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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수 원칙 및 이니셔티브 소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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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 

(前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

1. 개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의 전신인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EICC)는 2004년 Dell, HP, IBM 등 8개의 

전자산업분야 선도기업들이 모여 산업 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행동 규범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설립함.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기업은 RBA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 

기준(common standards)인 행동규범을 채택하며, 이는 수 

천개에 달하는 1차 협력업체(Tier 1 Suppliers)에도 적용됨.

RBA의 행동규범은 전자산업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존중 받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노동(7), 안전보건(8), 환경(8), 기업 윤리(8), 경영시스템(12) 

5개 분야의 43개 규범을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현재 120개 이상의 전자산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 회원사

Acer

Amazon

Apple

Cisco

Dell

Ford

Foxconn

HP

HTC

Huawei

IBM

Intel

Lenovo

Logitech

Microsoft

Motorola

Oracle

Philips

Qualcomm

Sony 

Xerox 등 약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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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인 10개 핵심분야에 대한 실무그룹과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이는 아래 리스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운영됨.

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감 있는 노동 이니셔티브 (Responsible Labor 

Initiative)

책임감 있는 공장 이니셔티브 (Responsible Factory 

Initiative)

화학 물질 관리 (Chemical Management) 

환경 지속가능성 관리(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간접 지출 관리(Indirect Spends)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Stakeholder Engagement)

학생 근로자 관리(Student Workers)

인신 매매 및 강제 노동 관리(Trafficked & Forced 

Labor)

근로시간 관리(Working Hours)

▶ 인증 평가 프로세스

   (Validated Assessment Process, VAP)

인증 평가 프로세스는 2009년 시작된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내의 노동, 윤리, 안전보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2,500개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현장 평가를 완수함. VAP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기업이 책임있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며, 평가는 RBA의 인증을 받은 제3자 독립 감사 

회사를 통해 시행됨.

링크: www.responsiblebusiness.org 

“A global electronics industry that creates 

sustainable value for workers, the environment and 

business.” 

“Members, suppliers and stakeholders collaborate 

to improve working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rough leading standards and practices.”

▶ 한국 회원사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3. 참여방법 및 혜택 

▶ 가입요건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제조회사에 허용됨. 여러 자가진단 

설문지 작성, 평가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의무 사항 

이행과 평가를 통해 RBA행동규범을 이행해야 함. 

▶ 회원분류

- 서포터 (Supporter): RBA의 전체적인 미션 및 비전을 

   지지하는 회원

- 제휴 회원 (Affiliate)

․ 고위급 임원의 RBA의 행동규범 준수 약속 및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 지지

․ 기업의 자기평가문항(SAQ) 제출

- 일반 회원 (Regular member)

․ 리스크 평가(risk profile) 및 감사 계획(audit plan) 

   완료

․ 다른 회원들의 인증 평가 프로세스(VAPs)에 동의

- 정회원 (Full member)

․ 모든 회원가입 요건 충족 

․ 기업책임 데이터(corporate responsibility data)를

   발행 

▶ 참여혜택

-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련 다양한 툴 및 정보 공유 

(E-learning academy, Online sustainability data 

management and sharing system/RBA Online, RBA 

평가 시스템, Responsible Electronics 시리즈 행사 초청 

등)

- 공동 준법․윤리 감사 서비스 제공

4. 주요 활동/프로그램

▶ 다양한 워킹그룹 및 이니셔티브

- RBA는 전자산업계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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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RMI) 

(前 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CFSI)

1. 개요 

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의 전신인 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CFSI)는 2008년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 와 글로벌 전자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로 대표되는 분쟁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공개하여 책임있는 원자재 구매를 

장려함. RMI는 공급망 내 3TG를 사용하는 기업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툴과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미분쟁(Conflict-free) 광물 구매를 독려하여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3TG: 대표적인 분쟁광물인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Gold)을 이르는 말로, 이는 주로 콩고민주공화국

(DRC),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여개국에서 

채굴되며, 판매수익이 반군의 자금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현재 7개 산업군, 360개 이상의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있음.

▶ 회원사

- 공급사(Vendor) 회원

Assent Compliance

GreenSoft Technology Inc. 등 총 8개

- 협회 파트너 및 회원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AIAG)

Tantalum-Niobium International Study Center (T.I.C.)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JEITA) 등 총 5개

- 주요 기업 회원

3M

ABB

Acer

Apple, Inc.

AT&T

BlackBerry

Boeing

BT

Canon

Cisco

Dell Inc.

Deutsche Telekom

▶ 한국 회원사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upont

Energizer

Ford Motor Company

Google / Alphabet Inc. 

HP Inc. 

HTC Corp.

Huawei

IBM Corporation

Intel Corporation 등 약 3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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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프로그램 

▶ 책임감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RMAP)

- RMI의 주요 프로그램인 ‘책임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

(RMAP)(前 Conflict-Free Smelter Program, CFSP)’

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분쟁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 3자 감사를 실시하여 국제 기준과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원자재 구매를 장려함.

- 한국에서는 LS니꼬동제련의 자회사 토리컴이 

국내최초로 RMAP(前 CFSI)인증을 취득했고 뒤이어 

고려아연, 삼덕금속이 인증을 취득함

▶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MRT)

-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CMRT)’은 광물의 원산지와 

제련소 및 정제사에 관한 정보를 공급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표준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다수의 보고서를 종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쉬보드 툴(MRPRO)을 무료로 공유함. 또한 

보고서 작성과 MRPRO 사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관련 

자료를 제공함

5. 기타 

- 제련소에 해당되지 않아 RMAP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책임있는 광물구매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함

- 100여명 이상의 각 산업, 정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광물자원의 책임있는 구매 우수 이행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연례 워크샵(Conflict-Free Sourcing Initiative 

Workshop)을 개최함

- OECD 실사지침 및 미국의 도트프랭크(Dodd-Frank) 

법안에 입각한 표준을 발전시켜 감사과정에 적용함

링크: 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Provide companies with tools and resources to 

make sourcing decisions that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support responsible sourcing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3. 참여방법 및 혜택 

▶ 가입요건

우선적으로 비밀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ECI)

를 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별도의 감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참여가 가능함.

▶ 회원분류

- 기업 회원(Partner Members): 3TG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개별 기업

- 협회 회원(Association Members): 3TG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기업들이 속한 협회

- 공급사 회원(Vendor Members): 기업 회원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기업 회원 조건에는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 참여혜택 

- 책임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 

정제사 리스트를 담은 원산지 추적(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RCOI) 데이터 및 분쟁광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3TG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함

-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및 분쟁광물 실사(Due 

Diligence) 지침과 우수 이행사례, 분석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지역별 이슈와 다양한 조달 이니셔티브, 규제 

제도의 변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육 툴, 

가이드라인, 트레이닝 자료 등을 제공함

- 시민사회와 사회책임 투자그룹, 정부와 다자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촉진하여 회원사의 우수 

이행사례를 공유함

- 연례회의 및 컨퍼런스 참여

- 새로운 툴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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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산업 액션그룹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AIAG)

1. 개요 

미국 자동차산업 액션그룹(AIAG)는 글로벌 표준 개발 및 

일관된 비즈니스 관행(business practice)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프로세스 간소화(streamline)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1982년 크라이슬러(Chrysler), 포드(Ford), 

제너럴모터스(GM)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미시건 

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및 공급망과 소매업자, 서비스 회사, 학계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현재 2,629개의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기업 및 기관

Toyota

Honda

Nissan

Shall Global

General Motors

Ford Motor Company

Volkswagen Group of America

Volvo Car Corporation 등 

▶ 한국 기업

한성실업주식회사    

동화텍주식회사 

현담산업 미국법인

현대모비스 미주 부품법인

서울산업

삼성SDI 미주법인

삼웅AFT

유성정밀주식회사

3. 참여방법 및 혜택 

▶ 참여 방법

-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회원 자격을 부여 받으며,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음

▶ 회원 혜택

- 품질 규정(quality compliance)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등에 대한 교육

- 필수 자동차 산업 정보(essential auto industry 

resources) 무료 제공

- 산업 내 주요 문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솔루션

- 자동차 공급망 개선을 위한 산업내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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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프로그램 

▶ 품질 관리 (Quality) 

AIAG Quality Initiative를 통해 제조기술, 제품 혁신 및 

품질 향상을 비롯한 제품 개발, 서비스 및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와 교육 툴을 제공함

▶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글로벌 자원 관리 가이드라인(MMOG/LE), 미국 공급망 

보안관리 제도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등 공급망 이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침, 교육 및 연구자료를 제공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분쟁광물, 공급망 

지속가능성, 환경 지속가능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툴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책임있는 경영을 

하도록 지원함. 본 활동은 CR운영위원회가 관리하며, 

FCA, Delphi, Ford, General Motors, Honda, Toyota 등 

기업 고위급 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됨

5. 인증체계

▶ Auditor Certification

- AIAG는 품질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향상을 돕는 auditor certification 인증 코스를 제공. 

Auditor certification 코스는 ISO 9001, ISO 14001, 

AIAG IATF 16949 등의 교육을 제공

▶ North American Automotive Quality Core Tool   

Certification 

- North American Automotive Quality Core Tool 

Certification은 자동차 산업의 Core Tool에 해당하는 

APQP/PPAP, FMEA, MSA, SPC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인함. North American Automotive 

Quality Core Tool Certification는 APQP/PPAP, FMEA, 

MSA, SPC 인증시험(certification exam)에 대한 교육과 

시험을 제공함

링크: www.aia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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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는 기업, NGO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연합체로 전세계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함. 본 이니셔티브의 

회원사는 ETI 기본규범(ETI Base Code) 이행을 통해 임금, 

노동 시간, 안전․보건을 개선함

* 윤리적 무역(Ethical Trade)이란?

소매업자 및 브랜드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을 나타냄

* ETI Base Code: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규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9개의 기본 

규범

1) 강제노동 금지 (Employment is freely chosen)

2) 단체 결사의 자유 보장 (Freedom of association)

3)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 조성 (Working conditions 

are safe and hygienic)

4) 아동노동 금지 (Child Labour shall not be used)

5) 최저 생활임금 보장 (Living wages are paid)

6) 과도한 초과근무 금지 (Working hours are not 

excessive)

7) 인종, 성별, 계급,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한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is practiced)

8) 합법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 보장 (Regular 

employment is provided)

9) 신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및 비인도적인 처우 금지 (No harsh or inhumane     

    treatment is allowed)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총 116개 기업, NGO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없음.

▶ 기업

BBC Worldwide Burberry

C&A

DAKS

Gap

H&M

Marks & Spencer

Tesco

The Body Shop 등 총 94개

▶ NGO

Oxfam

Save the Children

The Fairtrade Foundation 등 총 18개

▶ 노동조합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

Ethical Trading Initiative(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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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참고사항 

- ETI의 5개년 전략 계획(ETI strategy 2015-2020: 

Perspective 2020)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에 기반하여 ETI 기본 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링크: www.ethicaltrade.org 

"World where all workers are free from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enjoy conditions of 

freedom, security and equity."

"ETI exist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by developing effective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ETI Base Code of labour 

practic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Global)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 (IUF)

Trades Union Congress (TUC) 총 4개

3. 참여방법 및 혜택 

▶ 참여방법

- 제출된 가입서류는 ETI 회원기관인 NGO 및 노동조합의 

검토를 거치며, ETI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종 가입 승인이 

결정됨

- ETI 회원사는 매년 ETI 이사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는 각 기업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ETI 회원 

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는 멤버십을 유지할 수 없음

4. 주요 활동/프로그램 

▶ 교육

- 윤리적 무역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을 교육하는 

   시리즈 워크숍 제공

- 윤리적 무역 관련 맞춤형 방문 트레이닝: 전문가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기능(function), 

분야(sector), 공급망이 위치한 국가(source country)에 

따라 트레이닝의 초점을 정함

- 최저임금, 아동노동, 실사, 이주 노동자 등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 ETI 프로그램

- 회원사 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의 여지가 많은 

공급망의 노동 환경을 개선함.

- 인도 섬유산업의 여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Women 

millworkers in Tamil Nadu, 태국 수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Thailand’s seafood industry, 터키 의류 

브랜드 및 공급사가 시리아 이주 노동자에 합법적인 

일자리 지원하도록 하는 Syrian refugees working 

in Turkey’s garment sector, 영국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산업의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he 

Leicester garment trade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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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Work

1. 개요 

Better Work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 

국제노동기구의 Better Factories Cambodia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설됨. 2009년 설립된 본 파트너십은 의류 

산업내의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의류 비즈니스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함. 의류업계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노동시장 통제 

역량을 강화하여 의류산업 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함

2. 주요 참여 기업 및 기관(2018년 5월 기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요르단, 니카라과, 

베트남 등에서 약 1,450여 개 공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90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 파트너 기업(Brand and Retailers)

Abercrombie & Fitch

ASOS

Gap Inc.

H&M

J.CREW

John Lewis

Levi Strauss & Co.

Marks & Spencer

MUJI

NIKE

Ralph Lauren

Patagonia

Puma 등 총 36개

▶ 후원 정부기관 및 기업(Development Partners)

The Walt Disney Company

GMAC

Gap Inc.

Levi Strauss & Co

네덜란드 외교부

덴마크 외교부

미국 노동부

스위스 경제성

영국 국제개발부

호주 외교통상부 등 총 14개

3. 참여 혜택 

▶ 파트너 혜택 (Partnership services)

-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전략 방향 수립에 참여

-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활동 기회 제공

- 관련 프로젝트 및 이벤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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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www.betterwork.org-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금융기구(IFC)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정 체결

- 이 외 추가 혜택: 공장 개선 활동과 전문 교육에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ILO와 IFC 기술 

전문가 컨설팅 및 특별 관리 기회 제공, 비공개 비즈니스 

포럼 초청 등

4. 주요 활동/프로그램 

▶ 공장 노동환경 개선 프로그램

- 의류 공장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측정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평가와 자문 

서비스, 세미나 및 교육으로 구성됨

- 교육 분야로는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보상에 관한 단체 교섭, 해당 국가의 노동법 규정, 

안전․보건 이슈 등이 있음

A. 자문 서비스, 세미나 및 교육 

B. 노동자-경영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노사협의회 설립

C. 공장 내 이슈 파악을 위한 자가진단을 위한 지침 공유

D. 평가 및 피드백(progress report)

▶ 교육

커뮤니케이션, 협상 및 관리능력, 산업 내 네트워킹, 직장 

내 안전․보건 및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 제공

5. 주요활동/프로그램

- Better Work는 노동자와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금융기구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공장에 한해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함

- 공급망 준법 시스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급망 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중복 모니터링 및 

실사를 방지하여 공장의 관련 비용을 감소시킴.

-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 환경 감독 강화, 

작업장 사고 및 질병 발생률 감소, 법률 개혁 및 노사 

관계 강화, 사회 보장 제도 강화를 위한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을 지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