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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using the ASC-MSC Seaweed (Algae) Audit Announcement Template

This template details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CABs) when formally announcing the en
1.
2.

Completed client document checklist, and
Pre-audit report (if one exists and was written by the CAB doing full audit).

Please complete all unshaded fields. Where instructions are included in brackets or italics , please delete and replace with y
Corporate branding

The production unit Audit Announcement Template may be formatted to comply with the CAB corporate identity. It is the stru
Examples of appropriate amendments are:
a.
b.
c.
d.

A company header used throughout the report.
A company footer replacing the current ASC-MSC footer.
Inclusion of contact details for the assessment team members in relation to consultation.
Deletion of the instruction tab

Production unit details 생산 단위에 대한 설명
Name of the production unit KIJANG MULSAN CO.,LTD - K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물산 -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생산 단위명
Target species common
name/s 대상 종 일반명
Species Latin name 학명

Sea Mustard - Wakeme
미역 - 와카메
Undaria Pinnatifida 운다리아 피나티피다

Production system
생산시스템

Off-shore aquaculture / artifical seedings collected from exsisting farm / Floating rope method
바다 양식 / 인공 채묘에 의한 종묘 생산 / 연승수하식 양식

Location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단위의 위치

KIJANG MULSAN CO.,LTD (Processing factory) : 30-16, Sinpy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기장물산 (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K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 KIJANG COUNTY, PUSAN-SI, REPUBLIC OF KOREA
기장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Member Farmers] 회원 양식장
- Mr. Yeongtae (Address : 585-1, Gijanghaean-ro,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 Kijang County - Aquafarming
License No#123 / Farm Size 100,000m2 / Location of the site : Daebyeon-ro,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김영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585-1) / 기장군 양식면허 123호 / 100,000m2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 Mr Jaehong, Jung (Address : 17, Gongsu 3-gil,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 Kijang County - Aqafarming
License No# 139 / Farm Size 60,000 m2 / Location of the site : Sirang-ri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정재홍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공수3길 17) / 기장군 양식면허 139호 / 60,000 m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Stock Region 생태자원 위치
Receiving water body 수역

South East Sea shore of Korea Peninsula / See attached tab with image file.
대한민국 남동해 지역 (부산 기장군) / 이미지 파일 참조
Kijang sea area Pusan, Repubic of Korea

대한민국 부산 기장군 해역

Clients part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 단위의
담당자

Mr. MinSoo, Kim (Director of KIJANG MULSAN, Chairman of K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김민수 (기장물산 이사 /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대표)

Facilities 시설 현황

Sea : culture equipment, rope, stone anchorage, float, boat 해양 : 양식 기자재, 로프, 무게추, 부자, 운송선
Land : cutter, washer, drying machine, separator, packaging machine 육지 : 절단기, 세척기, 건조기, 분리기, 포장기

Unit of Certification (if
different)

KIJANG MULSAN CO.,LTD (Processing factory) : 30-16, Sinpy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기장물산 (가공공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Harvest season 수확시기

December to May 12월 부터 5월까지

Management system
생산시스템

Two levels of the government, i.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MAF), being the central authority,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city and district, are involved in fisheries conserva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fishermen-oriented co-management system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sponsible fisheries.
Under this system, an organization of fishermen, such as a fishery corporation or a group of fishermen in villages set up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fisher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 endors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2 개 수준으 정부,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방 정부 수준에서 수산물의 보전, 관리,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어업인 중심의 공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책임있는 어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추구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어민 조직, 즉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마을의 어촌계 등을 통해
수산업 관련 법률 및 지역정부의 규제 법안 등을 자체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The Fisheries Act requires any person who intends to cultivate seaweeds, shellfish or other marine animals (by demarcating specified
waters and utilizing the bed of the waters or providing other facilities under water) to obtain a license from the local government. Other
categories of cultivating fisheries include mixed cultivating fisheries, cooperative cultivating fisheries and village cultivating fisheries. Any
license should be issued within the limits of the fishing ground utilization and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the act, MMAF shall
determine, inter alia, the water depth of the fishing grounds (exclusive of water depths of cooperative and village cultivating fisheries,
which are to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limits of fishing zones and distances between
fishing grounds, methods of fishing ground equipment, cultivation, catching or gathering, and matters concerning cultivated products.
The act prescribes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issuance of licenses, specifies the grounds for refusal and revocation of licenses, and
stipulates that licenses may be subject to restrictions or conditions if necessary, inter alia, for the breeding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or any other public interest. Licenses are generally valid for a period of ten years. 수산업법에 따라 해조류, 갑각류 또는 기타
해양 동물 (특정 수역의 경계를 정하고 수역을 활용하거나 수중에 다른 시설을 제공함)을 경작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지방 정부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다른 종류의 수산 양식에는 복합 양식 어업, 협동 양식 어업 및 마을 양식 어업이 포함된다. 모든 면허는 어장 이용 및
개발 계획의 한계 내에서 발행되어야한다. 국가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는 그 중에서도 어장 수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 조합 및
마을 경작 어업의 수심을 제외한), 어장의 한계 및 각 어장 간의 거리, 어업장비, 양식, 어획 또는 포집 그리고 양식 수산물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이 법은 면허발급 우선순위 순서를 정하고, 면허거부 및 폐지의 근거를 명시하며, 면허는 수산자원이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동안 제한이나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증은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하다.

The farm is managed by individual local farmers with aquafarming license issued by local government. Individual local framers in Kijang
County with aquaculture permit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associations. 이 양식장은 지역 정부의 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양식업자들에 의해 관리된다. 양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직업자만이 협의체 기구에 참여 가능하다.
Acts that directly relate to fisheries licenses and permits include the Fisheries Act and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In addition, the
"Fishery Management Act" for the use and management duties of the farms, the "Act on the indication of the origi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or the indication of the origin of aquaculture products, the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For the support of fish farmers, there ar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Accident Insurance Act". 어업 허가 및 허가와 직접 관련된 법안에는 수산법과 육지 수산법이 포함된다.또한, 농가의 사용 및 관리
의무에 관한 "어업관리법"과 수산물의 유래를 표시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어업농의 지원을 위한 "농어,
수산물 품질 관리법"이 있다.농림수산신용보증법 및 "농업 및 어업 재해보험법" 등이 있다.
Kijang Sustainable Seaeed Network (hearafter : KSSN) is an entity for the association of local seamustard farmers located at Kijang
County in Republic of Korea. It includes processing factory named Kijang Mulsan Co.,Ltd. in the same region. KSSN is voluntary
membership organization and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articles of association.It is consultative group with sea-mustard
farmer who holds aquaculture license from Kijang Country Local Government office.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ncludes members
requirements and farming operation practices. Kijang Mulsan Co.,Ltd. developed and implemented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dried seaweed products. Product specification, inspection, testing, internal audit, management reveiw procedures is
defined.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이하 : KSSN) 대한민국 기장군 지역의 해조류 양식 어가들의 협의체 조직이다. 그 안에는
기장물산(주)라는 가공 공장을 포함하고 있다. KSSN은 자발적인 회원제 조직이며 상호 합의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회원들은
기장군에서 양식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들에 대해 양식장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기장 물산은 해조류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규격, 검사, 테스팅, 내부심사 및 경영
검토 등이 정의 되어 있다.
The association developed written procedures for management system of the organizations. It has details for process and management
contents. Responsibilities of member farmers are defined. Management system includes processes for decision making, internal audit
and management review, monitoring of operation results. The association regularly reviews and makes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협회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에는 주요 프로세스와 관리 포인트가 정의 되어 있다. 회원 양식업자의 책임이 정의 되어 있다.
경영 시스템에는, 의사결정, 내부심사, 경영 검토, 운영 성과의 검토 등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협회는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결정한다.
Seaweed category 해조류
카테고리
Statement that the
production unit is within
scope

Bii Cultivation at sea: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 Bii 바다양식 : 인공 채묘, 야생 자원 필요하지 않거나

무시할만한 수준

A clear statement from the CAB that the fishery entering assessment meets the scope requirements in Section 2 of the Seaweed
Standard.
해조류 표준의 2장 요구사항 인증 범위에 대하여 심사 대상 조직에 대한 인증기관의 설명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are only eligible for certification if the target species is a seaweed. 자연 채집 또는 양식 활동을 통한 인증
인증범위내의 생산단위에 대한 대상의 목표 수종은 해조류 이다. Target species is Undaria Pinnatifida (Algae species) 목표 수종은 운다리아 피나티피다 (미역)
해조류
설명
The Standard applies globally to all locations and scales of operations, including both harvesting of wild stocks and production from
aquaculture systems.이 표준은 이 표준은 자연 서식지의 수확과 양식 체계의 생산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와 규모의 작업에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Legal requirments on aquaculture registration and havesting permission in Korea. 한국의 양식업 등록 및 어업 허가에

관한 법률 적용

The Standard applies to seaweed production units only. Other production units in scope for assessment under the existing ASC or MSC
standards are in no way affected by the Seaweed Standard.이 기준은 해조류 생산 단위에만 적용된다. 현존하는 ASC 또는 MSC 표준에
따른 평가의 범위에있는 다른 생산 단위는 해조류 표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Only Undaria Pinnatifid is included in the production
units. 미역 양식만을 포함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involving the introduction of alien (i.e. non-native) specie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unless: 어획
또는 양식 활동은 외래종(비 토착종) 을 도입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 Undaria Pinnatifid is not alien species. 미역은

외래종이 아님

The introduction occurred at least 20 years prior to the date the application is made for assessment against the Seaweed Standard, or
The alien species is cultured in on-land facilities that are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aquatic environment. Organis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12 months, or one harvest cycle, whichever is less. 도입은 해조류 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신청한 날로부터 적어도 2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는 외계 종은 수생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육지 시설에서 배양된다. 인증을
추구하는 조직은 최소 12개월 또는 1회의 수확 주기 중 더 적은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Production of Sea-mustard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40 years 해당 지역의 해조류 양식은 40년 이상의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다.
Organis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available records of performance data covering the periods of time specified in the
Standard. 인증 심사 대상 조직은 인증 표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The company and seaweed
workers groups has enough operational data records 회사 및 양식업ㅏ자 그룹은 충분한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which use mutagenic, carcinogenic or teratogenic pesticides, or any other chemicals that persist as
tox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r on the farm or farmed seaweed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돌연변이 유발, 발암성 또는 기형성

살충제를 사용하는 수확 또는 농업 활동 또는 해양 환경이나 농장 또는 양식 해초에서 독소로 유지되는 다른 화학물질은 인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No chemical used in the farm 양식장은 화학약품을 하용하지 않는다.
Production unit operators

In cases where the UoA and UoC include a number of vessels/ farms UoA 와 UoC가 다수의 선박/양식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생산단위 작업 현황

[UoA] Yeongtae, Kim has 1 vessls and 3 seamustard farms / Jaehong, Jung has 1 vessel and 1 seamustard farm 김영태 1개
선박, 3개 양식장 / 정재흠 1개 선박, 1개 양식장 운영 중
[UoC] Kijang Mulsan Co.,Ltd. has production factory inlucding facilities for washing, drying, cutting, packaging of dryed
seaweed. Mr. Yangchun, Kim (President) 기장 물산은 건조 해조류 제품 생산을 위한 건조기, 절단기, 포장기 등 보유, 김양춘 대표
(대표이사)

Information to identify Micro This is not Micro family business 소규모 가족 비지니스에 해당되지 않음
family business 소규모 가족
경영 정보
Harvest/production data
수확 / 생산 데이터
History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유닛의 역사

about 100 ton / year of Sea Mustard - Wakeme
연간 100톤 - 미역 생산량
The culture technique of Undaria was introduced more than ten years ago in the vicinity of Pusan (since 1964) which is located along
the country's southeastern coastline. About 70%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species in Korea today, however, is produced along the
southwestern coastal areas. Gijang is the areal name of Korea's southern coastline in Pusan-city. 미역양식 기술은 대한민국 남동부
해당에 위치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1964년 경)에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생산량의 70% 가량은 그러나, 남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기장은 대한민국 남동부 부산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Culture by artificial seeding started in 1963. The culture method before then was rather primitive consisting of placing stones at suitable
depths for the attachment of young plants. From 1967, cultivation by hanging rope method was developed, and in 1970 over 100,000
MT (wet) were produced. In 1974 the amount was recorded at 180,000 MT. The decreased consumer's price resulting from overproduction caused production to decrease, however in 1975 a market was developed in Japan. At present the annual yield of cultured
product is about 200–300 thousand MT. Natural harvest, was 28,000 MT in 1972, however it is now under 6,000 MT. Cultivation of sea
mustard now occupies over 60% of the total yield of cultured seaweed. The major culture centres are Wando in Jeonnam district and
Kijang, Ilgwang near Pusan in the southern coast which produce over 80% of all the sea mustard in Korea 인공 종묘에 따른 양식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양식 방법은 어린 개채들을 붙일 수 있는 적절한 깊이에 돌을 놓는 것으로 구성된 다소 원시적이었다.
1967년 부터 로프를 사용한 양식방법이 개발되어, 1970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100,000MT (물미역) 생산됨. 1974에 이르러 180,000 MT
기록되었다. 생산 과잉에 따라 소비자 가격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량 축소됨. 1975년 일본 수출이 시작됨. 현재는 약 연간20만
~30만톤정도가 양식 생산되고, 1972년도에 자연산이 28,000 MT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MT 수준임. 미역 양식은 전체 해조류 양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양식업 지역으로는 전라남도의 완도, 부산의 기장, 일광등의 남부 지방에서 대한민국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Kijang Mulsan Co.,Ltd. was established in 1993. It is a seaweed-finished product manufacturing plant and has washing, heating, drying,
powdered, and packaging in its process.Kijang Mulsan Co.,Ltd. is purchasing Sea-mustard directly from local farmers who have legal
license for seamustard aquafarming operation. Kijang Mulsan supported the establishedment of the "K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Sea-mustard farmers association has 2 farmers and Sea-mustard prodcution farm. 기장물산은 1993년에 설립되었다. 해조류
가공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서, 세척, 가열, 건조, 분쇄, 포장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기장 물산은 기장 지역에서 양식 면허를 통해
미역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어민들로 부터 직접 원료를 구매하고 있다. 기장물산은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의 설립을 지원했다.
미역 양식업자 협의체에는 2명의 양식어민과 미역 가공 공장을 포함하고 있다.

Other production unit in the
area 지역의 기타 생산유닛
정보

Production unit is mainly about seaweed aqaframing only 생산 단위는 해조류 양식 활동이 주임.

Main commercial market
주요한 소비자 마켓

Korea domestic buyers and exporting market in Japan and China. 대한민국 국내 시장 및 일본 및 중국 등의 수출 시장

This field is optional. 이 부분은 옵션
Any other information the
CAB wishes to provide
(including any specific
issues within the production
unit that need to be
highlighted).
인증기관이제공하자 하는 추가
정보

Audit details 심사 세부 사항
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
인증기관 정보

DNV GL Business Assurance 디엔브이지엘 비지니스 어슈어런스
Name of Assessment Team Leader : Ryan Ikhwan Bae 심사팀 담당자 : 배익환
Name of first point of contact for the assessment (if different to the assessment team leader).
심사 관련 최초 연락 담당자 (만약 심사팀장과 다른 경우)

msc.fisheries.global@dnvgl.com
Phone Number 전화번호 : Office 사무실 +82 2 724 8421 / Mobile 휴대폰 +82 10 9344 0240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 18F, Kyobo Bldg, 1, Jongno, Jongro-gu, Seoul,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18층
Client 고객

Name of company :회사명 KIJANG MULSAN CO.,LTD - K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물산 -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Mr. Minsoo, Kim 김민수
Chairman of K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 Director of Kijang Mulsan Co.,Ltd.
기장지속가능해조류 네트워크 회장, 기장물산 이사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 ik_jang2@daum.net
Phone Number 전화 번호 : Tel +82 51 722 0238 / Mobile + 82 10 5499 6399

Type of audit 심사 구분

Mailing address 우편 주소 : 30-16, Sinpy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Initial audit 최초 심사

Estimated length of the
audit and timeline
예상되는 심사 기간 및 주요
시간 일정

Site visit 현장 방문 : March 18 - 20, 2019 (2019년 3월 19일 ~ 3월 20일)
Public comment draft report 심사 보고서 초안 일반 공개 : March 24, 2019 (2019년 3월
24일)
Final Report 최종보고서 : April 24, 2019 (2019년 4월 24일)
Public Certfification Report and Certificate issue 최종 인증보고서 및 읹으서 승인 : April 25,
2019 (2019년 4월 25일)

Team Leader 심사팀장

[Team leader] Ryan Ikhwan, Bae is a lead auditor for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for more
than 10 years (from FSC and MSC), and he has various system audit project experience
from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ISO 22301, ISO 27001, ISO 22000, FSSC
22000. Previsou career from fast food franchiase company (Lotteria.,Co.,Ltd) He attended
ASC-MSC Seaweed Standard Assessor training held in Beijing on 24th - 26th Oct 2017 and
sucessfuly finished qualification exam. [심사팀장] 배익환은 COC 추적성 관리 인증
(산림관리 협의회 및 해양관리협의회)에 대한 선임 심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다.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ISO 22301, ISO 27001, ISO 22000, FSSC 22000. 등의
다양한 심사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보유.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근무 경력.
ASC-MSC 해조류 표준 심사원 교육 참석 (2017년 10월 24일 ~ 26일 베이징 개최) 심사원

자격 시험 합격함

Proposed assessors
심사원 현황

[Social assessor] Seung Hyun Kwak possesses an experience in Environmental & Safety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 The experience covers development of EHS
management system and certification to ISO 14001 and OHSAS 18001. It aslo includes in
audi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afety Management system. His core
competences includes audit, assurance and training on EHS, GHG, Sustainability. Seung
Hyun Kwak has been providing assurance services on GHG emissions and corporate
reporting. He conducted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CDM projects as well as Corporate
GHG Inventory Verifications for various industries such as Oil refinery, Petrochemicals,
Cement, Power, Construction and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In addition to Carbon
verification, he has experience in the verification of water footprint of an organization and/or a
product. Seung Hyun has provided many assurance engagement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s and greeenhouse gas emissions for more than 100 companies. The audit on social
accountability including labor and human right is one of his key expertises. Seung Hyun
Kwak has conducted more than 100 social audits. [사회 심사원] 곽승현은 환경 및 안전 공학
및 경영 시스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EHS 경영 시스템, ISO 14001과 OHSAS
18001 인증그리고 심사원 자격을 보함하고 있다. 그는 EHS, GHG, 지속가능성 분야의 심사,
어슈어런스, 교육 등에 전문성이 있다. 온실가스검증 및 기업사회책임 보고서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그는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전력, 건설, 일반 제조 업체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기업 온실가스 검증뿐만 아니라 CDM 프로젝트의 검증과 타당성 검토. 탄소 검증
외에도, 그는 조직 및/또는 제품의 물 발자국 검증에 경험이 있다. 그는 100개 이상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검증 평가 진행함. 노동과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 또한 전문 분야이며, 100건 이상의 사회 윤리 (노동) 심사 수행함.

Proposed assessors
심사원 현황

[Environment Assessor and Technical Expert] Shin-Chang, Frank, Chen graduated from
National Taiwan Ocean University majoring in Fisheries Economics, Master of Agriculture
and Ph.D candidate for Aquaculture in National Taiwan Ocean University. He is now working
at the Taiwan Fisheries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Taiwan as secretry-general
since 2010, which management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with more than 800
aquaculture farms. He possesses experience from Saury Fishery MSC Working Group,
Fisheries Bureau, Council of Agriculture, Taiwan/ Research for fishery food safety system,
risk management, Aquaculture Risk Analysis Group, Taiwan Aquaculture Fisheries
Development Foundation, Taiwan/ Organic Program, Organic Certification Organization Co.,
Ltd., Japan. He holdes lead auditor qualification for Food Safety Program, TQCS
International, Australia. [환경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프랭크 신창 첸은
국립대만해양대학교에서 수산경제학과, 농업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졸업했다.

대만국립해양대학교 수산양식 석사 및 박사 수료 그는 현재 대만 수산업 경제 개발 협회에서
2010년부터 사무 총장 근무중. 이 단체는 800개 이상의 양식장에 대해 해산물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수산국, 수산국, 대만 농업협의회/수산물안전시스템 연구, 위험관리,
수산업위험분석그룹, 대만수산업개발재단, 대만/유기프로그램, 일본 유기농인증기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호주, TQCS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의 수석 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Site visit Date 현장 심사
일자
Location and date of site
visit 현장 방문 일자 및
위치

18th to 20th March, 2019 (2019년 3월 18일 부터 20일까지)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Company staff, Stockholder, comsumer, prosessing company, logistics provider, local
people,researchers
RBF will not be used. 적용제외

Risk Based Framework
리스크 베이스 프레임워크

Production factory and Sea mustard production site : 18th to 20th March, 2019
- Kijang Mulsan : 35.296893 N, 129.260412 E
- Aquaculture license number # 123 (Mr Yeongtae, Kim) : 35.209827 N, 129.232745 E
- Aquaculture license number : 139호 (Mr. Jaehum, Jung) 35.182638 N, 129.215887 E

RBF meeting
RBF 미팅

NA 해당없음

PI that RBF is to be
applied to
RBF 적용 성과 지표 현황

NA 해당없음

Justification for use
적용에 대한 설명

NA 해당없음

Invitation for
stakeholders

“A key purpose of the site visit is to collect information and speak to stakeholders with an
interest in the production unit. For those parts of the assessment involving the Risk-Based
Framework (RBF) we will be using a stakeholder-driven, qualitative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during the site visit. To achieve a robust outcome from this consultative approach,
we rely heavily on participation of a broad range of stakeholders with a balance of knowledge
of the production unit. We encourage any stakeholders with experience or knowledge of the
production unit to participate in these meetings.”현장 방문의 주요 목적은 생산 단위에 대한
관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는 것이다. RBF(Risk-Based Framework)와
관련된 평가 부분의 경우, 현장 방문 동안 이해관계자 중심, 정성 및 반정량 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이 컨설팅 접근법의 강력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생산 단위에 대한 지식의 균형을
가지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크게 의존한다. 생산단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Stakeholders that do not wish or are not able to be interviewed at the site visit may send written information to
the team. [CAR, 17.6.6.1]
현장 방문 시 인터뷰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이해관계자는 심사팀에 서면을 발송할 수 있다.

Chain of Custody information 추적성 관리 시스템 정보
Identify if the following risks are
currently or potentially applicable
현재 또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확인

Description of risk factor if present. 현존하는 Describe any traceability,
리스크요인에 대한 설명
segregation, or other systems in
place to manage the risk.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추적성,
분리 또는 기타 시스템에 대한 설명
Only 2 farmers included in the UoA. NO nonOnly certified algae is to be produced
certified farmers within same UoA
withinthe UoA.

a.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including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UoA 내에는 2개 양식장만이 포함됨. UoA내에
species, produced within the same
비인증 양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UoA.
동일한 UoA 내에서 생산된
동일하거나 외관이 비슷한 종 또는
수산물을 포함하여, 인증품과
비인증품이 혼합 또는 대체 가능성
b.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type of
production/harvest, including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species, present during production,
harvest, transport, storage, or
processing activities.

There is risk of mixing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during during production,
harvest, transport, storage, or processing
activities. Because the production factory
receives seamustard from cerifed farmers and
non-certified farmers

UoA 내에서는 인증 해조류만 생산됨

Kijang Mulsan will identify supplier
infomatioin (farmer's information)
through delivery notes and product
batch with identification card. ASCMSC certified seamustard will be
sperated physicaly and timely.

양식, 생산, 운송, 저장 및 가공 활동 과정 중에
인증품과 비인증 품의 혼합 리스크가 있음.
양식, 수확, 운송, 저장 또는 가공 활동 왜냐면, 가공 공장이 인증 양식장과 비인증
과정 중에서 동일한 또는 비슷한
양식장으로 부터 미역을 공급받음
외관의 제품 또는 종을 포함하여, 인증
품과 비인증품이 혼합 또는 대체
가능성

기장물ㄹ산은 공급자 (양식업자)
정보를 운송문서와 식별카드를 통해
제품 뱃치를 인한다.ASC-MSC 인증
미역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관리된다.

c. The possibility of subcontractors
being used to handle, transport, store,
or process certified products.인증품을
취급, 운송, 저장 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사용 가능성

Dried seamustard during stored in the
warehouse by Kijang Mulsan. No risk ideintifed
using subcontractors during handle, transport,
store and processing.

Kijang Mulsan will separate package
of certifed seamustard. 기장 물산은
포장된 인증 미역 제품에 대해
분리한다.

마른 미역은 기장물산에서 직접 저장 보관한다.
제품의 가공 과정 중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d. Any other opportunities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mixing them in loading
certified product could potentially be and unloading at ports, but they are identified
mixed, substituted, or mislabelled with and transported separately by fish farms.
non-certified product before the point 항구에서 미역을 하역 또는 운송할때 혼합
where product enters the Chain of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식업자 정보에 따라
Custody. 인증 제품이 비인증품과
구별하여 식별 및 운송된다.
COC 추적성 관리 포인트에 진입하기
전에 혼합, 대체 또는 잘못 라벨링될
가능성

Daily harvested seamustard will be
transported to the production factory
with identification of supplier's
information.
매일 수확되는 미역은 양식장 식별
정보와 함께 공장으로 운송된다.

Attach full CVs of assessment team
Team leader : Ryan Ikhwan Bae

Aquaculture license number # 123 (Mr Yeongtae, Kim) 김영태 기장군 양식면허 123
complex aquaculture (floting rope type) 복합양식업 (연승식)
Location of the site : Daebyeon-ro,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지선 (면적 : 100,000 m2)

Aquaculture license number : 139호 (Mr. Jaehum, Jung 정재흠) 기장군 양식면서 139호
complex aquaculture (floting rope type) 복합양식업 (연승식)
Location of the site : Sirang-ri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지선 (면적 : 60,000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