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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brief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audit

Unit of Certification is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n Wando County, Republic of Korea and Unit of 

Assessment includes 11 farms and auxiliary primary processing locations. Majority of the products are dried seaweeds (Kelp 

and Hiziki) and blanched-salted seaweeds and freshseaweeds are also produced by WESC.

Wild stock is not harvested nor used for aquaculture. 

인증 단위는 완도에 위치한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이며, 평가 단위는 11개 양식장과 부속 1차 가공장들을 포함함. 주된 생산품은 

건 해조류 (다시마, 톳)이며, 염장 해조류와 생 해조류도 생산됨.

자연산 해조류를 수확되지 않으며, 양식에 사용되지도 않음.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unit of assesment

Governance structure and internal monitoring and training are strength of the unit of assessment.

Stakeholder roundtable formed and led by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also plays great roles to consult 

with local stakeholders and give opportunity local stakehloder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During the inital audit, some areas to be improved to meet the requirements in ASC-MSC Seaweeds Standard are observed 

and conditions are issued. Proper interpretation of ASC-MSC Seaweeds Standard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standard.

거버넌스 구조와 내부 모니터링 그리고 교육은 평가 단위의 강점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은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그들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

최초 심사 시, ASC-MSC 해조류 표준의 요구사항을 총족시키기 위해 일부 개선이되어야 할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견사항이 발행됨.  ASC-MSC 해조류 표준의 적절한 해석이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함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One critical condition and six conditions are issued in the initial audit.

Summaries are as folllows;

-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not conducted.

- Fuel oil spillage response and prevention plan is established, however the plan only covers the spillage on the sea, but the 

plan for the spillage in the storage in land is missing. 

- Energy use of fuel for boats/vessels is identified and energy consumption is monitored, however other energy uses are not 

identified. (e.g. Electricity or diesel use for seaweeds dry, storage, and transportation)

- A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 (MCS) has been implemented in the production unit and has been enforced in 

an informal way. However, clear records are not retaine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 Risk assessments shall be documented, howeve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 assessment is not performed.

- The living wage announced by Jeollanamdo is identified within UoA, however the living wage was not paid. (Currently no 

workers are hired.) 

- Regular consultation process with main affected partie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to identiy and resolve conflicts as 

evidenced by documentary records is not clearly established. The minimum frequecy of consultation meeting is not indicated. 

1개의 주요 발견사항과 6개의 일반 발견사항이 최초 심사에서 발행됨.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생산 단위 사회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 연료유 누출 대응 및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하지만, 관련 내용은 해양 유출 대응 위주이며, 육상 보관장에서의 유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선박용 연료유의 사용은 식별되었고, 에너지 사용량이 모니터링되고 있음. 하지만, 기타 에너지 사용은 파악되지 않음 (예, 

해조류 건조, 보관 및 운반에 사용되는 전력, 경유 등) 

- 비공식적인 형태로 모니터링, 콘트롤 및 감시 시스템이 생산단위에서 이행되고, 집행되고 있음.하지만,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명확한 기록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위험성 평가결과가 문서화되어야 하나,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 심사대상 양식장들에 대해 조합에서 전라남도 고시 생활임금 정보를 공유하였음 과거 기록 검토 시 고시 생활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문서 기록으로 증빙이 되는 갈등 식별과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조직과 정기 협의 과정이 

수립되지 않음. 최소 협의 회의 주기가 명시되지 않음.

Audit determination Pending decision in Final Report



Unit of Assessment

Name of the production unit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Target species common 

name/s

Hiziki and Kelp 톳, 다시마

Species Latin name Hizikia fusiformis and Saccharina japonica 히즈키아 퓨시로미스, 사카리나 자포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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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of the production 

unit

Production units are located i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South Sea shore of Korean Peninsula / FAO Major Fishing Areas: Pacific, NORTHWEST (Major Fishing Area 61)]

Farms are located in the sea around 3 islands, and primary processing places (Sun-drying, Mixing with salt) are located in 3 islandscalled Sinjido(Sinji Island), Saengildo and Geumildo(Geumil Island) in the 

South sea in Wando-Gun. 

생산단위들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하고 있음. [한반도 남해안 / FAO Major Fishing Areas: 태평양, 북서쪽 (Major Fishing Area 61)]

양식장은 3개 섬 (신지도, 생일도, 금일도) 주위 바다에, 초기 가공장은 3개 섬 (신지도, 생일도, 금일도) 내에 위치하고 있음.
Stock Region N/A 해당 없음

Receiving water body Wando-Gun Sea Area, Jellanam-Do,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해역

Clients part of the production 

unit

Mr. Hyun Kyu Woo/Marketing Director,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우현규 본부장,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Facilities Sea : Aquaculture equipment, rope, wooden and stone anchorage, float, boat,  해양 : 양식 기자재, 로프, 무게추, 부자, 운송선
Land : cutter, a hot-water boiler, a pumping equipment and a rubber hose for washing, sun-dry area, hot air drier, temporary storage 육지: 절단기, 보일러, 펌프 및 고무호스, 일광건조장, 열풍건조기, 임시 

보관장 

Unit of Certification (if 

different)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9, Nonggongdanji 2-gil,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길, 9

[Address for farms and primary processing place of Member Farmers] 조합원 양식장/가공장소
(Farm doesn't have the address but have GPS Coordinates) 양식장은 주소가 없어 GPS 좌표로 기재함
1) Mr. Seong-Uk LEE's Farm (34°19'47"N 126°54'38"E)/ Processing place (8-20, Sinji-ro 1281beon-gil,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이성욱 양식장 (34°19'47"N 126°54'38"E) / 

가공장(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1281번길 8-20, 34°19'56.6"N 126°52'51.5"E )

2) Mr. Young-Taek JI's Farm (34°17'04"N 126°52'15"E / 34°17'17"N 126°52'01"E) / Processing place (953, Sinji-ro,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지영택 양식장 (34°17'04"N 

126°52'15"E / 34°17'17"N 126°52'01"E) / 가공장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953, 34°19'10.7"N 126°51'23.4"E)

3) Mr. Yong-Jin CHOI's Farm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Processing place (1065-3, Sinji-ro,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최용진 양식장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065-3, 34°19'22.6"N 126°51'56.4"E)

4) Mr. Jong-Hun CHO's Farm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Processing place (975, Sinji-ro,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조정훈 양식장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975, 34°19'22.7"N 126°51'56.2"E)

5) Mr. Ho-Yeon JEONG's Farm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140-47, Saengil-ro, Saengil-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정호연 양식장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140-47, 34°18'52.0"N 126°59'50.2"E)

6) Mr. Su-Han CHOI's Farm (34°19'13"N 126°57'11"E / 34°18'29"N 126°57'28"E ) / Processing place (15-2, Geumgok 1-gil, Saengil-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최수한 양식장 

(34°19'13"N 126°57'11"E / 34°18'29"N 126°57'28"E )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금곡1길 15-2, 34°20'04.0"N 126°59'51.1"E)

7) Mr. Yo-Hwan KIM's Farm (39-1, Yongchul-gil, Saengil-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김요환 양식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용출길 39-1, 34°18'41.8"N 126°59'12.6"E)

8) Mr. Nam-Il KIM's Farm (34°18'14"N 126°58'59"E / 34°18'15"N 126°59'18"E / 34°18'10″N 126°58'48"E) / Processing place (146, Dongsongyonghang-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김남일 양식장 (34°18'14"N 126°58'59"E / 34°18'15"N 126°59'18"E / 34°18'10″N 126°58'48"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송용항길 146, 34°21'03.0"N 127°03'38.6"E)

9) Mr. Ju-Bin AN's Farm (34°23'22.2"N 127°03'26.7"E) / Processing place (17-1, Hahwajeon 1-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안주빈 양식장 (34°23'22.2"N 127°03'26.7"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하화전1길 17-1, 34°21'17.1"N 127°01'07.6"E)

10) Mr. Do-Hyung CHAE's Farm (34°24'10.1"N 127°00'16.3"E / 34°23'49.8"N 127°00'11.2"E / 34°23'17.4"N 127°01'01.6"E / 34°22'48.9"N 127°00'56.0"E) / Processing place (9, Cheokchi-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채도형 양식장 (34°24'10.1"N 127°00'16.3"E / 34°23'49.8"N 127°00'11.2"E / 34°23'17.4"N 127°01'01.6"E / 34°22'48.9"N 127°00'56.0"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길 9, 34°21'40.0"N 127°01'33.2"E)

11) Mr. Kyung-Yeol PARK's Farm (34°19'41.3"N 127°01'42.7"E)/ Processing place (4-26, Sinpyeong 1-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박경열 양식장 (34°19'41.3"N 

127°01'42.7"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평1길 4-26, 34°20'43.9"N 127°02'31.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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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nformation

Seaweed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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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total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ion reached a peak of 3.1 million tonnes in 1986, declined progressively to less than two million 

tonnes in 2004 and has only fluctuated slightly since then. Total fish production was 2.1 million tonnes (2015) with aquaculture production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23 percent of total production. Aquaculture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fisheries sector of the country. In 2015 the 

total aquaculture production was about 1.6 million tonnes with the farm gate value of USD 2.16 billion. Seaweeds farming production was 1.2 

million tonnes in 2015, accounting for 71 percent of the total aquaculture production by quantity and 20 percent in value. (reference: Fishery and 

Aquaculture Country Profile in FAO website)

The first aquaculture of Kelp and Hiziki in Wando began in 1968 and 1980 respectively. (reference: Wando Seaweeds EXPO 2017 website), 

which is the far more than 20 years ago. The number of farms have increased since then in Wando sea area and seaweeds farming in this area is 

one of the most popular industries. Not only Kelp and Hiziki which are the target species for the this certification audit but also other seaweed 

including Sea Mustard, Laver, Enteromorpha, seaweed fulvescens are commonly farmed in the area. 

The member farmers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began the aquaculture farming from 2005 at the earliest.

대한민국의 수산 및 양식 생산량은 1986년에 3백10만톤의 정점에 다달았으며, 이후 2004년 2백만톤이하로 점차 감소해오고 있으며, 약간의 변동만 

있어 왔음. 총 어획량은 2015년 2백10만톤이었으며, 이중 약 23%가 양식 생산량이 차지하고 있음. 수산양식은 대한민국의 수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임. 2015년 총 양식 생산량은 약 백 6십만톤, 출하금액 기준 21억 6천만달러였음. 2015년 해조류 양식 생산량은 백2십만톤으로 전체 양식 

생산량의 71%, 금액기준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 자료: Fishery and Aquaculture Country Profile in FAO 홈페이지)

완도군 지역에서 다시마와 톳의 양식은 1968년과 1980년에 처음 시작되었음. (참고 자료: 완도 해조류 엑스포 2017 홈페이지) 이는 20년 훨씬 전임. 

완도군 해역에서 이후 양식장의 수는 증가해오고 있으며, 해조류 양식은 지역의 가장 흔한 산업의 하나로 자기매김하였음. 해조류 양식은 20년 훨씬 

전에 지역에서 시작되었음. 

완도 지역에서는 이번 인증 심사 대상인 다시마와 톳 뿐아니라 미역, 김, 파래, 매생이 등도 양식되고 있음.

완도 친환경 수산물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가장 빠른 경우 2005년부터 양식을 시작했음.

Harvest season Harvest of Hiziki and Kelp mainly mainly begins from May and end in June. Partial harvest for salted products will be implemented inbetween 

February and April for Kelp and December and April for Hiziki respectively. 

다시마와 톳의 주요 수확은 5월-6월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일부 소량의 염장 다시마의 경우 2월부터 4월, 염장 톳의 경우 12월부터 4월경에 실시됨.

Hijiki (Hizikia fusiformis) is a brown sea vegetable growing wild on rocky coastlines around Korea, Japan and China. 

Initial aquaculture begain with wild Hiziki seedling in 1984 in Wando County Sea Area. Seedling taken from wild hiziki was applied for aquaculture 

at the early stage, however it was found that wild seedling and cultured seedling resulted in the similar production volume and subsequently 

seedlings supplied from nursery farms are applied for aquaculture. (Reference: Footprint of Korean Fisheries and Aquaculture History) 

Kelps are large brown algae seaweeds. There are about 30 different genera. 

Aquaculture of Kelp started in 1968 in Wando Count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in the Wando County Website. Kelp (Saccharina Japonica) 

found in the coastal area in Korea are known to have been spreaded and settled down from the one supplied from Japan for aquaculture. 

톳은 한국, 일본, 중국의 바위 해안에서 서식하는 갈조류임. 1984년 완도군 해역에서 톳의 양식이 처음 시작되었음. 최초에는 야생의 톳 종묘를 

채집해 양식을 시작했으나, 이후 야생 톳 종묘나 양식 종묘가 양식할 경우 유사한 생산량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 양식용 종묘를 종묘장에서 

채취하여 양식을 하게 됨.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다시마는 갈조류 해조류로서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있음. 완도군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1968년 완도군에서 다시마 양식이 시작되었음. 한국 연안에서 발견되는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일본에서 양식을 위해 공급된 종이 퍼져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No use of natural seeds. 자연 종묘 사용없음 

Harvest/ production data 1) Mr. Seong-Uk LEE's farm 이성욱 양식장 : Wet Hiziki 54 tons/year 톳 연간 54톤
2) Mr. Young-Taek JI's farm 지영택 양식장: Wet Hiziki 151 tons/year 톳 연간 151톤
3) Mr. Yong-Jin CHOI's farm 최용진 양식장   : Dried Kelp 16 tons  건다시마 연간 16톤
4) Mr. Jong-Hun CHO's farm 조정훈 양식장 : Dried Kelp 7 tons 건다시마 연간 7톤
5) Mr. Ho-Yeon JEONG's farm 정호연 양식장 : Dried Kelp 7 tons  건다시마 연간 7톤
6) Mr. Su-Han CHOIi's farm 최수한 양식장 : Dried Kelp 8 tons 건다시마 연간 8톤
7) Mr. Yo-Hwan KIM's farm 김요환 양식장 : Dried Kelp 7 tons  건다시마 연간 7톤
8) Mr. Nam-Il KIM's farm 김남일 양식장:  Dried Kelp 6 tons 건다시마 연간 6톤
9) Mr. Ju-Bin AN's farm 안주빈 양식장 :  Dried Kelp 6 tons 건다시마 연간 6톤
10) Mr. Do-Hyung CHAE's farm 채도형 양식장 :  Dried Kelp 20 ton 건다시마 연간 20톤
11) Mr. Kyung-Yeol PARK's farm 박경열 양식장 : Dried Kelp 5 tons 건다시마 연간 5톤
Wando County (Wando-gun) is a county located in the south of Jeolla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Wando county consists of 265 islands 

in 4,940 ㎢ sea area. Its lias beach is formed by foreshore and rocks are under the sea. Part of Wando county sea area (Area of Soan-do and 

Cheongsan-do) is designated as Dadohae National Park and designated as Marine Protected Area. Subtropical vegetation is observed in the land 

and islands in the wando area. Average temperature is 14.1℃ and yearly average precipitation is 142.2㎜. 137 fish specifies are observed in the 

Wando sea area (Soan and cheongsan district). Sea floor consists of mud and sand. [National Park Marine Ecosystem Fundamental Analysis,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ISBN 979-11-90016-28-5 93400] The report issu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2008, the 

licensed area for aquaculture in Wando County is 17,259 ha. Various species are aquacultured in Wando County including laver, sea mustard, 

abalone, kelp and hiziki. Soan-Cheonsando District of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belong to Wando County.

The sea area is open and movement of currents is free in the entire region. 

완도군은 전라남도의 남쪽에 위치한 군임. 완도군은 4,940 ㎢ 의 해역에 26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아스식 해변이 갯벌과 해저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음. 완도 해역의 일부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되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 아열태 식생이 내륙과 섬지역에서 발견되며, 연평균 

온도는 14.1℃ 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42.2㎜임. 137종의 어류가 완도해역에서 발견됨. 바다 바닥면은 펄과 모래로 되어 있음 (국립공원 해양 

생태계 기초 조사, 국립공원연구원, ISBN 979-11-90016-28-5 93400]  2008년 해양 수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17,259 ha의 면적에 양식 면허가 

발행되었음. 다양한 종의 양식이 이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 미역, 전복, 다시마 그리고 톳이 포함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소안-청산도 지역이 

완도군에 속함. 완도군 해역은 개방되어 있고 조류의 흐름이 자유로움.

The ETP species in the surrounding coastal area are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and Lutra lutra both of which are in IUCN 

Redlist. Capture of these species are prohibited by law (Article 14,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Both Finless Porpoise and Lutra lutra 

are not observed in the Wando County sea area in 2019 according to Environment and spa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Coral reef is observed in the sea area of Wando county. According to Marine Enviornment Information Portal, the distance between 

the nearest farm in the UoA and the Marine Protection area designat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more than 2 kms.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on coral reef in the Wando County Sea area is not reported in the study on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Coral) 

published in 2019 by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A news on increase in coral population in Wando County Sea area is reported by the local 

TV station in 14 January 2020.  Capture and collection of coral from Wando County sea area are prohibited by the relevant law (Article 20,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There is no eveidence that demonstrates any negative impact of aquafarm operation 

on endengered species.

주변 해안지역의 멸종위기종은 상괭이와 수달이며 모두 IUCN Redlist에 등재되어 있음. 상괭이와 수달의 포획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 14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괭이와 수달 모두 2019년에 완도군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산호군락이 완도군 해역에서 관찰되었음.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평가단위 중 가장 가까운 양식장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 2 

km이상의 거리가 됨. 국립공원연구원에서 2019년에 발행한 멸종위기종 (산호) 보고서에 따르면 완도군 해역내 산호초 군락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확인할 수 없었음. 2020년 1월 방송사의 뉴스에 따르면 산호의 개체수 증가가 보고됨. 완도군에서 산호의 채취와 수집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음. (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따라서, 양식장 운영에 따른 멸종위기종에 부정적 영향이 보고된 

것은 없음.

There is very low risk of unwanted catch of species as the farm practices longline based aquaculture. Hiziki and Kelp are harvested from a boat 

with a knife. 연승식 양식장이며, 불필요한 기타 어종의 채취에 대한 우려가 매우 낮다. 톳과 다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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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species background

Ecosystem Backgroun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currently has 16 members in the cooperative. 3 units in the WESC play key roles such as 

General Assembly, Board of Directors and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All members have legitimate and valid licenses to practice aquaculture of the designated species in the designated area. The license is issue in 

accordance with Fisheries Act. In addition, the Fishery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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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현재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합 내 3개 조직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임. 

모든 회원들은 법하고 유효한 양식 면허를 가지고 있음. 면허에는 양식 종과 위치가 명기되어 있음. 면허는 수산업법에 따라 발행되었고,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어장관리법,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formed stakeholder roundtable, called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in which 

various stakeholder participate. The stakeholders include regulator, researcher, NGO, and industry association, etc. The main purpose of this 

stakeholder roundtable is to consult various stakeholders to get information or advice with regards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sustainable operation of seaweeds farms, societal impact on local community by seaweeds farms, etc.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this stakeholder roundtable is applied to the management plan.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음. 참여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연구원, NGO, 

산업단체 등이 포함됨.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관리, 해조류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양식장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함임. 라운드테이블에서 획득한 정보는 관리계획 작성에 반영되었음.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meetings are held at least 2 times per year. 2 consultation meetings were arranged in 2019 and 2020 

respectively.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report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WESC monitors the compliance of local laws 

and customary laws by member farmers. The committee has appointed an internal auditor who inspects the farms. The internal auditor conducts 

interview of farmers and workers, neighbour if necessary. Interview with neighbour is made use of consultation with local community. 

이사회에 보고하는 친환경수산물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한국 법과 관습법을 지키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음. 위원회는 내부 심사원을 

지정해서 양식장 심사, 양식 어민 및 근로자, 필요 시, 지역주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웃 주민과의 면담은 지역사회 협의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음.
The highest governing body in WESC is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final authority i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co-operative.It is composed of members who are entitled to vote, duly assembled and constituting quorum.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to 

set grand strategic goals and develop an overarching vision for WESC. The board of directors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moving the organization 

in a direction, as defined by the cooperative's strategic objective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총회이며, 총회는 협동조합의 경영과 관리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 총회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상 참석함으로서 성회가 됨. 이사회의 역활은 중요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비전을 수립함. 이사회는 조합의 전략 목표에서 정의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음.

Policy on management of seaweeds aquacultured is addressed in the WESC Manual. All member farmers are supposed to work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rules. All member farmers have valid license for aquafarming. Regualar trainings on ASC-MSC Seaweeds standard, relevant local 

laws, internal policies and procedures are provided to member farmers. Small group meetings by location are arranged among farmers to share 

the  information. Progress of meeting objectives are monitored and repor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on a regular basis.

양식 해조류 관리 방침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모든 협동조합 양식어민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 모든 협동조합 양식어민들은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 ASC-MSC 해조류 표준, 관련 법규, 내부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정기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지역별로 소규모 그룹 회의가 실시되어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목표 달성 정도는 모니터링되고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됨.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report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WESC monitors the compliance of local laws and internal 

policies and procedures by member farmers. The committee has appointed an internal auditor who inspects the farms. 

If any violation of law is detected or reported by internal auditor, or stakeholder, initially verbal warning is given and secondly written warning letter 

is issued. Disciplinary committee meeting will be held in case of consistent non-compliances. The internal auditor will investigate the case and 

report to disciplinary committee. The sanction is determined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testimony of 

the member farmer who violates the law.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회에 보고하는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법규 준수 및 내부 방침/절차의 준수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지명한 내부 심사원이 내부 심사도 진행함. 만약 내부 심사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법규 위반이 확인되거나, 보고되면, 

1차적으로 구두 경고가 주어지고, 2차적으로는 경고 처분이 발행됨. 만약 지속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됨. 내부 

심사원은 징계 위원회에 해당 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게 됨. 징계위원회는 보고서와 해당 양식어민의 진술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됨.

Employee As of 29 May 2020,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consists of 5 cooperative members and 11 associate members. 11 

members operate seaweeds farms. 2 member farmers used to employee full time 1 worker respectively. Both workers have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due to COVID-19 pandemic and their employment periods ended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respectively. Currently there is no full 

time workers in the farms in units of assessment. 

In general, famers use temporary workers for 1-2 weeks period in the harvesting season.

2020년 5월 29일 현재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5명의 정회원과 11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중 11명의 회원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음. 2명의 회원이 각 1명씩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음.  COVID-19 사태로 두명의 근로자 모두 고국으로 돌아 갔으며, 두명 모두의 

고용기간은 2020년 1월과 2월에 종료되었음. 현재 인증심사 범위 내 양식장에 근로자들은 없음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는 수확 기간 동안 약 1-2주 동안 임시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Wando county where the unit of certification is located is famous for aquaculture in Korea. There are many seaweeds farms as well as avalone 

farms.

Recognised stakeholders are local community (local fishery Village Association), regulators (Wando county office), Buyer (retailer).

인증 대상 조직이 위치한 완도군은 한국내에서 양식으로 유명한 지역임. 완도군에는 다수의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이 소재하고 있음. 주요 

이해관계자는 지역 사회(어촌계), 관공서(완도군) 그리고, 구매자(대형 마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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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되고 있음.

There is no individual or groups granted rights of access to the production unit. 

양식장 내에 출입이 허가된 개인 또는 그룹은 없음.

Information if family business The production unit is not considered as family business as the workers in the unit of assessment are employeed and the maximum farming area 

operated by more than 45% of farms in the unit of assessment is greater than two ha/family. 가족단위 기업 해당 없음. 심사단위 내 근로자들이 

고용되고 있으며, 최대 양식 면적이 가족당 2 ha 이상임. 

Main commercial market 3 different Hiziki and Kelp products are sold in Korean Market. 

One is fresh Hiziki and Kelp. These are sold for seaweed salad ingredient in Korea. And other 2 main products are dried Hiziki/Kelp and blanched 

and salted Hiziki/Kelp. Majority of Hiziki and Kelp products are dried one.

Fresh Hiziki and Kelp are harvested and sold early spring before the seaweeds blade and stipe beome thick. Main harvest for dried products are 

made in May through June. 

The harvested blade and stipe are brought to sun-dry field in land. These are dried in sun and by hot air if further dry is necessary. After drying, 

the harvested Hiziki and Kelp are reduced to about 10-15% in weight. For salted seaweeds, the harvested blade and stipe of seaweeds are boiled 

for about 1 minute and cooled in cold water. The blanched seaweeds are mixed with salt.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produces and sells the salted seaweeds and dried seaweeds.

3가지 형태의 톳, 다시마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첫번째는 생 톳과 생 다시마로, 해초 샐러드 재료로 판매됨. 나머지 2개 주요 제품은 건톳/건다시마와 염장 톳/염장 다시마로 볼 수 있으며, 주 제품은 

건톳과 건다시마임.

생톳/생다시마는 줄기와 잎이 두꺼워지기 전인 초봄에 수확되어 판매되며, 건톳, 건다시마를 위한 주 수확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짐.

수확된 톳/다시마는 육상의 일광 건조장으로 옮겨져 건조되며, 필요 시 열풍 건조도 실시됨. 수확된 톳/다시마는 건조 후 무게가 10-15% 정도로 

감량됨. 염장 제품의 경우, 수확된 줄기와 잎을 뜨거운 물에 1분정도 삶은 후 찬물에 냉각시킴. 이후 소금과 혼합하여 판매하게 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염장 제품과 건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
Other production units in the area Other production units in the vicinity maintain the distance with production units under being assessed and clearly identifiable. Other production 

units mainly aquaculture same species either for commercial sales or feeding avalone farmed in the area. 

주변의 생산 단위들은 인증 심사 대상 생산단위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확히 식별됨. 주변의 생산 단위들은 동일한 종을 양식하는 다시마, 톳 

양식장이며, 양식은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양식 전복의 먹이로 주기 위해서 임. 

Management system

Surrounding Community



Statement that the production unit is within 

scope

A clear statement from the CAB that the production unit entering assessment meets the scope requirements in Section 2 Seaweed Standard.

해조류 규격 2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심사기관의 명확한 기술이 있어야 함. 

2.1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are only eligible for certification if the target species is a seaweed.  

2.1 인증 대상 종이 해조류라면 재취 또는 양식 활동만 인증이 가능함.

The target species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 are Seaweeds (Hiziki and Kelp) aquacultured and havested. All farms subject to this certification audit conduct aquaculture 

of the target species. 인증 대상 목표 수종은 해조류임 (톳과 다시마). 이번 인증심사 대상 양식장들은 목표 수종을 양식하고 있음.

2.2 The Standard applies globally to all locations and scales of operations, including both harvesting of wild stocks and production from aquaculture systems.

ASC-MSC Seaweeds (Algae) standard is applicale to the unit of certification which produces the seaweeds from aquaculture systems. 

ASC-MSC 해조류 규격은 양식을 통해 해조류를 생산하는 인증 단위에 적용할 수 있음.

2.3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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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ASC-MSC Seaweeds (Algae) standard is applicale to the unit of certification. Farms under the unit of assessment are not in scope for assessment under other existing 

ASC or MSC standards. Other production units are not affected by the Standard.

ASC-MSC 해조류 규격은 인증 단위에 적용가능함. 심사 대상 단위 양식장들은 기존의 ASC 또는 MSC 표준에 따라 평가 진행 중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생산단위들은 규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

2.4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involving the introduction of alien (= non-native) specie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unless: 

     2.4.1 The introduction occurred at least 20 years prior to the date the application is made for assessment against the Standard, or 

     2.4.2 The alien species is cultured in on-land facilities that are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aquatic environment. 

2.4 인증을 추구하는 조직은 최소 12개월 또는 1회의 수확 주기 중 더 적은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4.1 외래종 해조류 도입은 해조류 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신청한 날로부터 적어도 2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는 

    2.4.2 외래종은 수생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육지 시설에서 배양된다. 

Farms under the unit of assessment don't involve in the introduction of alien (=non-native) species. 

심사 대상 양식장들은 외래종을 도입하여 양식하고 있지 않음.

2.5 Organis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12 months, or one harvest cycle, whichever is less. 

2.5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들은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거나, 1번의 수확을 실시했어야 함. 둘 중 더 짧은 기간을 적용.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was established in 3 January 2019 and have been operating more than 12 month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2019년 1월 3일 설립되었으며, 12개월 이상 운영해 오고 있음.

2.6 Organis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available records of performance data covering the periods of time specified in this standard.

2.6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들은 규격에서 규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 데이터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The records of performance data are available covering the periods of time specified in the Standard.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성과 데이터는 가용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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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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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s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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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연변이 유발, 발암성 또는 기형성 살충제 또는 해양 환경 또는 양식장, 또는 양식 해조류에 유독물질로 잔류하는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음.



Audit Plan

Assessment team  (add or delete rows as 

needed)

Name

Team leader Nguyen Huy 능위엔 휴이

Team member 1 and Social auditor Seung Hyun Kwak 곽승현

Social auditor Seung Hyun Kwak 곽승현

Site visit

Date of site visit 25-29 May 2020
Location Wando County,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sation Position Summary feedback received

Hyun Soo Bang 방현수 Seaweeds Aquaculture Team, 

Wando County Office

해조류 양식팀, 완도군

Team leader 팀장 Illegal capture of coral and the catch or mortality of the ETP specieis due to 

the UoA is not reported. Fuel spillage by the UoA is not reported. Fertilizer or 

chemical is not appllied in the Kelp and Hiziki farm in Wando county.

Diesease in the target seaweeds is not occurred in Wando County.

The farms the UoA have the ligitimate and valid licenses. 

Wando County assists to clean up the waste generated and collected from 

the sea. Any human right abuse is not reported from aquafarms in Wando 

County. There is no Legal dispute or complaint against the UoA.

평가 단위로 인한 산호의 불법 채취, 멸종위기종의 수렵 또는 죽음는 보고된 

것이 없음. 평가 단위에서 기름 유출은 없었음. 완도지역에서는 비료나 

화학물질이 다시마 및 톳 양식장에서 사용되지 않음.

평가 단위 내 양식 어민들은 적법하고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

완도군은 해양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는 완도군 내에서는 없었음.

평가 단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불만 사항은 들어보지 못했음.

Chang Sik Yoo 유창식 Seaweed farm in Geumgok Fishery 

Village Association 

금곡어촌계

Seaweed farm owner 양식장 대표 These days, farmers are well aware of legal requirements on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ETP species. Illgeal catch or bycatch doesn't 

happen in the seaweeds farm. Fisherman can access to seaweed farm. In the 

seaweed farm, any additive, fertilizer or chemical is not applied. Seedling is 

purchased from local suppliers. Wild seaweed is not used.

최근에는 양식어민들도 해양환경보호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음. 불법 포획, 또는 남획들은 해조류 양식장에서는 발생되지 않음. 

어민들은 양식장 주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해조류 양식장에서는 

첨가물, 비료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음. 종묘는 지역의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음. 자연산 해조류는 사용하지 않음.

Jong Kyoon Jeong 정종균 Donggo-ri  Fishery Village Association

동고리어촌계
President of Donggo-ri Fishery Village 

Association

어촌계장

There is no dispute or conflict between WESC and local community. 

The farmers in the unit of assessment are doing well with local community.

He has not heard of any human right abuse case associated with WES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간의 분쟁 또는 갈등은 없음.

평가 단위 내 양식 어민들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음. 

Ji Seung Lim 임지승 Songmin Fishery 송민수산 President 대표 He is the supplier of Kelp seedling. All farmers who aquaculture kelp in the 

unit of assessment have purchased the kelp seedling from him. He confirms 

that wild Kelp is not taken to supply the Kelp seedling but the seedling is 

grown its

nursey house.

다시마 종묘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임. 평가 단위 내 다시마를 양식하는 모든 

양식 어민들이 송민수산에서 종묘를 구매함. 그는 다시마 종묘 공급을 위해 

자연산 다시마를 채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의 종묘장에서 다시마를 키운다고 

확인함.

Stakeholders interviewed

Summary of qualification

Nguyen Huy has B. Eng. in Chemical and Food technology. He possesses work experiences in food production for food 

manufacturer for more than 6 years. He has audit and training experiences for more than 11 years in ASC Farm, 

MSC/ASC CoC, Food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He has successfully completed lead auditor training courses 

based on ISO 19011 principles, including ISO 9001 lead auditor course, ISO 22000 lead auditor course and SA 8000 

basic course. He also completed ASC Farm auditor courses (Shrimp, Abalone, Bivalve, Pangasius) 

He has completed more than 100 days of audits including ASC farm audits.

능위엔 휴이는 화학 및 식품 기술 공학 학사 학위를 소유하고 있음.

식품 생산 업체에서 생산 관리자로 6년 이상 근무했음.

ASC Farm, MSC/ASC CoC, 식품 안전 그리고 품질경영 분야에 대해 11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는 ISO 9001 선임심사원 과정, ISO 22000 선임심사원 과정, SA8000 기본 과정을 수료했으며, ASC 양식장 심사원 

과정(새우, 전복, 이매패류, 팡가수스)을 완료했음.

그는 ASC 양식장 심사를 포함해서 100 일 이상의 심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Seung Hyun Kwak has B. Eng.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MBA. He possesses work experience in Environment, 

Health & Safety management for 8 years. He has audit experiences for more than 13 years in social compliance audit 

and Environment and Health & Safety audit, ASC-MSC Seaweed certification audit, ASC farm audit and the assurance 

on GHG emissions, Sustainability report. He also conducts trainings in the Health & Safety,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social compliance and management system. He has successfully completed lead auditor training courses based on 

ISO 19011 principles, including ISO 14001 lead auditor course, OHSAS 18001 course, SA 8000 basic course and 

advanced course. He also completed EICC Labor & Ethics Lead auditor course. His core competence includes audit, 

assurance and training on EHS, GHG, Sustainability, and social compliance. Seung Hyun Kwak is a qualified RBA 

(previously EICC) lead auditor. He has conducted more than 100 social compliance audits including 15 RBA audits. 

Recently he conducted ASC-MSC Seaweed certification audit and ASC Abalone certification audit. He has completed 

ASC farm auditors courses (Abalone, Bivalve), ASC-MSC Seaweeds auditor course and MSC CoC auditor course.

[환경심사원, 사회 심사원] 

곽승현은 환경 공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음. 그는 8년이상의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직접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음. 그는 13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회 심사, 환경 및 안전보건 심사, ASC-MSC 해조류 인증 심사, ASC 양식장 

인증 심사, 그리고 GHG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음. 그는 또한 안전보건, 환경, 인권 및 

사회책임 및 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는ISO 19011 원칙에 따른 선임심사원 과정들을 수료하였음. 이는 

ISO 14001 선임심사원 과정, OHSAS 18001 선임 심사원 과정,  SA 8000 기본 과정 및 SA8000 상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EICC 노동 및 윤리 선임심사원 과정도 수료하였음.

그는 환경, 안전보건, 온실가스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들에 대한 심사, 보증 및 교육에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는 

양식업,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전력, 건설, 금융, 전기전자를 포함한 일반 제조 업체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기업 

온실가스 검증, 물 발자국 검증,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을 수행했고, 노동과 인권, 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 또한 전문를 100건 이상 진행했음. 곽승현은 RBA 선임심사원이며, 15건의 RBA심사를 포함한 100여건 

이상의 사회책임 심사를 진행했음. 최근 ASC-MSC 해조류 인증 심사, ASC 양식장 인증 심사로 수행했음. 그는 ASC 

양식장 심사원 과정(Abalone, Bivalve), ASC-MSC 해조류 심사원 과정그리고, MSC CoC 심사원 과정을 수료하였음.



Dae Cheol Seo 서대철, 

Yong Bin Park 박용빈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Jeollanamdo Institut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원 

수산종자연구소

Director 소장 / Member of stakeholder 

roundtable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멤버
Researcher 해양수산연구사

Mr. Seo is invited to the stakeholder roundtable as researcher, namely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He confirms that seaweeds diesease or pest are not reported in the region.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and aquacultured kelp and hiziki in Wando 

County Sea area is same.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marine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due to the 

operation of the UoA. 

그는 연구자로서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 불리는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초청되어 참여하고 있음.

지역에서 해조류 관련 질병 또는 병균은 보고된 적이 없음. 완도군 해역 내 

자연산 및 양식 다시마 및 톳의 유전적 구조는 동일함.

평가 단위의 운영으로 해양 환경이 나빠졌다는 증거는 없음.

Joong Kyeon Kim 김중견 The Korea Federation of Abalone 

Industry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

Director 본부장 / 

Member of stakeholder roundtable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멤버

He is invited to the stakeholder roundtable, namely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WESC has open communication channel with local 

community. Those who have complaint and grievance can talk to WESC and 

WESC is open to listen to the voice of local community.

그는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 불리는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초청되어 참여하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을 경우, 쉽게 WESC 또는 대표자에 얘기할 수 있고, 조합은 

지역사회이 목소리를 듣고자 함.

Sook Jin Cheon 천숙진 Dadohae Haesang National Park,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Jindo office manager 진도분소장 

(Previously Wando office manager 전임 

완도분소장)

Interviewed by Phone

The ETP species in the surrounding coastal area are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and Lutra lutra both of which are

in IUCN Redlist. Both species are seldom observed in the region.

As far as she knows, both species are not observed in 2019.

Catch, bycatch or mortality of Finless Porpoise and Lutra lutra is not reported 

in Wando County.

전화 인터뷰 실시
한국의 ETP 보호 법률과 IUCN RED LIST 의 정보를 참조하여, 주변 지역에 

발견 가능성이 있는 ETP 종은 상괭이와 수달임. 두종 모두 지역에서는 잘 

발견되지는 않으며, 그녀가 아는 하은 2019년에 확인되지는 않았음.

상괭이와 수달의 포획, 혼획 또는 사망등이 보고된 적은 없음.

Doo Hun Park 박두현 WWF 세계자연기금 (NGO) Ocean Programme Officer 해양프로그램 

매니져
Interviewed by Phone

He has requested to examine carefully the correct ETP species to avoid 

confusion about scientific names of regional ETP in the audit.

The audit team has verified the ETP specifies with its scientific names which 

could be observed in the region with the officer i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d the IUCN Red List.

전화 인터뷰 실시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함.

심사팀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국립공원공원관리공단 분소장을 통해 확인하였고, IUCN Red list와 법규에 

대비해서 확인함.

Yong Han Choi 최영한 Wando NH Hanaro Mart (Retailer)

완도 농협 하나로마트 

Vice president 부지점장 He states that the certification will help to promote the ASC and/or MSC 

certified seafoods in the local market. Recently, the interest in the certified 

seafoods gets increased. WESC has developed the good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ies. He expects good result of this audit and his company has 

a plan to supply the certified seafoods to local market. 

이번 인증은 한국시장에서 ASC 및/또는 MSC인증 수산물의 홍보 및 증진에 

기여할 것임. 최근 인증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이번 

심사가 좋은 결과로 나타 났으면 좋겠고, 완도 농협 하나로 마트는 지역사회에 

인증 수산물의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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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rganisation Position Summary feedback received

None

Name Organisation Position Summary of feedback received

Employee No. 1 WESC Farm Worker

He used to work in one of the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is video-interviewed by using a messaging application in the 

mobile phone as he returned to home country due to COVID-19 Pandemic.

He confirms that he was over 18 years old when first employeed. He didn't 

observe any child/juvenile worker in the farm. He signed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farmer and no deduction from wage was practiced. Wages 

and accommodation are provided as agreed. He didn't experience 

discrminiation. Health and Safety training and precautions were provided. 

그는 평가단위 내 양식장 중 한곳에서 근무했었으며, 현재 COVID-19 사태로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임. 따라서 핸드폰의 화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인터뷰 

했음. 그는 양식장에 취업했을 때 18세 이상이었으며, 주변에서 

아동노동이나/청소년 노동자를 본적이 없다고 응답함. 그는 고용 계약서에 

서명했고, 급여에서 감봉 같은 것은 없었다고 응답함. 급여와 숙소는 합의한 

바와 같이 제공되었으며,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음. 안전보건 교육과 

주의사항이 제공되었음.

Only for the Final Report and Certification Report

Name Organisation Position Summary of feedback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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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 received before PCDR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 received during the PCDR

Employees interviewed



Principle PI Scoring Issue Minimum Met Justification Target Met Justification References Level Condition (if relevant)

1.1 Stock Status 자원상태 a. Stock status relative to 

irreversible impact  

자원상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wild stock is above the point 

where the harvesting impact is 

irreversible or very slowly reversible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야생의 

자원량이 채취활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때 되돌이킬 수 없거나 매우 

느리게 되돌리는 수준 이상이다.  

Not 

Applicabl

e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wild stock is not used for aquaculture in the production units. (Seedling is purchased 

from suppliers who develops sporophyte in their farms in Wando County) 적용이 되지 않음 (전문 

공급업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키운 후 공급하면 이를 구매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The wild stock is at or fluctuating around a level 

consistent with MSY (or proxy) 자연산 종은 최대지속 

생산량(MSY)과 일치하는 수준이거나 그 수준에서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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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pplicable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wild stock is not used for aquaculture in the production units. (Seedling is purchased from suppliers who develops 

sporophyte in their farms in Wando County) 적용이 되지 않음 (전문 공급업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키운 후 공급하면 이를 구매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a. Harvest strategy design 

수확전략 설계
The harvest strategy is expected to 

achieve stock management 

objectives reflected in the stock 

status target (PI 1.1), based on 

plausible argument. 

수확 전략은 타당한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자원 상태 목표 수준(PI 1.1)을 

달성할 수 있다

Not 

Applicabl

e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wild stock is not used for aquaculture in the production units. (Seedling is purchased 

from suppliers who develops sporophyte in their farms in Wando County) 적용이 되지 않음 (전문 

공급업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키운 후 공급하면 이를 구매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The harvest strategy is responsive to the state of the 

stock and the elements of the harvest strategy work 

together towards achieving stock management 

objectives reflected in the stock status target (PI 1.1). 

수확 전략은 종 상태에 대응하며, 채취 전략의 요소는 종 

상태 목표 (PI1.1)에 반영된 자원 관리 목적 달성을 향해 

협력 한다.

Not 

Applicable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wild stock is not used for aquaculture in the production units. (Seedling is purchased from suppliers who develops 

sporophyte in their farms in Wando County) 적용이 되지 않음 (전문 공급업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키운 후 공급하면 이를 구매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b. Harvest strategy 

evaluation 수확 전략 검증 

No minimum level. Go to target level 

최소 수준 없음. 최대 목표 적용 

Not 

Applicabl

e

해당없음

The harvest strategy may not have been fully tested but 

evidence exists that it is achieving its objectives.

수확 전략이 완전히 검증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한다.

Not 

Applicable

해당없음

Not applicable as wild stock is not used for aquaculture in the production units. (Seedling is purchased from suppliers who develops 

sporophyte in their farms in Wando County) 적용이 되지 않음 (전문 공급업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키운 후 공급하면 이를 구매하여 

다음 양식에 사용함)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a. Genetic outcome 유전적 

결과물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수확 

또는 양식 활동이 야생자원의 유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highly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수확 또는 양식 활동이 야생 개체군의 유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Yes

예
Initial aquaculture begain with wild Hiziki seedling in 1984 in Wando County Sea Area. Seedling taken from wild hiziki was applied for 

aquaculture at the early stage, however it was found that wild seedling and cultured seedling resulted in the similar production volume and 

subsequently seedlings supplied from nursery farms are applied for aquaculture. Research on genetic difference between wild hiziki and 

cultured one has not been conducted. (Footprint of Korean Fisheries and Aquaculture History) (in Wando Seaweeds EXPO 2017 

website, Hiziki aquaculture began from 1980 in Wando). Aquaculture of Kelp started in 1968 in Wando Count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in the Wando County Website. Kelp (Saccharina Japonica) found in the coastal area in Korea are known to have been 

spreaded and settled down from the one supplied from Japan for aquaculture. (Molecular markers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population study on the genus Saccharian)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confirms in the letter that genetic structure of wild and aquacultured kelp and hiziki in Wando County Sea Area is same.

All farmers in the UoA purchase the seedling from 2 suppliers. One supplier is for Kelp, another for Hiziki. The suppliers have issued a 

certificate of supply in which it is state that the seedlings supplied are from their nursery house and not from the wild. Date and volume of 

supply are indicated as well. The audit team has visited the kelp supplier, Songmin Fishery from which all Kelp farmers in the UoA are 

supplied with Kelp seedling. The supplier confirms that wild Kelp is not taken to supply the Kelp seedling but the seedling is grown its 

nursey house. The nursey house is visited and inspected.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 farming activity is highly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lutations.

1984년 완도군 해역에서 톳의 양식이 처음 시작되었음 (완도 해조류 엑스포 2017 홈페이지에 따르면 1980년에 처음 시작됨). 최초에는 

야생의 톳 종묘를 채집해 양식을 시작했으나, 이후 야생 톳 종묘나 양식 종묘가 양식할 경우 유사한 생산량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 양식용 종묘를 종묘장에서 채취하여 양식을 하게 됨. 야생 톳과 양식 톳의 유전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완도군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1968년 완도군에서 다시마 양식이 시작되었음. 한국 연안에서 발견되는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일본에서 양식을 위해 공급된 종이 퍼져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갈조류 다시마속의 종동정과 

집단연구를 위한 분자마커 개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공문에 따르면, 완도 해역에서 확인되는 자연산 다시마와 양식 다시마, 자연산 톳과 양식 

톳의 유전적 구조는 동일하다고 확인함.

평가 단위내 모든 양식어민들은 2명의 공급업체로 부터 종묘를 구매하고 있음. 1명의 공급업체는 다시마를 공급하고, 나머지 하나는 

톳을 공급하고 있음. 공급업체들은 공급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확인서에는 종묘는 야생이 아닌 본인들 종묘장에서 제공되었다고 

명기됨. 공급일자와 공급량도 표기되어 있음. 심사팀은 다시마 공급업체인 송민수산을 방문했으며, 평가 단위내 모든 다시마 

양식어민들은 송민수산에서 종묘를 공급받고 있음. 송민수산은 종묘 공급을 위해 야생 다시마가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 종묘장에서 

키워진 다시마를 공급하고 있다고 진술함. 종묘장도 방문 확인하였음. 

상기 기술된 사실을 근거로, 양식 활동이 야생 개체군의 유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 Molecular markers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population study on the genus 

Saccharian (NIBR No. 2009-01-021) , 2009, Ga Yeon Jo, Bo Ram Le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 Footprint of Korean Fisheries and Aquaculture History (Registration number 11-

1192266-000101-01), 2016,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 Wando County Website (www.wando.go.kr)

- Letter - Seaweed seed and environment (No. 912), 21 May 2020,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 Certificate of Supply for Kelp: SM-2019-11-30-3 issued to Mr. Ju Bin Ahn on 30 

Nov. 2019, SM-2019-12-01-1 issued to Mr. Nam Il Kim on 1 Dec. 2019, SM-

2019-12-28-6 issued to Mr. Kyung Yeol Park on 28 Dec. 2019, SM-2019-11-30-

1 issued to Mr. Su Han Choi on 30 Nov. 2019, SM-2019-11-30-2 issued to Ho 

Yeon Jeong on 30 Nov. 2019,  SM-2019-11-30-3 issued to Mr. Yo Hwan Kim on 

30 Nov. 2019, SM-2019-12-06-2 issued to Yong Jin Choi on 6 Dec. 2019, SM-

2019-12-06-3 issued to Mr. Jong Hun Cho on 6 Dec. 2019

- Certificate of Supply for Hiziki: JindoYulmok-2019-10-1 issued to Mr. Young 

Taek Ji on 1 Oct. 2019, JindoYulmok-2019-11-30-1 issued to Mr. Seong Uk Lee 

on 30 Nov. 2019

- Site observation: Farms, Songmin Fishery's nursery hous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President of Songmin Fishery

- 갈조류 다시마속의 종동정과 집단연구를 위한 분자마커 개발(NIBR No. 2009-

01-021) , 2009, 조가연, 이보람, 국립생물자원관
-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192266-000101-01),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 해조류 종자와 양식환경 협조요청 회신 (No. 912), 2020년 5월 21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 현장 확인: 양식장, 송민수산 양묘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Genetic impact 

management 유전적 영향 

관리 

There are measures in plac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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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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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the research paper on Korea Kelp Aquaculture history (Footprint of Korean Fisheries and Aquaculture History), wild kelp and 

aquacultured kelp have same genetic structure. Translocation of both Kelp and Hiziki doesn't occur in the aquafarming sites. All seedling 

are purchased from local suppliers who operate their own nursery house. Spores are collected from supplier's farms. The mature 

sporophytes are brought into land based tank facilities for nursing operations. There is contact with marine environment. However, the 

impact is considered negligible because, longline method is applied in the UoA for aquaculture and no use of any ingredients, feeds or 

fertilizer. This method is found to have very little impact on the surrounding ecological environment. Audit team confirmed genetic impact 

was limited and negligible. Kelp and Hiziki farming have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30-40 years in the same region and there is no 

issue reported genetic impact on wild populations. 

한국의 다시마 양식 역사의 보고서(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에 따르면, 자연종과 양식에 사용하는 종은 동일한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시마와 톳 모두 종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음. 모든 종묘는 공급업체의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육상 종묘장으로 이동하여 

양묘 과정을 거침. 해양 환경과의 접촉이 있으나, 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임. 연승식으로 양식을 하고 있고, 첨가물, 사료, 비료를 

사용하는 일이 없음. 이 양식 방식은 주변 환경에 대한 종 영향이 매우 낮으은 것으로 판단됨. 다시마와 톳 양식은 해당 지역에서 30-

40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으나, 자연 종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된 사례는 없음. 

- Molecular markers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population study on the genus 

Saccharian (NIBR No. 2009-01-021) , 2009, Ga Yeon Jo, Bo Ram Le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 Footprint of Korean Fisheries and Aquaculture History (Registration number 11-

1192266-000101-01), 2016,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 Wando County Website (www.wando.go.kr)

- Letter - Seaweed seeed and environment (No. 912), 21 May 2020,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 Site observation: Farms, Songmin Fishery's nursery hous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President of Songmin Fishery

- 갈조류 다시마속의 종동정과 집단연구를 위한 분자마커 개발(NIBR No. 2009-

01-021) , 2009, 조가연, 이보람, 국립생물자원관
-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192266-000101-01),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 해조류 종자와 양식환경 협조요청 회신 (No. 912), 2020년 5월 21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 현장 확인: 양식장, 송민수산 양묘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송민수산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Seaweed-habitat status 

해조류 서식지 상태 

The Uo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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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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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cultivate kelp and hiziki in the sea-based farms. Specialized vendor collects and nurses the seeds from 

aquafarm.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purchase the seedling from vendors. Wild stock is not taken for aquaculture nor for sales. 

Wild Kelp grows in general in the gravel sea floor in the deep sea and wild Hiziki is found in low tide line of the coast. Longline based 

aquaculture is practiced in the sea area which is far from low tide line and above the sea floor. Longlines are stretched horizontally on 

the surface of water and anchored firmly to the bottom in order to keep the longline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Vertical ropes are hung 

from the longlines. The encountered habitat is only the small area in the bottom of the cultivation area where the rope is fixed. 

There is no direct contact to the bottom habitat by Kelp and Hiziki aquacultured by farmers.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operate small 

vessels for work in the farm which doesn't impact on the habitat of wild seaweed as farmers take a mooring of vessel in the harbour and 

sail to farms by sea route. The seaweed farming in the production units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wild Kelp and wild Hiziki. There is no risk of any negative impact on wild stocks.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 UoA is 

highly unlikely (Highly unlikely =< 30th %ile)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생산단위의 양식어민들은 해상 양식장에서 다시마와 톳을 양식하고 있음. 양식을 하기 위한 종묘나 포자는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채취해서 전문 업체가 키워 공급하고 있음. 양식 어민들은 공급업체에서 구매하여 양식을 하고, 자연산 다시마나 톳은 양식을 위해 

채취하고 있지 않음. 자연산 다시마는 일반적으로 깊은 외해를 낀 암초 또는 자갈밭에서 자라며, 자연산 톳은 간조선 주변에서 자람. 

양식은 해상에서 긴 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조선으로부터 멀고, 해저면 위에서 실시됨.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뻣어있고,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따라서 겹치는 서식지는 로프가 고정되는 

부분의 양식장 바닥면이 되고, 양식되고 있는 다시마와 톳의 해저면 서식지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음. 양식어민들은 작업을 위해 소형 

선박을 사용하나 선박은 항국에 정박해서 해상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산 해조류에 영향이 없음.

생산단위 내 해조류 양식장은 대상 해조류의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음. 제공된 

근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양식장의 목표 해조류가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Highly unlikely =< 30th %ile)

- Seaweed Farming Final Service Report to Establish a Starate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Wando County, January 2016, Wando Branch of Jeollanam-

do Ocean & Fisheries Science Institute

- Pest control in Aquaculture of Sargassum Fusiforme (2016, Ho Chang Yoo, 

Mokpo University) 

- National Aquaculture Sector Overview, Republic of Korea, FAO webiste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aso_korea/en)

- Site observation: Farms, Songmin Fishery's nursery hous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President of Songmin Fishery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조류 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년 1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 톳양식을 위한 해적 생물 구제 (2016, 유호창, 목포대학교)

- 국가 양식 부분 일반, 대한민국, FAO 홈페이지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aso_korea/en)

- 현장 방문: 양식장, 송림수산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송민수산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ssessment tree

2.1 Habitats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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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nvironmental 

Impacts

환경적 영향 

1.2 Harvest Strategy 채취 

전략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에 대한 

유전적 영향 

1 Stock Status

자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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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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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Farmers in the UoA aquaculture kelp and hiziki in the sea-based farms. Other species are not harvested by farmers. Longline based 

aquaculture is practiced in the sea area which is far from low tide line and above the sea floor. Longlines are stretched horizontally on 

the surface of water and anchored firmly to the bottom in order to keep the longline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Vertical ropes are hung 

from the longlines. The encountered habitat is only the small area in the bottom of the cultivation area where the rope is fixed. 

There is no direct contract to the bottom habitat by Kelp and Hiziki aquacultured by farmers. Farmers in the UoA operate small vessels 

for work in the farm which doesn't impact on the habitat of wild seaweeds as farmers take a mooring of vessel in the harbour and sail to 

farms by sea route. Wando County consists of 265 islands in 4,940 ㎢ sea area. The report issu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2008, the licensed area for aquaculture in Wando County is 17,259 ha which is equivalent to 172.59 ㎢. Approximately 3% of the sea 

area of Wando County is licesed for aquaculture. The sea area is open and movement of currents is free in the entire region. Thus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aquaculture activies can be considered in the entire region of Wando County Sea area. The 

report published by National Park Research Instutite states that number of other wild seaweeds species found in 2008 and 2009 in 

Wando County Sea area were 12-22 species by sampling points while in 2018 research report shows that it has increased to 65-111 

species. Fisheries Seed Institute attached to Jeollanam-do Ocean & Fisheries Science Institute states in the letter dated on 21 May 

2020 that native impacts on the habitats due to kelp and hiziki aquaculture has not been reported last 10 years. Based on the facts 

described above, the UoA is highly unlikely (Highly unlikely =< 30th %ile)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평가 단위 양식어민들은 해상 양식장에서 다시마와 톳을 양식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다른 종들은 수확하지 않음.양식은 해상에서 긴 

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조선으로부터 멀고, 해저면 위에서 실시됨.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뻣어있고,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따라서 겹치는 서식지는 로프가 고정되는 부분의 양식장 

바닥면이 되고, 양식되고 있는 다시마와 톳의 해저면 서식지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양식장 업무를 위해 

작은 작업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연산 해조류의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양식어민들은 항구에 선박을 정박하고, 해상 루트를 

이용해 운항하기 때문임. 완도군은 4,940 ㎢ 해역에 26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 해양수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완도군의 양식 

면적은 17.259 헥타아르이며 이는 172.59 ㎢에 해당됨. 완도군 전체 해역의 약 3%가 양식장으로 허가되어 있음. 해역은 열려있고, 

조류의 움직임은 자유로움. 그러므로 양식장들의 환경영향은 완도군 해역 전에 미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함.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완도군 해역에서 발견된 자연산 해조류는 그 채집 위치에 따라 12-22종으로 확인됨. 2018년도 보고서에서는 그 

수가 65-111개 종으로 증가함.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는 2020년 5월 21일자 공문을 통해 다시마와 톳 양식으로 

인한 서식지의 부정적 영향은 과거 10년동안 보고된 것이 없다고 확인함.

상기에 기술된 사실을 근거로, 생산단위는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Highly unlikely =< 30th %ile)

- A study on how to restructure aquaculture industr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January 200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2018 Reserch report on natual resources in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Marine) (NPRI2018-12), 2018,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 Letter regarding Impact on Marine Environment dated on 21 May 2020, 

Fisheries Seed Institute attached to Jeollanam-do Ocean & Fisheries Science 

Institute (Fisheries Seed Institute-012)

- Website of Wando County (www.wando.go.kr)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2008. 1 해양수산부 

-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해양분야), (NPRI2018-12), 2018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해조류 종자와 양식환경,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공문, 

2020년 5월 21일, (공문번호 수산종자연구소-012)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 현장 방문: 양식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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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 UoA is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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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낮다.

Yes

예
VME possibly affected is the ecosystem of coral reefs in the sea area of Wando county. According to Marine Enviornment Information 

Portal, the distance between the nearest farm in the UoA and the Marine Protection area designat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more than 2 kms.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on VME in the Wando County Sea area is not reported in the study on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Coral) published in 2019 by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A news on increase in coral population in 

Wando County Sea area is reported by the local TV station in 14 January 2020. 

Capture and collection of coral from Wando County sea area are prohibited by the relevant laws. [Article 14 (Prohibition against Capture, 

Collection, etc. of Endangered Wildlife) and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Article 20 (Prohibitions against Capturing or 

Collecting, etc. Marine Organisms under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The farmers in the UoA don't have the direct contacts or don't sail over the area where VME is located. The public official inteviewed 

states that illegal capture of coral is not reported. Farmers state to respect and comply with the laws.

Therefore, the UoA is highly unlikely (Highly unlikely =< 30th %ile)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영향을 받을 수 있는 VME (취약한 해양생태계 서식지)는 양식장 해역의 산호초 생태계임. 해양환경정보포탈에 따르면, 평가 단위에서 

가장 가까운 양식장과 해양보호 구역의 거리는 2km이상임. 완도군 해역에서 VME (취약한 해양생태계 서식지)에 대한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해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2019년 발행한 멸종위기종 (산호)의 현상태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음. 지역 방송국에서 

2020년 1월 14일 완도군 해역의 산호 군락이 증가했다고 방송함.

완도군 해역에서 산호를 채취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 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및 채취 등 금지,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생산단윈 내 

양식어민들은 VME (취약한 해양생태계 서식지) 와 직접 접촉은 없고, 주변을 항행하지 않음. 완도군 공무원은 산호의 불펍 채취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진술함. 양식어민들은 법을 준수한다고 진술함. 따라서 평가 단위는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Highly unlikely =< 30th %ile)

- Marine Protection Area,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r. 2012-

836)

-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Study on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Coral) published in 2019 by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NPRI2019-23)

- 'Flowers in sea, Coral reef proliferation in Wando sea', MBC news, 14 January 

2020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50573_32531.html)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ww.law.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Famers, Director of WESC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2012-836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해양수산부
- 멸종위기 야생동물 분포 조사 (산호충류), 2019, 국립공원연구원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NPRI2019-23)

- '바다의 꽃' 연산호 만개한 완도 앞바다 MBC 뉴스, 2020년 1월 14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50573_32531.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 현장 방문: 양식장
- 인터뷰: 완도군 공무원,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a. Ecosystem status

생태계 구조 및 기능 

The Uo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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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Y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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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water quality of coastal area is measured every year by Korea Marine Envior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which a 

state-owned organization. According to 'Annual Report on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published by KOEM, various parameters are 

tested including Dissolved Oxygen(DO), COD and NH4. 5 sampling points are selected in Wando County Sea area one of which is 

located near the production units. 3 Parameters of DO, COD and NH4 are compared by years (2017 vs 2019). DO becomes increased, 

while both COD and NH4 become decreased at all 5 sampling points. This demonstrates the aquafarms in Wando County Sea area 

don't have the negative impacts on the marine ecosystem. 'A study on Environmental Improvements of Aquaculture Farms' (Korea 

Maritime Insitute, 2018) states that Total Oragnic Carbon (TOC) was measured of which samples taken from sediment underneath the 

20 seaweeds aquafarms in the South Sea of Korea 5 out of which are Kelp aquafarms in Haenam County next to Wando County where 

the production units are located. TOCs measured from Kelp farm are in the range of 3.6~8.05mg/g dry which is fallen into Grade 1 level 

of water quality set forth in national fishing ground environmental assessment rule. Grade 1 means the best water quality for 

aquafamring. Fishing ground environmental assessment shall be performed by the local government 1 year before the fishing license 

expires to determin the extension of the lice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Fishing ground environmental assessment,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 study on Shellfish and seaweeds aquaculture farming field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an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6) also states that parameters of TOC and Benthic Health Index(BHI) from seaweeds aquaculture farms 

don't show actual difference against control group compared and are below the thresholds for Grade 1 of aquaculture farming field. Any 

additives or fertilization is not applied to increase production in the kelp and hiziki farms. Both are naturally grown in the sea. Based on 

the facts described above, it is considered the UoA is highly unlikely (Highly unlikely =< 30th %ile) to disrupt the key elements underlying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o the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연안해안의 수질은 국가 기관인 한국해양환경공단에 의해 매년 측정되고 있음.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다양한 매개변수가 

측정되는데 이중 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늄 이온을 포함하고 있음. 생산단위가 위치한 완도군 해역 5곳의 장소에서 표본이 

취해졌음. 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늄 이온 3개 매개변수의 2017년과 2019년 측정치가 비교되었음. 5곳 모두에서 

용존산소량은 증가하였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암모늄이온 수치는 감소하였음. 이는 완도 해역의 양식장이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줌.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에 따르면 남해에 위치한 20곳 

해조류 양식장 하부 침전물 샘플 중 총유기탄소양을 측정하였음. 이중 완도군 옆 해남군 내 5곳의 다시마 양식장의 총유기탄소는 

3.6~8.05mg/g dry로 어장 환경평가 기준에 명시된 1등급 수질 기준에 해당됨. 어장환경평가는 어장관리법 11.2조 어장환경평가에 따라 

어업면허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면허가 만료되기 1년전에 군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1등급은 양식에 가장 적합한 수질을 의미함. 

'패류 및 해조류 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지침서 작성 연구' (해양수산부, 2016) 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장의 총유기탄소 및 저서동물지수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으며, 어장 1등급 기준 이하로 나타남. 다시마와 톳 양식에는 생산증가를 위해 추가 약품이나 비료가 사용되지 않음. 

모두 자연적으로 해상에서 자라고 있음. 상기 내용을 기본으로 심사 대상 단위는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 (Highly unlikely =< 30th %ile) 

- Annual Report on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2017, 2018, 2019 

(Registration Number 11-1192000-000508-10), Co-author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Korea Marine Envior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 A Study on Environmental Improvements of Aquaculture Farms (2018-08), 

Deceber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 A study on Shellfish and seaweeds aquaculture farming field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ance (Registration Number 11-1192000-000560-01), 2016,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Famers, Director of WESC

-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발간등록번호 11-1192000-

000508-1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8-09), 2018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패류 및 해조류 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지침서 작성 연구 (Registration Number 11-

1192000-000560-01), 2016, 해양수산부 

- 현장 방문: 양식장
- 인터뷰: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Effects of the UoA on 

population/stocks within 

national or international 

limits, where applicable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의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치 

내의 영향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 

on ETP species, the effects of the 

UoA on the population/stock are 

known and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국내 및 국제적 요건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의 

기준치에 대하여, 해당 양식장이 

멸종위기종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기준치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

N/A 

해당없음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s on 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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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해당없음 

There is no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set limits for protection or rebuilding of  ETP species. Relevant 

fisheries law in Korea law does not specify leg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ETPs in aquafarm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only states ETP species and requirements of protectection.

ETP 종의 보호 또는 재구축에 대한 제약 사항을 규정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 협약은 없음. 한국의 수산법률에는 양식장 내의 

ETP 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법척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ETP 종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 의무를 안내하고 있음.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ww.law.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Korea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nationalredlist.org) 

- List of endangered wildlife, Ministry of Environment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

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B%A9%B8%EC

%A2%85%EC%9C%84%EA%B8%B0&menuId=10259&orgCd=&seq=4049) 

- THE IUCN RED LIST OF THREATHEND SPECIES 

(https://www.iucnredlist.org/)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네트워크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

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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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2.3 ETP species 

멸종위기종 



b. Direct effects 직접적 영향 Known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likely to not hinder recovery of 

ETP species.

해당 양식장의 알려진 직접적 

효과가 멸종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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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TP species in the surrounding coastal area are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and Eurasian Otter (Lutra lutra) 

both of which are in IUCN Redlist. In the UoA, longline based aquaculture is practiced in the sea area which is far from low tide line and 

much above the sea floor. Longlines are stretched horizontally on the surface of water and anchored firmly to the bottom in order to keep 

the longline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Vertical ropes holding seaweeds are hung from the longlines. Once the seedling is tied to 

vertical rope, the seaweeds naturally grow floating in the sea. In the IUCN Website, the main cause of the continued decline in 

abundance of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is stated to be attributed mainly to bycatch in gillnet, trawl-net and stow-

net fisheries in the area and  fishing activities such as fish farming and lost or abandoned (ghost) fishing nets. Korea Otter Research 

Center in its website state that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decline of Eurasian Otter (Lutra lutra) is trap-net. The seaweeds farm in 

the UoA doesn't use gillnet, trawl-net and stow-net, trap-net. Finless Porpoise and Eurasian Otter (Lutra lutra) can come and escape 

from the seaweed farming area as farm is constructed with only ropes installed in distance.  Farmers in the UoA operate small vessels 

for work in the farm. Eurasian Otter (Lutra lutra) is most active at night when famers don't work according to a paper called Endangered 

Wildlife at a glance published by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8). Both Finless Porpoise and Lutra lutra are not 

observed in the Wando County sea area in 2019 according to Environment and spa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by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Probability of collision with  Finless Porpoise or Lutra lutra by work vessel is very low in the UoA. Farmers are well aware 

of legal requirements on protection of ETP specieis in Article 14 Prohibition against Capture, Collection, etc. of Endangered Wildlif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There is no obvious direct impact on surrounding land and marine environment and there is 

very low risk direct contact other species by kelp and hiziki. Therefore, the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highly likely (Highly likely = > 80th 

%ile) to not hinder the recovery of ETP species. 

한국의 ETP 보호 법률과 IUCN RED LIST 의 정보를 참조하여, 주변 지역에 발견 가능성이 있는 ETP 종은 상괭이와 수달임. 

생산단위내에서는 양식이 해상에서 긴 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조선으로부터 멀고, 해저면 위에서 실시됨.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뻣어있고,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해조류를 고정하고 있는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종묘가 수직 로프에 고정되면, 해조류는 바다속에서 유영하며 저절로 자람. IUCN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상괭이의 지속적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설치된 자망, 트롤망, 안강망에 혼획되는 것과 어류 양식 및 분실/방치된 그물과 같은 수산활동이 꼽히고 있음. 생산단위 내 

양식장에서는 자망, 트롤망, 안강망등의 그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양식장에는 로프만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괭이와 

수달은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음. 평가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작은 작업선을 사용하고 있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한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종 보고서(2018)에 따르면  수달은 양식어민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상괭이와 수달은 완도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상괭이 또는 수달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음. 양식어민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금지 등와 같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UoA의 직접적인 영향은 ETP 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Highly likely = > 

80th %ile)

- IUCN Website (https://www.iucncongress2020.org/motion/110) 

- Korea Otter Research Center Website (http://www.ottercenter.org/otterInfo.html)

- Endangered Wildlife at a glance (Revised in 2017) (Registration number 11-

1480592-001380-01), 2018,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 Environment and spa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http://egis.me.go.kr/map/map.do?type=eco) / Observation Frequency of 

Endangered species in Wando area

- Article 19 Prohibition, etc. of Capture of Wild Fauna and Flora,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IUCN 홈페이지 (https://www.iucncongress2020.org/motion/110) 

- 한국수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ottercenter.org/otterInfo.html)

- 국립생물자원관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017년 개정)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380-01), 2018,  

- 환경공간정보 서비스 (http://egis.me.go.kr/map/map.do?type=eco) / 멸종위기종 

발견 빈도 포유류: 완도 지역 0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금지 등
- 현장 방문: 양식장
- 인터뷰: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진도분소장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Indirect effects 간접적 

영향 

Go to target level 목표수준으로 

이동 

Indirect effects have been conside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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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 nagative impact which aquaculture activities in the production units may have on ETP species is fuel spillage and noise from vessel 

operation. The farmers prevent the spillage of fuel both on the boat and in land and the noise is not serious as it's from a small boat. The 

aquaculture farms are located in the sea and the farmers don't use any feed in the farm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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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the production units. 

According to the Annual Report on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the environment and habitats have not changed significantly. 

Public official and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the fuel spillage by not only UoA but also other aquafarms in Wando County sea 

area is not reported.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 negative impact of farms is unlikely, so UoA is considered highly likely (Highly likely => 80% ile) to not 

creat unacceptable Impact.

생산단위의 양식활동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유류 누출과 선박 소음일 수 있임. 양식어민은 선박과 토양에 연료 

유출을 예방하고 있으며, 양식용 어선은 매우 작은 규모라서 소음 문제는 거의 미미함. 양식시설이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료를 

투입하는 일이 없음. 그러므로, 주변 토양 및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음. 해안에 생산단위로 인한 빛이나 소음이 

없음.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환경 및 서식지가 현저하게 변화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터뷰한 공무원과 주변 주민들은 평가 단위 및 주변 양식장에서 기름유출이 보고된 적은 없다고 진술함.

양식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UoA 는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만들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Highly likely=>80%) 

- Annual Report on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2017, 2018, 2019 

(Registration Number 11-1192000-000508-10), Co-author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Korea Marine Envior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발간등록번호 11-1192000-

000508-1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 현장 방문: 양식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There are measures in place that 

minimise the UoA-related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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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for managing the UoA’s 

impact on ETP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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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OR 또는 OR 또는 

Where there are no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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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Where there are no requireme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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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aquafarms are located in the areas as indicated in the license. According to Marine Enviornment Information System, the distance 

between the nearest farm in the UoA and the Marine Protection area designat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more than 2 

kms. The aquaculture method (longline) ensures that there is littel interaction with the ETP species in the area. 

The relevant legal requirements to protect the ETP species are identified, assessed and addressed in the WESC Manual (Chapter 4, 

WESC Manual).

The farmer prevents fuel spillage from the vessel and the noise using small boat (Article 10.2.3, and Article 14.2.5, WESC Manual). Any 

additive, chemical or feed is not applied in the farm. The ETP species in the area are identified (Chapter 9, WESC Manual) and farmers 

are trained on how to protect the ETP species. Farmers are required to record in the work log and report to WESC when observing the 

ETP species (Article 9.2, WESC Manual). 

해상양식장은 면허에 기재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해양환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전지구와 심사 단위 

중 가장 가까운 양식장의 거리는 2 km가 넘음. 로프 연승식 양식 방법은 지역에서 멸종위기종과 접촉을 낮게 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파악, 평가되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음. (매뉴얼 4장).

양식어민들은 작업선에서 연료유출과 소음 발생에 방지하고 있음(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0.2.3항, 14.2.5항). 양식장에서 

보조약품, 화학물질, 사료등은 사용하지 않음. 지역 내 멸종위기종은 파악되어 있으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9장), 

양식어민들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양식어민들은 멸종위기종을 봤을 경우, 작업 일지에 기재하고 

완도친황경수산물협동조합에 보고해야 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9.2항)

- Fishery License

- Marine Protection Area,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r. 2012-

836)

-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ww.law.go.kr)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양식면허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2012-836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개정번호 1, 2020년 4월 30일)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e.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관리전략 평가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to work, based on plausible 

argument  타당한 주장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n objective basis for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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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ETP species to be protected in the region are clearly identifed and the relevant legal requirements are addreesed in the WESC 

Manual (Chapter 4 and 9, WESC Manual). The aquafarms are constructed as licensed and not located in the Marine Protection area. 

Policy and procedures to prevent the fuel spillage and noise generation are established in the WESC manual  (Article 10.2.3 and Article 

14.2.5). The procedure to record and report is established. (Article 9.2, WESC Manual)

Interview with the farmers and the director of WESC demonstrate that they are aware of both internal and legal requirements to protect 

the ETP species. The farmers and neighbour famers state that the catch or mortality of the ETP species has never happened in the 

UoA. The public official also states that the catch or mortality of the ETP species due to the UoA is not reported.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re is an objective basis for confidence that the measures/strategy will work, based on information 

directly about the UoA and the species involved.

지역에서 보호해야하는 멸종위기종은 명확하게 식별되었고 관련 법규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매뉴얼 

4장, 9장). 양식장은 면허대로 건설되었고 해양보전지구내에 없음. 유류 유출방지 및 소음발생 방지 방침과 절차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수립되어 있음 (10.2.3항, 14.2.5항). 기록하고 보고하는 절차도 수립되어 있음. (매뉴얼 9.2항).

양식어민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와 인터뷰를 통해 내부 규정 및 법규사항을 알고 있음을 확인함.

양식어민과 주변 어민들은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포획이나 죽음이 없었다고 진술함. 공무원또한 양식장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포획이나 죽음은 보고된 것이 없다고 진술함. 

가용한 증거를 토대로, 양식장 및 관련 종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음.

- Fishery License

- Marine Protection Area,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r. 2012-

836)

-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ww.law.go.kr)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양식면허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2012-836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개정번호 1, 2020년 4월 30일)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d.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관리전략의 존재 유무  



f.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관리 전략 

실행 

Go to target level 목표수준으로 

이동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위의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The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provides the information with regards to the ETP species in the region. The management 

strategy including policies and procedures are addressed in the WESC manual.

Trainings were provided to the famers in the UoA and records are retained. The farmers in the UoA can state the policies and 

procedures. Daily work log in which the observation of ETP Species is recorded is retained. The work log shows there is no unwated 

catch or mortality of the ETP species. 

No fuel spillage is reported in Wando Sea A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evidences described above demonstrates that the measures/strategy in place is being implemented sucessfully.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한 관리 

전략이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 어민들에게 교육이 진행되었고,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방침과 절차를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음. 일일 

작업 일지가 기록되고 유지되고 있음. 작업 일지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의 의도하지 않은 포획이나 폐사는 없었음.

따라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Fishery License

- Marine Protection Area,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r. 2012-

836)

-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ww.law.go.kr)

- Marine polloution statistics by sea areas (2015-2019), KOSIS Portal 

(http://kosis.kr/index/index.do),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양식면허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2012-836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개정번호 1, 2020년 4월 30일)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2015-2019), KOSIS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index/index.do), 통계청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g. Review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mortality of ETP species 

멸종위기종의 폐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전 조치의 

검토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ETP 

species.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 

관련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검토 한다.

N/A 

해당없음 

Not applicable because there is no unwated catch by the farmers in the UoA or mortality of ETP 

species caused by the UoA.

해당되지 않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로 인한 ETP종의 의도하지 않은 포획이나, 평가 단위로 인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경우는 없음.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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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해당없음 

Not applicable because there is no unwated catch by the farmers in the UoA or mortality of ETP species caused by the UoA.

해당되지 않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로 인한 ETP종의 의도하지 않은 포획이나, 평가 단위로 인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경우는 없음.

N/A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Main species are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Main species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Yes

예
Sebastis cusmarmoratus, Ditrema temminckii, Chromis notata, Pterogobius zonoleucus are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in Wando 

County Sea area according to the reserch report published by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16 species are designated for stock 

rebuilding plan and Thamnaconus modestus and Gadus chalcogrammus are the species targeted by National Insitute of Fisheris 

Science for intensive recovery and rebuilding since 2014. These 4 species (Sebastis cusmarmoratus, Ditrema temminckii, Chromis 

notata, Pterogobius zonoleucus) are not designated species for recovery. The farmers in the WESC do not capture these species. 

'Sargassum horneri' floats around the South sea of Korea and hinders seaweeds farming. 'Sargassum horneri' is observed in the 

Wando County area. Farmers catch 'Sargassum horneri' to remove from the farming area. According to the report issued by Korea 

Maritime Institute, 'Sargassum horneri' travels from the coastal area of the southern China on the current and harms the aquafarming 

and fishery. Local government and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mainly capture and remove it. 

The catch of 'Sargassum horneri' by the UoA comprises far less than 1% by weight of the total catch of all species. Therefore, 

Sargassum horneri is not considered 'main' species.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볼락, 망상어, 자리돔, 희줄망둑이 완도지역 해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류들임. 

16종의 어류가 회복대상종으로 지정되었고, 말쥐치와 명태가 2014년 이후 집중회복대상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상기 4개 종(불볼락, 망상어, 자리돔, 희줄망둑)은 회복대상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어민들은 상기 어종들을 포획하지 않음. 

괭생이모자반은 대한민국 남해안을 떠다니며, 해조류 양식을 방해하고 있음. 괭생이모자반은 완도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어민들은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여 제거하고 있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괭생이모자반은 남중국 해안지역에서 유영하여 

조류를 타고 이동하고 있으며, 양식 및 수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 지방정부 및 한국해양환경공단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UoA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양은 전체 수거되는 종의 무게의 1%에 한참 못미침. 괭생이 모자반은 

'주요'종으로 고려되지 않음.

- 2018 Reserch report on natual resources in Daedohaehaesang National Park 

(Marine) (NPRI2018-12), 2018,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 National Insitute of Fisheris Science Website (www.nifs.go.kr)

- KMI Analysis, Volume 44, 2017 September, Korea Maritime Institute 

-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해양분야), (NPRI2018-12), 2018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ifs.go.kr)

- KMI 동향분석, Volume 44, 2017년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OR 또는 OR 또는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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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is either evi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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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b.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관리 전략의 보유  

There are measures in plac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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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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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oA, longline based aquaculture is practiced in the sea area. Longlines are stretched horizontally on the surface of water and 

anchored firmly to the bottom in order to keep the longline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Vertical ropes are hung from the longlines. 

Seaweeds cultured are tied and floating in the sea wate which provides the shelter for fishes. Seaweed Farming Final Service Report to 

Establish a Starate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Wando County states that the target seaweed contributes to rebuild the fish 

population. Any net or other gears in which fishes are caught is not installed in the farms.

The policy on respect for compliance is clearly stated in the Chapter 4, WESC Manual.

All farmers in the UoA have vaild aquaculture license (Fishery license) and signed the agreement with fishery village association. The 

license and the agreement state that the location where the aquaculture is implemented and the species which are allowed to culture. 

Farmers in the UoA are not permitted to catch other species which are not indicated in the license and the agreement.

WESC has established the strategic objectives one of which is Objective 1. Preservation of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To 

achieve this objective, action plan is establshied.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 strategy in the UoA is expected to maintain or to not 

hinder rebuilding of the main species at/to levels which are highly likely (Highly likely = > 80th %ile) to be above the biologically based 

limits or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their recovery.

평가 단위 내에서는 연승식 양식 방법을 바다에서 적용하고 있음.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뻗어있고,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양식되는 해조류는 수직 로프에 묶여져 바다 속에 떠 있는 상태이고 이는 

물고기들에게 쉴 장소를 제공함.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조류 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6)에 따르면, 

인증 대상 해조류는 어류 자원 조성에 기여한다고 기술됨. 어망이나 기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어구는 설치되지 않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4장에서는 법규 준수에 대한 방침이 기술되어 있음. 평가 단위 내 모든 양식어민들은 적법한 양식 

면허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 면허와 행사계약서에는 양식 장소와 어종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어민들은 

허가된 어종이외는 포획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전략목표를 수립했고 이중 목표 1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존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음. 상기 근거에 따라, 생산단위내 전략은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에서 주요 종을 회복하는 것을 

유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양식장이가 기타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Highly likely = > 

80th %ile) 

- 2018 Reserch report on natual resources in Daedohaehaesang National Park 

(Marine) (NPRI2018-12), 2018,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 National Insitute of Fisheris Science Website (www.nifs.go.kr)

- Seaweed Farming Final Service Report to Establish a Starate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Wando County, January 2016, Wando Branch of Jeollanam-

do Ocean & Fisheries Science Institute

- WESC Manual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해양분야), (NPRI2018-12), 2018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ifs.go.kr)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조류 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년 1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관리전략의 평가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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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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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evant legal requirements are addreesed in the WESC Manual (Chapter 4, WESC Manual). The aquafarms are constructed as 

licensed. All farmers are required to record the work log from which all daily activies are monitored.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of WESC monitors the compliance of local laws and policy/procedures by member 

farmers. The committee has appointed an internal auditor who inspects the farms. 

Interview with the farmers and the director of WESC demonstrate that they are aware of both internal and legal requirements to protect 

the ETP species. The farmers and neighbour famers state that the catch of fishes doesn't happen in the UoA as the farms only 

aquaculture the target seaweeds. 

Given the available evidence, there are some objective basis for confidence that the measures/partial strategy will work, based on some 

information directly about the UoA and/or species involved.

지역에서 보호해야하는 멸종위기종은 명확하게 식별되었고 관련 법규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매뉴얼 

4장). 양식장은 면허대로 건설되었음. 모든 양식 어민들은 작업 일지를 기록해야 하고 이를통해 일일 실시되는 모든 활동이 확인할 수 

있음.

친환경수산물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한국 법과 규정을 지키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음. 위원회는 내부 심사원을 지정해서 

양식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식어민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와 인터뷰를 통해 내부 규정 및 법규사항을 알고 있음을 확인함.

양식어민과 주변 어민들은 양식장 운영으로 인해 어류의 포획은 없다고 진술함.

가용한 증거를 토대로, 양식장 및 관련 종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d.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관리전략 

이행

Go to target level 목표수준으로 

이동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partial 

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부분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Trainings on legal requirements and polices/procedures were provided to the famers in the UoA and records are retained. The farmers 

in the UoA can state the policies and procedures. Daily work log is recorded and retained. The work log shows there is no catch or 

mortality of the other species. 

The evidences described above demonstrates that the measures/partial 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

양식 어민들에게 법규 및 방침/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방침과 절차를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음. 일일 작업 일지가 기록되고 유지되고 있음. 작업 일지에 따르면 다른 종의 포획이나 폐사는 없었음.

따라서 조치/부분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 WESC Manual

- Training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 교육 기록
- 현장 확인: 양식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Main species stock status 

주요 종 자원 상태 

2.4 Other species

기타 종  



e. Review of alternative 

measures 대안적 조치의 

검토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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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of main 

species and they are implemented as 

appropriate.양식장과 관련한 주요 종의 원치 않는 포획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된다.

Yes

예
There has been no catch of other species nor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which is verified with farmer interview and daily 

work log.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of WESC regularly reviews the monitoring results of farmers's aquaculture practice in 

the UoA. At least bi-monthly interval, the committee meetings are scheduled and conducted. Meeting minutes are recorded and retained.

다른 종의 포획이나, 원치 않는 포획 폐사가 없었음.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양식어민들의 양식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음. 최소 2개월 1회의 주기로 

위원회 회의가 계획되고 실시됨. 회의록이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Site observation: Farms,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 작업 일지
-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회의록
- 현장 확인: 양식장
- 면담: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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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state that fertiliser is not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Neighbour famer 

interviewed and public official confirm that fertilizer is not applied in this open sea seaweeds aquafarm. 

Production units doesn't use styroform buoy, while many of neighbour farms are observed using it.

The waste collected from the production units are moved to the designated area in land or on the sea 

floating deck which is arranged by local government. The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states that 

local government dispose the collected waste.

Domestic waste which may be generated in the vessel shall is collected in the plastic bag approved by 

local government and brought back to land. 

생산단위의 양식 어민들은 생산단위에서 비료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주변 양식 어민 및 공무원 

인터뷰에서 공해상에 있는 해상 해조류 양식장에서 비료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함. 

생산단위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육상 또는 해상 지정 장소로 옮겨 놓게 됨. 

완도군 공무원은 군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확인함.

선상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지방정부 승인 폐기물 봉투에 수거되어 육상으로 옮겨기게 됨.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expected to 

reduce waste produced by the UoA.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폐기물 저감이 예상되는 전략이 마련된다.

Yes

예
Waste reduction strategy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0.2.1 Chemical waste and 10.2.2 Biological waste,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Farmers are trained on this waste reduction strategy.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All wastes generated and collected from 

farms shall be recorded in the work log and are moved to the designated area in land or on the sea floating deck which is arranged by 

local government.

Reuse and recycling of gears are encouraged in the production units and unused and/or waste gears shall be recovered for proper 

disposal. This will result in less supply of inorganic matter to the sea.

Pruned seaweed shall not be thrown away to the sea, instead used for the feed of avalone, or sold, which can reduce the supply of 

nutrition to the sea.

Farmers activly collect 'Sargassum horneri' which floats around and hinders seaweeds grow and farming. The collected 'Sargassum 

horneri' are dried and applied to crop field on land. Farmers have replaced Syrofoam buoys to environmentally friendly buoys. Tie-Ties 

are collected during the maintenance of gears during the off season.

폐기물 저감 전략이 WESC 매뉴얼 10.2.1 화학적 폐기물, 10.2.2 생물학적 폐기물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폐기물 저감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양식장에서 발생하거나 수거된 모든 폐기물은 작업 일지에 기록되고 지방 정부에서 마련한 육상 또는 해상의 수거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함.

생산단위에서는 장비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독려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거나 폐어구들은 적절한 처리를 위해 수거되어야 함. 이를 

통해 무기물 폐기물이 바다에 폐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솎음 작업으로 발생하는 해조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거나, 판매하도록 해야 함. 이는 바다로의 영양분의 공급을 줄일 수 있께 함. 

생산단위의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주변을 떠다니며, 해조류 성장을 방해하고 양식을 방해하는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해서,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스티로폼 부표를 환경친화적 부표로 교체했음. 종묘를 묶었던 타이는 양식을 하지 않는 기간에 

실시하는 양식장 설비 보수 중에 수거됨.

- Press Release dated on 25 January 201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년 1월 25일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Chemicals and 

hydrocarbon wastes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폐기물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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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Chemical is not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Hydrocarbon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are mainly fuel oils for vessels and hydrualic oil for lifting 

equipment and engine oil for vessel engine. Farmers state that waste engine oil is changed only in the 

habour by the specilist service vendor when the vessel is anchored.

생산단위에 화학물질은 사용되지 않고 있음.

생산단위에 사용되는 탄화수소류는 주로 선박 연료, 인양장비용 유압유, 선박 엔진오일 등 임. 양식 

어민들은 선박 엔지오일이나 유압유는 항구에서 정박시에만 교체하고, 전문 정비업체에서 와서 

실시한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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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is not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Waste reduction strategy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0.2.1 Chemical waste,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he engine oil shall 

get changed by the specialist service vendor. The vendor shall collect the waste engine oil back to his garage for dispoal as per Article 

17, Wastse Control Act.

Maintenance records of vessels are retained.

Farmers are trained on this waste reduction strategy.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생산단위에서 화학물질은 사용되지 않음.

폐기물 저감 전략이 WESC 매뉴얼 10.2.1 화학적 폐기물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엔진오일은 전문 정비업체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하고, 

업체에서는 폐 오일을 수거해 가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선박 정비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폐기물 저감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 Vessel maintenance record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Certificates of Training completion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선박 정비 기록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교육 수료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Chemicals and 

hydrocarbon spills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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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Chemical is not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Spillage kit is available in the vessel.

Fuel oil is filled up prior to work on the sea. Funnel is used to pour the fuel oil in 20 liter container into 

fuel tank. Fuel tank is placed in the room in the vessel so that spilled oil can be contained.

Engine oil is changed only in the habour by the specilist service vendor when the vessel is anchored.

생산단위에서 화학물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누출 대응 키트가 선박에 비치되어 있음.

연료는 바다로 출항전에 공급되어야 하마. 20리터 통에 담긴 연료는 깔대기를 사용하여 연료통을 

채움. 연료통은 선박 내 별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누출되더라도 고여있게 설계되어 있음. 

엔진 오일 및 유압유는 선박정비 전문 업체에서 항구 정박 시 교체하게 됨.

There is a spill prevention and response plan in place 

for chemicals and hydrocarbons originating from the 

UoA.양식장에서 유래하는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에 

대한 유출 방지 및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Yes

예
Chemical is not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Spillage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0.2.3,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Farm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Vessel Safety Training as per the Article 29, Vessel Safe work rules. All farmers have completed yearly safe 

work training. Certificates of completion are verifie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arranged training sessions 

for its member farmers. More than 10 trainings were provided to farmers for last 1 year. Prevention and response to spillage is noted in 

the training subjects.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If the incident of oil spillage happens, farmers are required to report local coast 

guard immediately as per the article 63,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hone number of local coast guard is indicated in the 

WESC manual. During the site visit, it was observed that the plan only covered the spillage on the sea. The plan for spillage in the 

storage in land is missing. Condition is raised during the site visit and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subsequently. Condition is closed 

before the PCDR is published.

Spillage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is improved and updated in the Article 10.2.3,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Plan to prevent from the spillage in land is added. WESC memeber have improve the chemical storage as required by the WESC 

Manual. Roof and secondary containment are improved and/or installed to prevent from the spillage.  

화학물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누출 대비 및 대응 계획이 WESC 매뉴얼 10.2.3.항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29조에 따라 해상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 교육 이수증이 확인되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조합원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과거 1년동안 10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었음. 누출대응은 교육 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만약 

누출사고 발생 시, 양식 어민들은 해양환경관리법 63조에 따라 지역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함. 지역 해양경찰의 연락처가 매뉴얼에 

명기되어 있음. 현장 심사 시 계대응 계획은 해상에서의 유출만 고려하고 있고, 육상 보관장에서의 유출에 대한 계획이 없음이 확인됨. 

현장 심사 시 condition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누출 및 대응 계획이 WESC 매뉴얼(2020년 7월 27일, Rev. 1.1) 10.2.3.항에 개선되고 보완됨. 육상에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추가되었음. WESC 양식어민들은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육상의 화학물질 보관시설을 개선함. 지붕과 누출방지턱등이 

보완되거나 설치됨.

- Vessel maintenance record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 Training records

- Certificates of Training completion

- Photos of chemical storage (after improvement)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선박 정비 기록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WESC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1.1)

- 교육 기록
- 교육 수료증
- 화학물질 보관장 개선 후 사진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2.6 Pest(s) and disease(s) 

management 해충(들) 및 

질병(들)의 관리 

a.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 

There is a partial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분적 전략이 있다. 

Yes

예
Production units have identified disease and pest in the WESC manual (Article 11.2.1). Farmers are 

trained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plan. Training record is retained.

Farmers and Neighbour famer interviewed state that production units have not experienced any 

disease or pest.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confirms that diesease in the seaweeds farms in Wando County is 

not reported.

Farmers inspect the farms every day to check out any outbreak of disease or pest.

Farmers are required to report the diesease to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f 

diesase or pest is observed.

생산단위는 WESC 매뉴얼에 발생가능한 질병과 해충에 대해 식별해 두었음. 양식 어민들은 질병 예방 

및 대응 계획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교육기록이 보존되어 있음.

양식 어민들과 주변 양식장 어민은 생산단위에서 질병이나 해충 피해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함.

완도군청 공무원도 해조류 양식장에서 질병 발생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함.

양식 어민들은 매일 양식장을 점검하면서 질병이나 해충의 발병이 없는 지 확인함.

질병이나 해충 발생 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There is a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이 

있다. 

Yes

예
Prevention and response plan on pest and diesease is addressed in the section 11,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Farmers are 

trained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plan. Training record is retained.

Farmers shall conduct the inspection of seaweeds in the farms. If diesease or pest is observed, farmer shall immpediately report to 

WESC and subsequently report to National Insitute of Fisheries Science and Wando County. Contact person and number are indicated 

in the manual.

The seaweed called 'Sargassum horneri' floats around and grows in the farms. Farmers actively remove this seaweed. The number of 

ropes installed in the respective farms shall not exceed the numbers indicated in the agreement with Fishery Village Association to 

prevent the decrease the quality and value of seaweeds cultured. This also helps to secure the space between and among seaweeds 

and release the concern on blocking the flow of water by fouling organisms.

Head of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confirms that seaweeds diesease 

or pest are not reported.

해조류 해충 및 질병 예방 및 대응 계획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1장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대응 계획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내 해조류를 점검해야 하고, 질병 또는 해충 발생 시 즉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 보고해야 

함.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및 완도군에 보고함. 담당자명과 연락처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음.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 주변에 떠다니거나 양식장에서 기생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적극적으로 괭생이모자반을 제공하고 있음. 

개별양식장에 설치된 로프의 수는 마을어촌계와 협의된 숫자 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음. 이는 양식해조류의 품질과 가치를 감소시키를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해조류 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착 생물에 의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원 수산종자연구소 소장은 해조류 질병이나 해충이 보고된적은 없다고 진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Head of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장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Energy use monitoring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T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energy use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단위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일부 정보가 있다.

Yes

예
Main energy use is identified and consumption is measured. The records are retained.

Main energy use is fuel oils for vessles which are gasoline and diesel.

주요 에너지 사용은 식별되었으며, 사용량은 측정되고 있음.

사용량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주요 에너지 사용은 선박용 연료유임. 연료유로 가솔린과 경유가 사용됨.

There is evidence of energy use monitoring relative to 

production and ongoing effort to improve efficiency. 

생산에 관한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관한 증거가 있다.

Yes

예
Efficient energy use plan is addressed in the section 12,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he plan includes no speeding, no idling, 

periodic maintenance of vessel, etc.

Farmers are trained on the plan.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Fuel oil consumption is monitored consistently and maintenance of vessel is implemeted regularly.

Production units use energy during the primary processing and temporary storage in land. For instance, additional drying of seaweeds 

sun- dried by hot air which is generated from diesel blower, or electrical blower. And electricity is consumed for lighting and operation of 

freezer, pump, heater, etc. During the site visit, it was observed that other energy uses are not identified. (e.g. Electricity or diesel use 

for seaweeds dry, storage, and transportation). Condition is raised during the site visit and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subsequently. 

Condition is closed before the PCDR is published.

Energy uses are identified and monthly energy log is developed to monitor the consumption. Energy sources and energy uses are 

indicated in the monthly energy log. Farmers are going to record the energy consumption from July 2020. WESC Manual is updated to 

address the rules with regard to energy consumption monitoring. In the section 12,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farmers are 

required to record energy consumption for vessel in the work log and for tool, equipment and storage in the monthly energy log.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계획인 WESC 매뉴얼 12장에 기술되어 있음.

계획에는 과속 금지, 공회전 금지, 선박의 정기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해당 계획에 대해 교육 받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연료유 사용량은 일관되게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선박의 유지보수도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생산 단위는 육상에서 1차 가공 시 그리고 임시 보관장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일광 건조 후 뜨거운 공기를 위한 추가 

건조. 뜨거운 공기는 디젤 블로우워나 전기 블루우워에서 만들어짐. 조명, 냉동고, 펌프, 히터 등에 사용되는 전기 등이 있음. 

현장 심사 시 기타 에너지 사용은 파악되지 않음을 확인함. (예, 해조류 건조, 보관 및 운반에 사용되는 전력, 경유 등).  현장 심사 시 

condition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모든 에너지 사용이 식별되었고, 월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도록 일지가 개발됨. 에너지 사용원과 에너지 사용은 월별 일지에 

식별되어 있고, 양식 어민들은 2020년 7월부터 에너지사용량을 기록할 예정임. WESC 매뉴얼은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WESC manaul (2020년 7월 27일, Rev. 1.1) 12장에 따르면, 양식어민들은 선박의 에너지사용량은 작업 일지에, 

장비, 설비 및 보관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은 월간 에너지 일지에 기록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 Training records

- Energy consumption records

- Monthly Energy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Head of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WESC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1.1)

- 교육 기록
- 에너지 사용량 기록
- 월간 에너지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2.7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2.5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관리 및 오염 방지 



b. Maintenance records of 

equipment 장비의 유지보수 

기록 

There are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이 있다.

Yes

예
Vessels used in the production units are regularly maintained by a service provider.

Maintenance records are retained.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선박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 짐.

유지보수 기록은 관리되고 있음.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are up to date and 

available.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이 업데이트 되며, 

확인가능하다. 

Yes

예
Maintenance of equipment is stated in the article 12.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Vessels and farm equipment shall be 

regularly maintained and the status shall be recorded in the work log.

Vessles are maintained by service providers on a regular basis and maintenance records are up-to-date.

Other equipment such as pump, blower, heater, etc. are regulary maintained by farmers. It is recorded in the work log.

장비의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WESC 매뉴얼 12.2항에 기술되어 있음. 선박 및 양식 장비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하고, 그 현황은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선박 유지 보수는 전문 업체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기록은 최신본으로 유지되고 있음.

펌프, 블로우워, 히터 등 기타 장비들 양식어민들이 정비하며, 기록은 작업 일지에 남겨져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Work log

- Maintenance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Head of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작업 일지
- 정비 기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Impact of translocation 

activity 이식활동의 영향 

The translocation activity is unlikely 

to introduce diseases, pests, 

pathogens, or non-native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 

이식 활동이 질병, 해충, 병원체 

또는 비 토착종을 주변 생태계로 

유입할 가능성이 낮다.

Not 

Applicabl

e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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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troduce 

diseases, pests, pathogens, or non-native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이식 활동이 질병, 해충, 

병원체 또는 비 토착종을 주변 생태계로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Not 

Applicable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Translocation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이식 관리 전략 

평가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that is expected to prot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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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pplicabl

e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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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to protect 

the sur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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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pplicable

해당없음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외래종 유입
a. Management of alien 

species  외래종 관리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prog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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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See Justification of the Target level.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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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No one shall bring organisms disturbing marine ecosystems into marine systems and increase their habitats or numbers. Any one who 

intends to import or bring in organisms disturbing marine ecosystem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ccording to Article 23 (Management of Organisms Disturbing Marine Ecosyste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Act. The transplantation of fishery resources is restricted as per Article 35 (Orders to Recover Fishery Resource) in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The transplation of seaweeds are required to get the approval from National Institue of FIsheries Science 

as per Fishery Resource Transplatation Approval Standard (National Instituate of Fisheries Science Notification Number 2020-2). 

It is addressed in Article 7.4, WESC Manual that member farmers shall farm the seaweed which is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seedling shall be purchased from suppliers who can demonstrate that the seedling is not alience species. Farmers shall secure the 

evidence document of it. Farmers shall harvest the seaweeds before these produce spores and fertilization occurs. Ropes and gears 

used for the production shall be brought up to land for maintanance and for prevention of unintended spread of spores which may be 

attached in the gears and ropes.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유입시키거나 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키면 안됨. 그리고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산자원관리법 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 금지 또는 승인 규정이 있고, 해조류 이식의 

경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기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WESC 매뉴얼 7.4조에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양식어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해조류만을 양식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 종묘 구입은 alien species가 아닌 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서만 진행하고, 증빙을 확보할 것을 명시함. 양식 

해조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어민은 양식 해조류가 포자가 야생으로 

전파되기 전 수확함. 수확이 끝나 해조류 양식시설은 반드시 철거하여 보수하고, 혹시라도 양식시설에 부착했던 해조류의 씨앗(포자)이 

야생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ww.law.go.kr)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Compatibility of laws or 

standards with effective 

management 법률 또는 

표준과 효과적인 관리와의 

양립 가능성

There is an effective national legal 

system and a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where necessary, to deliver 

management outcomes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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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Korea is a signatory party to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UNFSA) and Korea is a 

signatory party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re are national laws governing the actions of the authories and actors involved in managing the 

Units of Assessment. These include Fishery Management Act,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tn Act.

한국은 해양법에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약칭 : 유엔공해어업협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임.

심사 단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공서 및 관련자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음.

There is an effective national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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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Korea is a signatory party to UNFSA and UNCLOS and cooperates with other parites to conventions as required by the conventions.

Farming is managed and controlled under national legal framework such as Fishery Management Act,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ts sub-oranizations,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lly cooperate with other govern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한국은 유엔공해어업협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으로 당사국들간에 협력하고 있음.

양식업은 국가 주요법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등이 있음.

해양수산부 및 그 산하기관, 그리고 외교부등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과 협조하고 있음.

- UNFSA

- UNCLOS

- Fishery Management Act

-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 Websit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ww.mof.go.kr)

- Websit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mofa.go.kr)

- UN공해어업협정
- UN해양법
- 수산업법
- 어장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Respect for rights 권리에 

대한 존중
The management system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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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respect of laws is stated in the section 4,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All 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has proper and valid licenses and agreement with fishery 

associations.

The legal rights are verified with license and the signed agreement with fishery associations.

Fishery village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to which the authority to manage the aquafarmings in a 

village is granted within the legal and customary framework by the local government.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s committed to respect these framework in the 

manual.

국내법의 준수 방침이 WESC 매뉴얼 4장에 기술되어 있음.

평가 대상 양식장들은 모두 적절하고 유효한 어업면허와 어촌계와 체결한 행사계약을 보유하고 있음.

법적 권리는 면허와 서명본 행사계약서를 통해 확인했음.

어촌계는 법적 및 관습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마을의 양식업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지방 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조직임.

매뉴얼 상에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이런 법적 및 관습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것을 표명하고 

있음. 

The management system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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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Member farmers in the units of assesment are trianed on the policy on the respect of laws as well as autonomous regulations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s set forth in the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A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states in the interview that compliance with laws and decisions made by Fishery Village 

Association is inevitable to operate the farms. The long-term interests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are sought and considered in the 

Fishery Village Association.

The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states that the production units have the ligitimate license and comform the legal requirements. 

평가 단위에 있는 조합원들은 WESC 매뉴얼에 기술된 법규 준수 및 어촌계 자율규약에 대한 방침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교육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인터뷰한 어촌계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어촌계에서 내린 결정을 다르는 것은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고, 

어촌계원들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고려되고 있다고 진술함.

완도군 공무원은 생산단위들은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진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Fishery license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Head of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under Jeollanamdo Institu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어업 면허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Objectives 목적 Objectives to guide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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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purpose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s to produce saf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seafoods to contribu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o 

support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Article 2, Articles of incorporation). 

WESC has established the 1st strategic objectives as follows;

Objective 1. Conservation of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Objective 2. Establishing responsible aquafarming practice 

Objective 3. Increase in supply and sales of certified seafoods

The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are aware of the purpose of WESC and the objective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목적은 안전한 친환경 수산물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2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하기와 같은 목표를 수립했음.

목표 1.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보전
목표 2. 책임 양식 활동 확립
목표 3. 인증 수산물 공급량 및 판매 확대
생산 단위의 양식어민들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목적과 목표를 알고 있음.

Short and long-term objective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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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purpose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established on 14 December 2018 is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is registered in Jellanamdo province.

The strategic objectives for the period of 2019 and 2022 are clearly addressed in the article 2.4.1,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Respective targets and actions plan are established and documented to achieve objectives in the article 2.4.2, WESC manual. Tartgets 

include; 

To use environmentally buoys (replacement of Styrofoam buoy) - done, 

To implement monitoring of Marine environment by 2022, 

To establish waste reduction and waste collection system by 2022, 

To develop worker training programs regarding the environment, labor right, etc. by 2022

To establish local community forum by 2021, 

To expand the ASC-MSC Seaweeds certification to newly joining cooperative member farms by 2022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are aware of these targets and action plan.

2018년 12월 14일 설립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목적은 정관에 명기되어 있고, 정관은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음.

2019-2022년 동안의 목표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4.1 항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와 액션 플랜은 수립되어 매뉴얼 2.4.2항에 문서화 되어 있음.

세부목표는 다음을 포함
친환경부표 사용(시티로폼 부표 교체) - 완료
해양환경 모니터링 (2020년 까지)

폐기물 감축 및 퍠기물 수거시스템 구축 (2022년까지)

환경 및 근로자 권리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수립 (2022년까지)

지역사회 포럼 설립(2021년까지)

조합에 신규 가입하는 양식장 대상 ASC-MSC 해조류 인증 확대 (2022년까지)

생산 단위의 양식어민들은 세부목표와 액션플랜을 알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2.8 Translocations 이식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법적 및/관습적 

체계 

Principle 3: 

Effective 

management

효과적인 관리 

3.2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b.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 

There are some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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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is address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highest governing body in WESC is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final authority i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co-operative.It is composed of members who are 

entitled to vote, duly assembled and constituting quorum.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s is to set grand 

strategic goals and develop an overarching vision for WESC. The board of directors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moving the organization in a direction, as defined by the cooperative's strategic 

objectives.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정관에 기술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총회이며, 총회는 협동조합의 경영과 관리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 총회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상 참석함으로서 성회가 됨. 이사회의 역활은 중요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비전을 수립함. 이사회는 조합의 전략 목표에서 정의한 방향으로 

일끌어 나갈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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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is addressed in Chapter 4. General Assembly and Board of Director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uthority, role and resposibility of General Assembly, Board of Directors are cleary d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ddtion, the organization called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is established under Board of 

Directors.

Main rol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are to assist Board of Directors and member farmer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ASC-MSC Seaweeds Standar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oles and responsibili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are documented in the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정과 4장 총회 및 이사회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총회 및 이사회의 권위, 역할, 책임은 정관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가 이사회 밑에 만들어져 있음.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이사회와 조합원 양식어민들이 ASC-MSC 해조류 규격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책임은 매뉴얼에 문서화 되어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Responsivenes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과정의 대응성 

Decision-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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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WESC Manual includes how to respond 

stakeholders's request.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in WESC shall review and 

respond the issues raised by stakholder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request. The discussion 

process and result shall be disclosed to members of WESC. The decisions made can be shared with 

other stakeholders with approval of the committee chairman unless it is confidential.

Decisions made by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are repor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subsequently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WESC.

WESC 매뉴얼에 있는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과정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포함하고 있음.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발의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함.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음.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가 내린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조합원 총회에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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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과정은 관련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협의에서 

확인된 모든(all) 사안에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수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결정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다.

Yes

예
In addition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issues raised by stakeholder, all member farmers are required to report all issues to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in WESC. (WESC Manual, Article 5.3).

It is stated in the Article 5.1 The purpose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WESC Manual that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e principles of Transparancy,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in all decision-making processes.The committee has a 

meeting monthly to identify issues which WESC respond. 

이해관계자가 발의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더해, 모든 조합원 양식어민들은 모든 이슈를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매뉴얼 5.3항).

매뉴얼 5.1항,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목적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투명성, 책임성 및 대응성 원칙을 보장해야 함. 

위원회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이 대응해야할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월간 회의를 가지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Meeting minutes of General Assembly, 

- Meeting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d. Use of precautionary 

approach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용 

Decision-making processes use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re based on best available information.

의사결정과정은 사전 예방적 접근을 이용하며 최선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

Yes

예
WESC identifies issues in a proactive way. Small groups of member farmers are formed by location and have regular and periodic 

meeting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to prevent foreseeable issues. (Article 5.3, WESC Manual) 

According to the WESC Manual 14.2.2,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 committee is required to interview relevant 

stakeholders dur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to reflect the collected information in the report submit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formed stakeholder roundtable, called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in which various stakeholder participate. The stakeholders include regulator, researcher, NGO, and industry association, etc. 

The main purpose of this stakeholder roundtable is to consult various stakeholders to get information or advice with regards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sustainable operation of seaweeds farms, societal impact on local community by 

seaweeds farms, etc.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this stakeholder roundtable is used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생산 어가들은 지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정보를 교환하고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매뉴얼 5.3항)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2항에 따르면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갈등해결 과정 중에 관련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도록 

되어 있고, 수렴한 정보를 이사회 제출 조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음. 참여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연구원, NGO, 산업단체 등이 포함됨.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관리, 

해조류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양식장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함임. 라운드테이블에서 획득한 정보는 

의사결정프로세스에 반영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Meeting minutes of General Assembly, 

- Meeting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management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ss 

관리체계 및 의사결정과 

정의 책임 및 투명성 

Some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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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It is stated in the Article 5.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sult shall be disclosed to WESC members and should be available to stakeholders on request. A 

general summary of information on subsidies, allocation, compliance and farming management 

decisions should be available to stakeholders on request.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holds responsible for decision-making on gett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So far, there has been no request of the information from stakeholders.

WESC have disclosed its activities in its website(blog.naver.com/asc7177).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매뉴얼 5.2항에 따르면,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결과는 협동조합 멤버에 

공개되어야만 함.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가능해야 함. 보조금, 할당, 준수, 양식관리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 요약사항은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이용가능해야 함.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가 정보 가용성에 대한 책임을 가짐.

아직까지 정보 제공에 대한 요청은 없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은 웹사이트에 활동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blog.naver.com/asc7177).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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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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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It is stated in the Article 5.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sult shall be disclosed to WESC 

members and should be available to stakeholders on request. In addition to a general summary of information on subsidies, allocation, 

compliance and farming management decisions, the information on decisions, production unit data supporting decisions, and the 

reasons for decision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stakeholders on request. 

The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unit's performance and management action was presented to local stakeholders in the Wando ASC-

MSC Council.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매뉴얼 5.2항에 따르면,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결과는 협동조합 멤버에 공개되어야만 함.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가능해야 함. 보조금, 할당, 준수, 양식관리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 요약사항에 더해 결정사항, 결정사항을 

지원하는 생산단위 데이터, 결정에 대한 사유등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가용해야 함.

생산단위의 성과 및 관리조치는 완도 ASC-MSC 협의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되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Meeting minutes of General Assembly, 

- Meeting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Meeting minutes of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ASC-MSC 해조류 위원회 회의록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f. Approach to disputes 

분쟁에 대한 접근 

Although the manag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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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re is no legal dispute in the production units.

생산 단위 내에 법적 분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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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pect of laws is stated in the section 4,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It is stated in the article 5.2.2 WESC Manual that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responds the legal dispute in a timely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Korea. 

Director of WESC states that there is not legal dispute or legal challeage in the production units.

Neighbours interviewed say that they have not heard of any legal dispute with WES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4장에는 법의 존중를 명시하고 있음.

또, 매뉴얼 5.2.2.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수산물 위원회는 한국법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이사는 생산 단위에서 법적 분쟁이나 법적 문제사항이 없다고 확인했음.

인터뷰한 이해관계자들도 법적 분쟁은 들은 적이 없다고 회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 1)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MCS implementation 감시, 

통제, 감독 (MCS) 이행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mechanisms exist,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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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mechanisms are addressed in the Section 6,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monitors the 

compliance of local laws and customary laws by member farmers. The committee has appointed an 

internal auditor who inspects the farms, and conducts interview of farmers and workers, neighbour if 

necessary.  

Farmers state that the auditor performs internal audit. 

모니터링, 통제, 감독 메카니즘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6장에 기술되어 있음.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한국 법과 관습법을 지키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음. 

위원회는 내부 심사원을 지정해서 양식장 심사, 양식 어민 및 근로자, 필요 시, 지역주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식 어민들은 심사인이 내부 심사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A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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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internal audit was performed in February 2020 by the external auditor.

Simple report in the meeting minute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 committee shows that the audit agenda covers the 

compliance items.

The director of WESC and farmers say that the audit results were shared with respective farmers on-site.

During the site visit, it was observed that the internal audit record was not retained. Condition was raised during the site visit. Condition is 

closed before the PCDR is published.

Regular audit is regulated in the article 6.2.1,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The internal audit shall be conducted bi-monthly 

(January, March, May, July, September and November) and surprise audit can be arranged if necessary. WESC manual states that the 

audit is commissioned to external party. The audit report, called 'Producer and aquaculture farm Audit report' shall be prepared and 

reported to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 committee. The internal audit report in August 2020 is retained. 

내부 심사는 2020년 2월 외부 심사원에 의해 실시되었음.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의 회의록 상에 내부 심사에 대한 간단한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심사 내용이 준수 사항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음. 심사 결과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이사와 양식어민들에게 공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현장 심사 시 내부 심사 보고서가 없음을 확인함. 현장 심사 시 condition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정기 내부 심사가 WESC 매뉴얼(2020년 7월 27일, Rev. 1.1)의 6.2.1항에 규정되어 있음. 내부 심사는 격월로 실시되어야 하며 (1월, 

3월, 5월, 7월, 9월 그리고 11월), 필요 시 긴급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 WESC 매뉴얼에는 심사는 외부 관리자에 위탁되고. '생산자 및 

양식장 점검 보고서'라 불리는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음. 또, 2020년 8월 

내부 심사 보고서는 유지되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 Internal audit report in August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 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 1.1)

- 2020년 8월 내부심사 보고서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Sanctions 제재 Sanctions to deal with non-

compliance exist and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y are applied. 법령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며 

그러한 제재가 적용되었다는 일부 

증거가(some evidence) 있다. 

Yes

예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law or regulation in the production units.

The public official interviewed state that violation of law or regularation in the production units is not 

reported.

Internal audits are performed frequently to prepare the certification audit. The audits were planned and 

performed by location in December 2019, February 2020 and April 2020. Legal requirements and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are audited.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against the 

nonconformances observed. The internal audit reports are retained. The audit reports demonstrate 

that legal noncompliance is not observed. Common findings include insuffient safety precaution, no 

record of daily log, etc.

생산 단위 내에 법규 위반은 없었음.

공무원은 면담 시 생산단위 내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확인함.

인증심사에 대비하여 내부심사가 자주 실시됨. 심사는 2019년 12월, 2020년 2월, 4월에 지역별로 

계획되어 실시됨. 법규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심사됨. 시정조치가 발견사항에 대해 

취해짐. 내부 심사 보고서가 보관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 위반은 없었음. 일반적인 

발견사항은 불충분한 안전조치사항, 작업 일지 미작성 등임.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exist, are 

consistently applied and thought to provide effective 

deterrence.

법규 준수에 대응하는 제재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적용되고(are consistently applied)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Yes

예
Mechanism of sanctions is described in the article 6.2.3,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If any violation of law is detected or reported by internal auditor, or stakeholder, initially verbal warning is given and secondly written 

warning letter is issued. Disciplinary committee meeting will be held in case of consistent non-compliances. The internal auditor will 

investigate the case and report to disciplinary committee. The sanction is determined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testimony of the member farmer who violates the law.

There has been no case against which disciplinary committee meeting is held, as non-compliance has not been detected nor reported in 

the production units.

Farmers in the production units are aware of this mechanism of sanctions.

Corrective actions against the findings from internal audits were requested by internal auditor. Farmers have taken the corrective 

actions. The findings are related to nonconformance with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Legal noncompliance finding is not 

observed from the internal audit. Corrective actions are consistently taken. Farmers are aware of the purpose of internal audit and can 

state what corrective actions were taken. 

제재에 대한 메카니즘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6.2.3항에 기술되어 있음.

만약 내부 심사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법규 위반이 확인되거나, 보고되면, 1차적으로 구두 경고가 주어지고, 2차적으로는 경고 

처분이 발행됨. 만약 지속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됨. 내부 심사원은 징계 위원회에 해당 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게 됨. 징계위원회는 보고서와 해당 양식어민의 진술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됨.

법규 위반에 대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보고된 건이 없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음.

양식 어민들은 제재 매커니즘에 대해 알고 있음.

내부심사로부터 발행된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부 심사원으로부터 요구되었음. 양식어민들은 시정조치를 취했음.  발견사항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었음. 법규 위반에 대한 발견사항은 발행된 것이 없음. 시정조치는 일관성 있게 취해짐. 양식 

어민들은 내부 심사의 목적을 알고 있으며,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답할 수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Meeting minutes of General Assembly, 

- Meeting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Internal audit reports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내부심사 보고서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Compliance 준수 Production units compl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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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Farmers can state the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in WESC.

Record regarding Non-compliance or non-conformance is not noted during the document review.

A printed copy of WESC manual is issued to each members of WESC.

The director of WESC explains that member farmers are very cooperative and their support is of help 

of effective management of WESC.

양식어민들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에 수립된 경영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문서 검토 

중 법규 미준수 또는 시스템 요구사항 미준수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원들은 인쇄본 매뉴얼을 한부씩 가지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이사는 각 조합원들은 매우 협조적이며, 그들의 지원이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진술함.

Some evidence exists to demon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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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Some evidence to demonstrate production units comply with the management system is verified. The evidence include meeting minutes, 

trainnig records, internal audit report, statement made by the director of WESC and member farmers of WESC.

Regular meetings are held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discuss the resolutions on issues. Regular trainings are provided to farmers 

regarding the management system and ASC-MSC Seaweeds standard. Internal audit is performed to identify if non compliance exists. 

The records of these actitivies are retained.

Farmers state that all requested information is provided to WESC.

생산단위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확인되었음. 증거는 회의록, 교육자료, 내부심사 보고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및 양식어민들의 인터뷰 시 진술 내용을 포함함.

정보를 교환하고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회의가 소집됨. 경영시스템과 ASC-MSC 해조류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이 

양식어민들에게 제공되었음. 법규 미준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심사가 수행되었음. 이런 모든 활동들의 기록이 보유되고 있음.

양식 어민들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Meeting minutes of General Assembly, 

- Meeting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3.3 Compliance and 

enforcement 준수 및 집행 



d. Systematic non-

compliance 조직적 비준수 

There is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체계적인 비준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 

Yes

예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is noted from document review, site observation and interview of stakeholders including 

neighbour, public officials, and farmers, director of WESC.

문서 검토, 현장 검증 및 양식어민, 이웃 주민 및 공무원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조직적인 비준수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WESC

- Meeting minutes of General Assembly, 

- Meeting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 Meeting minutes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1 Child labour 아동 노동 a. Child labour 아동노동 No incidences of child labour or 

young worker abuse are found to 

have occurred. 아동노동이나 

청소년 근로자 학대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Yes

예
Child labour or young worker is not observed.

Currently there is no permanent worker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and in 

the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2 workers used to be employeed in 2 farms, but both 

returned home due to COVID-19 Pandemic. Their employment periods ended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respectively.

Photocopies of their identification show that both are above 18 years old.

 

현재 아동 노동자는 없음
현재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및 심사 단위 내 양식장에도 상용 근로자는 없음. 2개 양식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모두 자국으로 귀국하였음.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통해 모두 18세 이상임을 확인함.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child labour and young 

worker abuse has been minimised.

아동 노동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During the site visit, child labour and juvenile workers are not observed.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no child labour or juvenile 

worker is observed in the production units. 

A worker who used to work in one of the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is video-interviewed by using a messaging application in 

the mobile phone as he returned to home country due to COVID-19 Pandemic. He confirms not to have seen any child labour or juvenile 

workers working in the production units. He  confirms that he was 20 years old when joining the farm.

Worker register and copies of workers' ID show that the 

ages of all workers who used to work are above 18 years old.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a worker under 18 years old should not be employed. 

Juvenile worker shall not be assigned to hazardous job, if hired as a part timer.

Farmers state that they have never employeed a child labour or juvenile worker. Farmers are aware of the policy on a child labor and 

young worker in the WESC manual. 

현장 방문 동안, 아동 노동 및 청소년 노동자은 볼 수 없었음. 인터뷰를 한 이웃 주민들은 생산 단위에서 아동 노동 또는 청소년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생산 단위 내 한 양식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음. 해당 근로자는 생산 

단위에서 근무 시 아동 노동 또는 청소년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해당 노동자는 양식장에 취업 했을 때 20살이었다고 확인함. 

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통해 양식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었음을 확인했음.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매뉴얼(Rev.1, 2020년 4월 1일) 13.2조에 따르면, 완도친황경수산물 협동조합은 18세 이상 근로자만을 

채용하며,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청소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험 업무에 배치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음. 양식 어민들은 매뉴얼 내에 

기술된 아동 노동 및 청소년 노동에 대한 방침을 인식하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Copies of ID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worker, Farmers in UoA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신분증 사본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2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강제 또는 

담보노동 

a. Incidences and risk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강제또는 

담보노동 사례 및 위험성 

No incidences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are found to 

have occurred. 강제 또는 담보 

노동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Yes

예
Forced, bonded or compursory labour are not observed.

Currently there is no permanant worker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and in 

the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2 workers used to be employeed in 2 farms, but both 

returned home due to COVID-19 Pandemic. Their employment periods ended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respectively.

The migrant workers who had work permits were hired via Employment Permit System. Standard 

employment contracts are used for workers. Workers. Worker is not required to pay any fees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 operat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obor.

Wages were paid monthly, which is verified with bank transaction records.

Deduction is not made from the agreed wage.

강제, 담보, 의무 노동은 확인되지 않음.

현재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는 상근 직원은 없으며, 심사 대상 단위의 양식장에도 상근 직원이 

없는 상태임. 과거 2개 양식장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으나, 2명 모두 COVID-19 사태로 본국으로 

귀국했음. 그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및 2월에 종료되었음.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되었으면 취업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음. 해당 

근로자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하에서 취업 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음. 급여는 매월 지불되었으며, 

은행계좌이체 기록으로 확인했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급여에서 감봉은 없었음.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has been minimised. 강제 또는 담보 

노동에 대한 리스크가 최소화 되오록 노력한 증거가 

있다. 

Yes

예
During the site visit, forced, bonded or compulsary labour are not observed.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forced, bonded or 

compulsary labour is not observed in the production units. 

A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he came to Korea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ny fee is not paid. He confirms that any 

original identity documents are not withheld by owners of production units. He states thatt the employment can be terminated as per 

Employment Permit System rules. The worker confirms that any part of the salary, deposit or any valuables are not withheld by owners 

and that he was free to leave the workplace when they don't work. No deduction is made from the wage.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Standard Employment Agreement shall be applied with 

employee. Worker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at his/her discretion. Policy on prevention of forced, bonded or compulsary 

labor is stated in the Article 13.2.3 of the WESC Manual.

현장 방문 동안, 강제, 담보 또는 의무 노동은 볼 수 없었음. 인터뷰를 한 이웃 주민들은 생산 단위에서 강제, 담보 또는 의무 노동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생산 단위 내 한 양식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음. 해당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왔으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그는 생산단위의 양식 어민들이 신분증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본인이 보관함). 그는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확인함. 해당 근로자는 급여 일부, 보증금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금품을 양식 어민이 담보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확인함. 그는 업무가 없을 때 자유롭게 근무지를 떠 날 수 

있었으며, 급여로부터 공제는 없었다고 진술함.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매뉴얼(Rev.1, 2020년 4월 1일) 13.2조에 따르면, 완도친황경수산물 협동조합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본인들 의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함. 강제, 담보 또는 의무 노동 방지에 대한 방침이 매뉴얼 

13.2.3에 기술되어 있음.

- Employment contract

- Bank transaction records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worker, Farmers in UoA

- 고용 계약서
- 은행 계좌 이체 기록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3 Discrimination 차별 a. Incidences and risk of 

discrimination 차별 사례 및 

위험 

No incidences of discrimination are 

found to have occurred. 차별이 

발생된 사례가 없다

Yes

예
Employment contracts, payroll records, training records for last 1 year are retained. A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there has been no case of discrimination. A register of complaints is prepared 

but there has not been a case reported. 

과거 1년동안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기록, 교육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뷰한 근로자는 차별이 없었다고 응답함.

불만 등록부는 준비되어 있음. 현재까지 등록된 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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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site visit, labour is not observed. 

A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discrimination was not exercised.

Policy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e policy states that cooerative members shall not engage in or support discrimination at any point of the employment stage based on 

the national origin, religion, disabil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union membership, political affiliation or age. The procedures to raise, 

file and respond to a discrimination complaint is addressed in the manual.

Training records (materials and training reports) are retained. Subject on Discrimination is noted from the records.

Neighbour interviewed states that seasonal workers and part time workers are mainly neighbour in the village or family members or 

relatives. Discrimination doesn't occur. 

현장 방문 시 근로자를 볼 수 없었음.

생산 단위 내 한 양식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음. 그는 차별은 없었다고 

진술함.

차별금지 방침이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매뉴얼(Rev.1, 2020년 4월 30일) 13.2조에 기술되어 있음.

방침에 따르면, 완도친황경수산물 협동조합 멤버들은 근로자들에게 축적, 종료, 장애유무, 성별, 성적 취향, 노동조합 가입유무, 정치적 

성향 또는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지지하면 안된다고 명시함. 차별 사례에 대한 불만 제기, 기록, 대응 절차가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차별 금지 관련 교육 기록 (교재 및 보고서)을 확인할 수 있음.

이웃 주민들은 인터뷰 시 수확철의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들은 주로 이웃 주민들이거나, 가족, 또는 친척이며, 차별은 없다고 확인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Register of complaints

- Training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worker, Farmers in UoA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불만 등록부
- 교육 기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workers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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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fe and health working environment is provided. Immediate serious hazards are not observed from 

the production units during the site visit. A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he can remove themselves 

from immediate serious dangers. Farmers and the worker are aware of the hazards associated with 

works such as 'falling into water on the sea or while landing', 'slippery hazard especially harvesting 

work', 'hit by objects during lifting work', 'injury due to manual handling of heavy objects', etc. Farmers 

and the worker are supposed to wear life vest while on board. Life vest is prepared on the vessel. 

Farmers were trained on the operation of lifting equipment in the port by local authority. The worker 

states he was provided with a living quarter, food and drinking water by the farm who is his employer. 

The living quarter is inspected and found clean and safe.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이 제공되고 있음. 현장 방문 시 생산단위에서 긴급한 심각한 위험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음. 인터뷰를 실시한 근로자는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요소에서 본인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 응답함.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는 '해상 또는 육상 작업 시 바다에 빠짐', '수확 작업 시 미끄러짐', 

'인양작업 시 비래에 의한 사고', '중량물 수작업 시 부상' 등과 같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알고 

있음.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는 해상 작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는 선박에 비치되어 

있음. 양식 어민들은 인양장비 조작법에 대해 지방 관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음. 근로자는 고용주 

양식어민으로부터 숙소 및 식사, 음용수가 제공된다고 진술함.  숙소를 확인했고, 깨끗하고 안전한 

것을 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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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living quarter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er, Work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worker, Farmers in UoA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숙소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Health and safety records 

and corrective action 안전 

보건 기록 및 시정조치 

There is evidence that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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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Farmers state that there has been no heatlh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or violation. A worker 

interviewed explains that he didn't experience any accident while he worked in the farm.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they are not aware of accidents from the farms in the unit of 

assessment. 

Immediate serious hazards are not observed from the production units during the site visit. 

양식 어민들은 보건 및 안전관련 사고 또는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함. 인터뷰한 근로자는 양식장 

근무 시 사고를 겪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함. 이웃 주민들은 인터뷰 시 평가 단위 내 양식장에서 재해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 현장 방문시 생산 단위에서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지 않음.

Hazards to personnel health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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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Farmers and the worker are aware of the hazards associated with works such as 'falling into water on the sea or while landing', 'slippery 

hazard especially harvesting work', 'hit by objects during lifting work', 'injury due to manual handling of heavy objects', etc.

Farmers in the unit of assessment state that they can identify the work-related hazards. Safety responsible and Health responsible are 

appointed respectively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Trainings on health and safety are conducted to member 

farmers and workers, which is verified with training records and daily work log.

There has been no safety accidents or violations. Farmers state that they try to prevent accident. If it happens, root cause will be 

identified and removed to prevent recurrence according to the Maual (Article 13.2.5 Health, Safety and Insurance) (Rev. 1, 30 April 

2020). The procedure addresses that any accident shall be reported to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and 

recorded for analysis and training/communication. No accident reports are observed during the audit.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는 '해상 또는 육상 작업 시 바다에 빠짐', '수확 작업 시 미끄러짐', '인양작업 시 비래에 의한 사고', '중량물 수작업 

시 부상' 등과 같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알고 있음.

심사 단위에 포함된 양식 어민들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고 응답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에 안전 책임자와 

보건 책임자가 각각 지정되어 있음. 안전보건 교육이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들에게 실시되었으며 이는 교육기록과 일일 작업 일지를 

통해 검증하였음.

안전 사고 및 법규 위반 사항은 없었음. 양식어민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발생 시 매뉴얼(13.2.5항 보건, 

안전 및 보험)에 따라 근본 원인을 찾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이라고 대답함. 절차서는 사고 발생 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 보고되어야 하며, 분석, 교육/의사소통을 위해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현장 방문 시 재해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Neighbour Seaweed farmer, Work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worker,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작업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안전 담당, 보건 담당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보건 및 보험 

Principle 4: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c.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and 

personnel training 안전보건 

평가 및 인적 훈련

There is evidence that personnel 

are trained effectively on health and 

safety topics related to their role,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직원의 역할, 책임 및 

활동과 관련한 보건 및 안전에 관해 

인적 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기록이 있다. 

Yes

예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arranged training sessions for its member 

farmers. More than 10 trainings were provided to farmers for last 1 year. Health and Safety topics are 

noted in the training subjects.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All farmers have completed yearly safe work training of fisher men and farmers as per the Article 29, 

Vessel Safe work rules. Certificates of completion are verified.

Safety training is provided to workers by farmers. Training result is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조합원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과거 1년동안 10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었음. 안전보건은 교육 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모든 양식 어민들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29조에 따라 해상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 교육 이수증이 확인되었음.

양식 어민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교육 기록은 일일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 

있음.

Formal and regular training cours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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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Farmers conduct daily safety talk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work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3.2.5 Health, Safety and Insurance,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in the daily work log.

Safety responsible and Health responsible are appointed respectively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Both are 

member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report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Pregrenant worker or nursing mother is not observed during the site visit. Farmers state female worker has not been hired so far. If a 

worker is pregnant or has a baby, she won't be assigned to works which may be hazardous to the worker or baby. During the site visit, it 

was observed that the risk assessment was not conducted. Condition was raised during the site visit. Condition is closed before the 

PCDR is published.

WESC has conducted risk assessment workshops twice. One on 30 June 2020 to identify hazards and to assess the risk, another on 

24 July 2020 to establish risk mitigation plan. 6 hazards from working at sea and 4 hazards from working in land are identified. Risk 

mitigation plans are established to lower the risk levels. Residual risks are lowered to tolerable level with the mitigation plan. All farmers 

participated in the risk assessment workshops. Risk assessment is documented.

양식어민들은 WESC 매뉴얼 13.2.5조 보건, 안전 및 보험에 따라 업무 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 기록은 일일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에 안전 책임자와 보건 책임자가 각각 지정되어 있음. 안전 책임자와 보건 책임자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이사회에 보고하는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위원임.

현장 방문 시 임부 또는 산부는 확인되지 않음. 양식 어민들은 현재까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함. 만약 근로자가 

임신을 하거나 유아가 있을 경우, 근로자 또는 유아에게 위험한 작업에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현장 심사 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현장 심사 시 condition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위험성평가 워크셥을 2회 실시했음. 2020년 6월 30일 워크셥에서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성을 

평가했으며, 2020년 7월 24일 워크셥에서는 위험성 관리 계획을 수립했음. 해상작업에서 6개 위험요소, 육상 작업에서 4개 위험요소가 

식별되었으며, 위험성 감소 계획은 위험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립되었음. 잔존 위험성은 위험성 감소계획에 따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 졌음. 모든 양식어민들은 위험성 평가 워크셥에 참여하였고, 위험성 평가 결과는 문서화되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Training records

- Work log

- Certificates of completion

- 2020 Risk assessment dated on 24 July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교육 기록
- 작업 일지
- 교육 수료증
- 2020 위험성 평가 (2020년 7월 24일)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안전 담당, 보건 담당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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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their own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근로자가 산재 

관련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

Yes

예
Incidence of workers having to cover their own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is not observed.

Farmers state that there has been no heatlh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or violation. The worker 

interviewed explains that he didn't experience any accident while he worked in the farm. 

Farmers have sailor insurance to cover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The worker interviewed states to have had mandatory health care insurance.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 관련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한 경우가 없었음. 양식 어민들은 보건 및 

안전관련 사고 또는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함. 인터뷰한 근로자는 양식장 근무 시 사고를 겪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함. 

양식 어민들은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한 선원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인터뷰한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 의료보험를 가입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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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5 Health, Safety and Insurance, WESC manaul that members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shall provide the insurance worker to cover work-related medical expesnes of workers. And members shall pay the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Worker shall not cover his/her own work-related medical insurance.

There has been no accident in the units of assessment.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5항 보건, 안전 및 보험에 따르면, 완동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재해 치료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은 업무상 재해 관련 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 치료비를 

부담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평가 단위 내에서 재해는 없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Policy of Sailer insurance

- Policy of health care insurance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Worker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선원보험 즈권
- 건강 보험 증명서
- 작업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안전 담당, 보건 담당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5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한 임금
a. Fair and decent wages 

공정 및 적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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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Yes

예
Minimum wage is determined by Minimum wage commission (www.minimumwage.go.kr) every year in 

Korea. Only one minimum wage across Korea is applied. Workers are paid above the minimum wage 

(KRW8,350/hr in 2019 and KRW8,590/hr in 2020). Wage is paid by bank transfer to workers. Bank 

transcation records are verified.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6 Fair and decent wage,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hat 

members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shall pay workers above the minimum 

wage. Wage deduction shall not be excised as a disciplinary measure. Payment shall be made in a 

manner convenient to workers. 

The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the wage agreed is paid by bank transfer. No deduction was made.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하나의 최저임금이 한국 전역에 적용되고 

있음. 근로자들은 2019년 및 2020년 최저임금이상(2019년 8,350원/시간, 2020년 8,530원/시간)으로 

급여를 받음. 급여는 근로자들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됨. 계좌이체 기록이 확인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6항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불해야 하며, 징계의 수단으로 감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급여 지급은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근로자 인터뷰에서 계약되어 약속된 급여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감봉은 없었다고 진술함.

The organisation pays a living wage and there are no 

labou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s.

조직은 생활임금을 지불하며, 노동력만을 계약하는 

관계는 없다. 

Yes

예
The units of assessment have identified the living wage announced by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Article 13.2.6) states that farmer shall ensure that at least the minimum wage announced by Minimum Wage Commission 

is paid. In addtion, farmer shall pay the living wage annonced by Jeollanamdo. During the site visit, it was observed that the evidence 

showing the living wage was paid. Condition was raised during the site visit. Condition is closed before the PCDR is published. If food, 

housing, water, transport are provided by farmer as per the employment contract and minimum wage is paid to worker, the clear records 

shall be maintained to demonstrate so that the gaps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living wage are compensated by food, housing, 

water and transport provided by farmer. The cost applied for the calculation of food, housing water, transport shall be at fair market price. 

Labour-only contracting is not observed during the site visit.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6 Fair and decent wage, WESC manaul 

(Rev. 1.1, 27 July 2020) that members shall not engage in labou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

심사 단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생활임금을 파악하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 1.1) (13.2.6항) 상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을 최소한 

지급해야 하며,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기함. 현장 심사 시 생활임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음. 현장 심사 시 condition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만약 근로계약에 따라 음식, 숙소, 물,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나는 부분이 

양식어민이 제공하는 음식, 숙소, 물 및 교통수단에 의해 보상됨을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기록을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기함. 음식, 숙소, 

물, 교통 수단의 비용 계산 시 적용된 가격은 공정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함도 명기됨. 노동력만 제공하는 계약은 현장 심사 시 볼 수 

없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 1.1) 13.2.6항 공정 및 적정한 임금에 따르면 조합원은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 Bank transaction records

- Living wage announced by jeollanamdo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Worker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은행 계좌 이체 기록
- 전라남도 생활임금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안전담당, 보건담당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6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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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7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hat members shall not restrict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Trade union is not formed. The worker interviewed state that his employer (a farmer) never 

restricted or threated them not to form a trade union. Furthermore, he was the only full time employee 

to his employer.

Farmers state only 2 farmers had one full time worker each. Seasonal or part-time workers are more 

commonly utiltilzed.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7항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부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주 (양식어민)가 노조 설명을 

방해하거나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함. 그는 유일한 정규 근로자 였음.

양식어민들은 2명의 양식 어민이 각 1명씩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바쁜 시기에 임시로 

채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주요 사용된다고 진술함.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restriction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has 

been minimised.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제한하는 

리스크가 최소화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7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hat 

members shall not restrict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Farmers are trained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Farmers state to be aware of the policy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They explain that in practice, full time 

workers were only 2 workers employeed to 2 farms, one each last year and trade union was not formed.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7항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부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양식 어민들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양식어민들은 실제로 보면 작년에 2개 양식장에 각 1명씩의 근로자가 있었고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Worker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안전담당, 보건 담당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7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 방식
a.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 

방식 

There is a policy in place to ensure 

against abusive disciplinary 

practices. No incidences of 

tolerated abuse have taken place. 

구타, 체벌 같은 학대적 징계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Yes

예
Farmers state that there has been no disciplinary action taken. The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he 

has not experienced any abuse or harassment.

Neighbours says they have never heard of worker abuse case.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office confirms that any abuse case of worker is not reported.

양식 어민들은 징계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인터뷰 근로자는 학대나 괴롭힘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함. 이웃들은 근로자 학대 사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함.

완도군 공무원은 근로자 학대에 대해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함.

The risk of potential abuse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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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8 Disciplinary measures, WESC manaul (Rev. 1, 30 April 2020) that members shall not exercise 

physical, verbal and/or mental abuse, bullying, harassment. If disciplinary action is necessary, a farmer shall not discipline the worker at 

his/her on discretion, but shall report to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report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Anti-harassment and anti-abuse policy shall be annexed to the worker contracts. 

Training records on the policy on disciplinary measures and anti-harassment and anti-abuse policy are retained.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8항 징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육체적, 폭언 및/또는 정신적 학대를 실시하면 안된다. 만약 

징계가 필요한 경우, 양식 어민은 자체적으로 하면 안되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회 산하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괴롭힘 금지 및 학대 금지 방침은 근로자 계약서에 첨부로 제공되어야 함.

징계 조치, 괴롭힘 및 학대 금지 방침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Disciplinary measure, Anti-harassment and anti-abuse policy

- Training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Worker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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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ers are fully aware of the Labour Standard Act in which weekly working hours and overtime limit 

are defined. Currently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respective production units are less than 4. 40 

hours of weekly working hours and 12 hours of overtime rules are not applicable to the organization 

hiring less than 5 employees as per the Annex 1, Presidential Decreee of Labour Standard Act. In 

additio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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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they don't do overtime. Daily working hours are less than 8 hours.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9 Working hours, WESC manaul that overtime work shall be 

voluntary.

양식어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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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근로자는는 

잔업은 하지 않았고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이라고 진술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9항 근로시간에 따르면, 잔업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The organisation abides by industry norms. Overtime is 

not regular. Workers are provided with at least one day 

off following every six consecutive days of working. 

기관은 산업규범(industry

norm)을 준수한다. 초과근무는 정규적이지 않다. 

근로자는 6일 연속 근무 일수 후에 적어도 1일의 휴무를 

제공받는다.

Yes

예
Weekly working hours don't exceed 40 hours. No overtime is performed.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9 Workng hours,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weekly working hours are clearly define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s committed to 40 hours of weekly working. Any over time work are supposed to be 

clearly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Farmers shall pay for overtime and rest day work at a premium rate. It is also stated in WESC 

manual that a rest day is given to workers every 6 consecutive days of working. 

The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he was given a day off after 6 consecutive days of work.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잔업은 실시되지 않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9항에 따르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주단 40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지며, 잔업은 일일 

작업 일지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 양식어민들은 잔업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매 6일 근무 후 하루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 

인터뷰 근로자는 매 6일마다 하루의 휴일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Worker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4.9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환경적 인식 및 훈련
a.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raining 환경적 인식 및 

훈련 

Information is delivered to 

production unit worker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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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arranged training sessions for its member 

farmers. More than 10 trainings were provided to farmers for last 1 year. Training subjects include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such as disposal of waste, prevension and response to chemcial 

spillage, grievance, etc.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Training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s are provided to workers by farmers. Training result is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조합원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과거 1년동안 10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었음. 교육 주제는 폐기물 처리, 화학물 누출 예방 및 대응, 고충처리 등과 같은 

환경 및 사회 이슈를 포함되어 있고, 교육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양식 어민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교육 기록은 일일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 

있음.

There is evidence of environment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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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을 

방지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환경적 

및 사회적 인식 그리고 훈련이 생산단위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3.2.10 Worker training 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farmers shall complete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s provided by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Farmers 

shall explain employement conditions including working holurs, grievance mechanism when hiring a worker. 

Farmers conduct daily safety talk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work. During this safety talk, the environmental issues are explained to 

workers. Training records are retained in the daily work log.

The worker interviewed states that his employer talked to him how to collect, dispose wastes and how to control chemical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2.10항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환경 및 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함. 매뉴얼에 따르면, 양식 어민들은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고충처리체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또, 작업 시작 전 갖는 안전 

조회 시 환경 관리 내용도 설명하고 있음. 인터뷰 근로자는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Training records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Safety Responsible, Health Responsible, Director of 

WESC, Worker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작업 일지
- 교육 기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안전담당, 보건담당, 근로자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5.1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a.  Community impact 

지역사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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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tion with local communities is implemented with stakeholder roundtable. And each farmers 

participate in the Village Fishery Associtations and explain the activity by WESC.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was conducte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nvited 52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Fishermen's associations, Village heads, Head of 

village women's association, Village fishery management association)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38 out of 52 stakeholders (73%) answer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초청 라운드테이블, 평가 대상 생산단위 어가들의 각 어촌계 회의 정기 참여등을 

통해 협의 활동은 실시되었으나, 문서화된 생산단위 사회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52명의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였고 여기에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수산업경영인협의회장 

등)가 포함되어 있음. 52명 중 38명이 (73%)가 생산단위 사회 평가 질의에 회신을 했음. 평가 결과는 

2020년 7월 9일 완도 ASC-MSC 해조류 지역사회 포럼에서 설명되었음. 

Recommendations of the production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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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is is the first assessment in the region. The stakeholders expect that more farmers get from this certification and more farms in the 

region are certified to ASC-MSC Seaweed so that sustainable aquarculture industry grows in Wando region. The assessment results 

were presented in Wando ASC-MSC Seaweeds Community Forum on 9 July 2020.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onitoring plans 

for recommendation is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WESC Manual. (Article 14.2.1 Regular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이번 평가는 첫번째 평가로 평가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에서의 최초 ASC-MSC 해조류 인증을 통해, 많은 어가들에 혜택이 

되고, 인증 어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다른 어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어 완도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 확대를 

바라고 있음. 권고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절차가 WESC 매뉴얼(14.2.1항 정기 생산단위 사회영향 

평가)에 기술되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 The assessment Repor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 Assessment questionnaire

- Mitigation and monitoring plan

- Interview: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WESC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1.)

-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 보고서
- 평가 질의서
- 감소 및 모니터링 계획
- 인터뷰: 평가 단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Critical condition is closed. 29 July 2020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was conducte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nvited 52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Fishermen's associations, Village heads, Head of village 

women's association, Village fishery management association)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38 out of 52 stakeholders (73%) 

answer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The assessment results were presented in Wando ASC-MSC Seaweeds 

Community Forum on 9 July 2020. The questionnaire, replies, assessment 

report, forum agenda, and minutes are maintained and available for audit 

team's review.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onitoring plan for 

recommendation is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WESC Manual. (Article 14.2.1 Regular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중대 발견사항 (Critical Condition)은 종결됨. 2020년 7월 29일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52명의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였고 

여기에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수산업경영인협의회장 등)가 포함되어 있음. 52명 중 38명이 (73%)가 

생산단위 사회 평가 질의에 회신을 했음. 평가 결과는 2020년 7월 9일 완도 

ASC-MSC 해조류 지역사회 포럼에서 설명되었음. 질의서, 회신, 평가 보고서, 

포럼 주제, 회의록 등이 보관되고 있으며 심사팀이 검토할 수 있음. 권고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절차가 WESC 

매뉴얼(14.2.1항 정기 생산단위 사회영향 평가)에 기술되었음.

a.  Resolution of disputes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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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ers and Director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state that there has been 

no complaint, grievance or legal disputes. 2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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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C and/or WESC members.

A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is interviewed. He states that there was no legal dispute or 

complaint against the production units as far as he knows. Dispute between farmers can normally be 

resolved within Fishery Village Association or can be escallated to Wando County.

양식어민들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는 불만, 고충 또는 법적 분쟁은 없었다고 진술함. 

인터뷰한 2명의 주민은 생산 단위와 분쟁 또는 불만은 없다고 진술함. 주변 지역 주민들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대표나 조합원들에게 자유롭게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

인터뷰한 완도군 공무원은 자신들이 아는 한, 생산단위에 대해 법적 분쟁이나 불만이 없다고 진술함. 

일반적으로 양식 어민들 간 분쟁은 마을 어촌계에서 해결되거나 완도군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함.

The management system incorporat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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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It is address that in the article 14.2.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member farmer shall report to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under the Board of Directors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when complaint 

or grievance is recieved.

The resolution process of disputes is established in the WESC manual.

Contact point is indicated in the signs posted on the vessels and storages owned or operated by member farmer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2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불만이나 고충 접수 시, 협동조합 이사회 산하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분쟁 해결 절차가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각 양식장 대표들의 창고, 배에 분쟁 시 contact point가 기술되어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Roles and responsibilities 

역할 및 책임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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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In the article 14.2.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governance of conflict resolution 

management system including main role and function and responsibility for conflict resolution are 

indicate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under the Board of Directors i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will lead the investigation of conflict, interview of 

stakeholders, preparation of investigation report and decision making and corrective action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2항에 따르면 주요 역할, 기능과 책임사항을 포함한 

분쟁해결관리시스템의 거버넌스가 명시되어 있음. 협동조합 이사회 산하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갈등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 보고서 준비, 의사 결정, 시정조치를 주도함.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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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President of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can explain her role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in resolving any conflict or disputes with stakeholders. Material 

determination and decisions ar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based on the reports, and opinion from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Farmers state they are aware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n WES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조합장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분쟁 해결에 있어 그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중요 사항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결정 시 근거가 되는 보고서, 의견들은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President of WESC,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작업 일지
- 교육 기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Consultation process 

협의 과정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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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rticle 14.2.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shall interview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course of conflict resolution. The obtained 

information will be integrated into the investigation report for the board of directors.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formed stakeholder roundtable, called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in which various stakeholder participa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akeholder roundtable is to consult various stakeholders to get information or advice with regards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sustainable operation of seaweeds farms, societal 

impact on local community by seaweeds farms, et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2항에 따르면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갈등해결 과정 중에 

관련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도록 되어 있고, 수렴한 정보를 이사회 제출 조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음.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관리, 해조류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양식장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함임.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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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과 획득된 정보가 고려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Yes

예
Consultation process is described in the article 14.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is 

the main channel to consult with the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Stakeholders. The minutes 

of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meetings demonstrate the consultation process is in place and stakeholders are invited in 

the meetings. During the site visit, it was observed that the the minimum frequecy of consultation meeting and time limit to resolve 

complaints from the community are not indicated. Condition was raised during the site visit. Condition is closed before the PCDR is 

publishe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has organized another stakeholder engagement channel to consult with 

mainly local community members. Wando ASC-MSC Seaweeds local community forum consists of representatives from villages where 

the seaweed farms are located. Village heads, Heads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nd Head of village women's association 

participate in Wando ASC-MSC Seaweed local community forum. The forum will have bi-annual meetings. The meeting schedule is to be 

announced to local communities prior to the meeting. 6 times of stakholder consultation meetings will be arranged in a year. 4 times for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in which public official, County assembly representative, Provincial assembly represenative, 

industry representative, CS insitute of environment and fishermen take part and 2 times for Wando ASC-MSC Seawees local community 

forum. Management process of both Wando ASC-MSC Seaweeds local community forum and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are stated in the article 14. 2,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Time limit to resolve complaints from the community is clearly 

indicated in the article 14.2.3,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Complaints and/or grievance received shall be recorded in the 

complaint register and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shall conduct due diligence. Basically complaints shall be 

resolved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if not resolved,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shall report the case to the 

board of directors to extend the resolution period. The extended period shall not exceed 12 months from the receipt.

협의 과정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항에 기술되어 있음.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가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는 주요 채널임.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 회의록은 협의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현장 심사 시 협의 최소 주기와 불만 해결 기한이 없음을 확인함. 현장 심사 

시 condition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사회 주민과 

협의를 위해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협의 채널을 만들었음. 완도 ASC-MSC 해조류 지역사회 포럼은 양식장이 위치한 마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음.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등이 참여하게 됨. 포럼은 반년 주기로 개최되며, 일정은 사전에 지역사회에 안내됨. 1년에 6회의 

이해관계자 협의 회의가 실시될 것임. 4회는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 회의이며, 여기에는 공무원, 군의회 의원, 도의회의원, 

산업계 대표, CS 환경연구소, 어민등이 참석하게 되며, 완도 ASC-MSC 지역사회포럼은 2회가 개최됨. 위원회와 포럼의 운영 

프로세스는 WESC 매뉴얼(2020년 7월 27일, Rev.1.1) 14.2항에 명기되어 있음. 지역사회로부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기한이 

WESC 매뉴얼(2020년 7월 27일, Rev.1.1) 14.2.3항에 명확히 기술됨. 불만과/또는 고충은 불만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됨. 기본적으로 불만은 접수 후 30일이내에 해결되어야 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한을 연장하게 됨. 연장된 기한은 접수 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ESC Manual (Rev. 1.1, 27 July 2020)

- Meeting minutes of stakeholder roundtable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President of WESC,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WESC 매뉴얼 (2020년 7월 27일 Rev.1.1)

-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 회의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친환경수산물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d.  Participation 참여 The consultation process provides 

opportunity for all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to be involved. 

협의과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Yes

예
There has been no complaint, grievance or legal disputes. 

2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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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and/or WESC members.

WESC runs its website where any stakeholder can lodge a complaint or leave his/her opinion.

In the article 14.2.2,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all stakeholder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get involved in the consultation process.

In addition, various stakehlo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participate in the stakeholder roundtable,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Independant internal auditor who reports to the chairman of 

Enviornmentally responsible seafoods committee of WESC states that he will meet the local 

community members semi-yearly to listen to their voice, grievance or complaint.

The signboard put on the vessels and storages contains name of farmer, telephone number of WESC. 

Anyone who wants to express his/her opinion on the WESC and its member farmers has the 

opportunity to talk to WESC.

불만, 고충 또는 법적 분쟁은 없었음.

인터뷰한 2명의 지역주민은 생산 단위와 법적 분쟁, 불만은 없다고 응답했고, 지역주민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장 및 조합원들에게 자유롭게 고충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애기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홈페이즈를 

운영하고 있음.

매뉴얼 14.2.2.항에 모든 이해관계자는 협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명시했음.

추가적으로 지역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인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환경책임 수산물 위원회의 독립적인 내부 심사원은 지역 주민들을 

반기 마다 만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고충 또는 불만을 들을 예정이라고 진술함. 

작업선과 보관장에 표지판이 붙어 있고 여기에 양식 어민 이름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및 조합원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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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Meeting minutes of stakeholder roundtable (Wando ASC-MSC Seaweeds 

Committee)

- WESC Website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President of WESC, Director of WESC,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 회의록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5.3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선주민의 권리 

a.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선주민의 권리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gh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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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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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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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Principle 5 

Community 

relations and 

interaction 

지역사회 관계 

및 교류 

5.2 Conflict resolution 분쟁 

해결



a.  Compliance with 

navig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항법 규정 준수 

Production units allow access for 

other resource users as prescribed 

by custom or law. 해당 양식장은 

관습 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타 

자원 이용자에게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 

Yes

예
The aquaculture farming licenses are awarded to fishery village associations by local government.

Each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nd aquaculture famers have signed the agreement to allocate the 

area and size of each aquaculture farm. 

It is verified with the licenses and the agreements that production units have acquired the valid right to 

operate the aquaculture farms.

Other resource users and public officials are allowed to access to production units as prescribed by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해상 양식 면허는 완도군 정부로부터 각 마을의 어촌계로 주어졌으며, 각 어촌계와 양식어민들은 개별 

양식장의 면적과 규모를 결정하는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함.

생산 단위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어업면허증과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기타 자원 사용자 및 공무원들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장에 접근 가능함.

Production units proactively facilitate access for other 

water users.

생산단위는 다른 자원 이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원활히 

한다.

Yes

예
It is addressed in the Article 14.2.3,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farmers shall allow access for other resource users. 

Farmers state that other resource users can access the production units. Local fisher man is observed to fish near the production units. 

Neighbours interviewed state that others can access the area.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3항에 따르면, 양식어민들은 기타 자원 사용자들의 양식장 접근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양식 어민은 기타 자원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진술함. 어부가 생산단위 주변에서 낚시하는 것이 목격됨. 이웃들은 

인터뷰 중 양식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함. 

- Aquaculture license (Fishery license)

- Agreement between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nd aquaculture farmer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양식 면허 (어업 면허)

- 행사계약서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Positioning of production 

unit sites 생산단위의 

위치결정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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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The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installed in the orientation and position as stated in the 

Aquaculture farming licenses issued by Wando County. The float installed meets the product quality 

standard as prescribed by the article 13,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조직의 생산 유닛에 유관으로 식별가능한 양식 구조물이 설치 되어 있고, 양식장의 위치는 완도군이 

발급한 어업면허증에 명시되어 있음. 양식장의 부표는 어장관리법 13조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설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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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tated in the Article 14.2.4,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aquaculture farm shall be structured in a uniform orientation 

and position as indicated in the license.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observed to be uniformly positioned and oriented.

WESC 매뉴얼 14.2.4항에 따르면, 양식장은 일정한 형태로 양식면허에 지정된 위치에 설시되어야 함. 생산 유닛의 유관식별 가능한 

시설은 일정하게 위치되고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 Aquaculture license (Fishery license)

- Agreement between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nd aquaculture farmer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양식 면허 (어업 면허)

- 행사계약서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a.  Identification of 

substantial gear 주요 장비의 

식별 

There is evidence that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production unit. 모든 주요 장비는 

생산 시설 별로 식별 가능하다. 

Yes

예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Boundary of seaweed farm is identified with bigger buoy in cylindrical shape. All substantial gears and 

production unit equipment are clearly labelled and identifiable by farmer's own symbol/code. Other 

farms near or around the production unit doesn't apply identification with symbol nor code, etc. The 

symbol mark and code is unique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unit. Production unit doesn't use styroform 

buoy, while many of neighbour farms are observed using it.

모든 주요 장구류는 생산단위 소유를 알수 있도록 식별되었음. 양식장 경계는 원통모양의 큰 부표로 

표시되어 있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 심볼/코드를 그려 놓았음, 생산단위 주변 및 근처의 

타 농장의 어구에는 심볼이나 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심볼 또는 코드 표시는 생산 단위의 

고유한 식별표시임. 생산단위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주변 양식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음.

Yes

예
- Aquaculture license (Fishery license)

- Agreement between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nd aquaculture farmer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양식 면허 (어업 면허)

- 행사계약서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b.  Gear recovery 장비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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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s are retained. Farmers help each other recover lost gears found near/in their production units. 

The recovered gears are moved to the designated area in land or on the sea floating deck which is 

arranged by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Wando County) regularly cleans up the coast lines 

with the support of fisherman/aquafarmer's association. Production unit also voluntarily clean the farm 

area and coast lines bimonthly. Waste including lost gears is not observed from the shoreline during 

the site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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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관공서에서 지정한 육상 또는 해상의 

데크로 옮겨 놓고 있음. 지방 관서(완도군)에서는 어촌계의 지원을 받아 해안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음. 생산단위의 양식어민들도 자발적으로 양식장 주변 및 해안가를 2개월마다 청소하고 

있음. 현장 방문 시 분실된 어구류를 포함하여 폐기물이 해안가에서 관찰되지 않음.

The production unit ensures that they maintain the 

proper equipment and /or mechanisms for recovering 

lost gear. 생산단위는 소실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 및/또는 메커니즘을 유지하도록 한다.

Yes

예
It is stated in the Article 14.2.4 Identification of substantial gear and Gear Recovery,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environmental friendly buoy shall be used. Substantial gear shall be identified and labelled. if gear is missng, farmer shall take actions to 

recover it with supports by member farmers. 

In the Article 15.2.3 Clean up and maintenance of farming facility, farmer is requred to regulary inspect gears and replace these if 

necessary. In the daily work log, inspection result is recorded. Farmers of production units have boats and equipment used for 

recovering lost gears. 

WESC 매뉴얼 14.2.4항 주요 장비의 식별 및 회수에 따르면,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요 장비는 식별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만약 장비를 분실했을 경우, 양식어민들은 조합원들의 지원을 받아 회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매뉴얼 15.2.3항 양식 

시설 청소 및 정리정돈에서는 양식 어민들이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일일 작업 일지에는 점검 

결과가 기록되고 있음. 생산단위 양식장 대표들은 분실된 어구류 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보트와 장비를 갖추고 있음.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작업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c.  Float use 부자 사용 Float use is recorded by the 

production unit. Floats are securely 

attach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loose. 부자 사용은 생산 

시설별로 기록되며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된다. 

Yes

예
Use of float is recorded in the daily work log including consumption, loss, recovery and replacement of 

float . Last 1 year records are retained. It is observed during the site visit that floats are securely 

installed to prevent from losing. 

Famers state that wooden anchor and mooring rope are applied to securely hold floats. 

부이 사용은 일일작업일지에 기록되고 있음. 이는 부이 사용량, 분실, 회수 그리고 대체를 포함하고 

있음. 과거 1년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현장 방문 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양식어민들은 부이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로 바닥에 고정해서 로프로 연결했다고 

진술함.

Yes

예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작업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5.6 Noise, light and od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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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 빛, 냄새
There are some measures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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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Precau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to minimise operational noise, light and odour are stated in the 

Article 14.2.5 Noise, light, odour control,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Farmers state that they don't operate the vessel at high speed in the harbour area where village is 

nearby. It is also to prevent accident. They don't work before sun-rise or after sun-set when light is 

required.

운영 소음, 빛 그리고 악취 발생원이 식별되어 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방안이 매뉴얼 

14.2.5항 운영 빛, 소음 및 악취 영향 감소 지침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마을이 가까운 항구 지역에서는 속도를 내서 작업선을 운전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이는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임. 또, 조명이 필요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작업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There is evidence that noise, light and odour originating 

from the production unit are minimised in areas where it 

may impact others or as prescribed by law. 

생산단위에서 유래하는 소음, 빛,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역에서, 또는 법에 정한대로 

최소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Yes

예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and neighbours interviewed explain that work boat should be operated at low speed within harbour 

area to prevent accident, which actually helps to minimize the noise level. Public complaint with regards to noise, light or odour is not 

received. It is observed that lighting is not installed in the production unit. Operational noise from work and work bo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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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은 작업용 보트는 항구 지역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최소화 

된다고 설명함. 소음, 빛,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은 없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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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Waste dumping 

deck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Public official from Wando 

County, Neighbour Seaweed farm owner, President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작업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적치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어촌계장, 이웃 

양식장 대표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5.7 Abandoned production 

units 폐기된 생산단위 또는 

물기반 시설물의 해체

a.  Abandoned production 

units 폐기된 생산단위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for 

clearing up any unused production 

units. 미사용 양식 시설의 폐기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다. 

Yes

예
Farmers of production units shall dismantle and clean up the structure as per the article 13,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It is stated in the Article 14.2.6 Abandoned production units,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that 

farmers shall dismentle the aquafarm structure and dispose the waste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The dismantlement of the farm structure and disposal of waste shall be recorded in the work log.

Dismentlement of unused production units has not happned so far.

생산단위의 양식 어미들은 어장관리법 13조에 따라 양식장 구조물을 해체하고 청소해야 함.

WESC 매뉴얼 14.2.6항에 따르면, 양식어민들은 양식장 구조물 해체와 폐기물 처리를 관련 법에 따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양식장 해체와 폐기물 처리 사항은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야 함.

현재까지 미사용 시설 폐기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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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 WESC Manual (Rev. 1, 30 April 2020)

- Work log

- Site observation: Farms, Sun-dry fields, Temporary storage

- Interview: Farmers in UoA, Director of WESC

- WESC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1)

- 작업 일지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적치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Target Level

목표 수준
N/A 해당없음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생산단위 또는 물 기반 

구조물의 시계, 위치 결정 및 

방향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장비의 식별 및 회수 



Summary of scoring table

Principle Level Number of 

Conditions

Pass

PI 1.1 Stock Status 자원상태 NA 해당없음 
Table 4.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allowed for a certified UoA

PI 1.2 Harvest strategy 

수확전략 

NA 해당없음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량에 

대한 유전적 여향 

Target 목표 Principle A Bi Bii Ci

PI 2.1 Habitat 서식지 Target 목표 P1 1 1 0 1

PI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Target 목표 P2 2 2 2 2

PI 2.3 ETP species   ETP 종 Target 목표 P3 1 1 1 1

PI 2.4 Other species  기타종 Target 목표 P4 2 2 2 2

PI 2.5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및 오염관리 

Target 목표 P5 2 2 2 1

PI 2.6 Pest(s) and disease(s) 

and management 질병 

및 해충 관리 

Target 목표 Total 8 8 7 7

PI 2.7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Target 목표

PI 2.8 Translocations 이식 NA 해당없음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외래종의 도입 

NA 해당없음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법률 및 관습법 체계 

Target 목표

PI 3.2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Target 목표

PI 3.3 Compliance and 

enforcement 준수 및 

집행 

Target 목표

PI 4.1 Child labour 아동노동 Target 목표
PI 4.2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강제 또는 담보노동 

Target 목표

PI 4.3 Discrimination 차별 Target 목표

PI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 보건, 

보험 

Target 목표

PI 4.5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한 임금 

Target 목표

PI 4.6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Target 목표

PI 4.7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방식 

Target 목표

PI 4.8 Working hours 

근무시간 

Target 목표

PI 4.9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환경적 

인식 및 훈련 

Target 목표

PI 5.1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Target 목표

PI 5.2 Conflict resolution 

분쟁해결
Target 목표

PI 5.3 Rights of indigenous 

groups 선주민의 권리 

Target 목표

PI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생산단위 

또는 수상 기반 

구조물의 시계, 위치 

결정 및 방향

Target 목표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장비의 식별 및 

회수 

Target 목표

PI 5.6 Noise, light and odour 

소음, 및, 냄새 

Target 목표

PI 5.7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폐기된 

생산단위 또는 물기반 

시설물의 해체

Target 목표

Pass

통과 

Production system category (as in Table 2)

Cii

0

2

1

2

1

6

Pass

통과 

Pass

통과 

Pass

통과 

Pass

통과 

5

Performance Indicator

1

2

3

4



Summary of conditions

Note: If no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 should not be completed.

Condition 

number Condition Timeframe

Performance 

Indicator

Scoring 

issue

Related to previously 

raised condition? (only 

for re-assessment or 

surveillance)

Action Plan (provided by the client in the 

review of the Client Draft Report) Status of condition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to be updated during surveillance)

[Create new rows as required]

Table 4.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allowed for a certified UoA

Principle A Bi Bii Ci

P1 1 1 0 1

P2 2 2 2 2

P3 1 1 1 1

P4 2 2 2 2

P5 2 2 2 1

Total 8 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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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system category (as in Table 2)

1

6

Cii

0

2

1

2



[Summary of critical conditions]

Note: If no critical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 should not be completed

Condition 

number Condition Timeframe

Performance 

Indicator Scoring issue

Related to previously raised 

condition? (only for re-

assessment or surveillance) Client response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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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August 2020)

PI 5.1 a Not Applicable 해당없음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conducted. 

생산단위 지역 영향 평가가 

실시됨.

Critical condition is closed. 29 July 2020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was 

conducted.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invited 

52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Heads of fishery village association, 

Village heads, Head of village women's association, Village fishery 

management association) for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assessment.  38 out of 52 stakeholders (73%) answer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The 

assessment results were presented in Wando ASC-MSC Seaweeds 

Community Forum on 9 July 2020. The questionnaire, replies, 

assessment report, forum agenda, and minutes are maintained and 

available for audit team's review.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the 

monitoring plan for recommendation is established. Procedur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is added to the WESC Manual. (Article 

14.2.1 Regular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중대 발견사항 (Critical Condition)은 종결됨. 2020년 7월 29일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52명의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였고 여기에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수산업경영인협의회장 등)가 포함되어 있음. 52명 중 

38명이 (73%)가 생산단위 사회 평가 질의에 회신을 했음. 평가 결과는 

2020년 7월 9일 완도 ASC-MSC 해조류 지역사회 포럼에서 

설명되었음. 질의서, 회신, 평가 보고서, 포럼 주제, 회의록 등이 

보관되고 있으며 심사팀이 검토할 수 있음. 권고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었음.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절차가 WESC 

매뉴얼(14.2.1항 정기 생산단위 사회영향 평가)에 기술되었음.

[Create new rows as required]



Traceability section (CAR 17.14)

1. Review and document:

1a. The flow of certified product from harvest to sale within the UoA

UoA 내에서 인증 제품의 수확부터 판매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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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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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farmers in the Unit of Assessment culture seaweeds (Hiziki and Kelp) in the sea during the winter 

season. Farmers harvest seaweeds from the aquafarm and transport the harvested seaweeds by vessel and truck owned by famers to his sun-dry field in 

land. The seaweeds are dried for about one day under sun light and additional hot air dry is applied if removal of moisture is further required. As for 

blanched-salted seaweeds, the wet seaweeds are boiled for 1-2 minutes and cooled in cold water in each farmer's processing area. These seaweeds are 

mixed with salt and kept in the freezer till being sold. Daily harvest volume and processed volume are recorded in the work log by each farmer. The 

processed (dried or salted) seaweeds are temporarily stored in each famer's storage. Each farmer transports the dried or salted seaweed to buyer for 

sales.  'ASC' acronym is posted at the storage of each farmer. A card is posted on the seaweeds harvested and processed daily to identify the batch. And 

each batch is  segregated in the storage by location and with temporaty packing.  The batch number written in the card states the location in the farm and 

the date of harvest.

The processed seaweeds used to be sold to local branch of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the certified seaweed will exclusively 

be sold to WESC. From the date of the certification audit, the seaweeds are not sold to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on but to be sold to 

WES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조합원(양식어민)들은 겨울동안 해상에서 해조류(톳과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음. 각 양식어민들은 선박을 이용해 

해상양식장에서 해조류를 수확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게 됨. 이후 트럭을 이용해 본인의 일광건조장으로 이동함. 해조류는 약 하루동안의 일광 건조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열풍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됨. 염장 해조류의 경우, 각 어민의 가공장에서 1-2분정도 끓는 물에 삶은 후 차가운 물에 냉각시키고, 소금과 

혼합하게 됨. 이후 냉동고에 저장함. 일일 수확량과 가공량은 각 어민들의 작업일지에 기록됨. 가공된 (건조 또는 염장) 해조류는 개별 양식어민의 창고에 

임시 보관됨. 'ASC' 표시가 각 어민의 창고에 부착되어 있음. 매일 수확되고 가공된 해조류는 배치를 식별하기 위해 카드를 부착하고 있음. 개별 배치는 

창고내에서 위치와 임시 포장으로 분리되고 있음. 카드에 기재된 배치 번호를 통해 양식장의 위치와 수확일을 확인할 수 있음.

개별 양식어민은 건조 또는 염장 해조류를 구매자에게 수송해 주고 판매하게 됨. 가공된 해조류를 지방 수협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인증 해조류의 경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으로 판매될 예정임. 심사일부터 해조류는 지방 수협으로 판매되지 않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으로 판매가 됨.

The batch number (code for primary processing and temporary storage) and the lot number (Code for longline in the farms) is to be recorded in the 

certificate of receipt issued by WESC and in the certificate of supply issued to the farmers. The batch number is formed with the identification code of 

respective farmers and location of seaweed cultured, harvested and primarily processed. This batch number is traced back to stored volumn in the 

individual farmer's warehouse and daily harvested volume recorded in the farmer's work log. The farmers record the seedlings planted in the aquafarm 

with location and volume and retain the purchasing invoice of seaweed seedling or certificate of purchase. Lot number is given to each line of aquafarms 

with farmers' identification code. The volume of seedlings purchased and planted, and the volume of seaweed harvested and primarily processed, stored 

in the farmer's warehouse are recorded by each farmer so that product can be traced from the first point of sale back to harvesting. 

판매 인보이스상에 개별 양식 어민이 판내한 제품의 배치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배치 번호은 각 어민들과 해조류가 양식, 수확된 위치가 식별되는 

로트코드로 구성됨. 배치 번호는 양식어민들의 작업 일지에 기록된 개별 양식 어민의 창고에 저장된 양과 일일 수확량으로 연결되어 추적된다.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에 종묘의 위치와 양을 기록하고, 구매한 종묘 인보이스 또는 구매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로트번호는 양식어민의 식별코드와 양식장의 

각 로프 번호에 주어짐.

구매되고 식재된 종묘의 양, 수확, 1차 가공 및 양식 어민의 창고에 보관된 해조류 양은 개별 어민들에 의해 기록되어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확되는 

시점으로 역으로 추적될 수 있게 해줌.

WESC Traceability manual (Rev. 1, 30 April 2020) is established. Lot number (Code for longline in the farms) is given to each longline rope in the 

respective farms in the UoA. The lot number is recorded in the planting management log. When the certified seaweeds are harvested, primarily 

processed and temporarily stored, the batch number (code for the longlines from which seaweeds are harvested for primary processing and temporary 

storage) is created and recorded in the harvesting management log. The batch number and the lot number are indicated in the certificate of receipt 

retained by WESC and the certificate of supply retained by the farmers.

완도친환경수산물 추적성 매뉴얼 (2020년 4월 30일, Rev. 1)이 수립됨. 로트 번호 (생산조합원별 양식장 줄번호)가 평가 단위 내 각 양식장의 설치된 개별 

줄(로프)에 주어짐. 로트 번호는 입식 일지에 기록됨. 인증 해조류가 수확, 1차가공 및 임시 보관 될 때, 배치 번호 ( 1차 가공, 임시 보관되기 위해 수확된 

해조류가 있었던 양식장 로프들을 묶은 번호)가 생성되고 수확 일지에 기록됨. 배치번호와 로트 번호는 입고증 (조합용) 및 입고증(조합원용)에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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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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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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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오 All certified seaweeds are produced by the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and non-

certified product is not produced in the farms. As for 

Kelp and Hiziki, WESC will only handle certified Kelp 

and Hiziki.

모든 해조류는 심사 대상 단위에 포함된 양식장에서 

생산됨. 비인증 제품은 생산하지 않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인증받은 다시마와 

톳만 취급할 예정임.

2b.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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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오 Only certified seaweed is sun-dried, primarily 

processed and stored in the area owned or 

exclusively used by the farmers of aquafarms within 

the units of assessment. Uncertified seaweed from 

neighbour farms is not sun-dried, primarily procesed 

and stored in the same location.

At each stage of handling, the farmers put the 

signboard including name of farmer, telephone 

number of WESC and the logo of ASC on the batch 

of certified seaweed to identify it.

인증품 해조류만 인증 심사 대상 단위에 포함된 

양식어민들이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광건조, 1차 가공 및 보관됨. 주변 양식장의 비인증 

해조류는 동일한 장소에서 일광건조, 1차 가공, 

보관되지 않음. 해조류가 취급되는 각 단계에서,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식어민들은 양식 어민 

이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전화번호, ASC가 

표시된 푯말을 인증 해조류 배치마다 부착하게 됨.

All certified seaweeds are exclusively sold to WESC. 

Only certified seaweeds are sun-dried, processed and stored in the area owned or exclusively used by the farmers within the units of assessment.  

Uncertified seaweeds are not sun-dried, procesed and stored in the same location. 

Only certified seaweeds are used for the production of the blanched and salted Hiziki and Kelp. Processing and storage are occurred in the farmers' own 

area.

At each stage of handling, the farmers put the signboard including name of farmer, telephone number of WESC and the logo of ASC on the batch of 

certified seaweed to identify it.

모든 인증품 해조류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으로 독점적으로 판매됨.

인증품 해조류만 평가단위 내 양식 어민들이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광 건조장, 가공장 및 보관장에 보관됨. 

비인증 해조류는 같은 장소에서 일광건조, 가공 및 보관되지 않음.

인증품 해조류만 염장 톳/다시마 생산에 사용되며, 가공 및 보관은 양식 어민 소유 장소에서 실시됨.

각 취급 단계 마다,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식어민들은 양식 어민 이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전화번호, ASC가 표시된 푯말을 인증 해조류 

배치마다 부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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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contractors are not used to handle, transport, 

store or primary process the certified seaweeds. All 

activities are performed by the farmers of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인증제품의 취급, 운송, 보관 또는 1차 가공에 

하청업체가 사용되지 않음. 모든 활동은 인증 심사 

대상에 포함된 양식 어민들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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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weeds are transported by the farmers 

of aquafarms in the units of assessment with product 

batch identification card to warehouse of WESC 

which is the point where product enters the Chain of 

Custody. The ownership of the certified seaweeds 

goes from the farmers to WESC. The batch number 

(code for primary processing and temporary storage) 

and the lot number (Code for production line) is to be 

recorded in the certificate of receipt issued by WESC 

and in the certificate of supply issued to the farmers. 

인증 심사 대상에 포함된 양식 어민들에 의해 인증품 

해조류가 CoC (추적성 관리) 시스템의 시작점인 

완도친환경수산물협조합 창고로 운송됨. 인증 

해조류의 소유권이 양식어민으로부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으로 이전됨. 배치 

번호(건조 및 임시보관 코드)와 로트 번호(생산라인 

코드)가 모두 기록됨. 

3. Determination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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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성과 분리 시스템은 위험을 해결하고 인증된 것으로 

식별되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UoA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한가?

Y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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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오 

3c. Confirm whether products are eligible to enter further chains of custody 

제품이 추가적인 CoC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Yes 예 

Justification

Traceability and segregation systems are established to ensure all certified products are identified, traced and sold 

as certified seaweeds originated from the UoA. Risk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is low.

모든 인증 제품이 식별되고, 추적되며, 인증 심사 단위에서 생산된 인증품 해조류로 판매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추적성 및 

분리 시스템이 수립되어 있음.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합 또는 대체되는 리스크는 낮음.

The UoA only produce the certified seaweeds from its farms, primarily process (dry) the certified seaweeds in the farmers' sun-

dry fields and temporarily store the certified seaweeds in the farmers' storage. The UoA transports the certified seaweeds to 

WESC. The ownership of the certified seaweeds is transferred to WESC at the WESC warehouse. No risk of mixing before 

the ownership goes to WESC.

평가 단위는 양식장에서 인증품 해조류만을 생산하고, 양식어민의 일광건조장에서 인증품 해조류를 건조하고, 양식어민의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함. 평가 단위는 인증품 해조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창고로 인증품 해조류를 

운송하게 됨.  

Further chain of custody is required when the ownership of the certified seaweeds changes. 

In the warehouse of WESC, all certified seaweeds purchased from the UoA are stored. The certified seaweeds are to be 

further processed or sold. WESC has appointd 2 process responsibles who are also WESC members. All members are 

supposed to comply with WESC's rules. WESC has the central management system which applies to all members.

추가적인 CoC (추적성 관리)는 인증품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지점에서 필요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창고에 

생산단위에서 구매한 모든 인증품 해조류가 보관됨. 인증 해조류는 추가적인 가공을 하거나 팔리게 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조합원 중 2명의 프로세스 담당자를 지정했음. 모든 조합원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규정을 따라야 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에 적용되는 중앙의 경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3d.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intended point of first sale 만약 별도의 CoC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상되는 

최초 판매 시점을 표시하시오. 

No 아니오 

3e.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point from which chain of custody is required to begin  만약, 별도의 CoC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CoC 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표시하시오. 

No 아니오 

Point of first sale is where the certified seaweeds are transported to the warehouse of WESC. 

최초 판매 시점은 인증품 해조류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창고로 운송되는 지점임.

Further chain of custody begins from the warehouse of WESC where the certified seaweeds are sold and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from the UoA to WESC. The ownership changes when the certified seaweeds are transported from the storage of 

farmers to the warehouse of WESC. The followings will be included in the scope of CoC Certification.

# WESC Storage No.1: No.9, Nonggongdanji-2gil,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 WESC Stroage No. 2: No.21-9, Nonggongdanji-2gil,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추가적인 CoC(추적성 관리)는 인증품 해조류가 팔리고 소유권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으로 이전되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창고로 입고 시 필요함. 소유권은 어민들 창고에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창고로 운반될 때 

변경됨. 하기 창고들이 CoC 인증 범위에 포함될 예정임
# WESC 저장소 No.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길 9                                                                                        # WESC 

저장소 No. 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길 21-9



Determination

Draft determination 결정초안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will be recommended for certification 

based on the ASC-MSC Seaweed (Algae) Standard V1.1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ASC-MSC 해조류 표준에 근거한 인증 취득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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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9, Nonggongdanji 2-gil,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Unit of Assessment)

1) Mr. Seong-Uk LEE's Farm (34°19'47"N 126°54'38"E)/ Processing place (8-20, Sinji-ro 

1281beon-gil,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2) Mr. Young-Taek JI's Farm (34°17'04"N 126°52'15"E / 34°17'17"N 126°52'01"E) / 

Processing place (953, Sinji-ro,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3) Mr. Yong-Jin CHOI's Farm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Processing place (1065-3, Sinji-ro,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4) Mr. Jong-Hun CHO's Farm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Processing place (975, Sinji-ro, Sinji-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5) Mr. Ho-Yeon JEONG's Farm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140-47, 

Saengil-ro, Saengil-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6) Mr. Su-Han CHOI's Farm (34°19'13"N 126°57'11"E / 34°18'29"N 126°57'28"E ) / 

Processing place (15-2, Geumgok 1-gil, Saengil-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7) Mr. Yo-Hwan KIM's Farm (39-1, Yongchul-gil, Saengil-myeon,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8) Mr. Nam-Il KIM's Farm (34°18'14"N 126°58'59"E / 34°18'15"N 126°59'18"E / 34°18'10″N 

126°58'48"E) / Processing place (146, Dongsongyonghang-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9) Mr. Ju-Bin AN's Farm (34°23'22.2"N 127°03'26.7"E) / Processing place (17-1, Hahwajeon 

1-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10) Mr. Do-Hyung CHAE's Farm (34°24'10.1"N 127°00'16.3"E / 34°23'49.8"N 127°00'11.2"E / 

34°23'17.4"N 127°01'01.6"E / 34°22'48.9"N 127°00'56.0"E) / Processing place (9, Cheokchi-

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11) Mr. Kyung-Yeol PARK's Farm (34°19'41.3"N 127°01'42.7"E)/ Processing place (4-26, 

Sinpyeong 1-gil, Geumil-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길 9

(Unit of Assessment)

1) 이성욱 양식장 (34°19'47"N 126°54'38"E) / 가공장(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1281번길 8-20, 34°19'56.6"N 126°52'51.5"E )

2) 지영택 양식장 (34°17'04"N 126°52'15"E / 34°17'17"N 126°52'01"E) / 가공장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953, 34°19'10.7"N 126°51'23.4"E)

3) 최용진 양식장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065-3, 34°19'22.6"N 126°51'56.4"E)

4) 조정훈 양식장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975, 34°19'22.7"N 126°51'56.2"E)

5) 정호연 양식장 (34°18'15"N 126°53'12"E / 34°18'27"N 126°53'14"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140-47, 34°18'52.0"N 126°59'50.2"E)

6) 최수한 양식장 (34°19'13"N 126°57'11"E / 34°18'29"N 126°57'28"E )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금곡1길 15-2, 34°20'04.0"N 126°59'51.1"E)

7) 김요환 양식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용출길 39-1, 34°18'41.8"N 

126°59'12.6"E)

8) 김남일 양식장 (34°18'14"N 126°58'59"E / 34°18'15"N 126°59'18"E / 34°18'10″N 

126°58'48"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송용항길 146, 34°21'03.0"N 

127°03'38.6"E)

9) 안주빈 양식장 (34°23'22.2"N 127°03'26.7"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하화전1길 17-1, 34°21'17.1"N 127°01'07.6"E)

10) 채도형 양식장 (34°24'10.1"N 127°00'16.3"E / 34°23'49.8"N 127°00'11.2"E / 34°23'17.4"N 

127°01'01.6"E / 34°22'48.9"N 127°00'56.0"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길 9, 34°21'40.0"N 127°01'33.2"E)

11) 박경열 양식장 (34°19'41.3"N 127°01'42.7"E)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평1길 4-26, 34°20'43.9"N 127°02'31.2"E) 

Entities allowed to use 

certificate

인증서 사용가능 주체 



The point from which CoC is 

required to begin

CoC 시작 지점 

Wando Eco-friendly Seafood Cooperative (WESC) Warehouse

9, Nonggongdanji 2-gil,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59108 Republic of Korea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창고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길 9

Eligibility date

승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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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te is set as the audit visit date, which there is no harvest before the visit date. so the 

entire harvest season is included, the eligibility date is set as 25 May 2020.

(Variation request is apporved.;001-ASC-MSC-Seaweed-Variation-Request-Eligibility-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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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PI 1.1

Stock Status

PI 1.2

Harvest strategy No Do not score 

these PIs

Yes See next 

criteria

No Do not score 

this PI

Yes See next 

criteria

No Score this PI

Yes Score this PI

No Do not score 

this PI

PI 2.1

Habitat

No Score these 

PIs

PI 2.2 Yes Score these 

PIs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No Do not score 

these PIs

PI 2.7 Yes Do not score 

this PI

Energy efficiency No Score this PI

PI 2.8 Yes See next 

criteria

Translocations No Do not score 

this PI

Yes See next 

criteria

No Score this PI

Yes Score this PI

No Do not score 

this PI

PI 2.9 Yes Score this PI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No Do not score 

this PI

PI 3.1 Yes Do not score 

this PI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No Score this PI

PI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No Score these 

PIs

PI 5.5 Yes Score these 

PIs

Yes See nex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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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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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1.     Is the UoA targeting an ali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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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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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oes the activity depend on wild stocks of seaweed or on seed supplied from them 

(categories A, Bi or Ci)?

Yes Score these 

PIs

1.     Is it a micro family business?

1.     Is translocation occurring?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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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eria

2.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3.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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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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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No Do not score 

these PIs

PI 5.5 No Do not score 

these PIs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Yes Score these 

PIs

2. Does the activity require supply from the wild stock (category Ci) AND use water-based 

structures or substantial gear?



Photos of farm and sun-drying field



Location of WESC and its fa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