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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using the ASC-MSC Seaweed (Algae) Audit Reporting Template
This Reporting Template should be used for initial 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 audits
The following reports shall be prepared using the Reporting Template:
Client Draft Report
Public Comment Draft Report
Final Report (FR)
Public Certification Report (PCR)
Re-assessment report
In this template you will find tabs for each section of the report.
Each tab has instructions of what is required within that section of the report. Sometimes an instruction can be traced to an individual requirement in the
CAR or Standard. At other times, an instruction represents multiple requirements.
Additional supporting material can be attached as a PDF Annex.
Any references used to support statements in the evaluation tables of the reports shall be included in the 'References' section of the table and an in-text reference (e.g. number or author, date) made to the relevant source.

Contact details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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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fisheries.global@dnvgl.com

Client
고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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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company :회사명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Mr. Minsoo, Kim 김민수
Chairman of G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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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ing address : 30-16, Sinpy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우편주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Executive summary 개요
A brief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audit
심사 인증 범위에 대한 설명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unit of assesment
심사 대상지의 주요한 강점 및 약점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주요한 발견사항 요약

Scope of the audit was offshore aquaculture facilities of Seamustard managed by member farmers of Gijang
Sustinable Seaweed Network. All Member farmers are aquafarming license holders from Gijang County. No wild
stock is used. Seeds are collected from original aquafarms and tracebilty is controlled by the nursery farm. 3
farmers are particiated the membership organization. The scope of the audit includes production factory (Gijang
Mulsan Co.,Ltd.) for the processing and packaging of finished products (sea-mustard). 인증 심사 범위는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에 소속된 회원 양식어민들이 관리하는 연안의 미역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기장군에 등록된 양식면서를 보유하고 있다. 야생 종묘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양식장에서 채묘하여,
이력 정보를 관리하여 배양한 뒤 이식을 한다. 3명의 양식어민이 협의체에 포함되어 있다. 인증 범위에는 가공
미역의 제조 및 포장 위한 가공 공장 (기장물산)을 포함하고 있다.
Strength: The farm qualifies to be category Bii, meaning 'Cultivation at sea: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Hence no impact on wild stocks.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members from local farmers,
processing factory, government office, and researchers. All farmers from the organization have illegitimate
harvesting right by the government license system. Gijang county and other seaweed related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are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seaweed production regularly.
Weakness: Although, there is strong legal requirement exist on the operation of seaweed aquafarm. Oranization
needs improvement on the clear strategy development on the disease and pest control and preventive measure,
record keeping of workers working hours, social impact assessment, better identification of aquafarming
equipments.
강점 : 양식장은 '바다에서의 재배: 야생 자원에서 종묘를 채취할 필요가 없거나 무시할 수준. 따라서 양식장의
운영에 따라 야생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 조직에는 양식어민, 가공공장, 지자체, 해조류 관련 연구원
등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모든 양식어민은 정부의 허가 시스템에 따른 합법적인 양식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장군 그리고 국가의 해조류 관련 연구조직에서 해조류 생산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약점 : 해조류 양식장 운영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조직은 병해중관리 및 예방에 대한 전략 개발,
작업자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 보관, 사회영향평가, 양식기구에 대한 식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no evidance of strategy or partial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병해충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또는 일부 전략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Working hours are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which is written by the farm owners. The workers interviewed
state that the recorded working hours are correct. However, timesheets or work attendance roll documents are
not prepared nor signed by workers.
근로시간은 회원사의 고용주가 작성한 작업일보에 기재되고 있음. 근로자 면담 시 기재된 근로시간이 맞다고
진술함. 하지만,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시간 기록표 또는 근무 기록 문서가 작성되지 않음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not conducted.
생산 단위 사회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Boundary of seaweed farm is marked with white flag indicating the ASC-MSC Seaweed standard is applied in the
farming area. However, all substantial gears and any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not clearly labelled and
identifiable as belonging to the production unit.
미역 양식장의 경계는 ASC-MSC 해조류 기준이 표시된 흰색 깃발로 구별되어 있음.
하지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는 생산단위 소유를 나타내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며, 식별되지 않음

Audit determination
심사 결론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is granted for the ASC-MSC Seaweed (Algae) certification for Undaria
Pinnatifida
기장지속가능해조류 네트워크에 대해 ASC-MSC 해조류 인증기준에 따른 미역

Unit of Assessment
심사 대상 단위
The Unit of Assessment defines the extent of the specific production unit that is to be assessed for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see 3.1]
심사 대상 단위는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특정 생산 유닛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 3.1 참조]

Name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 유닛의 이름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Target species common name/s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 Wakeme
대상 종의 일반명
미역 - 와카메

Species Latin name학명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운다리아 피나티피다 (하비) 수린가

Production system생산시스템

Off-shore aquaculture / artificial seedings collected from existing farm / Floating rope method
바다 양식 / 인공 채묘에 의한 종묘 생산 / 연승수하식 양식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 GIJANG COUNTY, BUS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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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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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 Mr Jaehong, Jung (Address : 17, Gongsu 3-gil, Gij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 G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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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 Ms. Euna, Yoo (Address : 26-14, Muyang 2-gil, Gijang-eup, Gijang-gun, Busan) / Gijang County - Aquafarming License
South Korean Exclusive Economic Zone >> Gijang County, Pusan >> Gijang-eup harbor (Silang and Daebyeon harbor)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 >> 부산 기장군 >> 기장읍 (시랑, 대변 항 인근)

Location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유닛의 위치

Stock Region 생태자원 위치

Receiving water body 수역정보

Gijang County Coast of the East Sea from South Korea EEZ. 대한민국EEZ, 동해 기장군 인접해역

Clients part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유닛의 담당자

Mr. MinSoo, Kim (Chairman of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김민수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대표)

Facilities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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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유닛

UoC includes UoA (Seamustard aquafarms) and Seaweed processing factory
G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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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of processing factory : Washing, Storage, Drying, Cutting, Packaging, Distribution of Seamustard (Gijang)
가공공장의 인증 범위 : 가공미역의 세척, 저장, 건조, 절단, 포장, 보관, 판매

Background information
기본정보
Seaweed category
해조류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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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of the Production unit
양식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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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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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jangM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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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jangMulsan Co.,Ltd. is purchasing Sea-mustard directly from local farmers who have legal license for seamustard aquafarming operation.
GijangMulsan supported the establishedment of the "GijangSustainable Seaweed Network". Sea-mustard farmers association ha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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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양식어민과 미역 가공 공장을 포함하고 있다.

Harvest season 생산 시기

Harvesting season starts at December and ends at April depending on the growth period for 100 days. Artificial seeding is usually carried out from late May to early
June when the seawater temperature increases to around 17°C. 미역의 생산 시기는 12월 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약 100일 정도의 생장기간을 가진다. 이후 인공
종묘를 위한 채취가 5월 부터 6월까지 약 17도 정도의 수온에서 이뤄진다.

Target species background 대상 수종 정보

Sea mustard (Miyeok) or brown algae belonging to the genus Undaria is a cold water algae occurring widely in the temperate zone. For the entire life cycle a
temperature of 10 to 20 °C is most suitable. It typically occurs in open sea. Seamustard grows all along the Korean coast except at higher latitudes over 40° in
western coast. Seaweed as 1 year old hetero generation alternation. 미역 (갈조식물문 다시마목 나래미역과)은 온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냉수조류이다.
전체 생활사에 필요한 수온은 10도에서 20도가 적정하다. 미역은 위도 40도 이상의 서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의 전체 연안에서 분포하고 있다.
이형세대교번을 하는 1년생 해조류
No use of natural seeds. 자연 종묘 사용없음

Harvest/ production data 수확/생산데이터

about 100 ton / year of Sea Mustard - Wakeme 연간 100톤 - 미역 생산량

Ecosystem Background 생태계 정보

Gijang Sea Area. Pusan, South-eastern of Korean Penninsula is deep in the water. In spring and fall, warm and cold currents are intersecting and strong current
and sunshine. It has good chararistics for caltivation of sea-mustard. 기장 연안은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심이 깊고, 봄가 가을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며, 유속이 쎄고, 일조량이 많아서 미역 양식에 좋은 장소이다.
Under South Korean law, the hunting and capturing of a large number of species of wild animals is prohibited. These include 64 species of mammals, 396 species
of birds, 16 species of reptiles, and 10 species of amphibians. Most of these species are not actually endangered species, but are protected for other reasons. No
freshwater fish are included on the list, although some are endangered. These species are defined in Appendix 6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ct, Ministry of Environment Ordinance #183, amended September 27, 2005. It was observsed that there is no identified residential places
for passerine and non-passerine birds in Gijang County. However, there is no eveidence that demonstrate any negative impact of aquafarm operation on
endengered species. 한국의 법에 따르면,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는 포유류 64종, 조류 396종, 파충류 16종, 양서류
10종이 보호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 종의 대부분은 실제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보호받고 있다. 일부는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만
민물고기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종들은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환경부 제183호 야생 식물 및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의 부록 6에 정의되어 있다. 기장군에는
새의 서직지나 도래지로서 확인된 곳은 없다. 그리고, 양식장 운영에 따라 멸종 위기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
There is very low risk of unwanted catch of species as the farm uses floating rope method. Undaria fronds are harvested from a boat with a knife. 연승식
양식장이며, 불필요한 기타 어종의 채취에 대한 우려가 매우 낮다. 미역은 보트에서 칼을 이용해 수확한다.
There is no other critical environments or sources of concern 기타 심각한 환경 또는 우려사항 없음
There is no cumulative impacts 누적영향 없음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The farm is managed by individual local farmers with an aquafarming license issued by the local government. Individual local framers in Gijang County with
aquaculture permit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associations.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GSSN) has members of three farmers and one production
factory for seaweed processing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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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wtwork (GSSN)
developed written procedures for management system of the organizations. It has details for process and management contents. Responsiblities of member
farmers are defined. Managment system includes processes for decision making, internal audit and management review, monitoring of operation results. The
association regularly reveiws and makes improvments to the current system.
양식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양식업 허가을 가지 있는 기장군의 어민이 관리한다. 양식 허가를 소지한 기장군 소속의 어민이라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다.
GSSN은 현재 3명의 양식어민과 1개의 미역 가공 공장을 포함하고 있다. 어업 허가 및 허가와 직결되는 법률에는 어업법, 육지 수산업법 등이 있다. 또한 농장의
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어업관리법",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양식업자의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농림수산신용보증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등이 적용된다.

Decision making is controlled by a committee meeting of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Each member has individual voting rights for the important issue of
the network group. There is no legislation mandating the GSSN to work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or stakeholders. However, GSSN defined the procedure
for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takeholder consultation. 의사 결정은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관리된다. 각 회원은 네트워크
그룹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GSSN이 지역사회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도록 의무화된 법률은 없다. 그러나 GSSN은 의사결정 과정과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GSSN does not receive any comments from outside the organization on management of the seaweed farm. However, it is defined to conduct regular meeting the
important stakeholders such as local community, local government,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on seaweed. 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는 현재 양식장 관리 및
운영영데 대해 조직 외부의 의견을 접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 , 지연주민, 지자체 조직, 국가 해조류 연구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Decision making process is developed with internal procedures and done by the GSSN members. Each aquafarm farmers has rights for vortings.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내부 절차서를 통해 개발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각 회원 양식어민 들이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다.

Members farmers can harvest sae-musatrd at its own auqafarm under the lincense of seaweed aquafarm license system and regulations in Korea. Farmers are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 control and waste preventation of farm surrounding areas. 회원 양식어민은 각각의 허가된 양식장에서 미역을 수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식허가 시스템 및 법률 규정에 영향에 있다. 각 양식어민은 양식장 주변의 환경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No external public surveillance is required as the aquafarm facilities are all within the licensed area. 허가된 양식장에 대해 외부의 공개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
Employee 종업원

As of March 18, 2019. GSSN has 3 member farmers and 1 member from processing factory and 1 from local government and 1 from University researcher. 3
farmers employeed total 6 workers at the aquafarm operation. 2019년 3월 18일 기준으로, 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에는 6명의 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식장
전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6명이다.

Surrounding Community 주변 지역사회

Gijang-eup, Pusan, Republic of Korea (total population : 55,735 (Male : 27,232 / Female : 28,503) 대한민국 부산시 기장읍 (전체 인구 55,738명 남자 : 27,232 명 /
여자 28,503 명).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work has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y, because membership requriements has seaweed aqafarm
license holder in Gijang County resident. 기장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회원 가입 가능 조건을 기장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 허가 보유 어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There is no community user or activities in the aquafarm facilities. Because, farming right are protected by the government license system. 양식장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사용 활동하는 사항은 없다. 허가된 양식장의 사용 권리는 법률로 보호횐다.
There is no individual or groups granted rights of access to the production unit. 양식장 내에 출입이 허가된 개인 또는 그룹은 없다.

Information if family business 가족단위 기업
정보
Main commercial market 주요 판매처

Other production units in the area 지역의 기타
생산유닛 정보
Statement that the production unit is within
scope 인증범위내의 생산 유닛에 대한 설명

This is not family business 가족단위 기업 해당 없음
Korea domestic buyers and exporting market in Japan and China. 대한민국 국내 시장 및 일본 및 중국 등의 수출 시장
Undaria is mainly processed into two kinds of commercial products in Korea Proessing technologies for dried and blanch-salted product are fairly similar in Korea,
China and Japan.
[Sun-dried product ]The harvested fronds of sea mustard are washed with fresh water after harvesting and cut into two similar halves by removing the midrib or cut
into small pieces by removing the end part of the thalli. They are dried in the sun or in a hot air dryer. The yield from raw material is about 10 %.
[Blanched-salted product] The raw fresh fronds are heated immediately after harvest at 90–98 °C for about 40–60 seconds and then cooled with water. The fronds
(now vivid green in color) are mechanically mixed with salt in a ratio of 3:10 (w/w). They are preserved in a tank for 1–2 days, and then packed in a bag to remove
excess water. The product is then stored in a cold room at -10 °C for sale. This kind of product has a very strong market.
Production unit is mainly about seaweed aqaframing only 생산 단위는 해조류 양식 활동이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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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목표 수종은 해조류
이다. Target species is Undaria Pinnatifida (Algae species) 목표 수종은 운다리아 피나티피다 (미역)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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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 on aquaculture registration and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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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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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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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must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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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 Plan 심삭 계획
Assessment team (add or delete rows as needed)
심사팀정보

Team leader 팀장

Team member 1 팀원 1 Environment Auditor

Name 이름

Ryan Ikhwan Bae 배익환

Frank Shin-Chang, Chen 프랭크 신창, 첸

Summary of qualification
자격 현황 요약

DNV GL - Business Assurance Korea. Qualifed lead auditor for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FSC and MSC), Passed ASC-MSC
Seaweed Standard Assessor training held in Beijing on 24th 26th Oct 2017
DNV GL - 비지니스어슈어런스 코리아. Chain of Custody
선임심사원 (FSC, MSC), ASC-MSC 해조류 표준 심사원 교육
(베이징 2017년 10월 24일 ~26일) 수료 및 심사원 자격시험 통과
Secretry-general of Taiwan Fisheries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sin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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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수산업 경제 개발협회, 사무국장 (2010년 부터) , 수산국,
대만 농업협의회/수산물안전시스템 연구, 위험관리,
수산업위험분석그룹, 대만수산업개발재단, 대만/유기프로그램,
일본 유기농인증기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호주,
DNV GL - Business Assurance Korea
APSCA Registered Auditor (RA21702240)
RBA Lead Auditor
SA8000 auditor course completed (Basic & Advanced)

Team member 2 팀원 2 Social Auditor

Seung Hyun Kwak 곽승현

DNV GL - 비지니스 어슈어런스 코리아 소속
APSCA 등록 심사원 (RA21702240)
RSB 선임심사원
SA8000 심사원 교육 과정 수료 (기본 & 심화)

Site visit 현장심사
Date of site visit 현장방문일자

18-20 March 2019 (3 days)

Location 위치

30-16, Sinpy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Stakeholders interviewed 이해관계자 인터뷰
Name 이름

Organisation 소속

Position 직함

Hyeonggyu, Ahn 안형규

Gijang County - Fisheries and Aquaculture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Public officer - Seafood Business Team leader
수산식품사업팀장

Sangmin, Oh 오상민

Gijang County - Fisheries and Aquaculture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Public officer 주무관

Eunkyung, Hwang 황은경 박사 PhD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국립수산과학원

Seaweed Research Center
해조류연구센터

Yunho, Kim 김윤호

Representative of Gijang Local Community
기장 지역주민 대표

Chairman 회장

Doohyun, Park 박두현

WWF Korea

Ocean Program officer 오션프로그램 오피서

의견
Summary
feedback
- In South Korea,
onlyreceived
fishermen
who hold
aquaculture licenses are allowed to grow
seaweed and it is controlled by local
government. 한국에서는 양식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어민에 한해서 해조류양식이
가능하며,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 There is no problem regarding the
seaweed farm of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의 해조류
양직장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
- There has been no problem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the organization with local
community.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
- There is no identified impact on
surrounding sea caused by the seaweed
farm. 양식장 운영에 따라 주변 바다에
특별한 영향은 없다.
- The organization cooperates in local
communities and good in communications.
조직은 지역사회와의 좋은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다.
- There is no case of unpaid wages. 임금이
미지불된 사례는 없다.
- All Licensed seaweed aquafarms are
located within 2km from harbors. there is
no case report for safety incidents. 허가된
모든 양식장의 위치는 항구에서 2km
이내에 있으며,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 No direct uses of chemical to seaweed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 received before PCDR 이해관계자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접수 현황
Note: All written submissions from stakeholders (if any) received during the audit should be attached as a PDF Annex
Name 이름

Organisation 조직

Position 직함

Summary feedback received 요약

Employees interviewed 직원 인터뷰
Name 이름

Organisation 조직

Position 직함

Summary of feedback received 요약

Min Soo Kim 김민수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Chairman 회장

Farm owner 1 양식어민 1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Farm owner 양식어민

Farm owner 2 양식어민 2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Farm owner 양식어민

Farm owner 3 양식어민 3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

Farm owner 양식어민

Kyeong Yong Lee 이경용

Gijang Mulsan Co.,Ltd. 기장물산

Manager 과장

Farm worker 1 양식장 작업자 1

NA

Farm worker 양식장 근로자

Farm worker 2 양식장 작업자 2

NA

Farm worker 양식장 근로자

Won Seok Kang 강원석

Ulsan Coast Guard 울산해양경찰

Team manager 팀장

- There is no specific issue regarding the
working environment. 작업환경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
- no issue regarding working time, wage
nor discrimination. 근무시간, 임금 및
차별등에 대한 이슈가 없다.
- the organization is focusing on improving
safety management and making steady
progress. 조직은 안전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으며 꾸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 Training to ASC requirements has been
conducted. training on health and safety
and harassment has been implemented.
ASC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 및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Position 직함

Summary of feedback received 요약

Only for the Final Report and Certification Report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 received during the PCDR
Name 이름
Organisation 조직

All written submissions from stakeholders (if any) received during the audit should be attached as a PDF Annex

Assessment tree 평가표
The final set of PIs to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 tree shall be defin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unit in the UoA, as indicated in Table 3 of the Standard. Unless otherwise indicated, each PI shall be
scored.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최종적인 성과지표는, 인증기준 표 3에 표시된 UoA 의 생산 유닛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별도로 표시가 없는 경우 각각의 성과지표는 모드 채점되어야 한다.

Principle 원칙

PI 성과지표

Scoring Issue 채점이슈 Minimum 최소

1 Stock Status
자원상태

1.1 Stock Status
자원상태

a. Stock status relative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N/A
to irreversible impact
the wild stock is above the point
해당없음
자원상태에 대한 부정적 where the harvesting impact is
영향
irreversible or very slowly reversible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야생의
자원량이 채취활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때 되돌이킬 수 없거나 매우
느리게 되돌리는 수준 이상이다.

Met결과

Justification 설명

Target 목표

Not applicable as they do not use wild stock (Seeds are collected from same aquafarm for the next year
production) 적용예외 (양식장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The wild stock is at or fluctuating around a N/A
level consistent with MSY (or proxy)
해당없음
자연산 종은 최대지속 생산량(MSY)과
일치하는 수준이거나 그 수준에서
변동한다

Met 결과

Level 수준

Condition (if relevant) 발견사항 (해당되는 경우)

Not applicable as they do not use wild stock (Seeds are collected from same
N/A 해당없음
aquafarm for the next year production) 적용예외 (양식장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Justification 설명

References 참조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they do not use wild stock (Seeds are collected from same
N/A 해당없음
aquafarm for the next year production) 적용예외 (양식장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they do not use wild stock (Seeds are collected from same
aquafarm for the next year production) 적용예외 (양식장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다흠해 양식에 사용함)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Based on the research paper on Korea Seamustard Aquaculture history, It is same
indigenous species using in entire seashore of Korea within these decades. Seeds
are collected from the same aquafarm for the next year production. To grow
seaweed, a rope is planted with seedlings, which are lowered from the sea level,
and this method is found to have very little impact on the surrounding ecological
environment. The farming activity is highly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한국의 미역 양식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양식에 사용하는
종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해안에서 상영되는 것과 동일한 토착종이다. 미역종묘는
기존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다음해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미역 양식은 종묘를 로프에
부착하는 연승식이며, 해수면에서 미역을 내려 양식을 하며, 이에 따라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양식 활동이 야생 개채군의
유전 주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reference1:TECHNICAL RESOURCE PAPERS REGIONAL
WORKSHOP ON THE CULTURE AND UTILIZATION OF
SEAWEEDS VOLUME II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OR 또는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harvesting impact causes insignificant
change to the wild stock, which is unlikely
to be detectable against natural variability
for this population, or if detectable is
minimal and has no impact on population
dynamics. 제공된 정보에서 채취 활동의
영향은 자연산 종에 중대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며, 이것은 해당 개체군의 자연적
변이에 비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
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이고 개체군 역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낸다.

1.2 Harvest Strategy a. Harvest strategy
The harvest strategy is expected to N/A
채취 전략
design 수확전략 디자인 achieve stock management
해당없음
objectives reflected in the stock
status target (PI 1.1), based on
plausible argument.
채취 전략은 타당한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자원 상태 목표 수준(PI 1.1)을
달성할 수 있다
b. Harvest strategy
No minimum level. Go to target
N/A
evaluation 수확 전략
level
해당없음
검증
최소 수준 없음. 최대 목표 적용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에 대한
유전적 영향

a. Genetic 유전적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YES 예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채취
또는 양식 활동이 야생자원의 유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

Not applicable as they do not use wild stock (Seeds are collected from same aquafarm for the next year
production) 적용예외 (양식장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The harvest strategy is responsive to the N/A
state of the stock and the elements of the 해당없음
harvest strategy work together towards
achieving stock management objectives
reflected in the stock status target (PI 1.1).
채취 전략은 종 상태에 대응하며, 채취
전략의 요소는 종 상태 목표 (PI1.1)에
반영된 자원 관리 목적 달성을 향해 협력
한다.
The harvest strategy may not have been
N/A
fully tested but evidence exists that it is
해당없음
achieving its objectives.
채취 전략이 완전히 검증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한다.
Wild population is the same genetic species. and wild species is indigenous. Sea-mustard farming has been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highly YES 예
in operation for more than 40 years in the same region. 야생자원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이며, 야생종은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토착종으로 확인된다. 미역 양식은 같은 지역에서 40년 이상 운영 중이다.
wild populations.
채취 또는 양식 활동이 야생 개체군의 유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reference2: Chung S.H. 1986.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ver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laver farming area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ulletin of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37, 157–178.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연구논문 1 : 해조류 양식 및 활용을 위한 지역 워크숍 기술자료
볼륨II
연구논문 2 : Chung SH 1986. 한국과 일본의 김 양식장의 김
생산과 환경 특성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수산 연구 개발 기관,
37, 157–178.

b. Genetic impact
management 유전적
영향 관리

2.
Environmental
Impacts

2.1 Habitats 서식지

a. Seaweed-habitat
status
해조류 서식지 상태

환경적 영향

멸종위기종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YES 예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양식장의 목표
해조류가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b.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
status
다른 일반적으로
조우되는 서식지 상태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작은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다.

YES 예

c. Vulnerable marine
Ecosystem (VME)
status
취약한 해양 생태계
상태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다.

YES 예

2.2 Ecosystem
a. Ecosystem status
structure and
생태계 구조 및 기능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2.3 ETP species

There are measures in place, which YES 예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genetic structure of the wild
population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arget Genetic outcome level of
performance.야생자원의 유전적
구조를 목표 수준의 유전적 결과와
양립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The UoA is unlikely to disrupt the
YES
key elements underlying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o the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which
is expected to maintain the genetic
structure of the wild population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arget Genetic
outcome level of performance.
목표 수준의 유전적 결과와 양립 가능한
수준으로 야생자원의 유전적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적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YES 예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의 목표 해조류가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YES 예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YES 예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YES 예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disrupt the
key elements underlying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o the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a. Effects of the UoA on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N/A
population/stocks within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 on 해당없음
national or international ETP species, the effects of the UoA
limits, where applicable on the population/stock are known
and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의 국내 또는
국내 및 국제적 요건이
국제적 기준치 내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의 기준치에
영향
대하여, 해당 양식장이
명종위기종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기준치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b. Direct effects 직접적 Known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YES 예
영향
likely to not hinder recovery of ETP
species.
해당 양식장의 알려진 직접적
효과가 멸종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YES 예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NA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s on ETP 해당없음
species, the combined effects of the UoAs
and any other certified seaweed UoA on
the population/stock are known and highly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국내 및 국제적 요건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의 기준치에 대하여 해당 양식작과
이외 해조류가 멸종 위기종에 미치는 총
영향이 기준치 이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highly likely
to not hinder recovery of ETP species.
해당 양식장의 알려진 직접적 효과가
멸종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YES 예

Based on the research paper on Korea Seamustard Aquaculture history, It is same
indigenous species using in entire seashore of Korea. Translocation is not occurring
in the aquafarming sites. However, seeding (spores) are collected from their original
farming sites. The mature sporophytes are brought into land based tank facilities for
nursing operations. This is why this PI should be scored. There is contact with
marine environment. However, the impact is considered negligible because, floating
rope method is used for the farming operation and no use of any ingredients or
feeds. This method is found to have very little impact on the surrounding ecological
environment. Audit team confirmed genetic impact was limited and negligible. Seamustard farming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40 years in the same region
and there is no issue reported genetic impact on wild populations.
한국의 미역양식 역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에 사용하는 종은 한국 전체 해안에서
자생하는 토착종이다. 양식어업 중에는 종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묘
(유주자)는 기존의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육상으로 이동하여 양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PI 는 평가에 포함된다. 해양 환경과의 접촉이 있다. 그러나, 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승식으로 양식을 하고 있고, 첨가물이나 사료를 사용하는 일이
없다. 이 양식 방식은 주변 환경에 대한 종 영향이 매우 낮으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역
양식은 해당 지역에서 40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으나, 자연 종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The GSSN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hereafter the GSSN) farmers
handle Sea-mustard (Wakam) and kelp that are cultivated in their sea-based farms.
The stock was collecting from the farmers' farm, and nursing in outsourcing
company, no wild stock is used. The cultivation is based on fixed ropes in the same
area for more than 40 years. Thus, the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are only the
small area in the bottom of the cultivation area. and the rope is hanged by float
horizontally at the sea level. there is no direct contract from sea-mustard to bottom
habitats. Harvesting operation uses small vessels and the type of harvest does not
impact the habitat. Auditors reviewed the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report,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 and Fishery Environment Monitoring report,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the seaweed farming in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Hence there is no risk of any negative impact on wild stocks. Therefore,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종묘 이력 검사 보고서 (정진 양묘장)문서번호 #190119 / 종묘번호
X180424-1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CULTURE OF UNDARIA PINATIFIDA IN KOREA (FAO)
Target level
Cultured Aquatic Species Information Programme
목표수준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1873) - FAO report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N/A 해당없음

한국의 미역 양식 (FAO 자료)
수중양식 종 정보 프로그램
운다리아 피나티피다 (하베이) 슈린가, 1873 - FAO 보고서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CULTURE OF UNDARIA PINATIFIDA IN KOREA (FAO)
Cultured Aquatic Species Information Programme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1873) - FAO report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한국의 미역 양식 (FAO 자료)
수중양식 종 정보 프로그램
운다리아 피나티피다 (하베이) 슈린가, 1873 - FAO 보고서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기장지속가능수산물네트워크 (이하 GSSN) 양식어민들은 미역과 다시마를 연안에서
복합양식 재배한다. 기존 양식장에서 종묘를 채취하여, 외부 배양을 거쳐 다시
동일한 양식장에 이식하므로, 자연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없다. 미역 종묘는 기존의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외부 아웃소싱 종묘장에서
배양되며, 자연산의 종이 사용되지 않는다. 고정된 로프를 사용하는 연승 양식
방식은 이지역에서 40년이상 사용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양식장과 인접한 서식지는
주로 양식장 밑의 작은크기 해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로프는 해수면에 수평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미역이 주변 서식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미역의
수확 과정에는 작은 운반선을 사용하며 이에 따른 서식지 영향은 미미하다. 심사원은
정인종모배양장의 원초이력성적서와 2017년 연근해 생태계 조사 연보, 수산업 어장
모니터링 보고서, 미역양식매뉴얼 (NIFS)등을 검토하였으며, UoA는양식장의 목표
해조류가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Cultivation is based on fixed ropes in the same area for many years. Small siz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vessels are used and the gear does not interact with the bottom habitat. Thus, the
ECOSYSTEMS ACT [Enforcement Date 29. May, 2018.] [Act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are only the small area in the bottom of the
No.15135, 28. Nov, 2017., Partial Amendment] / Article 25
cultivation area.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Marine Areas)
Based on the government research report on cost ecosystem analysis report. No big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생태계법 )
changes from previous year report. The seaweed aquaculture exist many years is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3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the UoA, therefore,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Marine Ecological Information Portal (http://www.ecosea.go.kr/) /
양식은 고정된 로프를 이용하여 여러해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어 왔다. 작은
Marine Ecosystem Protection Area info
크기의 어선이 사용되며, 양식 장비는 바닥층 서식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접한 서식지는 양식장 하부의 작은 면적이다.
바다생태정보나라 (http://www.ecosea.go.kr/) / 해양보호구역 현황
정부가 발간한 비용생태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조류 양식은 해당심사지역 UoA에서 오래동안 지속되어왔다.
그러므로, UoA 는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VME possibly affected is the ecosystem of coral reefs in the sea area of the fa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Studies from KMI, NITS, MMAS (report/government) have confirmed no change in ECOSYSTEMS ACT [Enforcement Date 29. May, 2018.] [Act
the population of corals in recent years.
No.15135, 28. Nov, 2017., Partial Amendment] / Article 25
There is no activity (e.g. direct contact, fishing in the UoA) Therefore it is considered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Marine Areas)
highly unlikely that the farm is causing any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to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VME habitats. It is unlikely to cause such harm in the future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생태계법 )
either. The GSSN does not implement any activities (fishing, extraction, etc.) which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3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are subjected to law regulations. Therefore, the UoA is highly unlikely (Highly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unlikely =< 30th %ile)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Marine Ecological Information Portal (http://www.ecosea.go.kr/) /
Marine Ecosystem Protection Area info
영향받을 수 있는 VME (취약한 해양생태계 서식지)는 양식장 주변의 산호초
생태계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생태정보나라 (http://www.ecosea.go.kr/) / 해양보호구역 현황
최근 산호초 개채수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양식장 주변에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어업등의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GSSN은 법률 규정에 따라, 양식 이외 기타
행위 (어업, 추출등)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UoA는 VME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을 저해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매우 낮다 =< 30%)

Based on research report, Wakame doesn't behave like an invasive spec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akame is regardless of the size of farming area. It doesn't
give any negative impact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n the UoA. Farmers
don't use additives or fertilization in the water to increase production or treat the
disease. Wakame is naturally grown in the sea. During harvesting operations, small
size vessels are used and it is highly unlikely to impact on srrounding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disrupt the key elements
underlying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o the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보고서에 따르면, 미역은 침입종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양식장의 미역은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주변의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식어민은 미역 양식 과정에서
생산량을 높이거나 병충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첨가제나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자란다. 미역의 수확 과정에서는 작은 선박이
사용되며, 주변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그러므로, UoA는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Ulsasn/Jinhae bay coastal ecosystem survey report / National
Institute of Fishery Science / Feb 2018 (annual report)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울산-진해만 연안의 어장환경 보고서 /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 2018년 2월 (연1회 2월에 진행함)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There is no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set limits Document
NA 해당없음
for protection or rebuilding of ETP species. Korea's fisheries law does not specify
-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specific leg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ETPs in aquafarms. However, the
ECOSYSTEMS ACT / Article 20 (Prohibitions against Capturing or
Environment law defines ETP species and guides them to their protective duties.
Collecting, etc. Marine Organisms under Protection)
- Research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The ETP species assumed in the surrounding coastal ares are corals, seaweeds,
organism 2017 (doc : 2017M00100 / National Museum of Marine
sea grasses, and sea turtles. Korea legal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ETPs and Biology & Aquarium)
IUCN RED LIST, and other various survey results in the surrounding coastal areas - Korea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were referenced. One species [Apostichopus japonicus (Japanese Spiky Sea
(http://www.nationalredlist.org)
Cucumber)] was listed as “Endangered (EN)” and the other three species
- Report on marine ecosystem confounding research/management
[Euprymna morsei (Mimka Bobtail Squid), Ibacus ciliatus (Japanese Fan Lobster),
project result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2011
and Sepia esculenta (Golden Cuttlefish)] were listed as “Data Deficient (DD)” from Report / South China Sea ecosystem confounding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Based on the above, four potential ETP
- THE IUCN RED LIST OF THREATHEND SPECIES
species can be specified.
(https://www.iucnredlist.org/)
-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ETP 종의 보호 또는 재구축에 대한 제약 사항을 규정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Enforcement Date 27. Jan, 2016.] [Act No.13882, 27. Jan, 2016.,
국제 협약은 없다. 한국의 수산법률에는 양식장 내의 ETP 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Partial Amendment]
법척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부 법률에는 ETP 종을 정의하고
- Epibenthic invertebrate fauna in the southern coast of the East
있으며, 보호 의무를 안내하고 있다.
Sea, Korea / Joo Myun Park, Sung-Hoi Huh / 2018
한국의 ETP 보호 법률과 IUCN RED LIST 의 정보를 참조하여, 주변 지역에 발견
-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조사/관리사업 연구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가능성이 있는 ETP 종은 산호초, 해조류, 해초류 및 바다거북 등이다. 한 종
2011년 보고서 / 남중국해 생태계 교란종에 연구 보고
[Apostichopus japonicus (일본 스파이키 해삼)은 멸종위기종(EN)으로 등재되었고,
- 보전관리해양 생물 기초조사 (보고서번호 : 2017M00100 /
다른 세 종[Euprymna morsei (Mimka Bobtail squid), 이바쿠스 빌리아투스 (일본 팬 국립해양생물박물관)
랍스터), 세피아 에스카 에살레스탈레타 (Golden Cuttlefish)]는 IUCN Red list 위협의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 부족(DD)"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따라 네 가지 잠재적인 ETP 종들을 고려할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수 있다. 그러나 미역 양식장은 연승식 양식업으로 다른 종과 직접 접촉할 위험이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
매우 낮다. 이 지역에는 다른 인증된 미역 UoA가 없어 ETP 종에 대한 복합적인
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
영향은 없다.
hValue=%EB%A9%B8%EC%A2%85%EC%9C%84%EA%B8%B0
&menuId=10259&orgCd=&seq=4049)
- IUCN 멸종위기 동식물 리스트 (https://www.iucnredlist.org/)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The farming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sea, and no feeding all the time. Hence there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is no obvious direct impact on surrounding land and marine environment. seaweed - GSSN Manual
목표수준
farm uses rope hanging method and there is very low risk direct contact from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seamustard with other species. There is no other certified seaweed UoA in the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region so there is no combined effects on ETP species.Therefore, no direct impact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on ETP species either. Therefore, the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highly likely to
190119 / Seeding no#180424-1)
not hinder the recovery of ETP species.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바다에 설치한 양식장에서 먹이를 주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주변 땅과 해양 환경에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분명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따라서, 미역 양식장은 연승식 양식업으로 다른 종과 April 2018
직접 접촉할 위험이 매우 낮다. 이 지역에는 다른 인증된 미역 UoA가 없어 ETP 종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은 없다.ETP 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없다. 따라서 UoA의
Interview:
직접적인 영향은 ETP 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c. Indirect effects
간접적 영향

Go to target level 목표수준으로
이동

Indirect effects have been considered for YES 예
the UoA and are thought to be highly likely
to not create unacceptable impacts.
해당 양식장에 대해 간접적 영향이
고려되었으며 수용 불가능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The only possibility that GSSN's activities have a negative impact on ETP species is
fuel pollution and vessel noise. The farmer prevent the spill of fuel both on the boat
and in land; and the noise is temperate since it's from a small boat. The agricultural
facility is located in the sea and will not be fed all the time. Therefore, there is no
significant direct impact on the surrounding land and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is no light or noise on the shore. According to the Ulsasn/Jinhae bay coastal
ecosystem survey report / National Institute of Fishery Science / Feb 2018.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 environment and habitants does not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 negative impact of farms is unlikely, so UoA considers indirect
effects and is considered highly likely (very likely => 80% ile) to be unacceptable
Impact.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N/A 해당없음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GSSN 양식어민의 활동에서 멸종위기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은 연료 오염과 선박 소음이다. 양식어민은 선박과 토양에 연료 유출을
예방하고 있다. 양식용의 어선은 매우 작은 규모라서 소음의 문제제는 거의
Site observation:
미미히다. 농업시설이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료를 제공하는 일이 없다.
- Production units
그러므로, 주변 토양 및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해안에 빛이나 소음이 없다. 울산-진해만 연안의 어장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및 문서검토:
서식지가 현저하게 변화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식장의 부정적인
- GSSN 매뉴얼
영향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UoA 는 간접적인 영향 또한 수용할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수 없는 것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0%)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d.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관리전략의 존재 유무

There are measures in place that
N/A
minimise the UoA-related impact on 해당없음
ETP species, and it is expected to
be highly likely to achie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ETP
species.양식장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 및 국제 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R 또는
Where there are no requirements
YES
for protection and rebuilding
provided through national ETP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re are measures in
place that are expected to ensure
the UoA does not hinder the
recovery of ETP species. 국내
멸종위기종 법률 또는 국제 협정을
통해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요건이
없을 경우, 양식장은 멸종 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이
마련되어있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for managing N/A
the UoA’s impact on ETP species,
해당없음
including measures to minimise mortality,
which is designed to be highly likely to
achie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ETP
species.
양식장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폐사율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 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 및
국제 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R 또는
Where there are no requirements for
YES 예
protection and rebuilding provided through
national ETP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hat is expected to ensure the UoA does
not hinder the recovery of ETP species.
국내 멸종위기종 법률 또는 국제 협정을
통해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요건이 없을
경우, 양식장은 멸종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N/A 해당없음

The farms are located in same area assigned by the government that do not overlap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with the ETP species. In addition, the harvest method (ropes) ensures there is little - GSSN Manual / Strategy on impact management of ETP species 목표수준
interaction with the ETP species in the area. Additional measures have been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implemented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indirect effects on ETP. The farmer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prevents the spill of fuel both on the boat and in land; and the noise using small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boat. The agricultural facility does not use any additive or feed. The farmers are
190119 / Seeding no#180424-1)
committed to" Zero impact on ETPs" , which is mentioned in GSSN Manuel/ ETP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control and management (2018.06.04). These measures can be considered a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strategy expected not to hinder recovery of ETP species.
April 2018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양식장은 정부에서 정한 ETP 종과 겹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양식 및 Interview:
수확 방법 (로프 연승식)은 해당 지역의 ETP 종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도록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보장한다. ETP 종에 대한 간접 효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조치가 실행되었다. 양식어민은 선박내 그리고 육지에서의 연료 누출을 그리고 선박
이용에 따른 소음을 최소화 하고 있다. 양식장에서는 첨가물이나 사료를 사용하지
Site observation:
않는다. 양식어민들은 GSSN Manuel/ETP 관리(2018.06.04)에 언급된"ETP에 대한 - Production units
영향이 전혀 없음"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ETP 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ETP 종에 대한 관리 전략 (2018.06.04)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e.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관리전략 평가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YES
to work, based on plausible
argument 타당한 주장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n objective basis for confidence YES 예
that the measures/strategy will work,
based on information directly about the
UoA and/or the species involved. 양식장
및 관련 종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There is no interaction with ETP species found in the UoAs working records.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Famers controlled and minimized to prevent effects about ETP species. Daily
- GSSN Manual
목표수준
working log has section about which ETPs found during farming operations.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ETP strategy, there is an objective basis for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confidence that the measures/strategy will work, based on information directly about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the UoA and the species involved.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양식장내의 작업일지에 따르면 ETP 종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양식어민들은 ETP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종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일 작업일지를 통해 April 2018
ETP 종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록하고 있다. ETP 관리전략에 따르면, 조직의
수단/전략이 UoA와 종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잘 작동할 것이라는
Interview: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N/A 해당없음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f. Management strategy Go to target level 목표수준으로
implementation 관리
이동
전략 실행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위의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Famers are controlled and minimized to prevent effects of ETP species. The daily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working log has a section about which ETPs found during farming operations.
- GSSN Manual
목표수준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ETP strategy, there is an objective basis for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confidence that the measures/strategy will work, based on information directly about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the UoA and the species involved. Measures mentioned above are taken.The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organization's regular meetings summarize the daily work log, review any cases of 190119 / Seeding no#180424-1)
ETP species found and review future strategies.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양식어민들은 ETP 종에 대한 영향을 예방적으로 최소화 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일 양식작업일지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확인된 ETP 종에 대해
Interview:
기록하고 있다. ETP 관리 전략에 따르면, UoA와 종들에 관련된 관리수단 및 전략이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효화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조직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일일 작업일지 내용을 요약하여, ETP 종의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재 검토하고 있다.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N/A 해당없음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g. Review of alternative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N/A
measures to minimise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해당없음
mortality of ETP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species 멸종위기종의 UoA-related mortality of ETP
폐사를 최소화 하기
species.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
위한 대안전 조치의
관련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검토 한다.
2.4 Other species
기타 종

a. Main species stock
status 주요 종 자원
상태

Main species are likely to be above YES 예
biologically based limits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Not applicable because there is no death of ETP species caused by the UoA.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N/A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해당없음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ETP species and they are
implemented as appropriate.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 관련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된다.
Main species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YES 예
biologically based limits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Not applicable because there is no death of ETP species caused by the UoA.
해당되지 않음. UoA로 인한 ETP종이 폐사하는 일은 없다.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There is no influence on main species because they are using rope hanging method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in cultivating facilities and no bycatch occur.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The farmers are cultivating kelp in different season. Entire rope with seaweed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Seamustard / Kelp) will be removed during harvesting operation.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연승식 (로프) 양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종에 대한 영향 및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부수어획이 발생하지 않는다.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양식어민은 다른 계절에 다시마를 재배한다. 해조류 (미역 / 다시마)에 사용된 로프는
수확 과정에서 모두 회수한다.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OR 또는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N/A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are 해당없음
measures in place expected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recovery and rebuilding.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
미만이라면, 양식장이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b.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관리
전략의 보유

There are measures in place, if
YES 예
necessary, which are expected to
maintain or not hinder rebuilding of
main species at/to levels which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or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their recovery.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주요 종을
회복하는 것을 유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평가단위가
그러한 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가 마련된다.

N/A 해당없음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OR 또는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N/A
based limits there is either evidence of
해당없음
recovery or a demonstrably effective
strategy in place between the UoA and
any other certified seaweed UoAs which
categorise these species as main, to
ensure that they collectively do not hinder
recovery and rebuilding.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 미만이라면, 회복의
증거가 있거나 해당 양식장이 기타 다른
인증 해조류간에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양식장은 기타 종을
주요 종으로 분류하고 전체적으로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for the
UoA, if necessary, that is expected to
maintain or to not hinder rebuilding of the
main species at/to levels which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the biologically based
limits or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their recovery.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에서 주요 종을 회복하는 것을
유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양식장이가 기타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식장의 전략이 마련된다.

YES 예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There is no influence on main species because they are using rope hanging method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in cultivating facilities and no bycatch occur.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The farmers are cultivating kelp in different season. Entire rope with seaweed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Seamustard / Kelp) will be removed during harvesting operation.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연승식 (로프) 양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종에 대한 영향 및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부수어획이 발생하지 않는다.
April 2018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양식어민은 다른 계절에 다시마를 재배한다. 해조류 (미역 / 다시마)에 사용된 로프는 Interview:
수확 과정에서 모두 회수한다.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c.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관리전략의 평가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YES 예
to work, based on plausible
argument (e.g. general experience,
theory or comparison with similar
UoAs/species). 타당한 주장(예,
일반적 경험 이론 또는 유사한
평가단위/종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some objective basis for
confidence that the measures/partial
strategy will work, based on some
information directly about the UoA and/or
species involved.양식장 또는 관련 종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부분적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

YES 예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There is no influence on main species because they are using rope hanging method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in cultivating facilities and no bycatch occur.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The farmers are cultivating kelp in different season. Entire rope with seaweed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Seamustard / Kelp) will be removed during harvesting operation.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연승식 (로프) 양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종에 대한 영향 및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부수어획이 발생하지 않는다.
April 2018

N/A 해당없음

양식어민은 다른 계절에 다시마를 재배한다. 해조류 (미역 / 다시마)에 사용된 로프는 Interview:
수확 과정에서 모두 회수한다.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d. Management
Go to target level 목표수준으로
strategy implementation 이동
관리전략 이행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partial 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부분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The farmer also aquaculture kelp in different period. There is no influence on main
species because these are no bycatch occur.
The management strategy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among member farmers
which is documented in GSSC Manual as efficient management of aquafarm
practice
양식어민들은 서로 기간을 달리하여 다시마를 재배한다. 부수어획이 없기 때문에
주요 종에 대한 영향이 없다.
양식어민들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관련 전략은 GSSC
매뉴얼에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이름으로 문서화 되어 있다.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N/A 해당없음

2.5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e. Review of alternative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measures 대안적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조치의 검토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of main species. 양식장과
관련한 주요 종의 원치 않는 어획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검토한다.

N/A
해당없음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a. Waste reduction
폐기물 저감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at can help to reduce waste
produced by the UoA. 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폐기물 저감을 도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b. Chemicals and
hydrocarbon wastes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폐기물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YES 예
that can help to reduce chemical
and hydrocarbon wastes produced
by the UoA.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폐기물
저감을 도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폐기물 관리 및 오염
방지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N/A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해당없음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of main
species and they are implemented as
appropriate.양식장과 관련한 주요 종의
원치 않는 어획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된다.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YES
expected to reduce waste produced by the
UoA.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폐기물
저감이 예상되는 전략이 마련된다.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expected to reduce chemical and
hydrocarbon waste produced by the
UoA.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폐기물 저감이 예상되는 전략이
마련된다.

YES 예

Not applicable because there is no unwanted catch
의도하지 않는 수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developed a management policy for clean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environment conditions. Relevant control procedures are defined for waste materials - GSSN Manual
목표수준
control (liquid / non-liquid). It is not common to generate waste from farming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operation because, there are no input generating wastes. all ropes and other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equipments (bouye) are in control and recycled for next season.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An annual plan for reduction activities is specified. There are few wastes from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seamustard farm facilities and equipments. Based on the policy and the normal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practice from sea operations. Farmers don't bring any garbage and wastes to the
April 2018
sea. and If farms collects any waste from the farming facilities and it is recorded in
the relevant procedures (Daily Operation Log). This echoes the strategy of reducing Interview:
waste.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손상제품, 밧줄, 파손된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액체,
폐기장비, 폐기 화학물질 등이있다. 가각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년 저감을 위한
Site observation:
활동 계획이 정해져 있다. 처리 과정은 관리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일지 (양식장 관리 - Production units
일지)에 기록된다. 모든 폐기물은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장소에 수거 및 보관하며, 기장군에서 수거 처리한다.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폐기물 저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관련 인원에 대한 인터뷰에서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모든 폐기물이 잘 포장되고 잘 덮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이러한 대책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매년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이런 대책들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줄일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GSSN(기장지속가능해조류 네트워크)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침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Most of the hydrocarbon waste originate from vessel fuel. The organization kept the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fuel records as well.
- GSSN Manual
목표수준
Audit team confirmed the activities via minutes of relevant interviews and records.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Control procedure is defined for Chemicals and hydrocarbon wastes. Seamustard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aquafarm does not use any chemicals for farming Strategy is in place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모든 탄화수소 폐기물은 선박의 연료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연료 사용 기록을 잘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보관하고 있다. 심사팀은 관련 인원의 인터뷰와 기록 검토를 통해 관리 활동을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확인하였다. 미역 양식장에서는 기타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April 2018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c. Chemicals and
hydrocarbon spills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YES 예
that can help to prevent spills of
chemicals and hydrocarbons
originating from the
UoA.양식장에서 유래하는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 방지를 도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 spill prevention and response
YES 예
plan in place for chemicals and
hydrocarbons originating from the
UoA.양식장에서 유래하는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에 대한 유출 방지 및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양식장에 화학 물질과 탄화수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양식 시설에는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이다. GSSN은 Interview:
운송, 연료 공급, 저장 중 연료 유출에 대한 예방 및 비상 조치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모든 연료는 전용 저장 탱크에 저장되며, 선박 내외부의 임시 저장 공간을 포함하여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감사 중에 계획되고 현장에서 검증되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잘 관리된다. 어민들은
선박내에 유출에 대비하는 키트를 보관하고 있으며, 만약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Site observation:
반드시 해양경찰에 보고 해야 한다.
- Production units
No use of chemicals and hydrocarbon in the farm. There is no power generator in a
farming facility. The only risk of a spill is vessel fuels. GSSN defined the procedure
for the prevention and emergency action for fuel spill during transport, refueling,
storing. All fuels are stored in dedicated storage tanks and are well managed to
prevent spills, which are planned and on-site verified during the audit, including
temporary storage areas on and off the vessel. Farmers maintained oil spillage kit in
the vessel. If the incident happens, they should report to the local police about the
incident.

N/A 해당없음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2.6 Pest(s) and
disease(s)
management
해충(들) 및
질병(들)의 관리

a. Spread of pest(s)
There is a partial strategy that is
and disease(s) 해충(들)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및 질병(들)의 확산
pest(s) and disease(s).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분적 전략이 있다.

2.7 Energy efficiency a. Energy use
에너지 효율성
monitoring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T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energy use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단위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일부 정보가 있다.

YES 예

The main problem afflicting the Undaria industry is ‘pin-hole’ disease, caused by infestation of Undaria
There is a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fronds by harpacticoid copepods. Partial contro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using freshwater to remove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the copepods.
disease(s).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이 있다.
미역산업의 주요한 질병으로는 "구명병"으로 요각류의 기생에 따른 발병한다. 담수를 이용해 부엽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제어 방법이 개발되었다.

YES 예

Farmers use vessels during Seaweed harvesting. Ships use gasoline. And Farmers keep records for the
usage of gasoline amount.
양식장은 미역의 수확 과정에서 선박을 이용하며. 선박은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한다. 양식어민들은 가솔린
연료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YES 예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GSSN Manual was revised to include strategy preventing the spread of pest(s) and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disease(s). Stategy includes identification of disease, reporting to the oranization
- GSSN Manual
목표수준
committee, communication to local government, implement preventive and recovery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measures.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Disease incident is the case to report local government instantly.
April 2018
- Sea Mustard Aquafarm operation daily log (#123) dated 2018-02GSSN 매뉴얼은 질병과 해충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02 / 40L topup
전략에는 질병 사례의 확인, 조직 내의 보고, 지자체 연락 및 예방 및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질병이 발생하면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 미역 양식장 운영일지 (2018-02-02) 40L 주유함 (면허#123)

There is evidence of energy use
NO 아니오 Main Energy sources for farming operation is vessel fuel only. Farmers use vessels Document review:
Minimum level
monitoring relative to production and
during Seaweed harvesting. Ships use gasoline. And Farmers keep records for the - GSSN Manual
최소수준
ongoing effort to improve efficiency.
usage of gasoline amount. (Daily operation log).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생산에 관한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효율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관한 증거가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of energy use analysis or statistics relative to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있다.
production and ongoing effort to improve efficiency.
April 2018
- Sea Mustard Aquafarm operation daily log (#123) dated 2018-02양식장의 주요한 에너지 사용은 선박용 연료이다. 양식어민들은 미역의 수확
02 / 40L topup
과정에서 선박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휘발류는 매일 작성하는 양식일지를 통해
사용량을 기록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일일 양식일지)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N/A 해당없음

The company shall provide information of energy use
monitoring relative to production and ongoing effort to
improve efficiency.
양식장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가 확인됨. 그러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양식장 전체
및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Corrective Action Plan is accepted and the implementation
will be review at the next surveillance audit.
시정조지 계획이 접수 확인 되었으며, 관련 실행 사항은
다음 사후심사에서 확인예정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 미역 양식장 운영일지 (2018-02-02) 40L 주유함 (면허#123)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b. Maintenance records There are maintenance records for
of equipment 장비의
equipment.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보수 기록
기록이 있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are up YES 예
to date and available.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이 업데이트 되며,
확인가능하다.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vessels) are available and up to date.
Record the maintenance of vessels and related facilities in the daily work record of
the farm. It mainly uses cement as an anchor and can be used as an artificial island
reef for fish. Instead of using the net, the groundweed is planted on the rope. The
rope is replaced about every year, but it will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actual use
situation. The replaced rope will be collected in the recycling area of the port. The
buoys will be replaced from time to time and patrolled in daily operations. After the
fishing vessels carry the damaged and eliminated buoys back, the storage areas of
the collected items concentrated in the port are carried by the government garbage
collection vehicles.

양식장비 (선박)에 대한 유지정비 기록이 확인된다. 선박 및 관련 양식장 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을 일일 양식일지에 기록한다. 시멘트 재질의 닻을 사용하며 어류를
위한 인공 암초로 사용된다.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로프에 종묘를 묶어서 양식에
사용한다. 로프는 매년 교체되지만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조정된다. 교체된 밧줄은
항구의 지정된 재활용 수거장에 모아 처리하며, 매일 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부표를
교체한다. 파손된 부표는 배에 실어서 항구로 이동한다음, 수거를 위한 지정 장소에
모으면,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 차량을 통해 폐기 처리된다.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Document review:
Target level
- GSSN Manual
목표수준
- Location Map of License#123/#139/#152
- License Certificate for #123/#139/#152
- Seeding testing report from Jeongin Seaweed Nursing (Doc #
190119 / Seeding no#180424-1)
- 2017 Annual Survey Report of the Marine Ecosystem (littoral sea)
- Sea Mustard Aquaculture farming standard manual (NIFS) issued
April 2018
-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 No# US-18-00438 / Vessel No
9801014-6267102

N/A 해당없음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Gijang county fishery officer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장 수면 위치/구역도(123호/139호/152호)
- 양식면허 (123호/139호/152호)
- 2017 연근해 생태계 조사연보
- 미역 양식 표준 매뉴얼 (국립수산과학원) - 2018년 4월
- 어선검사증명서 / 번호 US-18-00438 / 어선번호 98010146267102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2.8 Translocations
이식

Principle 3:
Effective
management
효과적인 관리

현장 관찰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This is not applicable. Because translocation is not occurring in the aquafarming
sites.
해당 없음. 양식장 간의 이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N/A
progression of ecosystem impacts from
occurring due to the presence of the alien
species.외래종의 존재로 인해 생태계
영향의 진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

UoA is not targeting an alien species. Use only Undaria pinnatifida for cultivation.
UoA는 외래종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미역에 한해서 양식 재배를 하고 있다.

FAO Fisheries & Aquaculture - National Aquaculture Sector
Overview - Republic of Korea, 2003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aso_korea/en)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There is an effective national legal system YES 예
and organized and effective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where necessary, to
deliver management outcom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효과적인 국내법적 체계가 있고 필요한
경우 본 표준의 원칙에 부합하는 관리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당사자와의
조직화되고 효과적인 협력(effective
cooperation)이 있다.

The control procedure is defined and prepared for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GSSN). And the legal requirements from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ere identified and communicated to UoA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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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WORK ACCIDENTS". Management decision is
made within the company.

Legal requirement in Korea.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기장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의 관리절차가 정의 및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수준의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UoA 네트워크 회원간에 공유하였으며.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어민에 한해 협의체 정관,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등이 적용된다. 또한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의 이용 및 관리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식수산물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 관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사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법률 요구사항
- 수산업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The control procedure is defined and prepared for GSSN. In general, the legal rights
of people dependent on farming for livelihood in the sea and the inner water are
protected as fishery rights by the fisheries law, and it is established as a
management system for GSSN.
Therefore, the management system has a mechanism to observe the legal rights
created explicitly or established by the custom of people dependent on harvesting or
farming for food or livelihoo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Principles
of this standard.
There is no impact on the rights of the local community to harvest or farm. This
indicator is therefore not applicable.
기장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는 협의체 내의 정관 및 관리 절차서를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계을 위해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수산업법을
통해 보호되며, GSSN의 경영시스템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영 시스템에는 이 표준의 원칙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식재료나
생계를 위해 어업이나 양식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확립된 법적 권리를 관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어업 또는 양식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지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The control procedure is defined and prepared for GSSN. Following specific plan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ly:
- Target and activities plan for rare species (biodiversity) care, reducing waste and
reducing energy consumption, consistent with Principle 2 requirements;
- Target and activities plan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relations, consistent with Principle 4 and 5 of this standard.
The GSSN has specified long term targets as sustainable and quality production of
Gijang Seaweed products and short term targets as regional farm income increase
and community development.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Minimum level
최소수준

Corrective action plan accepted

a. Impact of
translocation activity
이식활동의 영향

The translocation activity is unlikely N/A
to introduce diseases, pests,
해당없음
pathogens, or non-native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
이식 활동이 질병, 해충, 병원체 또는
비 토착종을 주변 생태계로 유입할
가능성이 낮다.

This is not applicable. Because translocation is not occurring in the aquafarming sites. 해당 없음. 양식장
간의 이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The translocation activity is highly unlikely NA
to introduce diseases, pests, pathogens, 해당없음
or non-native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이식 활동이 질병, 해충, 병원체
또는 비 토착종을 주변 생태계로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Translocation is not occurring in the aquafarming sites.

b. Translocation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이식 관리
전략 평가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N/A
that is expected to protect the
해당없음
surrounding ecosystem from the
translocation activity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ranslocation
outcome target level of performance
defined in SIa (target level). 정의된
성과의 이식 영향 목표 수준과
대등한 수준으로 주변 생태계를
이식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적 전략이 있다.

This is not applicable. Because translocation is not occurring in the aquafarming sites. 해당 없음. 양식장
간의 이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hat is
NA
expected to protect the surrounding
해당없음
ecosystem from the translocation activity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ranslocation
outcome target level of performance
defined in SIa (target level).
참여사회영향평가에 정의된 성과의 이식
영향 목표 수준과 대등한 수준으로 주변
생태계를 이식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이 있다.

UoA is not targeting an alien species. Use only Undaria pinnatifida for cultivation

2.9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of alien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alien species 외래종 species 외래종 관리
to prevent progression of
유입
ecosystem impacts from occurring
due to the presence of the alien
species.외래종의 존재로 인해
생태계 영향의 진행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 전략이
마련된다.
3.1 Legal and/or
a. Compatibility of laws There is an effective national legal
customary
or standards with
system and a framework for
framework 법적
effective management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및/관습적 체계
법률 또는 표준과
where necessary, to deliver
효과적인 관리와의 양립 management outcomes consistent
가능성
with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효과적인 국내법 체계가 있고
필요한 경우 본 표준의 원칙에
부합하는 관리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당사자와의 협력
체제(framework for cooperation)가
있다.

b. Respect for rights
권리에 대한 존중

3.2 Decision-making a. Objectives 목적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b.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

N/A
해당없음

YES 예

UoA는 외래종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미역에 한해서 양식 재배를 하고 있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management system has a
YES 예
mechanism to generally respect the
legal rights created explicitly or
established by custom of people
dependent on harvesting or farming
for food or livelihoo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Principles of this standard.관리
체계는 명시적 또는 식량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채취 또는 양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
확립된 법적 관리를, 본 표준의
원칙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존중하는(generally
respect) 메커니즘이 있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Objectives to guide decisionmaking, which are consistent with
achieving the outcomes expressed
in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are implicit within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management
system.본 표준의 원칙에 명시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일관된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목표는 생산
단위별 관리 시스템 내에 내포되어
있다.

There are some decision-making
YES 예
processes in place that result in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objectives. 완전하지는 않지만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Decision-making processes
YES 예
respond to serious issues identified
in relevant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consultation, in a
transparent, timely and adaptive
manner and take some account of
the wider
implications.의사결정과정은 관련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협의에서
확인된 심각한(serious)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수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광범위한
영향을 일부 고려한다.

Organizations manual defined to conduct member meetings when there is important issues raised by the
members. The members meeting were held on Oct 20, 2018 for the review of members’ work procedure
and performance of farming operations. It was confirmed that all members singed the meeting minutes. And
it has enough evidence that the meeting was conducted in relevant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consultation, in a transparent, timely and adaptive manner and take some account of the wider
implications.조직 매뉴얼은 회원들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회원 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018년 10월 20일 회원들의 업무절차 및 양식경영 성과 검토를 위한 회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록을 모두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회의는 투명하고 시기적절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관련 연구, 모니터링,
평가 및 협의에서 수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고려한다.

The management system has a
YES 예
mechanism to observe the legal rights
created explicitly or established by custom
of people dependent on harvesting or
farming for food or livelihoo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Principles
of this standard.
관리 체계는 명시적으로 또는 식량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채취 또는 양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 확립된 된
법적 관리를, 본 표준의 원칙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준수하는(observe)
메커니즘이 있다.

Short and long-term objectives, which are YES 예
consistent with achieving the outcomes
expressed in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are explicit within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management system
본 표준의 원칙에 나타난 결과 달성에
부합하는 단기 및 장기적 목적은 생산
단위의 특정 관리 체계 내에서
명시적이다(explicit).

There are established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result in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objectives.
생산단위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전략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과정이
확립되어 (established) 있다.

YES 예

양식장 간의 서로 이식이 발생하지 않은다

FAO 어업 & 양식업 - 국가 양식 분야 현황 - 대한민국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aso_korea/en)

GSSN 관리절차를 마렴했다. 다음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 희귀종(생물 다양성) 관리를 위한 목표 및 활동 계획,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소비
감소, 원칙 2 요건 준수
- 이 표준의 원칙 4와 5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관계의 목표 및
활동 계획
GSSN은 단기목표로 지역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장기목표로
기장해조류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품질 향상을 규정했다.
The control procedure is defined and prepared for GSSN. Authority regulation
specifies authorities of each position.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clear.
Interview to manager and farmers demonstrated that these processes are duly
followed.
Therefore, there are established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result in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objectives.
GSSN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권한 규제는 각 직급의 권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협의체의 매니저 및 양식어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각 규정이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생산 단위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전략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마련되어
있다.

- "Fishery Management Act"
- "Act on the indication of the origi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or the indication of the origin of aquaculture products,
-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Act"
-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WORK ACCIDENTS
- "LABOR STANDARDS ACT"
- Famers license certificate (5 years period given)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c. Responsivenes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과정의 대응성

d. Use of precautionary
approach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용

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management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ss 관리체계 및
의사결정과 정의 책임
및 투명성

Some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YES 예
unit’s performance and
management action is generally
available on request to
stakeholders.일반적으로 성과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일부 정보는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 Approach to disputes Although the management authority YES 예
분쟁에 대한 접근
or production unit may be subject to
continuing court challenges, it is not
indicating a disrespect or defiance
of the law by repeatedly violating
the same law or regulation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duction unit.해당 양식장이
관계 법령을 위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법령을 가능한
준수하려고 한다.

3.3 Compliance and a. MCS implementation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YES 예
enforcement 준수 및 감시, 통제, 감독 (MCS) (MCS) mechanisms exist, and are
집행
이행
implemented in the production unit
and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y are effective.
감시 · 통제 · 감독(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메커니즘(mechanisms)이 존재하고
생산단위에서 이행되며, 그러한
메커니즘이 효과적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Control procedure is defined and prepared for the GSSN. The organization has decision-making process
with records. GSSN 는 관리절차를 정의하여 준비했다. 조직은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Decision-making processes respond to all NO 아니오
issues identified in relevant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consultation, in
a transparent, timely and adaptive manner
and take account of the wider implications
of decisions.
의사결정과정은 관련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협의에서 확인된 모든(all) 사안에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수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결정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다.

GSSN has defined members meeting and it was conducted on October 20, 2018.
Document review:
Important issues about farm operations (genetic procedures and performance
- GSSN Manual
review) were covered from the meeting. However,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y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didn't discuss about all of the issues and the levels of issues were not clearly
identified. Example of decisions might include: how much seamustard to harvest;
Interview
where; when: and by whom ? And more complex decisions such as how to balance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the needs of different stakeholders.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Decision-making processes use the
YES 예
precautionary approach and are based on
best available information.
의사결정과정은 사전 예방적 접근을
이용하며 최선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

Member's meetings were organized and held with preventive manners and audit
team confirmed meeting minutes and training records for the issues related to
seaweed disease and farming operation safety, control of external complaints.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unit’s
YES 예
performance and management action is
available on request, and explanations are
provided for any actions or lack of action
associated with findings and relevant
recommendations emerging from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review activity.
생산유닛의 성과 및 관리 행동에 관한
정보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제공되며,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검토
활동에서 나온 결과 및 관련 권고와 연관된
모든 행동 및 조치 부재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GSSN controls decision making process through members meeting. All the
information from meeting minutes are publicly available by request. If requested by
stakeholders, information can be available excep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f
business. So far, there has been no request of the information from stakeholders.

The management system or production
unit is attempting to comply in a timely
fashion with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decisions arising from any legal
challenges.
관리 체계 또는 생산단위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발생하는 사법 또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준수하고자
시도한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A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YES 예
system (MCS) has been implemented in
the production unit and has demonstrated
an ability to enforce relevant management
measures, strategies and/or rules.
감시·통제·감독 시스템(system)이
생산단위에서 이행되었으며 관련 관리
조치, 전략 및/또는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

Sanctions to deal with nonYES 예
compliance exist and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y are applied. 법령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며
그러한 제재가 적용되었다는 일부
증거가(some evidence) 있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YES 예
exist, are consistently applied and thought
to provide effective deterrence.
비 준수에 대응하는 제재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적용되고(are consistently
applied)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c. Compliance 준수

Production units comply with the
YES 예
management system under
assessment, including, when
required,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effective
management. 생산단위는 평가 중인
관리 체계를 준수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며 (generally thought),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Some evidence exists to demonstrate
YES 예
production units comply with the
management system under assessment,
including, when required, providing
information of importanc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단위가 평가 중인 관리 체계를
준수한다고 증명하는 일부 증거가
존재하며(some evidence exists),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생산 단위의 효과적 관리에
중요한 정보의 제공이 포함된다.

There is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조직적인 비준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 Management Meeting minutes on 2018.10.20 (signed by GSSM
GSSN is proactively considering and implementing precautionary approach through Members and famers :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communication with the stakeholders to avoid issues and concerns about safety,
Jaehong, Jung / Hyungkeun, Ahn)
accidents, external complaints.
Interview
조직 회원간의 회의가 예방적인 태도로 조직 및 개최되었다. 심사팀은 회의록 및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교육 기록을 점검하였으며, 해조류 질별에 관한 이슈, 양식장의 작업장 안전 및 외부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컴플레인 사항에 대한 이슈가 검토된 것을 확인했다.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경영 검토 미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Audit team confirmed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unit's performance and
management action was provided to local stakeholders during stakeholders
meeting.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 Management Meeting minutes on 2018.10.20 (signed by GSSM
Members and famers :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 Stakeholder's meeting minutes dated 2018-10-20

시정조치 계획이 확인됨
GSSN 는 관리 매뉴얼에 의사결정 프로세스 사항에 조직의
모든 관련 이슈,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의견 수렴 등에
보다 투명하고, 시의 적적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GSSN은 회원간의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프로세르를 관리하고 있다. 회의에서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사용된 모든 정보는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 만약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으며,
사업 정보에 관한 기밀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해관계자의 정보 문서검토
공개 요청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심사팀은 양식장의 성과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란 관리조치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이해관계자 미팅에서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 이해관계자 미팅 회의록 (2018년 10월 20일자)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The GSSN has not received any legal challenges. All contacted cases are handled Document review:
appropriately and recorded. Audit team confirmed questions/opinions and records of - GSSN Manual
how they were addressed.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GSSN 은 아직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다. 모든 사례는 적절하게 취급되고
- Stakeholder's meeting minutes dated 2018-10-20
기록된다. 심사팀은 질문/의견수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다.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 이해관계자 미팅 회의록 (2018년 10월 20일자)

b. Sanctions 제재

d. Systematic noncompliance 조직적
비준수

GSSN will revise control manual for decision-making
process respond to all issues identified in relevant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consultation, in a transparent, timely and adaptive manner,
and take account of the wider
implications of decisions.

GSSN은 회원 미팅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0일에 미팅이 진행되었다.
문서검토
양식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문제(종 관리 절차 및 성과 검토)에 대한 회의가
- GSSN 매뉴얼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사팀은 조직의 양식장 운영에 관련된 모든 수준의 이슈에 대한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검토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며, 회의 결과 의결 사항에는 미역의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수확에 대한 량, 일정, 주체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복잡한 의사 결정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YES 예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There are self-inspection sheet and internal audit records of the association to
Document review:
check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The GSSN hold on an internal audit on
- GSSN Manual
06/11/2018.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Regulatory compliance is always confirmed by regulatory authorities such as the
- Internal audit report dated 2018-06-11
Korea government. Therefore, a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 (MCS)
has been implemented in the production unit and has demonstrated an ability to
Interview
enforce relevant management measures, strategies and/or rules.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감사 양식 및 내부 심사 기록들이 확인
된다. GSSN 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내부심사를 2018년 6월 11일에 실시했다. 법률 문서검토
준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같은 규제 기관을 통해 감독된다. 그러므로, 감시,통제,
- GSSN 매뉴얼
감독 시스템 (MCS)는 생산 유닛에서 관련 관리 조치, 전략 및/또는 규칙을 집행할 수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있는 능력이 확인 된다.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 내부심사 보고서 2018년 6월 11일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Self internal audit records of the association were checked and non-conformities
Document review:
identified were confirmed. These non-conformities were addressed appropriately
- GSSN Manual
and reported. Confirmed with the internal report. Penalties are stipulated in the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various laws described in procedures (GSSN Manual). Although there have been
- Internal audit report dated 2018-06-11
no cases in which the GSSN vio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penalties have been
imposed, as mentioned above,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exist, are
Interview
consistently applied and thought to provide effective deterrence.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혐의체의 자체 내부 감사 기록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였다.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확인하고 보고하였다. 내부심사 보고서를 확인함. 패널티가 GSSN
문서검토
매뉴얼의 절차등에 다양한 법규와 연계하여 규정되어 있다. GSSN 회원이 법령을
- GSSN 매뉴얼
위반하여 패널티를 부과한 경우는 없었지만, 비준수에 대처하기 위한 제재가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존재하며, 효과적인 억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 내부심사 보고서 2018년 6월 11일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Compliance with the internally established management system was confirmed
Document review:
through meeting minutes and interview. The management system is about internal - GSSN Manual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not about wild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some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evidence exists to demonstrate production units comply with the management
- Internal audit report dated 2018-06-11
system under assessment, including, when required, providing information of
importanc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unit.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회의록과 인터뷰를 통해 내부적으로 수립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준수여부를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확인하였다. 경영 시스템은 내부적인 조직 활동을 위한 것이지, 야생 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생산유닛의 효과적인 관리에
문서검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평가 중인 관리체계를 준수한다는 것을
- GSSN 매뉴얼
증명하기 위한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 내부심사 보고서 2018년 6월 11일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was found by document review,
interview to managers, employees, police, and local community.
문서 검토 및 양식어민, 종업원, 해양 경찰 및 지역 사회와의 인터뷰 결과 조직적인
비준수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Work procedure (CY-01, 2 Jan, 2018)
- Internal audit report dated 2018-06-11
Interview
- GSSM Members and famers (Minsoo, Kim / Euna, Yoo/
Yeongtae, Kim / Jaehong, Jung / Hyungkeun, Ahn)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양식작업 절차서 (CY-01, 2018년 1월 2일)
- GSSN 정관 내 회원 서명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 내부심사 보고서 2018년 6월 11일

Principle 4: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4.1 Child labour 아동 a. Child labour
노동
아동노동

No incidences of child labour or
young worker abuse are found to
have occurred. 아동노동이나
청소년 근로자 학대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YES 예

4.2 Forced, bonded a. Incidences and risk No incidences of forced, bonded or YES 예
or compulsory labour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are found to
강제 또는 담보노동 compulsory labour
have occurred. 강제 또는 담보
강제또는 담보노동 사례 노동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및 위험성

- Copies of all workers' identification showing date of birth are retained.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child
YES 예
- It is observed during the site visit that all workers are above 18 years old and workers confirm that there is labour and young worker abuse has been
no child labour or young worker in the production units.
minimised.
- 생년월일이 나와있는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
- 양식장 현장 방문 시 모든 근로자가 18세 이상임을 육안으로 확인함. 근로자들도 양식장에서 아동노동 이나 아동 노동과 어린 노동자의 학대의 위험이
청소년 근로자가 없다고 확인함.
최소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 Employment contracts are written in Korean which is the primary language of workers in the production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forced,
units. Currently there is no foreign migrant worker. The contract is issued to workers.
bonded or compulsory labour has been
- Workers state that any fee is not paid to get the job. Workers confirm that any original identity documents minimised. 강제 또는 담보 노동에 대한
are not withheld by owners of production units. Both workers and owners of production units state that the
리스크가 최소화 되오록 노력한 증거가
employment can be terminated at worker's discretion. Workers confirm that any part of the salary, deposit or 있다.
any valuables are not withheld by owners. Workers confirm that they are free to leave the workplace when
they don't work.
- No deduction is made from the wage.
- Ulsan coast guard and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explan that any type of forced labour is not
observed. Any complaint from workers regarding unreasonable deduction from the wage, withholding wages
or deposit is not received.
- 근로계약서가 양식장 근로자의 모국어인 한글로 작성되었음.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없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에 교부됨.
- 근로자들은 직업을 구하는데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양식장 대표들이 원본 신분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근로자들이 확인함. 근로자와 양식장 대표들은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진술함.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부, 보증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양식장 대표들이
보관하지 않는다고 확인함. 근로자들은 작업이 없을 때, 양식장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확인함.
- 급여로부터 공제는 없음
- 울산 해양경찰 및 기장군 공무원들은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비 합리적인
급여공제, 급여 보관 또는 보증급과 관련한 근로자 불만이나 고충은 접수되지 않음.

YES 예

- During the site visit, child labour and juvenile workers are not observed.
- Ulsan coast guard, public officers in Gijang Gun and a representative from
neighbour village state that no child labour or juvenile workers are found in the
production units.
- Workers state not to see any child labour or juvenile workers working in the
production units. Workers confirm that they are above 18 years old.
- List of workers and copies of workers' ID show that the ages of all works are above
18 years old.
-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4.1.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that copies of worker's ID should be kept and a worker under 18 years old should
not be employed. Juvenile workers should not be assigned to hazardous job.
- Internal audit was performed by GSSN chainman. The audit report shows no child
labour or juvenile worker in the production units.
- 현장 방문 시 아동 근로자나, 청소년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함.
- 울산 해양 경찰, 기장군 공무원, 마을 주민 대표는 양식장에 아동 근로자나 청소년
근로자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함.
- 근로자들은 양식장에서 아동 근로자나 청소년 근로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본인들은 18세 이상이라고 확인함.
- 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결과, 나이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함.
- GSSN 매뉴얼(CY-01, Rev. 0, 2016년 8월 8일) 4.1.1조에는 근로자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고,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음. 청소년
근로자들은 위해위험 작업에 배치되면 안됨이 기술되어 있음.
- GSSN 의장이 내부심사를 실시했음. 내부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장에 아동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

인터뷰
- GSSN 회원 (김민수/유은아/김영태/정재홍/안형근)
Document review:
- List of workers
- Copies of ID
- GSSN Manual
- Internal audit report (MSC-2018-01, dated on 18 February 2019)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Ulsan coast guard
- Representative of village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근로자 명부
- 신분증 사본
- GSSN 매뉴얼
- 내부심사 보고서 (MSC-2018-01, 2019년 2월 18일)
인터뷰:
- 생산단위의 농장주
- 울산 해양 경찰
- 마을 대표
- 기장군 공무원
- 근로자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 Policy on prohibition of forced or bonded labour is addressed in the Article 4.2.1,
Document review: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 List of workers
- GSSN Manual is attached to the employment contract. The employment contract is - Employment contract
issued to workers. Workers understand the employment contract and GSSN
- Payroll record
manual.
- GSSN Manual
- 강제노동 및 채무노동 금지 방침이 GSSN 매뉴얼 (CY-01, Rev.0, 2016년 8월 8일)
4.2.1에 명기되어 있음.
Interview:
- GSSN 매뉴얼은 근로계약서에 첨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에 교부됨.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및 GSSN 매뉴얼을 이해하고 있음.
- Ulsan coast guard
- Representative of village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기록
- GSSN 매뉴얼
인터뷰:
- 생산단위의 양식장 대표
- 울산 해양 경찰
- 마을 대표
- 기장군 공무원
- 근로자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4.3 Discrimination
차별

a. Incidences and risk
of discrimination 차별
사례 및 위험

No incidences of discrimination are YES 예
found to have occurred. 차별이
발생된 사례가 없다

- Employment contracts, payroll records, training records for last 1 year are retained.
- Workers state that there has been no case of discrimination.
- A register of complaints is prepared but there has not been a case reported.
- Workers are either a neighbour of owners of production units or family members. Workers state that they
can report grievance or complaint but so far no grievance or complaint.
- 지난 1년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기록, 교육 기록이 관리되고 있음.
-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적이 없다고 진술함.
- 불만/고충 처리 대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기된 건은 없음
- 근로자들은 양식장 대표의 이웃주민이거나 양식장 대표 가족임. 근로자들은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까지 고충이나 불만이 없었다고 진술함.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discrimination covering all aspects of
potential discrimination has been
minimised. 잠재적인 차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차별에 대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한 증거가 있다.

YES 예

- Policy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addressed in the Article 4.3.1.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 GSSN Manual is attached to the employment contract. The employment contract is
issued to workers. Workers understand the employment contract and GSSN
manual.
- Training records (materials and training reports) are retained. Subject on
Discrimination is noted from the records.
- 차별금지 방침이 GSSN 매뉴얼(CY-01, Rev.0, 8 2016년 8월) 4.3.1.1항에 명기되어
있음.
- GSSN 매뉴얼은 근로계약서에 첨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에 교부됨.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및 GSSN 매뉴얼을 이해하고 있음.
- 교육 기록 (교육 자료 및 교육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음. 차별에 대한 주제가
교육기록에서 확인됨.

Document review:
- List of workers
- Employment contract
- Payroll record
- GSSN Manual
- Training record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기록
- GSSN 매뉴얼
- 교육 기록
인터뷰
- 생산단위의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보건 및 보험

a.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workers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b. Health and safety
records and corrective
action 안전 보건 기록
및 시정조치

The employer provides a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where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workers.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및
생활(숙소가 제공되는 경우)환경을
제공한다

YES 예

There is evidence that health and
YES 예
safety related accidents and
violations are recorded and
corrective action is taken when
necessary. No immediate and
serious dangers to personnel health
or safety were identified. 보건 및
안전 관련 사고 및 위반이 기록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거가 있다. 인적 보건
또는 안전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 A safe and health working environment is provided.
Workers state that they can remove themselves from immediate serious dangers. Farm owners and workers
are aware of and can state the hazards associated with works such as 'falling into water on the sea or while
landing', 'hit by objects during lifting work', 'injury due to manual handling of heavy objects', etc. Farm
owners and workers are supposed to wear life vest while on board. Farm owners were trained on the
operation of lifting equipment in the port when the lift equipment was installed by local government and
workers were trained subsequently by the farm owners.
- They stay at own home, not in a dormitory or living quarter provided by the production units.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state that currently workers are from neighbouring village.
Accommodation will be provided for a worker who are from other region or who needs accommodation.
- Drinking water is provided to workers.
- Life vest and gloves are issued to workers. Life ring is in place in the work boat.
- Immediate serious hazards are not observed from the production units during the site visit.
- Health and safety rules are addressed in the article 4.4.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공되고 있음. 근로자들은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수 있다고
진술했음. 양식장 대표 및 근로자들은 작업과 관련 위험요소, '해상 작업 중 바다로 추락, 육상 상륙 중 바다로
추락', '인양작업 중 물체에 맞음', '무거운 작업 대상물 취급으로 인한 부상' 등을 알고 있음. 양식장 대표 및
근로자들은 선상 작업 시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지방 정부가 항구에 인양장비 설치 시 조작법에 대해
양식장 대표 들에게 교육을 했으며, 대표들은 근로자들 교육을 실시하였음.
- 근로자들은 기숙사나 양식장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닌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음.
- 생산 단위 양식장 대표들은 근로자들은 주변 마을 출신이며, 외지에서 오거나 숙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가 제공된다고 진술함.
- 음용수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구명조끼, 장갑등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구명환은 작업용 보트에 설치되어 있음.
- 현장 방문 시, 긴급한 위험요소는 관찰되지 않았음.
- 보건안전 규정이 GSSN 매뉴얼(CY-01, Rev.0, 2016년 8월 8일) 4.4.1항에 설명되어 있음.
- Both workers and farm owners state there has been no safety accidents or violation.
- Ulsan coast guard states that minor incidents occur in the farming area in Gijang county, but they are not
aware of any accident from the production units in the audit scope.
- 근로자와 양식장 대표 모두는 안전사고나 안전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함.
- 울산해양경찰은 기장 지역 내 양식장들에서 가벼운 사고들이 발생되기는 하나, 심사 범위에 포함된 생산
단위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함.

No target specified for this PI. If minimum
in met the target should be considered
met.

현장 관찰
- 생산 양식장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YES 예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목표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음. 만약 최소
수준이 달성되명 목표 수준 또한 달성한
것으로 인정함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Hazards to personnel health and safety
YES 예
are known. Accidents are analysed for root
causes. The root causes are addressed
and remediated to prevent future
accidents of a similar nature. All
incidences including minor accidents are
included. Records are complete and
accurate. 안전보건 위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사고의 근본원인이 분석된다.
근본원인은 향후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적되고 시정된다.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건들이 포함된다. 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하다.

- Both workers and farm owners in the production units can identify the work-related
hazards.
- There has been no safety accidents or violations. Farm owners state that they try
to prevent accident. If it happens, root cause will be identified and removed to
prevent recurren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Accident reporting'. The procedure
addresses that all accidents shall be reported and recorded for analysis and
training/communication. No accident reports are observed during the audit.
- 근로자와 양식장 대표 모두 작업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음.
- 안전사고나 안전관련 위반사항은 없음. 양식장 대표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 '사고보고 절차서'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원인을 식별하여 제거할 거라고 진술함. 절차서에는 모든 사고는 보고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석, 교육/의사소통 할 것을 기술하고 있음. 심사 중 사고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Formal and regular training courses are
YES 예
undertaken. Risk assessments are
documented and/or certified. Personnel
are appointed to apply health and safety
risk assessment, which may include an
overseeing management committee, first
aiders and/or fire marshals. Special risks
associated with changing workplace or
worker condition, such as expectant
mothers, will have due consideration 정규
및 정규 교육 과정을 수행한다. 리스크
평가는 문서화 및/또는 인증된다.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 직원이
임명되며, 여기에는 감독 위원회, 응급 처치
및/또는 소방관이 포함될 수 있다. 임신부와
같이 직장이나 근로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특별한 위험은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 Regular health and safety training is performed at least monthly. Daily safety talk is
arranged prior to work.
- Risk assessment is documented. Farm owners and workers discuss to identify the
hazards and assess the risks. Workers are aware of special risks associated with
jobs including bad weather condition and using lifting devices.
- 정기적인 보건안전 교육이 최소 월별로 실시되고 있음. 일일 안전 강평이 작업
시작전 이루어짐.
- 위험성 평가는 문서화 되어 있음. 양식장 대표들 및 근로자들은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토론하고 있음. 근로자들은 악천후, 인양장비
사용을 포함한 업무 관련 특정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Procedure Accident reporting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사고 보고 절차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c. Occupational health There is evidence that personnel
YES 예
and safety assessment are trained effectively on health and
and personnel training safety topics related to their role,
안전보건 평가 및 인적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직원의
훈련
역할, 책임 및 활동과 관련한 보건 및
안전에 관해 인적 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기록이
있다.

- GSSN Training instruction provides the subjects of health and safety training, frequency of training and
training time.
- Training records (materials and training reports) are retained. Health and safety subject is noted from the
training records.
- GSSN 교육 지침상에 보건안전교육의 주제, 교육 주기, 교육 시간등이 명기되어 있음
- 교육 기록 (교육자료, 교육 보고서)는 보관되고 있음. 보건안전 주제가 교육 기록에서 확인됨.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GSSN Training instruction
- Training records
- Risk assessment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GSSN 매뉴얼
- GSSN 훈련 지침
- 교육 기록
- 위험성 평가
인터뷰
- 생산단위의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d. Organisation
responsibility and
insurance provided for
personnel accident or
injury 기관의 책임 및
인적사고 또는 부상에
제공되는 보험

No incidences of workers having to YES 예
cover their own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근로자가 산재
관련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

- Sailor insurance is provided to workers to cover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선원 보험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Organisation is responsible and there is
proof of insurance (accident or injury) for
personnel medical costs in a job-related
accident or injury, unless otherwise
covered. This includes all seasonal
workers.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부상의
경우 해당 개인의 의료비 지출 (사고 또는
부상)에 대한 보험 제공의 증거 및 조직이
책임 진다. 모든 단기 계약 작업자들을
포함한다.

YES 예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 Sailor insurance fee is paid by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Document review:
- Workers state that they don't pay the insurance fee and the insurance fee is not
- GSSN Manual
deducted from their wage.
- Insurance policy certificates
- Insurance certificates are retained.
- 선원보험 비용을 생산단위의 양식장 대표들이 지불하고 있음.
Interview:
-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않음.
- Farm Workers
- 보험증서를 관리하고 있음.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GSSN 매뉴얼
- 보험증권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4.5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한 임금

a. Fair and decent
wages 공정 및 적정한
임금

4.6 Freedom of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 교섭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자유

The organisation pays at least the
legally required minimum wage.
Deductions in pay for disciplinary
actions are not allowed and
payments are made in a manner
convenient to workers.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다. 징계의
수단으로 임금삭감은 허용하지
않으며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YES 예

There are no incidences of the
production unit restricting worker
access to associate or bargain
collectively. 해당 양식장이 결사
또는 단체 교섭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사례가 없다.

YES 예

- Minimum wage is determined by Minimum wage commission (www.minimumwage.go.kr) in Korea. Only
one minimum wage across Korea is applied.
- The lowest wage among workers are above the minimum wage (KRW8,350/hr in 2019).
- Wage is paid either by bank transfer or cash to workers.
-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하나의 최저임금이 전역에 적용되고 있음.
- 근로자 중 가장 적은 임금을 지불받는 근롸의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8,530원/시간) 이상임.
- 급여는 은행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The organisation pays a living wage and
there are no labou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s.
조직은 생활임금을 지불하며, 노동력만을
계약하는 관계는 없다.

NO 아니오 - Production unit is not aware of the meaning of a living wage and doesn't pay a
Document review:
living wage. The worker's wage is directly agreed with workers without prior
- List of workers
calculation of the living wage. No labou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s are not
- Employment contract
observed. Farm owners recruit workers and sign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 Payroll record
them.
- GSSN Manual
생활임금의 정의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Training records
근로자 급여는 생산사업장 대표와 근로자간 직접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노동력
제공만하는 계약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음. 양식자 대표들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Interview: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음.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 It is stated in the article 4.5.1.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that
at least minimum wage should be paid to workers.
Site observation:
- All workers are directly hired by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There is no
- Production units
apprenticeship or consecutive short-term contracts.
- Workers state that they signed the employment contract directly with farm owners. 문서검토
They are trained on wages.
- 근로자 명부
- GSSN 매뉴얼(CY-01, Rev.0, 2016년 8월 8일) 4.5.1항에서는 최소 최저임금을
- 근로계약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함.
- 급여 지급 기록
- 모든 근로자는 생산단위의 양식장 대표로부터 직접 고용됨. 견습생 또는 지속적인 - GSSN 매뉴얼
단기 계약 근로자는 없음
- 교육 기록
- 근로자들은 양식장 대표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진술함. 근로자들은
급여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인터뷰
- 생산 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 Policy on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forming trade union is not stat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YES 예
- No trade union is formed.
restriction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 Workers state that farm owners never restricted or threated them not to form a trade union. They don't feel collective bargaining has been minimised.
necessary to have a trade union now.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제한하는
리스크가 최소화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 노조 가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침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 노조가 설립되지 않음
- 근로자들은 양식장 대표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설립하지 않도록 위협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현재로서는 노조를 가질 필요성을 못느낌.

- It is staed in the article 4.6.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that
free association should not be restricted. And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not be
restricted. The GSSN manual is issued to workers.
- Workers are trained on freedom of association.
- GSSN 매뉴얼 (CY-01, Rev.0, 2016년 8월 8일) 4.6.1조에는 자유로운 결사를
제한하면 안되며, 단체 교섭을 제안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GSSN 매뉴얼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음.
- 근로자들은 결사의 자유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Document review:
- List of workers
- Employment contract
- Payroll record
- GSSN Manual
- Training record

Minimum level
최소수준

Corrective Action plan was accepted
GSSN will calculate and pay the living wage to workers.
The implantation will be reviewed at the next surveillance
audit GSSN은 작업자의 생활임금을 계산하고 지불할
것이다. 이것의 실행 결과는 다음 사후심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To be updated during surveillance 다음 사후심사에서 실행
결과 확인 예정

Target Level
목표수준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기록
- GSSN 매뉴얼
- 교육 기록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4.7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 방식

a. Disciplinary practices There is a policy in place to ensure
징계 방식
against abusive disciplinary
practices. No incidences of
tolerated abuse have taken place.
구타, 체벌 같은 학대적 징계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YES 예

- The president of GSSN and farm owners in the production units state that there has been no disciplinary
action taken.
- Workers confirm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any abuses. No one was got any disciplinary actions.
- In the Article 4.7.1, GSSN manual, policy of ban on abuse and inhumane treatment is clearly stated.
which includes mental and physical abuse, verbal abuse, swearing, sexual harassment, etc.
- The GSSN manual is issued to all workers as an annex to their employment contract.
- Workers state that this policy was briefed to them during the training.
- GSSN의 대표와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들은 지금까지 징계는 없었다고 진술함.
- 근로자들은 학대 행위를 경험하지는 않았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함.
- GSSN 매뉴얼 4.7.1조에 정신적, 육체적 학대, 폭언, 욕설, 성추행 등 학대 및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하는
방침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 GSSN 매뉴얼은 근로계약서의 첨부로 근로자들에게 배포됨.
- 근로자들은 교육 중에 학대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들었다고 진술함.

The risk of potential abuse around
YES 예
discipline have been minimised. There are
clearly outlined procedures to raise, file
and respond to a complaint of abuse in an
effective manner. Management and
workers are clear on the policy and
procedures. Training is provided to
supervisors on acceptable disciplinary
measures. 징계에 대한 잠재적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었다. 학대 신고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기, 접수 및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명료히 기술되어 있다. 사측과
근로자는 이러한 정책을 분명히 알고 있다.
허용되는 징계 조치에 관한 훈련이
감독관에게 제공된다.

- Workers explain that they will report any abuse to coast guard or police if happens.
They have not experienced any type of abuse and disciplinary actions.
- Coast guard confirms that any report on abuse case is not received.
- The president of GSSN, farm owners and workers are aware of the disciplinary
action policy.
Respective farms in the production units don't have supervisors. Farm owners
directly supervise farm workers. The training was given to farm owners on GSSN
manual. Training record is reviewed.
- 근로자들은 학대 행위가 있으면 해경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의 학대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함.
- 해경은 학대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함.
- GSSN 대표, 양식장 대표, 근로자들은 징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생산 단위 내
개별 양식장에는 별도의 감독자가 없으며, 양식장 대표들이 직접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GSSN 매뉴얼에 대해 양식장 대표들은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장 관찰
- 생산단위
Document review:
- List of workers
- Employment contract
- Payroll records
- GSSN Manual
- Training record

Target Level
목표수준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Ulsan coast guard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근로자 명부
- 근로 계약서
- 급여 지급 기록
- GSSN 매뉴얼
- 교육 기록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울산 해경
- 양식장 근로자

4.8 Working hours
근로시간

a. Working hours
근로시간

The organisation abides at least to
the legally required working and
overtime laws. All overtime is
voluntary.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무의 경우
자발적으로 한다.

YES 예

- The farms abide to the legally required working hours. The legal overtime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to
The organisation abides by industry
YES 예
these farms. Working hours are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which is written by the farm owners. The
norms. Overtime is not regular. Workers
workers interviewed state that the recorded working hours are correct. However, timesheets or work
are provided with at least one day off
attendance roll documents are not prepared nor signed by workers.
following every six consecutive days of
- Production units are fully aware of the Labour Standard Act in which weekly working hours and overtime
working. 기관은 산업규범(industry
limit are defined. Currently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respective production units are less than 4. 40
norm)을 준수한다. 초과근무는 정규적이지
hours of weekly working hours and 12 hours of overtime rules are not applicable to the organization hiring
않다. 근로자는 6일 연속 근무 일수 후에
less than 5 employees as per the Annex 1, Presidential Decreee of Labour Standard Act. In addition, Article 적어도 1일의 휴무를 제공받는다.
63, Labour Standard Act states that working hours rules and rest day rules are not applicable to aqua
culture business.
- Records show that working hours of workers are less than legally defined working hours threshold.
Workers state that they don't do overtime. Daily working hours are less than 8 hours.
- 양식장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법정 잔업 기준은 심사 대상 양식장들에 적용되지 않음.
근로시간은 회원사의 양식장 대표가 작성한 작업일보에 기재되고 있음. 근로자 면담 시 기재된 근로시간이
맞다고 진술함. 하지만,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시간 기록표 또는 근무 기록 문서가 작성되지 않음.
- 생산단위는 주간 근로시간 및 잔업 기준이 정의된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고 있음. 현재 개별 생산단위의
근로자수는 4명이하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및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5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양식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당 40시간 및 12시간 잔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기준에 못미치고 있음. 근로자들은 잔업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임.

- Weekly working hours don't exceed 48 hours. No overtime is performed.
- In the Article 4.8.1, GSSN manual, weekly working hours are clearly defined.
Production units are committed to 48 hours of weekly working. Any over time work
are supposed to be clearly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Production units will pay
for overtime and rest day work at a premium rate.
- A rest day is given to workers every 6 consecutive days of working, which is
verified with working hours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and worker interview.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Document review:
- List of workers
- Employment contract
- Payroll record
- GSSN Manual
- Training record
- Daily work log

Target Level
목표수준

-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잔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Interview:
- GSSN 매뉴얼 4.8.1조에 주간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음. 생산 단위는 주단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48시간까지 근로해야 함. 잔업은 일일 작업 일보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마. 생산
- Farm Workers
단위는 잔업과 휴일근로에 대해 잔업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임.
- 6일 근무 후 최소 1일의 휴일이 주어이 일일 작업 일보 및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Site observation:
확인됨.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기록
- GSSN 매뉴얼
- 교육 기록
- 일일 작업 일보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4.9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환경적 인식 및 훈련

Principle 5
Community
relations and
interaction

5.1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a.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delivered to
awareness and training production unit workers about
환경적 인식 및 훈련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included in this standard such as
disposal of waste, and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and
hydrocarbon spills, grievance
procedure. 폐기물 처리, 화학 물질
및 탄화수소 방지 및 관리,
고충처리제도 등 본 표준에 포함된
환경 및 사회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생산단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a. Community impact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관계
및 교류

5.2 Conflict
resolution 분쟁 해결

a. Resolution of
disputes 분쟁해결

YES 예

- Workers are trained on Health & safety, and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Wages and Working hours,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Chemical spillage, Freedom of Associ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grievance mechanism, etc.
- Traing materials and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 Legal requirements with regards to Health & Safety, Environment and Labour are included in the training
contents.
- Workers state to have attended the trainings.
- Farm owners in the production units explain that everyday before work begins, short training on Health &
Safety and social issues is provided to workers and in addition, formal training is conducted at least monthly
basis.
- 근로자들은 차별 금지, 급여 및 근로 시간,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누출, 결사의 자유 및 징계, 고충처리 등을
포함한 보건안전, 사회 책임에 대해 교육을 받음.
- 교육 자료 및 교육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 보건안전, 환경, 노동 관련 법규 내용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 근로자들은 교육에 참여 했다고 진술함.
- 생산 단위의 양식장 대표들은 일일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및 사회 이슈들에 대해 근로자들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식 교육은 최소 월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함.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conducted, and if determined
necessary by the assessment, an
independent p-SIA is
conducted.생산단위의 지역사회
영향에 관한 평가가 수행되고, 만약
평가에서 필요성이 결정된다면,
독립적인 지역 영향 평가가
수행된다. 그러나
소규모가족경영체일 경우
자자체장의 서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

YES 예

The management system
incorporates or is subject by law to
a mechanism for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arising within the
system. 양식장 관리시스템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자체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법을 따른다.

YES 예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was conducted. GSSN invited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fishermen/aqua farmers associat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ijang-Gu Fishery Coop, Gijang-Gu Office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Meeting agenda, minutes, reports are available.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production units are
assessed. All stakeholders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 and had input in the assessment.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current production unit was included in the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itigation and monitoring plans for negative impacts are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GSSN governance rules.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GSSN은 생산단위 지역 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어촌계 대표,
국립수산과학원, 기장군청 공무원등을 포함한 지역 이해관계자를 초청했음. 회의 주제, 회의록,
결과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음.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되었음. 이해관계자들은 영향평가에
참여하였고, 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했음. 현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감소 대책 및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사회영향평가 절차가 GSSN 정관에 추가
되었음.

- There has been no complaint, grievance or legal disputes.
- A representative from neighbouring village states there was no legal dispute or complaint against the
production units. Local community can always freely raise a grievance or complaint to the president of
GSSN.
- Public officers from Gijang Gun states that there was no legal dispute or complaint against the production
units as far as they know.
- 불만, 고충 또는 법적 분쟁은 없었음.
- 주변 마을 대표는 생산 단위 양식장과 법적 분쟁이나 불만이 없다고 진술함. 주변 지역 주민들은 GSSN
대표에게 자유롭게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기장군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아는 한, 생산단위에 대해 법적 분쟁이나 불만이 없다고 진술함.

b. Roles an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YES 예
responsibilities 역할 및 involved in the management
책임
process have been identified.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generally understood.관리
프로세스에 담당 조직 및 담당자가
명확하다. 기능, 역할,책임 등이
납득할 만 하다.

-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organisation and individual in charge of managing conflict resolution
are identified. GSSN and the president of GSSN will play a key role in conflict resoluti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defined in the procedure.
- 분쟁 해결 절차상에는 분쟁 해결을 관리하는 조직과 개인이 식별되어 있음.
GSSN과 GSSN의 대표는 분쟁해결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할 것임. 책임과 역할이 절차서에 정의 되어 있음.

There is evidence of environmental and
YES 예
social awareness and training, in
production unit workers, sufficient for them
to properly dispose of waste, and prevent
and manage chemical and hydrocarbon
spills, or to lodge a grievance. 생산단위
근로자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화학
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을 방지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환경적
및 사회적 인식 그리고 훈련이 생산단위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 In the Article 4.9.1, GSSN manu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is addressed.
- Farm owners in the production units are supposed to provide the trainings to
workers prior to work according to the manual. Training record should be made in
the training log or daily work log.
- Training subjects include waste treatment and waste disposal,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chemical/oil spillage. Grievance mechanism is also explained during the
training.
- Worker can explain what was explained in the training and how to respond the
chemical and oil spillage occurs. For resolution of grievance/complaint, workers say
that it is easy to communicate with farm owners in the production units since they
are either family members or village neighbour. Owners are open and listen to their
opinion. They are aware of grievance mechanism.
- GSSN 매뉴얼 4.9.1조상에 교육훈련 방침이 설명되어 있음.
- 매뉴얼에 따르면, 생산 단위의 양식장 대표들은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교육 대장이나 일일 작업일보에 기록해야 함.
- 교육 주제는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유류 누출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절차도 교육 중에 설명되었음.
- 근로자들은 교육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화학물질 및 유류 누출 시 어떻게
대응하지는 설명할 수 있음. 양식장 대표들은 가족이거나, 마을의 이웃이기 때문에
고충/불만 해결을 위해, 근로자들은 양식장 대표와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말함.
양식장 대표들은 의견을 제시하면 잘 들어주고 있음. 근로자들은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Recommendations of the production unit’s YES 예
community impact assessment are being
implemented and the production unit is
shown to have positive social benefits for
the community. 생산단위의 지역사회 영향
평가의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으며
생산단위는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Document review:
- List of workers
- Employment contract
- Payroll records
- GSSN Manual
- Training record
- Daily work log

Target Level
목표수준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Farm Work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급여 지급 기록
- GSSN 매뉴얼
- 교육 기록
- 일일 작업 일보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양식장 근로자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was conducted. GSSN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report.
invited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fishermen/aqua farmers
associat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ijang-Gu Fishery Coop, Gijang- GSSN Manual revised on May 30, 2019
Gu Office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Meeting agenda,
minutes, reports are available.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production units 양식장 지역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
are assessed. All stakeholders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 and had input in the
assessment.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current production unit was
GSSN 매뉴얼 (2019.05.30 개정)
included in the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itigation and
monitoring plans for negative impacts are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GSSN governance
rules.

Target Level
목표수준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GSSN은 생산단위 지역 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어촌계 대표, 국립수산과학원, 기장군청 공무원등을 포함한 지역 이해관계자를
초청했음. 회의 주제, 회의록, 결과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음.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되었음. 이해관계자들은 영향평가에 참여하였고, 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했음. 현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감소 대책 및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사회영향평가 절차가
GSSN 정관에 추가 되었음.

The management system incorporates or YES 예
is subject by law to a transparent
mechanism for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hich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dealing with most issues and
that is appropriate to the context of the
UoA. 관리 시스템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투명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메커니즘의 대상이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이며
UoA에 적절하다.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YES 예
explicitly defined and well understood for
key areas of responsibility and
interaction/s. 기능, 역할 및 책임이
명시적으로 정의되며 책임 및
상호작용의 핵심 부분에 대한 기능, 역할 및
책임이 잘 이해된다.

-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is in place. Detailed process is described in the
procedure. Any complaint or grievance can be reported to GSSN President.
Program that ensure the confidentiality, anonymity and protection of reporter is
clearly stated in the procedure.
- The president of GSSN can explain the process for stakeholders to be able to
raise any concerns without fear of retaliation.
- The procedure states that stakeholders who raise concerns will be invited to
consultation meeting and all discussions will be recorded. And corrective actions will
be taken against any legal non-compliance, which demonstrate that the production
unit’s conflict resolution system shall be in 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Document Review
-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Target Level
목표수준

Critical condition closed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conducted. GSSN invited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fishermen/aqua farmers
associat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ijangGu Fishery Coop, Gijang-Gu Office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Meeting agenda, minutes,
reports are available.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production units are assessed. All stakeholders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 and had input in the
assessment.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current
production unit was included in the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itigation and monitoring
plans for negative impacts are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GSSN governance rules.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GSSN은 생산단위
지역 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어촌계 대표, 국립수산과학원,
기장군청 공무원등을 포함한 지역 이해관계자를 초청했음.
회의 주제, 회의록, 결과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음.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되었음.
이해관계자들은 영향평가에 참여하였고, 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했음. 현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감소 대책
및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사회영향평가 절차가
GSSN 정관에 추가 되었음.
N/A 해당없음

Interview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 Representative from local community
- President of GSSN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 분쟁 해결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절차서에 설명되어 있음.
문서 검토
불만 또는 고충이 GSSN 대표에게 제기될 수 있음. 기밀준수, 익명성 보장, 보고자
- 분쟁 해결 절차
신분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절차서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 GSSN 절차서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이해관계자들은 우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인터뷰
설명하고 있음.
- 기장군 공무원
- 우려사항을 제시한 이해관계자는 협의 회의에 초대될 것이며, 논의된 모든 사항은 - 지역 주민 대표
기록된다고 절차서에 명기되어 있음. 법규 미준수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취해 진다고 - GSSN 대표
기술되어 있음. 이는 생산단위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법을 준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 The president of GSSN can explain his roles and responsibility in resolving any
Document Review
conflicts/disputes with stakeholders.
-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 Farm owners state they are aware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SSN, the president of GSSN.
Interview
- GSSN 대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해결에 있어 그의 역할과 책임 사항을 설명할 - President of GSSN
수 있음.
- Farm owners
- 양식장 대표들은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으며, GSSN과 GSSN 대표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함.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Critical condition closed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Boundary of seaweed farm is identified with white flag. All
substantial gears and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clearly labelled and identifiable by color coding. Yellow
circle is drawn gears and equipment. Other farms in
Gigang area doesn't apply identification with color nor tag,
etc. The color mark is unique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n
unit.
모든 주요 장구류는 생산단위 소유를 알수 있도록
식별되었음. 양식장 경계는 하얀 깃발로 표시되어 있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 라벨을 붙였고, 색깔을
칠해 식별했음. 노락색 원이 어구에 그려졌음. 기장 지역 내
타 농장의 어구에는 색깔 표시나 식별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색깔 표시는 생산 단위의 고유한 식별표시임.
N/A 해당없음

문서 검토
- 분쟁해결 절차
인터뷰
- GSSN 대표
- 양식장 대표

c. Consultation process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협의 과정
consultation processes that obtain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main
affected partie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knowledge, to
inform the management system.
관리 시스템에는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협의 과정이 포함된다

YES 예

d. Participation 참여

YES 예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management process have been identified.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generally understood.
조직과 개인이 관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됨. 기능, 역할 및 책임은 일반적으로 파악됨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YES 예
consultation processes that regularly seek
and accept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knowledge. The
management system demonstrates
transparency and consideration of the
information obtained. 관리 시스템은
지역사회
및 지식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찾고 수용하는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획득한
정보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 Regular meetings (at least 2 time per year) and irregular meeting are to be
arranged according to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All discussion in the
consultation meeting should be recorded in the meeting minute.
- 12 months of resolution period are addressed in the procedure. Filed
complaint/grievance should be resolved within 12 months. The resolution is deed
made if both parties agree and accept the decision made in the consultating
meeting. If necessary, the case can be brought to local authority for arbitration.
- 분쟁해결 절차서에 따르면, 정기 회의(최소 연2회) 및 부정기 회의를 가지게 되어
있음. 협의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함.
- 12개월은 분쟁해결 기간이 절차서에 설명되어 있음. 접수된 불만/고충은 12개월내
해결되어야 함. 만약 양 당사자가 협의 회의에서 만들어진 결정사항에 동의하고,
받아 들이면, 분쟁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함. 필요 시 분쟁 사항이 지방 정부에
의뢰하여 중재로 갈 수 있음.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Document Review
-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 Meeting minute
Interview
- President of GSSN
- Farm own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분쟁 해결 절차
- 회의록 기록
인터뷰
- GSSN 대표
- 양식장 대표

The consultation process provides
opportunity for all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to be involved.
협의과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GSSN will include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coast guard, fishery coop, local community, and etc. to
No target specified for this PI. If minimum
get more information and advice on the case in their consultation process. The process flowchart in the
in met the target should be considered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clearly shows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met.
- GSSN은 협의 프로세스 중 분쟁 사항에 대해 해양경찰, 수협,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받게 됨. 분쟁 해결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에서 참여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음.
목표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음. 만약 최소
수준이 달성되명 목표 수준 또한 달성한
것으로 인정함

YES 예

- GSSN will include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coast guard, fishery coop, local
community, and etc. to get more information and advice on the case in their
consultation process. The process flowchart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clearly shows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 GSSN은 협의 프로세스 중 분쟁 사항에 대해 해양경찰, 수협,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받게 됨. 분쟁 해결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에서 참여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음.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Document Review
-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
Interview
- President of GSSN
- Farm owners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 검토
- 분쟁 해결 절차
인터뷰
- GSSN 대표
-양식장 대표

5.3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선주민의 권리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생산단위 또는 물
기반 구조물의 시계,
위치 결정 및 방향

a. Rights of indigenous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ghts of YES 예
people 선주민의 권리
indigenous people are respected by
the production unit (where
applicable to growing area) and
attempts are made to accommodate
their needs. 선주민의 권리를
양식생산자들이 존중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이 있다.
a. Compliance with
Production units allow access for
YES 예
navigational rules and other resource users as prescribed
regulations
by custom or law. 해당 양식장은
관습 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타
항법 규정 준수
자원 이용자에게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

- There is no indigenous people in the region where production units are located.
No relevant local and/o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ith indigenous people in Korea.
- 생산 단위가 있는 지역에는 선주민은 없음
한국에는 선주민 관련 법규가 없음.

No target specified for this PI. If minimum
in met the target should be considered
met. 목표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음. 만약
최소 수준이 달성되명 목표 수준 또한
달성한 것으로 인정함

Production units have acquired the aqua culture farming licenses from Gijang-Gun, Busan Metropolitan City. Production units proactively facilitate
Licenses are observed valid. Other resource users and public officers are allowed to access to production
access for other water users.
units as prescribed by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생산단위는 다른 자원 이용자의 접근을
양식장은 부산시 기장군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양식업 면서를 보유하고 있다. 양식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사전에 원활히 한다.
확인됨. 기타 자원 사용자 및 공무원들은 어업관리 법에 따라 양식장에 접근 가능하다.

YES 예

- There is no indigenous people in the region where production units are located.
No relevant local and/o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ith indigenous people in
Korea.
- 생산 단위가 있는 지역에는 선주민은 없음
한국에는 선주민 관련 법규가 없음.

YES 예

- Access to the production units by users of other resources is addressed in the
Article 5.4.1.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 Farm owners state that other resource users can access the production units
except the case that an accident may occur.
- Local village people are observed to catch wild bivalve near the production units.
기타 자원 사용자들의 양식장 접근에 대해서는 GSSN 매뉴얼 (CY. Rev.-, 2016년
8월 8일) 조항 5.4.1.1 에 규정의 정의되어 있다.
- 양식장 면허권 어민은 기타 자원 사용자들에게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 지역 주민들이 양식장 근처의 해변에서 야생 이매패류를 수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NA 해당없음

Document Review
- Aqua culture farming license
- GSSN Manual
Interview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 Ulsan Coast Guard
- Farm Workers
- Representative from local community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양식업 면허
- GSSN 매뉴얼
인터뷰
- 기장군 공무원
- 울산 해경
- 양식장 근로자
- 지역 주민 대표

b. Positioning of
production unit sites
생산단위의 위치결정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YES 예
are arranged in an orientation and
position as prescribed by custom or
law.
생산단위의 보이는 구조물은(visible
structures) 관습 또는 법이 정한
방향과 위치로 배치된다.

- The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installed in the orientation and position as stated in the Aqua
culture farming licenses issued by Gijang-Gu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float installed meets the
product quality standard as prescribed by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조직의 생산 유닛에 유관으로 식별가능한 양식 구조물이 설치 되어 있고, 양식장의 위치는 부산시 기장군이
발급한 양식면허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다. 양식장의 부표는 수산업법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설치 되어 있다.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arranged in a uniform orientation and
position, except where specified by law.
생산단위의 보이는 구조물은(visible
structures) 법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방향과 위치로 배열되어 있다.

YES 예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 It is stated in the Article 5.4.1.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that Document Review
aqua culture farm shall be structured in a uniform orientation and position as
- Aqua culture farming license
indicated in the license.
- GSSN Manual
-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observed to be uniformly positioned and
oriented.
Interview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GSSN 매뉴얼 (CY-01, Rev0, 2016년 8월 일) 조항 5.4.1.1에 따르면, 양식장은
- Ulsan Coast Guard
일정한 형태로 양식면허에 지정된 위치에 설시되어야 한다.
- Farm Workers
- 생산 유닛의 유관식별 가능한 시설은 일정하게 위치되고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 Representative from local community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문서검토
- 양식업 면허
- GSSN 매뉴얼
인터뷰
- 기장군 공무원
- 울산 해경
- 양식장 근로자
- 지역 주민 대표

5.5 Identification and a. Identification of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
substantial gear
장비의 식별
주요장비의 식별 및
회수

b. Gear recovery
장비의 회수

There is evidence that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production unit. 모든 주요 장비는
생산 시설 별로 식별 가능하다.

YES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Boundary of seaweed farm is identified with white flag. All substantial gears and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clearly labelled and identifiable by color coding. Yellow circle is drawn gears and equipment. Other
farms in Gigang area doesn't apply identification with color nor tag, etc. The color mark is unique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n unit.
모든 주요 장구류는 생산단위 소유를 알수 있도록 식별되었음. 양식장 경계는 하얀 깃발로 표시되어 있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 라벨을 붙였고, 색깔을 칠해 식별했음. 노락색 원이 어구에 그려졌음. 기장
지역 내 타 농장의 어구에는 색깔 표시나 식별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색깔 표시는 생산 단위의 고유한
식별표시임.

There is evidence that gear
recovery is conducted by the
production unit. 해당 양식장에서
장비 회수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YES 예

- Maintenance of gears and floats in the production units are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Last 1 year
The production unit ensures that they
records are retained.
maintain the proper equipment and /or
- Farm owners help each other recover lost gears found near/in their production units. The recovered gears mechanisms for recovering lost gear.
are moved to land and stored in the designated area by local government.
생산단위는 소실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한
- Local government (Gijang-Gun) regularly cleans up the coast lines with the support of fisherman/farm's
적절한 장비 및/또는 메커니
association to which the owners of production units belong.
즘을 유지하도록 한다.
- Waste including lost gears is not observed from the shoreline during the site visit.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Pictures taken from production farm facility and areas
양식장 주변 및 기자재 사진

YES 예

- 생산단위에서 사용하는 어구류와 부이 유지관리 기록이 일일 작업일보에 기록되어 있음. 과거 1년치 기록이
관리되고 있음.
- 양식장 대표들은 분실된 어구류를 본인 양식장 내에서 또는 주변에서 발견 시 회수 할 수 있도록 상호
도움을 주고 있음. 회수된 어구류는 육상으로 옮기고, 지방관공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 지방 관서(기장군)에서는 생산단위가 소속된 어촌계의 지원을 받아 해안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음.
- 현장 방문 시 분실된 어구류를 포함하여 폐기물이 해안가에서 관찰되지 않음.

- Cleaning shoreline in response to the loss of gears is addressed in the Article
Document review:
5.5.2,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 Daily work log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have boats and equipment used for recovering
- GSSN Manual
lost gears.
- Shorelines were observed nearest harbour area from seaweed farms. there are no Interview:
wastes found abandon. Shoreline was clean status and wastes are treated at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designated areas.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Representative of Kijangmulsan
- GSSN 매뉴얼(CY-01, Rev.0, 2016년 8월 8일)., 5.5.2조에 어구류 분실에 대응해서
주변 해안 청소 실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
Site observation: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들은 분실된 어구류 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보트와 장비를
- Waste storage
갖추고 있음.
- 양식장 근처 항구 주변의 해변을 점검한 결과, 버려진 상태의 폐기물은 확이되지
문서 검토
않았다. 해변은 깨끗한 상태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고 있다.
- 일일 작업 일보
- GSSN 매뉴얼

Target Level
목표수준

인터뷰
- 기장군 공무원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기장물산 대표

c. Float use 부자 사용

Float use is recorded by the
YES
production unit. Floats are securely
attach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loose. 부자 사용은 생산
시설별로 기록되며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된다.

현장 관찰
- 폐기물 보관장
Document review:
- Daily work log
- GSSN Manual

- Use of float is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Last 1 year records are retained.
- It is observed during the site visit that floats are securely installed to prevent from losing.
-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5.5.3,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that use of float should
be recorded including consumption, loss, recovery and replacement of float.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Interview: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Representative of Kijangmulsan

- 부이 사용은 일일작업일보에 기록되고 있음. 과거 1년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 현장 방문 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GSSN 매뉴얼(CY-01, Rev.0, 2016년 8월 8일), 5.5.3조 상에, 부이 사용 시 (사용량, 분실분, 회수분, 대체분)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Site observation:
- Waste storage
문서 검토
- 일일 작업 일보
- GSSN 매뉴얼
인터뷰
- 기장군 공무원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기장물산 대표

5.6 Noise, light and a. Noise, light and
odour 소음 , 빛, 냄새 odour 소음 , 빛, 냄새

There are some measures that can YES 예
help minimise operational noise,
light and odour as appropriate to
local custom. 양식장 운영시, 소음,
빛, 악취 등을 지역에서 허용한
수준으로 관리할수 있는 수단이
있다.

- Source of operational noise, light and odour is identified and preventive measures to minimise operational There is evidence that noise, light and
YES 예
noise, light and odour are addressed in the instruction to minimise the impact from operational light, noise
odour originating from the production unit
and odour.
are minimised in areas where it may
impact others or as prescribed by law.
- 운영 소음, 빛 그리고 악취 발생원이 식별되어 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방안이 운영 빛, 소음 생산단위에서 유래하는 소음, 빛, 냄새가
및 악취 영향 감소 지침에 기술되어 있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역에서,
또는 법에 정한
대로 최소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 Local coast guard explains that work boat should be operated at low speed within
port area to prevent accident, which actually helps to minimize the noise level.
Public complaint with regards to noise, light or odour is not received.
- Farm owners and workers of production units state to implement the instruction.
For example, work boat is operated at low speed within port area to minimise the
noise, and more care is taken especially before sun rise and after sunset.
- It is observed that lighting is not installed in the production unit. Operational noise
from work and work boat is not constant. Odour is not sensed during the site visit.
- Waste gears are stored in a designated area which is relatively remote to prevent
from emitting odour.
- 지역 해경은 작업용 보트는 항구 지역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최소화 된다고 설명함. 소음, 빛,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은 없었다고 진술함.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및 근로자들은 운영 빛, 소음 및 악취 영향 감소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고 진술함. 항구지역에서는 작업선의 속도를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음.
특히, 일출과 일몰 전에는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음.
- 생산 단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음. 현장 점검 시, 작업 및 작업선에서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악취도 발생하지는 않고
있음.
- 폐어구로부터의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현장 관찰
- 폐기물 보관장
Document review:
- Instruction to minimise the impact from operational light, noise
and odour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Ulsan coast guard
Site observation:
- Production units
- Waste storage
문서 검토
- 운영 빛, 소음 및 악취 영향 감소 지침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울산 해경
현장 관찰
- 생산 단위
- 폐기물 보관장

5.7 Abandoned
production units
폐기된 생산단위
또는 물기반
시설물의 해체

a. Abandoned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for
production units 폐기된 clearing up any unused production
생산단위
units. 미사용 양식 시설의 폐기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다.

YES 예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shall dismantle and clean up the structure as per Fisheries Act.
No target specified for this PI. If minimum
- Removal of damaged gears is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The gears are transported to land and stored in met the target should be considered
in a designated place.
met. 목표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음. 만약
-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5.7.1, GSSN Manual (CY-01, Rev.0, 8 August 2016) that dismantled gears
최소 수준이 달성되명 목표 수준 또한
should be disposed to legitimate vendor and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달성한 것으로 인정함
- Public officers from Gijan-Gun state that farm owners are encouraged to collect unused, damaged gears
and waste from the sea. The collected gears and wastes are temporarily kept in a waste storage and
disposed to licenced waste vendor with subsidy from Gijang-Gun.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장 구조물을 해체하고 청소해야 함.
- 파손된 어구류를 제거한 업무 내역은 일일 작업 일보에 기록되어 있음. 어구류는 육상으로 운송되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고 있음.
- GSSN 매뉴얼 (CY-01, Rev.0, 2016년 8월 8일) 5.7.1조에 따르면, 해체된 어구류는 적법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일일 작업 일보에 기록해야 함.
- 기장군 담당 공무원은 양식장 대표들이 미사용 어구류, 손상된 어구류 그리고 해상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진술함. 수거된 어구류 및 폐기물은 임시로 폐기물 보관장에 비치하고, 기장군의
자금지원을 통해 적법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처리하고 있음.

YES 예

Document review:
- GSSN manual
- Daily work log
Interview:
- Farm owners of production units
- Public officers from Gijang-Gun
Site observation:
- Waste storage
문서 검토
- GSSN 매뉴얼
- 일일 작업 일보
인터뷰
-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
- 기장군 공문원
현장 관찰
- 폐기물 보관장

Target Level
목표수준

N/A 해당없음

Summary of scoring table 채점표
Principle 원칙

Performance Indicator 성과지표

1

PI 1.1
PI 1.2

Stock Status 자원상태
Harvest strategy 수확전략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량에
대한 유전적 여향

Target 목표

PI 2.1
PI 2.2

Habitat 서식지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Target 목표
Target 목표

PI 2.3

ETP species ETP 종

PI 2.4
PI 2.5

Other species 기타종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및 오염관리

PI 2.6

Pest(s) and disease(s) and management
질병 및 해충 관리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Target 목표

PI 2.7
PI 2.8

Translocations 이식

NA 해당없음

PI 2.9
PI 3.1

NA 해당없음
Target 목표

PI 4.3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외래종의 도입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법률 및
관습법 체계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Compliance and enforcement 준수 및 집행
Child labour 아동노동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강제
또는 담보노동
Discrimination 차별

PI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 보건, 보험 Target 목표

PI 4.5
PI 4.6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한 임금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방식
Working hours 근무시간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환경적
인식 및 훈련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Conflict resolution 분쟁해결
Rights of indigenous groups 선주민의 권리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생산단위 또는 물
기반 구조물의 시계, 위치 결정 및 방향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장비의 식별 및 회수
Noise, light and odour 소음, 및, 냄새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폐기된 생산단위 또는
물기반 시설물의 해체

2

3

PI 3.2

4

PI 3.3
PI 4.1
PI 4.2

PI 4.7
PI 4.8
PI 4.9
5

PI 5.1
PI 5.2
PI 5.3
PI 5.4

PI 5.5
PI 5.6
PI 5.7

Level 수준

Number of Conditions
발견사항 갯수

Pass 결과
Passed
통과

Table 4.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allowed for a certified UoA
표4. 인증된 UoA에 허용가능한 최대 발견사항의 갯수
Production system category (as in Table 2)
Principle
원칙

A

Bi

Bii

Ci

Cii

P1
P2

1
2

1
2

0
2

1
2

0
2

Target 목표

P3

1

1

1

1

1

Target 목표
Target 목표

P4
P5

2
2

2
2

2
2

2
1

2
1

Total

8

8

7

7

6

Mininum 최소

Mininum 최소

Passed
통과

1

Passed
통과
1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Passed
통과

Target 목표

Mininum 최소
Target 목표

1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목표
Target
Target

Passed
통과

Summary of conditions 발견 사항 요약
The team shall create a schedule of conditions stating the specific requirements that are to be met within a specified timeframe,
using the Summary of Conditions section of the ASCMSC Seaweed Audit Reporting Template [CAR, 17.12.4]
Note: If no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 should not be completed. 만약 발견 사항이 없다면, 다음의 탭은 공란으로 유지

Condition
number 번호

Condition 발견사항

Timeframe 기한

1 The company shall provide information of energy use
monitoring relative to production and ongoing effort to
improve efficiency.

Within one year after Public Certification
Report is issued. To be checked at next
surveillance.

양식장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가 확인됨. 그러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양식장
전체 및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2 The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decision-making
processes respond to all issues identified in relevant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consultation, in a
transparent, timely and adaptive manner, and take
account of the wider implications of decisions.

일반공개 보고서가 발행된 후 1년이내. 다음
사후심사에서 확인예정

Within one year after Public Certification
Report is issued. To be checked at next
surveillance.

Related to previously raised
condition? (only for rePerformance
assessment or surveillance)
Action Plan (provided by the client in the
Indicator 성과 Scoring issue 이전 발견 사항과의 연결성 (갱신 / review of the Client Draft Report) 조치 계획
Status of condition
지표
채점이슈
사후심사에만 해당)
(고객 초안 보고서의 검토 과정에서 고객이 작성함) 발견사항의 상태
2.7.

a

N/A 해당없음

3.2.

c

N/A 해당없음

a

N/A 해당없음

일반공개 보고서가 발행된 후 1년이내. 다음
사후심사에서 확인예정
조직은 관련 연구, 모니터링, 평가 및 협의에서 확인된
모든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시기적절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의사결정의 광범위한 의미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3 The organisation shall calculate and pay the living wage Within one year after Public Certification
4.5.
to workers. 조직은 작업자의 생활임금에 대해 계산하고
Report is issued. To be checked at next
지불해야 한다.
surveillance.
일반공개 보고서가 발행된 후 1년이내. 다음
사후심사에서 확인예정

[Create new rows as required]

Table 4.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allowed for a certified UoA
Production system category (as in Table 2)
Principle
P1
P2
P3
P4

A
1
2
1
2

Bi
1
2
1
2

Bii
0
2
1
2

Ci
1
2
1
2

Cii
0
2
1
2

P5
Total

2
8

2
8

2
7

1
7

1
6

GSSN will summary energy use monitoring results Accepted 확인완료
(vessel fuel) and review during organization
management meeting. Policies and goals for
reducing energy use are already in place. GSSN
은 에너지 모니터링 결과 (선박연료)에 대해
요약하여, 조직의 관리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방침과 목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GSSN will revise control manual for decisionAccepted 확인완료
making process respond to all issues identified in
relevant research, monitoring, evaluation and
consultation, in a transparent, timely and adaptive
manner, and take account of the wider
implications of decisions. GSSN 는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모든 조사,
모니터링, 평가, 의견수렴 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GSSN will calculate and pay the living wage to
Accepted 확인완료
workers. The implemtationwilll be reviewed at the
next surveillance audit GSSN은 작업자의
생활임금을 계산하고 지불할 것이다. 이것의 실행
결과는 다음 사후심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to be
updated during
surveillance)
발견사항 종결에 대한
설명 (사후심사 시
업데이트될 예정)
To be updated during
surveillance 다음
사후심사에서 실행 결과
확인 예정

To be updated during
surveillance 다음
사후심사에서 실행 결과
확인 예정

To be updated during
surveillance 다음
사후심사에서 실행 결과
확인 예정

[Summary of critical conditions] 중대 발견 사항 요약
Note: If no critical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 should not be completed 만약 중대 발견사항이 없다면, 다음 탭은 공란으로 유지

Condition
number 번호
1

Condition 발견사항
There is no evidence of strategy or partial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병해충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또는 일부
전략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Timeframe 기한
The condition shall be closed
out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Critical
Condition Report is issued.
20 June 2019

Performance
Indicator
성과지표
2.6.

Related to previously raised
condition? (only for reassessment or surveillance)
Scoring issue 이전 발견 사항과의 연결성 (갱신 /
채점이슈
사후심사에만 해당)
Client response 고객답변
a
N/A 해당없음
GSSN Manual was revised to
include strategy preventing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종결처리에 대한 설명
Critical condition closed
GSSN Manual was revised to include strategy preventing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GSSN manual (Annex - 1) Pest(s) and disease(s) control
strategy.

정관의 부속규정 (GSSN 정관
부속1, 질병 및 해충 대응규정)에서
관련 사항을 정의하여 개정함
정관의 부속규정 (GSSN 정관 부속1, 질병 및 해충
대응규정)에서 관련 사항을 정의하여 개정함
정관의 부속규정 (GSSN 정관 부속1, 질병 및 해충
대응규정)에서 관련 사항을 정의하여 개정함

2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not conducted.
생산 단위 사회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The condition shall be closed
out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Critical
Condition Report is issued.
19 June 2019

5.1.

a

N/A 해당없음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Critical condition closed
unit community impact was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was
conducted.
conducted. GSSN invited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fishermen/aqua farmers
생산단위 지역 영향 평가가 실시됨. associat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ijangGu Fishery Coop, Gijang-Gu Office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Meeting agenda, minutes,
reports are available.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production units are assessed. All stakeholders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 and had input in the assessment. The
risks and actual impacts of the current production unit was
included in the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itigation and monitoring plans for negative impacts are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GSSN governance rules.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GSSN은 생산단위
지역 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어촌계 대표, 국립수산과학원,
기장군청 공무원등을 포함한 지역 이해관계자를 초청했음.
회의 주제, 회의록, 결과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음.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되었음. 이해관계자들은
영향평가에 참여하였고, 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했음. 현
생산단위의 리스크와 실제 영향이 평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감소 대책 및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사회영향평가 절차가 GSSN 정관에 추가 되었음.

3

Boundary of seaweed farm is marked with white
flag indicating the ASC-MSC Seaweed standard is
applied in the farming area. However, all
substantial gears and any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not clearly labelled and identifiable
as belonging to the production unit.
미역 양식장의 경계는 ASC-MSC 해조류 기준이
표시된 흰색 깃발로 구별되어 있음.
하지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는
생산단위 소유를 나타내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며, 식별되지 않음

[Create new rows as required]

The condition shall be closed
out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Critical
Condition Report is issued.
19 June 2019

5.5.

a

N/A 해당없음

Colour is applied to all substantial
gears and production unit
equipment. All substantial gears
and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labelled.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
색깔을 칠해 식별했고, 라벨을
붙였음.

Critical condition closed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Boundary of seaweed farm is identified with white flag. All
substantial gears and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clearly
labelled and identifiable by colour coding. Yellow circle is
drawn gears and equipment. Other farms in Gigang area
doesn't apply identification with colour nor tag, etc. The
colour mark is unique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n unit.
모든 주요 장구류는 생산단위 소유를 알수 있도록
식별되었음. 양식장 경계는 하얀 깃발로 표시되어 있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 라벨을 붙였고, 색깔을
칠해 식별했음. 노락색 원이 어구에 그려졌음. 기장 지역 내 타
농장의 어구에는 색깔 표시나 식별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색깔 표시는 생산 단위의 고유한 식별표시임.

Traceability section (CAR 17.14) 추적성 부문
1. Review and document: 검토 및 문서

Description 설명

1a. The flow of certified product from harvest to sale within the UoA
UoA 내에서 인증 제품의 수확부터 판매까지의 흐름

The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has member farmers with aquaculture licenses registered by local government. Aquafarm owners cultivate sea-mustards
during winter seasons. Each farmers have own transport equipments including vessel and truck. Daily harvest from each member aquafarms are identified and
recorded by each farmers daily working logs. It is defined as one batch for each farmers daily harvested volume. Sea-mustards are transported by truck from harbor to
processing factory (Gijang Muslsan Co.,Ltd.). Staff from processing factory conducts inspection and quality testing for each delivery of daily harvest. Material receipt
records are maintained with farmers information and dates and volume. 기장지속가능해조류 네트워크에 소속된 양식어민들은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양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각 양식어민들은 겨울철에 미역을 재배하며, 각각 미역 운송을 위한 어선 및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 매일 양식 일지를 작성하여 미역 수확량을 기록고
있다. 각 어민 별로 하루동안 생산한 미역의 양이 하나의 생산 뱃치로 정의된다. 미역은 트럭을 통해 항구에서 가공 공장 (기장물산) 으로 운송된다. 가공 공장의 직원은
당일 입고되는 미역에 대한 품질 및 수량 검수를 진행하여 기록한다. 미역 원료 입고 기록에는 각 어민별로 생산 일자 정보와 수량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b. The associated traceability system which allows product to be
traced from first point of sale back to the harvesting/culturing facilities in the UoA
UoA 내에서 판매시점부터 수확/양식 시설까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추적성 시스템

Daily harvest by each member farmers consists production batch. All the volume of sea-mustard are separated and identified by batch information. Each production
batch has detail for harvesting date and farmers info and volume info. It is transferred by real volume of materials from storage and processing process. It can be
identified by material info card and segrated area and daily operation log maintained by the factory. 각 회원 양식어민의 일일 수확량은 별도의 뱃치로 구분된다. 모든
미역의 수량은 각각의 뱃치 정보로 구분되고 식별된다. 각 생산 뱃치 정보에는 생산 일자, 양식어민 정보, 수량 정보등을 기록한다. 이후에는 실제 운송된 미역이 저장 및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양을 기록한다. 공장에서는 미역 원료별로 원료 식별 카드, 별도 적재 공간 및 일일 원료 사용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c. The traceability documentation at each stage of handling certified product and
how product can be linked from each document (e.g. through batch codes, lot codes,
etc.
인증 제품을 취급하는 각 단계에서 추적성 문서 및 각 문서 (예, 뱃치 코드, 롯트 코드
등)간에 제품 이력을 연결하는 추적성 문서화 방법

All records for sea-mustard volume transfer such as which farms the product harvested, when they are harvested, when they are dried and packaged, how much
products were processed as packaged products are all kept. From the harvesting date and batch-specific barcord and identification number used to label at the finished
product package. 미역이 생산된 양식장 정보, 수확일자, 건조 작업, 포장일자 및 포장 수량 등에 대한 모든 기록이 보관된다. 제품의 최종 제품에 사용하는 라벨과 바코드
정보에 생사 일자 및 배치 정보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1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ystems used to segregate and identify certified
product at each stage of handling 각 취급 단계에서 인증된 제품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All seamustard produced from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member farmer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 No non-certified portion exist.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의 회원 양식업자들이 수확한 모든 미역이 인증범위의 대상이며 포함되어 있다. 비인증 제품의 비율은 없다.

2. Identify if the following risks are currently or potentially applicable
다음의 리스크들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해당되는지 파악

Currently applicable risk
(Y/N)
현재 해당됨 (예/아니오)

Potentially applicable risk (Y/N)
잠재적인 리스크 (예/아니오)

If answer to current or potential
risk is yes clearly document the
risk
만약 현재 또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답변이 "예"인경우 관련 리스크
명확히 작성

Describe any traceability, segregation, or other
systems in place to manage and minimise the risk.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추적성, 분리,
기타 시스템에 대한 설명

2a.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No 아니오
including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species, produced within the
same UoA
동일한 UoA 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 또는 종의 제품을 포함하여
인증 및 비인증 제품의 혼합 또는 대체 가능성

No 아니오

-

All seamustard produced from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member farmer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 No non-certified portion exist.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의 회원 양식업자들이 수확한
모든 미역이 인증범위의 대상이며 포함되어 있다.

2b.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type No 아니오
of production/harvest, including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species, present during production, harvest, transport, storage, or processing
activities
생산, 수확, 운송, 보관 또는 가공 활동 중에 존재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 또는
종의 제품을 포함하여 인증된 제품 및 비인증 제품의 혼합 또는 대체 가능성

No 아니오

-

All seamustard produced from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member farmer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의
회원 양식업자들이 수확한 모든 미역이 인증범위의
대상이며 포함되어 있다.

2c. The possibility of subcontractors being used to handle, transport, store, or
process certified products 인증된 제품의 취급, 운반, 보관 또는 처리에 하청업체가
사용될 가능성

No 아니오

No 아니오

-

UoA does not include sub-contractors handling of
certified products UoA에는 하청업체가 인증 제품을
취급하는 일은 없다.

2d.Any other opportunities where certified product could potentially be mixed,
substituted, or mislabelled with non-certified product before the point where product
enters the Chain of Custody 인증된 제품이 COC (추적성 관리) 시스템에 진입하기
전에 잠재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제품과 혼합, 대체 또는 잘못 라벨링될 수 있는 기타
가능성

No 아니오

No 아니오

-

All certified products are shipped from farmers to
production factory with product batch identification card.
Therefore there is no possibility of non-certified product
entering the certified product before the product enters
subsequent Chain of Custody. 모든 인증 제품은
양식장에서 가공공장으로 뱃치 카드와 함께 운동된다.
이에 따라 비인증 제품이 COC 에 진입하기 전에 비인증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이 없다.

3. Determination
결론

Yes/No
예/아니오

Justification
설명

3a. Are traceability and segregations systems in place are sufficient to address the
risks and to ensure all products identified and sold as certified originate from the
UoA? 추적가능성과 분리 시스템은 위험을 해결하고 인증된 것으로 식별되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UoA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한가?

Yes 예

All seamustard produced from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member farmer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 소속 양식 어민이 생산한 모든 미역은 인증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3b. Is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required for the UoA before products
can be sold as certified? 인증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UoA에 대해 별도의 COC
인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가?

Yes 예

Since all products are to be certified products and there is no risk of mixing of non-certified products from member farmers harvesting
operation. However, a separate CoC certification is needed for the UoA to include processing factory named "Gijang Mulsan Co.,Ltd."
모든 제품이 인증 제품에 해당되며, 회원 양식어민이 수확하는 과정에서 비인증 제품이 혼합될 리스크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COC 인증이
가공공장 "기장물산"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c. Confirm whether products are eligible to enter further chains of custody 제품이
추가적인 COC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Yes 예

All Seamustard products harvested from members farmers (UoA) and shipped from aquafarm to processing factory (Gijang Mulsan) and i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 Therefore, the products are eligible to enter further CoC. 회원 양식어민 (UoA) 로부터 생산된 모든
미역 제품은 양식장에서 가공 공장 (기장 물산) 으로 운송된다. 가공 공장은 인증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은 추가적인
COC의 대상이 된다.

3d.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intended Yes 예
point of first sale 만약 별도의 COC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상되는 최초 판매
시점을 표시하시오.

Point of first sale is where the packaged seamustard products are shipped from Gijang Mulsan Co.,Ltd. (Processing factory) 최초 판매
시점은 기장뭀간에서 포장된 가공 미역 제품이 운송되는 시점이다.

3e.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point
Yes 예
from which chain of custody is required to begin 만약, 별도의 COC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COC 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표시하시오.

The point from which chain of custody is required to begin is where the packaged seamustard products which left the facilities of Gijang
Mulsan Co.,Ltd. COC 의 시작이 필요한 지점은 기장물산의 가공공장에서 포장완료된 미역 제품이 운송을 위해 출발하는 시점이다.

Determination 결정
Draft determination 결정초안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will be recommended for certification based on the ASCMSC Seaweed (Algae) Standard V1.1

Final determination 최종결정

Specify if any changes to the determination have been made after PCDR

Entities allowed to use
certificate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 GIJANG COUNTY, BUSAN-SI, REPUBLIC OF KOREA
기장지속가능해조류네트워크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and
GIJANG MULSAN CO.,LTD (Processing factory) : 30-16, Sinpy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기장물산 (가공공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인증서 사용가능 주체

The point from which CoC is
required to begin
CoC 시작 지점

Eligibility date
승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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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ligibility Date can be set as either:
a. The date of the certification of the UoC as specified on the certificate, or
b. The publication date of the PCDR.

Additional resources
Table 3. Applicability of P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oA production system.
Table 3: Applicability of P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oA production unit
Performance Indicators Criteria

Yes/ No

PI 1.1
Stock Status
PI 1.2
Harvest strategy

1. Does the activity depend on wild stocks of seaweed or on seed supplied from them (categories Yes
A, Bi or Ci)?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1. Is translocation occurring or the activity requires stages cultivated in hatcheries?

Do not score
these PIs

Yes

See next
criteria
Do not score
this PI

Yes
No

PI 2.1

Yes
No

Score this PI
Do not score
this PI

1. Is it a land-based system (category C)?

Yes

See next
criteria

No

Score these
PIs

Yes

Score these
PIs

No

Do not score
these PIs
Do not score
this PI
Score this PI
See next
criteria

2.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PI 2.7

1. Is it a micro family business?

Yes

Energy efficiency
PI 2.8

1. Is translocation occurring?

No
Yes

Translocations

No
2. Is it a land-based system (category C)?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PI 5.4

Yes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Do not score
this PI
See next
criteria

No

Score this PI

3.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Yes

Score this PI

No

Do not score
this PI

1. Is the UoA targeting an alien species?

Yes

Score this PI

No

Do not score
this PI
Do not score
this PI

1. Is the production of such low intensity, scale, and level of development as to be considered to
not yet need a national legal framework?

Yes
No

Score this PI

Yes

See next
criteria

No

Score these
PIs

Yes

Score these
PIs

No

Do not score
these PIs

2. Does the activity require supply from the wild stock (category Ci) AND use water-based structures No
or substantial gear?

Do not score
these PIs

1. Is it a land-based system (category C)?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PI 5.5

See next
criteria
Score this PI

3.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Habitat

PI 2.2

Score these
PIs

No

No
2. Is it a land-based system (category C)?

Action

2. Does the activity require the use of substantial gear or structures in the wild aquatic
environment?

Yes

Score these
PIs

Aquaculture license number # 123 (Mr Yeong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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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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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map of Gijang County

Country
South Korea
Region
Yeongnam
Provincial level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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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p,
divisions
3 my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