전세계 보리 재배자들을 아우르고, 농가와 당사 공급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SmartBarleyTM
라는 기술 플랫폼을 창설하여 익명으로 작황 및 수익을 비교할 수 있으며 현재 2,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SmartBarleyTM은 지역적 격차 및 기회를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킹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하여, 토양의 질 개선 및
효율성 산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 포트폴리오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농부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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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4.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리표준에 따라 어업을 운영하며 글로벌 규약에 따라 어류에 대한 수요
증가를 관리합니다. 또한, 수산업 내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소규모 빈곤 국가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 공급사의 해상 운송 서비스가 해양환경표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합니다.
▶ 해양자원 보존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전문 지식을 정부 및 그 외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 어업 및
수경재배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관리합니다.
▶ 자연 서식지 보존 및 보호에 대한 투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 가치에 대한 추가적 조사 및 계량을
실시합니다.

☞ 서마크(Cermaq)는 급증하는 양식업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내부적 연구활동과 외부 동종 산업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 R&D 활동에 참여. 서마크 연구개발
(R&D) 기관은 자사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어업의 4개 분야에 기반함: 1) 보건 및 복지, 2) 기술,
3) 번식 및 유전학, 4) 사육 및 영양. 서마크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선두 기업 및 기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큐리그그린마운틴(Keurig Green Mountain) 고용인들은 생 커피 콩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포대의 새로운 이용
방법을 발견. 과거 이러한 포대들은 매립지로 보내졌으나, 현재는 인근 연안만의 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지피 식물로
이용됨. 또한, 시트 멀칭(Sheet mulching,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물질을 토양을 덮듯이 까는 방법)과 침식 방지를
위해 지역 사회의 정원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의 습지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외래 유입종의 성장을 막기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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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5. 육상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산림 및 팜유 사업 및 투자에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과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의 원칙을 반영하여
농업으로 인한 산림 벌채를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사용에 대한 지지를 시행합니다.
▶ 대외구매 및 포장 관례를 심사하여 생태계 악화를 완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결정합니다.
▶ 평가 시, 자연자본협약을 적용하여 자연자본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 페이저 그룹(Fazer Group)은 각기 다른 공급망 옵션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팜유를 사용. 2012년과 2013년에는 페이저 팜유 전체가 GreenPalm 인증을 받음. 2014년 일부 팜유는 Mass
balance (인증 및 비인증 팜유가 혼합) 공급망 시스템으로, 나머지는 GreenPalm 인증 제품으로 조달됨.
2015년부터는 분리 팜유(Segregated Palm oil, 가치사슬 내에 미인증 팜유와 분리되어 보관된 인증된 팜유) 옵션도
사용됨.
☞ 말라위 망고(Malawi Mangoes)는 기획 단계부터 설립까지 열대우림동맹과 연계하여 설립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토양 및 수로 보존, 노동자 및 지역 사회 보호, 장기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생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철저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됨. 시험용 농장 및 사육장을 제외한 말라위 망고의 모든 농장은
정해진 기간과 목적을 위해서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할당하는 이용 협정 하에 운영됨. 본 기업의 역할은 말라위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며 토지를 개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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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식량 및 물 부족은 사회적 불안 및 갈등을 악화시킴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를 향상시킵니다.
▶ 유엔의 비즈니스와 인권 관련 지도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일치하는 인권
지지 서명을 발표하고, 인권을 포함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 및 식량과 농업 비즈니스 원칙(Food and
Agricultural Business Principles) 적용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A Guide to Traceability: A Practical Approach to Advance Sustainability in Global Supply
Chains를 기반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관련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급망 내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추적성을 향상시킵니다.
▶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기업 및 작은 기업체에 의존하는 분쟁 이후의 나라에 사회적 기업과 임팩트 투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 사전승인으로 인한 협약을 제외한 원주민을 대체하는 모든 거래를 방지합니다.

☞ 스페인 식음료 기업인 마호우 산미겔 그룹(Mahou San Miguel)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의 기업 책임 정책과 일치하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공급자 포털을 개발. 이러한 공개 채널은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의 객관적인 선택을 도움. 또한,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 책임에
대한 공급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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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7.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행동을 위한 기회>
▶ 기업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기업 및 기관의 가치 창출 전략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적용합니다.
▶ 비즈니스 활동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잘 반영하는 우수 이행 원칙 및 지침을 적용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다자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참여합니다.
▶ 기업, 다자 파트너십 및 업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과 투명한 평가, 보고 등의
체계적인 영향 측정 체계를 수립합니다.
▶ 식음료 및 소비재 분야의 타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입법, 규제 및 세금 체계의
영향력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정부, 정책 입안자, 입법자 및 규제 당국에게 제공합니다.

☞ 여러 식음료 및 소비재 기업은 2015년 진행된 4개의 정부간 협상(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World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Summit to Adop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인 선도적 파트너십 과정에 참여 중.
☞ 식음료 및 소비재 산업 내 기업들은 다른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모범 원칙, 이니셔티브,
인증제도,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함. 이와 함께 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과 같은 회원제
기관과의 협력은 해당 산업 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구를 위한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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