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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his Reporting Template should be used for initial 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 audits. 이 보고서 양식
최초 심사 와 갱신 심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The following reports shall be prepared using the Reporting Template 이 보고서 양식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된다:
•

Client Draft Report 고객용 초안 보고서

•

Public Comment Draft Report 일반공개 의견 수렴용 초안 보고서

•

Final Report (FR) 최종보고서

•

Public Certification Report (PCR) 일반공개 인증 보고서

•

Re-assessment Report 갱신 심사 보고서

Each section has instructions of what is required within that section of that report. Sometimes an instruction
can be traced to an individual requirement in the CAR or Standard. At other times, an instruction represents
multiple requirements. 각 장에는 해당 보고서별로 필요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정조치요구
또는 표준의 개별 요구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지침에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Additional supporting material can be attached as a PDF Annex. 추가적인 자료는 PDF 부록으로 첨부될 수
있다.
Any references used to support statements in the evaluation tables of the reports shall be included in the
“References” section of the table and an in-text reference (e.g., number or author, date), made to the
relevant source. 보고서 상에 평가 결과로서 작성된 자료는 “참고문헌”에 표시된 표에 해당 자료의 이름 (문서
번호, 저자, 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ome words/phrases are underlined with a dotted underline; explanations for these words/phrases can be
found by hovering over them. 일부 단어/문구 등에 밑줄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단어 / 문구 등에 대해서는
밑줄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추가적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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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details 연락처

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
인증기관

Name of the CAB 인증기관명
Name of assessment team leader

Lloyd’s Register 로이드 레지스터
Francisco Padilla Magán

심사팀장
Name of the first point of contact for the
assessment (if different from the

프란치스코 파딜라 마간
Francisco Padilla Magán
프란치스코 파딜라 마간

assessment team leader). 인증기관 담당자
정보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Paco.padillamagan@lr.org

Client
고객

Phone number 전화번호

+44 131 619 2163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6 Redheughs Rigg, South Gyle, Edinburgh,
EH12 9DQ

Name of company 회사명
Name of the first point of contact for the
assessment. 담당자 정보
Position in the client organization

Haedam Co. Ltd. ㈜해담
Mr. Moon-Ho, Jo 조문호 이사

Email address 이메일

Director of the farming operation 이사
singcho@hanmail.net

Phone number 전화

+82 65 583 8477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15-5, Chido-gil, Wido-myeon, Buan-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길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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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요약

A brief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audit 심사 범위에
대한 설명

The scope of the audit includes offshore
facilities and land base supporting facilities of
the company Haedam Co Ltd, dedicated to the
production of Pyropia yezoensis. The sites
arelocated in Wido, Buan County, Jeollabuk-do
province in Korea.
심사 대상지에는 ㈜해담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위도에서 파이로피아 예조엔시스 (김) 생산하기
위한 해상 양식장 시설과 육상이 지원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unit of assessment
심사 양식장의 주요한 강점과 약점

Strength 강점:
• The farm qualifies to be category Bii,
meaning 'Cultivation at sea: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Hence no impact on wild
stocks. The company has legitimate
harvesting rights and contract with the
local fishermen’s association by the
government license system. Buan
county and other seaweed related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are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seaweed
production regularly.양식장은 카테고리
Bii ‘해상양식 : 야생 자원의 종자 공급이
필요하지 않거나, 무시할 만한 수준’에
해당된다. 또한, 야생 자원에 영향이
없음. 회사는 정부의 허가 시스템에 따라
지역의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과 합법적인 권리 및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부안군과 그리고 해조류
관련 국가연구기관은 해조류 생산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있다.
The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is robust, with a proper
legal structure and controls. 대한민국의
관리시스템은 강력하고, 적절한 법적

•

체계와 통제가 유지된다.
The type of farming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there are no concerns
related to the site carrying capacity.
양식방법이 친환경적이며, 현장의
수용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

•

General good practices were seen
during the inspection. 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양식장 운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Weakness 약점:
• Although, there is a strong legal
requirement exist on the operation of
seaweed aquafarm,the organization
needs improvement on the clear
strategy development on the waste and
chemical control, record keeping of
workers working hours,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better identification of
aquafarming equipment. 해조류 양식장
운영에 대한 강력한 법적 요구 사항이
있지만, 조직은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전략 개발, 근로자
근무시간 기록유지, 사회적 영향 평가 및
양식장 기자재에 식별 등에 대한 개선이
•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As mentioned above, the environmental
risks are low; however, there is not
sufficient evidence to demonstrate that
there are no benthic impacts that can
derivate from poor farming practices.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적인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열악한 양식 작업 관리에 따라 초래될
수도 있는 저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

않는다.
Good practices have been
demonstrated but there is a general
lack of written policies and procedures.
우수한 양식 작업 사례가 입증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절차 등의 문서화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주요 발견사항에 대한
요약

A total of 4 critical conditions were raised by
the audit team during this initial inspection,
related to chemical management and storage,
living quarters conditions, policies for
disciplinary practices, and identification of farm
equipment. 최초심사에서 4 건의 중대 부적합이
확인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저장, 작업자의
일상공간 상태, 징계 절차 및 방침, 양식장
기자재 식별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Audit determination 심사 결과

Non-applicable at this draft stage. 초안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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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of Assessment 심사 유닛
The Unit of Assessment defines the extent of the specific production unit that is to be assessed for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심사 대상 단위에는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특정 생산 유닛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Name of the production unit 양식장명

Haedam Co Ltd. The Seaweed farm is located in Wido, Buan
County, Jeollabuk-do province in Korea. Three farmers hold
licenses for laver farming operations at south-eastern Wido-island.
(주)해담 양식장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도에 위치하고

Target species common name/s 대상
해조류 수종

있다. 위도 남서쪽에 김양식장 3 건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Laver is locally known as Gim.
김

Species Latin name 학명

Pyropia yezoensis 파이로피아 예조엔시스

Production system 생산시스템

Floating rafts/ floating rope method. 부류식

Location of the production unit

Wido, Buan County, Jeollabuk-do province in Korea

양식장의 위치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South Eastern Seashore (Buan-gun, Junbuk) of Korea Peninsula
Southeastern of Wido-island

Stock region 생태자원의 위치

Receiving water body 수역 정보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도 남동쪽 위치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three different
Seas: the Yellow Sea, South Sea, and East Sea. The Haedam
offshore facility applying for certification is located on an island on
the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15 km distance from the
coastline). The Yellow Sea is a marginal sea of the Western Pacific
Ocean located between mainland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can be considered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East China
Sea. The Yellow Sea has a 4 to 9 m tidal range, and it is greatly
affected by mudflats, therefore resulting in high turbidity.
한반도에는 3 면의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 서해 / 남해 / 동해
㈜해담의 해상 양식장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해 바다에 있는 섬에
취이하고 있다. (해안선에서 약 15km 거리) 서해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며 동중국해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해는 조수 범위가 4m ~ 9m 로 갯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수의 탁도가 높다.

Clients part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

Mr. Moon-ho, Jo, Manager of Headam Co., Ltd. ㈜해담의 조문호

유닛의 담당자정보

이사
There are 2 offshore facilities, 6 vessels (operation and
transportation), and a land base dormitory, office, warehouse for
equipment and materials.
2 개의 해상 시설, 6 개의 상박 (운반용 및 작업용) 및 육상 시설

Facilities 시설현황

(사무실, 직원 숙소, 창고, 야적장)
Unit of Certification (if different)
인증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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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escribed above. 다음의 설명 참조

Background information 기본정보

Seaweed category 해조류 카테고리
History of the Production Unit 양식장의 역사

Bii Cultivation at sea: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Bii
Haedam was established on 2017.03.01 and the
company received a farming license from Wido
country 해담은 2017 년 3 월 1 일에 설립되었다.

Harvest season 양식 기간

해조류 수종

Target
species
background

Life history, harvest or aquaculture practices

정보

식생, 수확 또는 양식 절차

위도에서 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December - April (Winter Season in Korea)
12 월부터 4 월까지 (한국의 겨울철)
The company uses a floating net method, which is
popular for the mass-production of laver farming in
Korea. This method keeps the laver submerged in
the water during both the high and low tides.
Laver produced during the winter in estuaries or the
brackish water zone, with 1.024 ‰ salinity. Seeding

begins in autumn,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and multiple harvests can be taken from a
single seeding throughout the winter months. The
algae is known to grow well in seawater when
temperatures are between 5–8°C. Laver that has
been grown for 50 days is considered best for
consumption, as the colour and flavour are at their
peak.
Laver cultivation with floating keeps the laver
submerged in the water during both the high and
low tides. The floating raft set consists of size with
357m X 280m per 10ha farming license. The width
of the laver hanging bar is 2m and the length 50 m.
The basic size is called “Chekk”
The company installed 1,020 Chekk for 70 ha in the
2020/2021 season.
회사는 부류식 방식을 사용하며, 이것은 한국에서
김의 대량생산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
방식은 만조와 간조 간에 김발이 물에 잠기도록
유지한다. 김은 1.024% 염도 수준의 강 하구 또는
기수역에서 생산된다. 채묘는 9 월과 10 월 사이
가을철에 시작하며, 한번의 파종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다. 김은 해수 온도가
5 도~8 도 일 때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 일동안 재배한 김이 색과 맛이 절정에 달하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인정받는다. 부류식 김양식장은
만조와 간조 모두 김이 물에 잠기도록 유지한다.
부유식 양식 시설은 양식면허 10ha 당 357m X
280m 로 구성되어 있다. 김발의 너비는 2m 이며,
길이는 50m 이다. 기본 사이즈는 “1 책”이라 부른다.
회사는 2020/21 시즌에 70ha 면적에 1,020 책을
Stock status 자원 상태

시설하였다.
All produced in hatcheries managed by
subcontractors. 사상채의 배양은 하청업자를 통해
관리된다.
The laver naturally grows on the surface of rocks
near land. However, it is less efficient for
commercial production. The area has a muddy
surface at the bottom and does not produce the
laver naturally. It is common to artificially farm laver
at the surface of the sea through floating net
methods. For commercial production of the laver,
all the species used are artificially grown with no
use of natural seeds.

김이 자연적으로 육지 근처의 바위 표면에서
자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업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지역은 뻘
바닥이라서 자연산 김이 생산되지 않는다. 해상
부류식 김양식에서는 인공채묘가 일반적이다.
상업적인 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들은
Harvest/production data 양식/생산 데이터

천연 씨앗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재배된다.
Around 510 ton/year (1 Chekk consisted of 2m X
50M size floating net. The company installed 1,020
Chekk in the season of 2020/2021. 1 Checkk
produce 500kg of live laver, Moisture content
around 90%)
약 510 톤 / 연간 (1 책은 2M X 50M 로 구성되며,
회사는 2020/2021 년 시즌에 총 1,020 책을 시설
설치했다. 1 책의 평균 생산량은 500kg 이며,

Ecosystem background 생태계 기본정보

Aquatic ecosystem 수생 생태계

일반적인 수분함량은 90% 이다.)
Buan Wido-Island Sea Area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a is rich in
seaweed (predominantly kelp, Laminaria japonica),
cephalopods, crustaceans, shellfish, clams, and
especially in blue-green algae which bloom in
summer. The West Coast of Korea contains a large
area of muddy flats. Those flats consist of highly
productive sediments with a rich benthic fauna.
There are no effects identified in the water column.
The only possible impacts identified are related to
the benthos under the farm (see reference with
conditions raised in PI 2.2).
부안 위도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에는 다양한 해조류 (주로
다시마, 라미나리아 자포니카), 두족류, 갑각류,
조개류, 조개 그리고 여름철에 번성하는 파래류가
풍부하다. 한국의 서해안에는 넓은 갯벌 지형이
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풍부한 저서 생물군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해수기둥 상에 확인된 영향은 없다. 단,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양식장 밑의 저서
생태계이다. (PI 2.2 에 관련 발견사항 참조)

ETP species 멸종 및 보호종 정보

Under South Korean law, the hunting and capturing
of a large number of species of wild animals are
prohibited. These include 64 species of mammals,

396 species of birds, 16 species of reptiles, and 10
species of amphibians. Most of these species are
not endangered species but are protected for other
reasons. No freshwater fish are included on the list,
although some are endangered. These species are
defined in Appendix 6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ct, Ministry of Environment Ordinance #183,
amended September 27, 2005. It was observed
that there are no identified residential places for
passerine and non-passerine birds in Buan and
Wido-island. However, no evidence demonstrates
any negative impact of the aquafarm operation on
endangered species.
Nevertheless, a condition has been given related to
the consideration of indirect effects to ETPs.
한국의 법에 따르면,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는
포유류 64 종, 조류 396 종, 파충류 16 종, 양서류
10 종이 보호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 종의
대부분은 실제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보호받고 있다. 일부는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만 민물고기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종들은 2005 년 9 월 27 일 개정된 환경부 제 183 호
야생 식물 및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의 부록 6 에
정의되어 있다. 부안 및 위도 지역에서 텃새와
철새의 서식이로 확인된 지역은 없다. 그리고
위도의 양식 활동이 멸종 위기 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확인될 만한 증거가 확인된 사항도
Specific constraints 제약사항

없다.
No relevant constraints were identified. There is a
very low risk of the unwanted catch of species as
the farm uses a floating net method at the sea
surface. Laver is harvested from a boat with a
harvesting machine with roll type cutter.
부류식 양식장으로서 기타 다른 원하지 않는 종이
함께 수확될 확률이 낮다. 김은 작업선에 롤타입
커터를 가지고 있는 수확기계를 통해 수확된다.

Critical environments 취약 환경

The IUCN category IV protected area number 112
Oechido is located 500 meters from the facility.
This protected area only includes land areas, so

there is no direct interaction with Haedam floating
farms.
IUCN 카테고리 IV 보호 지역 번호 112 외치도가
양식장에서 500m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호
지역은 육지이며, 이에 따라 해담의 양식장 시설과
Cumulative impacts 누적 영향

Management 경영 정보 system

Management system 관리시스템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
No cumulative impacts were identified during this
initial audit.
이번 최초 심사 동안에 확인된 누적된 영향은 없음.
The farm is managed by Haedam Co., Ltd. The
company operates a seaweed farm under a license
agreement for fish licenses in the Wido fishermen’s
community. Applicable legislations are the same as
other normal companies to produce seafood
products and fishing operations. Acts that directly
relate to fisheries licenses and permits include the
Fisheries Act and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Besides, the "Fishery Management Act" for the use
and management duties of the farms, the "Act on
the indication of the origi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or the indication of the origin of
aquaculture products, the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For the
support of fish farmers, there ar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Accident Insurance Act".
The production of the laver in Haedam farm is
confirmed to be undertaken following Korean
regulations for permits and monitoring. Seaweed
farming is a well-developed industry in Korea and
there are sufficient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sources to control implementation.
양식장은 해담에서 운영한다. 이 회사는 위도
어촌계의 해조류 양식 면허를 바탕으로 사용계약을
통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적용되는 법률은
수산물의 생산 및 어업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
기업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업허가 및 면허
등에 관련 있는 법률에는 수산업법 그리고
내수면어업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양식어가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양식업자의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해담 양식장의 김 생산은 국내의 양식면허 및
모니터링 규정에 따라 운영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조류 양식업은 한국에서 잘 발달된 산업으로서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부 규정과 자원이
준비되어 있다.
Consultations 의견수렴

The company has a farming operation in Widoisland.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listen to the
local community’s opinion on who is holding a
fishery license permit from the government. The
company’s president and operation director
regularly have a meeting with the local fishermen’s
community. And the consultation is going on
through meeting with Wido Fishermen’s
community.
회사는 위도에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어촌계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회사는 대표자와 양식장 관리
이사를 통해 지역의 어촌계 구성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한다. 위도 어촌계 구성원들과의

On-going consultations 의견수렴 진행사항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유지되고 있다.
At the moment, the company received requests for
the sales of used farming gear (ropes and buoys)
to residents for fishery use. The company
contributed to the local community in Wido-island.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cation meetings
confirmed.
최근에, 회사는 사용이 완료된 양식기자재 (로프 및
부표)등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회사는 위도의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 프로세스

Decision making is done internally by the company.
Each position in each section has a specified
authority. Each decision is taken by the respective
person with the authority.
의사결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된다. 각 부서의
담당자는 지정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결정의 권한을 가진 해당 인원이 판단하여
Agreed-upon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fishing 어업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된 관리 수단

결정한다.
The company can harvest at its own will and the
offshore facilities are directly managed by the
company’s workers. There is no special aspects or
regulations to take care of when harvesting.
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확을 결정할 수
있고, 해상의 양식장 시설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수확작업 중에 특별한 특면 또는 규정은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모니터링, 관리, 사후검증 및 제재

없다.
The local Government fisheries department is the
monitoring farm site operation regularly with their
government vessel (Fishery Patrol Ship). This is
external monitoring under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farm license system.
The company conducts an internal inspection to
check compliance with applicable legislation, the
viability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dition of health and safety.
지방정부 (부안군) 해양수산과에서 정기적으로
행정선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양식장 현장에
대해 감독한다. 이것은 양식장의 면허 시스템
상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외부 모니터링 활동이다.
회사는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경영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건강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Employee 종업원

심사를 실시한다.
As of December 16, 2020, there are 9 employees.
The employment contract is renewed every year.
This is because the laver farming is mainly focused
on the winter season (December – April), not on
year-round production. There have been no
accidents since 2016. No problems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working hours, payment of wage, or
harassment. Nevertheless, two critical conditions
have been identified related to workers’ living
quarters and disciplinary policies.
2020 년 12 월 16 일 현재, 9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고용 계약은 매년 갱신된다. 김양식은 연중
생산이 아니라 주로 겨울철(12~4 월) 집중되어 있다.
2016 년 이후 사고가 발행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임금 지급, 가혹행위 등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의 숙소와 징계

규정 운영 등에 대하여 두가지 중대 부적합 사항이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확인되었다.
The company’s farming license is in contact with
Wido Fishermen’s community. The company is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community socially and
economically. It was identified affected
stakeholders such as Buan local government,
Seaweed research institute, and experts, ENGOs,
Laver buyers group (Pulmuone Co., Ltd.)
회사의 양식업 면허는 위도어촌계와 관련되어 있다.
회사는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Surrounding Community 지역사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부안군청, 해조류 연구기관 및 해조류 전문가,
Community users or activities 지역 사용자 또는
활동

환경단체, 김구매자 그룹 (풀무원) 등이 확인되었다.
Wido-Island is a coastal island 14km away from the
port of Kyukpo, with an area of 14.14km2 with a
population of 1,316 people. Wido is located about
50 minutes away from Kyukpo Port by a regular
passenger ship. Residents are mainly engaged in
agriculture and fishing.
위도는 격포항에서 14 ㎞ 떨어져 있는 연안도서로
면적 14.14km2 에 1,316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위도는 격포항 에서 정기여객선으로 50 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Rights of access 접근 권한

종사하고 있다.
There is no community user or activities in the
aquafarm facilities. Farming right is protected by
the government license system. 양식장 시설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어업 활동이나 사용은
없다. 양식장 사용권은 정부 라이선스 시스템을
통해 보호된다.

Information if family business 가족기업 정보

In this standard, three key criteria are provided
This is not family business. 가족단위 사업은
to assist the recognition of micro family
해당되지 않음
businesses for scoring in this Principle:
• Family members are the main workers in
the business
• Farming provides the main family
income
• The maximum farming area is not
greater than two ha/family.
Since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units vary
widely globally, some flexibility is allowed for the
identification of micro family businesses based
on the judgment of CABs. To qualify for the
allowed exceptions in the scoring of micro
family businesses, the CAB should verify that at
least two out of three of the above key criteria
are met during the on-site assessment.

Main commercial market 주요 판매 시장

Other production units in the area 지역의 다른 양식
시설 현황

Korea domestic buyers and exporting market to
Oversees countries
대한민국 국내 및 해외 수출국가 시장 대상
There are a number of of other seaweed farm
operations in the area, mostly producing laver.
동일한 지역에 다수의 다른 해조류 양식장이

A statement that the production unit is within
scope 인증범위내의 생산 유닛에 대한 설명

존재하며 주요한 양식종은 김이다.
The production unit is within scope of the ASCMSC Seaweed (Algae) Standard.

A clear statement from the CAB that the
production unit entering assessment meets the
scope requirements in Section 2 Seaweed
Standard. 해조류 표준의 2 장 요구사항 인증
범위에 대하여 심사 대상 조직에 대한
인증기관의 설명
2.1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are only
eligible for certification if the target species
is seaweed. 자연 채집 또는 양식 활동을
통한 인증 대상의 목표 수종은 해조류 이다.
2.2 The Standard applies globally to all
locations and scales of operations, including
both harvestings of wild stocks and

2.1 Target species is Pyropia yezoensis (Laver)
and it is eligible for certification 목표 수종은
파이로피아 예조엔시스(김) 이며 인증 대상으로
적절하다.

production from aquaculture systems. 이

2.2. Scope of this assessment is the production
from the aquaculture system. Legal requirements
on aquaculture registration and harvesting

표준은 이 표준은 자연 서식지의 수확과 양식

permission in Korea. 심사 범위에는

체계의 생산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와 규모의

양식시스템에 따른 생산 활동이 해당된다.

작업에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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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해조류
생산 단위에만 적용된다. 현존하는 ASC

양식장의 면허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2.3 Only Pyropia yezoensis (Laver)is included in
the production units. 김 양식만을 포함

또는 MSC 표준에 따른 평가의 범위에있는
다른 생산 단위는 해조류 표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4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involving the
introduction of alien (=non-native) specie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unless 어획
또는 양식 활동은 외래종(비 토착종) 을
도입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
2.4.1 The introduction occurred at least 20
years before the date the application is
made for assessment against the
Standard, or 도입은 해조류 기준에 대한

2.4.1 / 2.4.2 Pyropia yezoensis (Laver)is not alien
species in Korea 김은 대한민국에서 외래종이 아님

평가를 위해 신청한 날로부터 적어도
2.4.2

20 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는
The alien species are cultured in on-land
facilities that are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aquatic environment. 외래종은
수생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육지

시설에서 배양된다.
2.5 Organiz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12
months, or one harvest cycle, whichever is
less. 인증을 추구하는 조직은 최소 12 개월

2.5 Production of Laver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40 years 김의 양식은 40 년 이상의
양식장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는 1 회의 수확 주기 중 더 적은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6 Organiz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available records of performance data
covering the periods specified in this
standard. 인증 심사 대상 조직은 인증

2.6 The organization has enough operational data
records 조직은 양식장 운영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표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7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that use
mutagenic, carcinogenic, or teratogenic
pesticides, or any other chemicals that
persist as tox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r on the farm or farmed seaweed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돌연변이 유발,

2.7 Farming activities use chemicals (Citric acid,
organic, treatment between harvesting operation)
however, it does not cause mutagenic,
carcinogenic, or teratogenic impact. No relevant
toxins that persist in the marine environment or on
the farmed seaweeds have been identified.

발암성 또는 기형성 살충제를 사용하는 수확

양식장의 운영에서 화학약품(유기산 활성처리제,

또는 농업 활동 또는 해양 환경이나 농장

수확기간 중)을 사용하지만 돌연변이 유발, 발암

또는 양식 해초에서 독소로 유지되는 다른

유발, 기형 유발 영향은 유발하지 않는다. 해양

화학물질은 인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환경이나 양식 해조류에 독성이 잔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Audit plan 심사계획

Assessment team 심사팀
Team leader
팀리더

Name 이름
Francisco
Padilla
프란치스코
파딜라

Summary of qualifications 심사원 설명
Francisco Padilla is an aquaculture and seafood
expert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in multitrophic
integrated aquaculture and seaweed fisheries.
Francisco is a highly qualified seafood auditor trained
in ASC-MSC Seaweed, ASC Farms, Global GAP,
and BAP Farms among other seafood quality
management schemes, and has conducted over 300
seafood assessments for Lloyd's Register.
프란치스코 파딜라는 다영양 입체양식 (IMTA) 와
해조류 양식 등의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양식업 및 수산물 전문가이다. 프란치스코는
ASC-MSC Seaweed, ASC Farms, Global GAP, BAP
Farms 그리고 다른 수산물 품질 관리 인증 심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Lloyd’s Register 에서 300 건

Team member 1
팀원 1

Ryan Bae
배익환

이상의 수산물 심사를 수행했다.
Expert Ryan Ikhwan, Bae is a lead auditor for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for more than 10 years (from
FSC and MSC), and he has various system audit
project experience from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ISO 22301, ISO 27001, ISO 22000,
FSSC 22000. The previous career from fast food
franchise company (Lotteria., Co., Ltd) He attended
ASC-MSC Seaweed Standard Assessor training held
in Beijing on 24th - 26th Oct 2017 and successfully
finished the qualification exam. He carried out Gijang
Sustainable Seaweed Network Initial Assessment in
2019 as the audit team leader.
기술 전문가 배익환 은 FSC 와 MSC 의 Chain of
Custody 심사원으로 10 년이상 활동해 왔으며, 다양한
시스템 심사 프로젝트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ISO
991, ISO 14001, OHSAS 18001, ISO 22301, ISO
27001, ISO 22000, FSSC22000 등. 그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 (롯데리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2017 년 10 월 24 일 ~ 26 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ASC-MSC 해조류 심사원 교육에 참석하여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2019 년에 진행된 기장
지속가능 해조류 네트워크의 최초 인증심사에서
심사팀장을 담당했다.

Social auditor
소셜 심사원

Leon Reed
레옹 리드

Leon Reed is the Chief Technical Officer and
Founder of Verisio™ and heads up a team a
professional Social Compliance Auditors as well as
consulting with major retailers and companies
throughout the world. Leon is a qualified Auditor of
the following standards; ISO9001, ISO14001,
OHSAS 180001, SA8000, HACCP & ISO22716. He
is also leading the way by helping companies comply
with the Modern Day Slavery Act 2015. Leon has
been conducting aquaculture audits as an audit team
member for ASC Assessments since 2015.
레옹 리드는 Verisio ™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이자
창립자이며 전 세계 주요 소매 업체 및 기업과의
컨설팅은 물론 전문 소설 규정 전문 심사팀을 이끌고
있다. 레옹 은 다음 표준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 이다.
ISO9001, ISO14001, OHSAS 180001, SA8000,
HACCP 및 ISO22716. 그는 또한 기업이 2015 년
현대판 노예 법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레옹은
2015 년부터 ASC 인증 심사원으로서 양식장의 소셜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Add/delete rows as needed]
Site visit 현장 방문
Date of site
12/16/2020
visit 일자
Location 위치

Wido, Buan County, Jeollabuk-do province in Korea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Stakeholders interviewed 이해관계자 인터뷰
Name 이름
Prof.
Kwanghoon,

Organisation 소속 Position 직위
National Gongju
Professor 교수
University

Summary feedback received 의견 현황
Laver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seaweed
produced commercially in Korea.

Kim 김광훈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김은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해조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Mr. In-Sung, Yu
유인성 계장

Mr. Su-Hun,
Ryu 류수헌

Buan County
Local Government
Office Fishery
department
부안군청 수산과

Public officer
fishery
operation
수산과 공무원

Pulumone Co.,
Ltd. – Seaweed
Business Unit

Business
Manager

풀무원 수산

사업부장

사업부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 was interviewed,
and the information and confirmed the consistency
of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report.
지자체의 수산업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보고서상에 포함된 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Pulmuone is the final buyer of the laver harvested
from Haedam Co., Ltd. We are making great
efforts to increase consumer confidence in the
sustainability and safety of seafood products. This
year, laver production is the first to conduct fullscale commercial production of laver plant species
owned by the Pulmuone Co., Ltd.(The company
has plant variety production right registered in
Korea law). As a result, there is a high interest in
the ASC-MSC certification process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seaweed farms.
풀무원은 해담의 양식 김의 최종 바이어이다.
우리는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김 생산은 (주) 풀무원 소유의
김 종자을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한국법에 따라 해조류 품종 보호권
보유함). 그 결과 해조류 양식장의 ASC-MSC 인증
프로세스와 운영 성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 received before PCDR 공개용 보고서 전에 접수된 이해관계자 문서
의견
Note: All written submissions from stakeholders (if any) received during the audit should be attached as a PDF
Annex.심사 일정 이전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현황은 PDF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Name 이름
NA

Organization 소속

Position 직위

Summary feedback received 의견 요약

Position 직위
Farmworkers
team leader /
off-shore
양식장 작업자 /

Summary feedback received 의견 요약
Daily routines, farm management schedules.
General interview and cross-reference information.

Employees interviewed 직원 인터뷰
Name 이름 Organization 조직
Employee 1 Haedam Co. Ltd.
직원 1

㈜해담

팀리더 / 해상팀

일상 관리, 양식장 관리스케줄
일반적인 인터뷰 및 상호 참조 정보

Employee 2 Haedam Co. Ltd.

Farmworkers

직원 2

작업자

㈜해담

Employee 3 Haedam Co. Ltd.

Farmworkers

직원 3

작업자

㈜해담

Acid treatment procedures, cross-reference
information.
활성처리제 작업, 상호 참조 정보
Predator interactions, harvest procedures, training,
cross-reference information.
포식자 상호 작용, 수확절차, 교육, 상호 참조 정보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 received during the PCDR 일반공개서 공개 기간 동안에 문서로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현황
Only for the Final Report and Certification Report. 최종보고서에 한해서 적용됨
All written submissions from stakeholders (if any) received during the audit should be attached as a PDF
Annex.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PDF 부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Name 이름

Organization 조직

Position 직위

Summary feedback received 의견요약

6
Assessment tree 평가표
The final set of PIs to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 tree shall be defin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unit in the UoA, as indicated in Table 3 of the Standard. Unless otherwise indicated, each
PI shall be scored.
평가표에 포함될 최종 PI 집합은 표준 표 3 에 표시 된대로 UoA 의 생산 단위 특성에 따라 정의 되어야 한다.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각 PI 는 평가된다.
Principle 1: Sustainable wild seaweed populations 원칙 1 : 지속가능한 자연산 해조류 자원 상태
PI 1.1 – Stock status 자원 상태
PI 1.1
Stock status 자원상태
Scoring Issue 평가항목

a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Stock status relative to irreversible impact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자원 상태
Guide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wild stock is at or fluctuating around a
the wild stock is above the point
level consistent with MSY (or proxy)
post 평가
where the harvesting impact is
자연산 종은 최대지속 생산량(MSY)과
기준
irreversible or very slowly
일치하는 수준이거나 그 수준에서 변동한다
reversible.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야생의 자원량이 채취활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때 되돌이킬 수

OR 또는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harvesting impact causes insignificant

없거나 매우 느리게 되돌리는 수준
이상이다.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야생의
자원량 이 채취활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되돌이킬 수 없거나 매우
느리게 되돌리는 수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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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N/A. This is a Bii-type farm with the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therefore
non-applicable.
해당 없음. 이 양식장은 Bii
타입이며, 야생에서 공급되는
종자가 필요 없거나 또는 무시할 수

Yes
N/A. This is a Bii type farm with the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해당 없음. 이 양식장은 Bii 타입이며,
야생에서 공급되는 종자가 필요 없거나
또는 무시할 수준이다.

있다. 그러므로 해당 없음.
PI 1.2 – Harvest strategy 수확전략
PI 1.2
Harvest strategy 수확 전략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Harvest strategy design 수확 전략 설계
Guide
The harvest strategy is expected to
achieve stock management
post 평가
objectives reflected in the stock
기준
status target (PI 1.1), based on
plausible arguments.

a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Target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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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 전략은 타당한 정보에

채취 전략은 종 상태에 대응하며, 채취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전략의 요소는 종 상태 목표 (PI1.1)에

자원 상태 목표 수준(PI 1.1)을

반영된 자원 관리 목적 달성을 향해 협력

달성할 수 있다

한다.

Yes
N/A. This is a Bii type farm with the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해당없음. 이 양식장은 Bii 타입이며,

Yes
N/A. This is a Bii type farm with the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해당없음. 이 양식장은 Bii 타입이며,

야생에서 공급되는 종자가 필요

야생에서 공급되는 종자가 필요 없거나

없거나 또는 무시할 수준이다.

또는 무시할 수준이다.

Harvest strategy evaluation 수확전략 평가
Guide
post 평가
기준

The harvest strategy may not have been
fully tested but evidence exists that it is
achieving its objectives.
채취 전략이 완전히 검증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b

존재한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N/A. This is a Bii type farm with the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해당없음. 이 양식장은 Bii 타입이며,
야생에서 공급되는 종자가 필요 없거나
또는 무시할 수준이다.

PI 1.3 –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에 대한 유전적 영향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에 대한 유전적 영향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Genetic outcome 유전적 영향
Guide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post 평가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채취
기준
또는 양식 활동이 야생자원의 유전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Target 목표수준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highly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채취 또는 양식 활동이
야생 개체군의 유전 구조에 영향을 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Yes
There are no identified interactions
with wild populations. There are no
wild populations observed during the
harvest. Farm harvesting happening
in a different season from the natural
populations. No GMO is used, only
natural selection is used during

Yes
There are no identified interactions with
wild populations. All production is removed
from the offshore farm before reaching the
reproductive stage.
Sample evidence supplied as:
1. Laver Seed Nursery farm Inspections
report_2020
2. Research report: Health Functionality
and Quality Control of Laver
(Porphyra, Pyropia): Current Issues and
Future Perspectives as an Edible
Seaweed (Tae Jin Cho and Min Suk
Rhee) - Received: 30 November 2019;
Accepted: 20 December 2019; Published:
23 December 2019
3. Seaweed cultivation and utilization of
Korea (Algae 2020, 35(2): 107-121) by
Eun Kyoung Hwang1 and Chan Sun Park
4. Seaweed resources of Korea (Botanica
Marina 2020; 63(4): 395–405)

breeding. 야생 개체와 상호 작용이
확인되는 것이 없다. 수확 중에는
야생 개체수가 관찰되지 않는다.
양식장의 수확은 자연 개체군과 다른
계절에 진행된다. GMO 는 사용되지
않으며, 번식 중에 자연 선택만
사용됩니다.

야생 개체와 식별된 상호 작용이 없다. 모든
생산은 생식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해상
양식장에서 제거된다.
심사 증거 :
1. 김 종묘 배양장 점검보고서_2020
2. 연구 보고서: 김의 건강기능 및 품질관리
(포프리야, 파이로피아): 식용 해조류 현안
및 미래전망 (조태진, 이민석) - 접수 :
2019 년 11 월 30 일, 접수 : 2019 년 12 월
20 일, 발행 : 2019 년 12 월 23 일
3. 대한민국 해조류 재배 및 활둉 (Algae
2020, 35(2) : 황은경, 박찬선)
4. 한국의 해조류 자원 (Botanica Marina
2020, 63(4):395~405)
Genetic impact management 유전적 영향 관리
Guide
There are measures in place, which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genetic
post 평가
structure of the wild population a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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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b

결과 설명

Yes
There is no genetic manipulation,
and no GMO, genetic improvements
are based on a breeding program.
Measures are applied during harvest
as all the production is removed
before reaching the reproductive
stage. Evidence presented of a
government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and Science) certificate of
plant variety rights for Pulmu-noeul,
specie Pyropia yezoensis, dated 208-2014, confirming that the plan
variety protection right is legally
approved according to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date 16-42020. A similar certificate was also
presented for another variety Pul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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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tial strategy is managed by the
government and is captured in
http://www.nifs.go.kr/apvc/06_manage/01_
01.ap. Which covers locally recognized
species and a list of species approved in
Korea.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15839, control approved
species., Chapter 14 mentions biodiversity
and control of genetic populations and
controls, Wildlife protection management
act also included.
See also references to effective control
measures mentioned the minimum target
level of this indicator.

haesim). Input records presented as
evidence.

부분적인 전략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유전자 조작도 없고, 유전자 조작도

사항은 http://www.nifs.go.kr/apvc/06_man

없고, 유전자 변형 프로그램도 없다.

age/01_01.ap. 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든 생산이 생식 단계에 도달하기

국내종으로 인정되는 승인된 품종리스트가

전에 제거되므로 수확 중에 조치가

안내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

적용된다.

15839 호), 제 14 장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심사 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 식물 품종
관리센터) 보부터
품종보호“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받아 유지하고 있다.
식물 품종 보호법에 따라 계획 품종
보호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고, 식물 품종 보호법에 따라
계획 품종 보호 권리가 법적으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풀무노을 (Pulmu-noeul) – 품종보호
제 1 호 (출원번호 제 2012-03 호) /
방사무늬김 (Pyropia Yezoensis)
풀무해심 (Pulmu-hasim) - 품종보호
제 7 호 (출원번호 2012-02 호) /
방사무늬김 (Pyropia Yezoensis)

있으며, 관련

유전인자의 통제와 통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 관리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지표의 최소 목표 수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수단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오.
Sampled evidence is seen as:
1.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Haesim_Laver Species
2.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Noeul_Laver Species
3. Laver Seed Nursery farm Inspection's
report_2020
4. Seaweed farming license and location
map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Laver Seeding testing report dated
2019-12-17
6. Korea native seaweed species register
(total 19 seaweed species: 13 lavers, 5
sea-mustard, 1 kelp)
심사 증거 :
1. 풀무해심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7 호 / 출원번호 제 2012-02 호)
2. 풀무노을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1 호 / 출원번호 제 2012-03 호)
3. 종묘배양장 점검 보고서_2020
4. 김 양식장 면허 및 위치도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김 종묘 검사 보고서 2019 년 12 월 17 일
6. 한국 토종 해조류 종 등록부 (총 19 개
해조류 종 : 김 13 개, 미역 5 개, 다시마
1 개)

Principle 2: Environmental impacts 원칙 2 환경적 영향
PI 2.1 – Habitats 서식지
PI 2.1
Habitats 서식지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Seaweed-habitat status 해조류 서식지 상태
Guide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post 평가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기준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의 목표

Target 목표수준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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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가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낮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Yes
EIA is not a requirement in Korea,
but the company has a report
performed by the Research Institute,
graded 2 as good condition for the
area. Evidence presented of a
document capturing Laver
Aquafarming Operation Standard
published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License requirements cover the
possible impact on the environment.
EIA 는 국내에서는 요건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양호한 조건으로
2 등급인 연구소에서 수행한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김 양식장
처한 문서 증거물. 라이센스 요구
사항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룹니다.

Yes
The floating net habitat is artificial and
specific to the farm, with no risk identified.
Water controls happen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Environmental Water Quality
Control every 2 months, as part of the
water quality controls, evidence sample
presented including nitrogen, phosphorus,
and iron.
Sampled evidence and supporting
documents reviewed included in the
following list:
1. Laver aquafarming standard manual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Publishing
registration number: 11-1192266-00023801 / ISBN 979-11-964926-3-2)
2. Seaweed farming license and location
map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3. National Aquaculture Sector Overview,
Republic of Korea, FAO website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
aso_korea/en)
4.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5. Interview with Wido-island village
representative.
부류식 양식장 서식지는 양식에 특화된
인공 양식장으로 별다른 위험성은 없다.
정부에서 매월 2 회 진행하는 환경
수질관리에 의하면, 수질 관리의 일부로,

증거 견본에서는 질소, 인, 그리고 철분이
검출 되었다. 증거 견본과 검토된 추가 설명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배포한 김 양식
표준 지침서 (발행 신고 번호 : 11-1192266000238-01 / ISBN 979-11-964926-3-2)
2. 해조류 양식 자격증과 안내도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3. 대한민국 국립 양식 업종 개요, 출처:
유엔식량농업기구
웹사이트(http://www.fao.org/fishery/countr
ysector/naso_korea/en)
4. 현장 관측 : 양식장 및 보조 시설들
5. 위도 주민대표와의 인터뷰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 status 다른 일반적으로 인접한 서식지 상태
Guide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the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post 평가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기준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생태계의
양식장은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구조 및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심각하게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매우 낮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b

Yes
There type of culture and
operation, seaweed floating
structure has low environmental
effects, being the only one
identified related to benthic
impacts captured in point 2.2 (see
condition given).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re
covered in Government licenses.
배양 방식이나 해조류 부류식
구조물들은 환경에 주는 영향이
적으나, 저서 생태계와 관련된
영향이 확인된 바 있다. (조건은
2.2 에서 확인하시오)

No
Evidence presented of a document
capturing Laver Aquafarming Operation
Standard published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formed by the company, compiling all
relevant government reports and controls.
Other supporting evidence reviewed as
follows:
1. Laver aquafarming standard manual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Publishing
registration number: 11-1192266-00023801 / ISBN 979-11-964926-3-2)
2. Seaweed farming license and location
map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3. National Aquaculture Sector Overview,
Republic of Korea, FAO website

환경과 관련한 고려사항들은 모두
관허 된 사항들이다.

(http://www.fao.org/fishery/countrysector/n
aso_korea/en)
4.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The target level is not considered to be
met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evidence
to justify that that the effects of this
specific farm are highly unlikely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At the target level there shall be specific
evidence to justify that for that the effects
of this specific farm are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including references to
surrounding habitats.
심사 정보로 사용된 김 양식 표준 지침서는,
국립 양식 조사 및 발전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다.
모든 적합한 정부 보고서와 지침서를
포함한, 국가에서 실행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기타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1. 국립 수산과학원 에서 배포한 김 양식
표준 지침서 (발행 신고 번호 : 11-1192266000238-01 / ISBN 979-11-964926-3-2)
2. 해조류 양식 자격증과 안내도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3. 대한민국 국립 양식 업종 개요, 출처:
유엔식량농업기구
웹사이트(http://www.fao.org/fishery/countr
ysector/naso_korea/en)
4. 현장 관측: 양식장 및 보조 시설들
목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해당 양식장의 영향이 다른 인접한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목표 수준에는 이러한 특정 양식장의
영향이, 주변 서식지와 관련하여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해를 끼친다는 것과
같은, 다른 인접한 서
식지의 구조와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Vulnerable Marine Ecosystem (VME) status 취약한 해양 생태계 상태
Guide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the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post 평가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기준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irreversible harm.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harm.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낮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c

Yes
112_Oechido(keunttanchido) cat
IV 500 meters. Coded as
555512419. Special Island
Conservation Plan (2015-2014)
and Annual management plan.
Confirmed in https://gis.ascaqua.org/arcgis_app/
IUCN 카테고리 IV 보호 지역 번호
112 외치도(큰딴치도).
555512419 로 지정됨.
특별 섬 보존 계획 (2015-2014)과
연간 관리 계획은 https://gis.ascaqua.org/arcgis_ap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
There is a protected area, named as
112_Oechido (keunttanchido) and IUCN
category IV, which was identified by the
auditor at 500 meters from the offshore
facility. Reference code as 555512419,
Special Island Conservation Plan (20152014), and Annual management plan.
Supporting evidence reviewed as follows:
1. Confirmed ASC GIS webpage
https://gis.asc-aqua.org/arcgis_app/
Marine Protection Area,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r. 2012-836)
2.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
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Coral) published in
2019 by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NPRI2019-23)
4.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ww.law.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5.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There no is specific consideration to this
area/habitat; therefore, there is not
sufficient evidence to justify that the target
level is met as possible effects are
unknown at this point. To be in compliance
with this indicator, objective evidence must
be presented to justify that there are no
relevant impacts or interactions with the
above-mentioned area.
IUCN 카테고리 IV 보호 지역 번호 112
외치도(큰딴치도)가 심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안 시설로부터 500m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참조 기호 555512419, 특별 섬 보존 계획
(2015-2014)과 연간 관리 계획.
심사 자료 :
1. 확인된 ASC GIS 웹페이지
(https://gis.asc-aqua.org/arcgis_app/)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Nr.
2012-836)
2. 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
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3. 멸종 위기종(산호종)의 현재 상황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발행.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한민국법제처
5. 현장 관측: 양식장과 보조 시설들.
이 지역/서식지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목표 수준에서
가능한 영향들이 알려진 바 없음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지표에 준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지역과의 상호작용이나
그에 대한 영향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PI 2.2 –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PI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Ecosystem status 생태계 상태
Guide
The UoA is unlikely to disrupt the
key elements underlying
post 평가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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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Target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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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policy to clean all waste
from the facility every year. Every
two years the government does a
clean-up. The type of floating
seaweed culture has been
identified as low environmental
impact by the FAO with positive
benefits outweighing the
negatives. Some authors as (Holdt
and Edwards, 2014; Kim et al.,
2015, Kim et al., 2017) highlighted
the eutrophication mitigation
benefits of this type of culture; and
other authors as (Chung et al.,
2011; Duarte et al., 2017),
identified positive impacts related
to the carbon sequestration.
Therefore, the audit team
considers the there is sufficient
bibliography to justify that the
minimum level is met.
See reference documents in the
papers mentioned above at the
end of this report.

No
Stakeholders' conversations confirmed
that there are benthic cleaning events
required by the government, indicating
that there an input to be considered.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Coastal
Area of the West Sea (Publishing
registration number:11-1520230-00000308)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2. Byunsan Peninsula National Park
Natural Resources Research 2018 (by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3. Current Status of Natural Resources in
Buan-gun - marine fauna
4. Coastal Integrated Management Plan
(2011-2021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target level is not achieved, because
there is no tangible evidence to prove that
the effects of this specific farm are highly
unlikely to disrupt key elements of the
undelaying ecosystem.

매년 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정부에 의한 저서 생태계 정화 작업 요청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책이 있다.

요구된 바 있으며, 이는 곧 고려해볼 만한

2 년마다 정부에서 정화작업을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해

시행하고 있다.

당사자의 대화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하며, 부류식 양식장 방식은
환경에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아왔다. 몇몇 저자들(Holdt
and Edwards, 2014; Kim et al.,

증거 자료 표본 출처:
1. 서해안지역환경보고서 (발행 등록 번호:
11-1520230-000003-08), 국립 양식 조사
및 발전 기관 – 서해안연구센터

2015, Kim et al., 2017)은 이러한

2. 변산반도국립공원연구보고서 2018

방식의 양식의 장점으로 부영양화

(국립공원연구원)

완화의 이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3. 부안군 자연 자원의 현재 상태 – 해양

다른 몇몇 저자들(Chung et al.,

동물상

2011; Duarte et al., 2017)은 탄소

4. 해안지역통합관리계획(2011-2021,

제거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심사반은 이 기준의
최소치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참고문헌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참고문헌들은 이

목표수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특정 양식의 영향이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에 지장을 줄만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실재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참고하시오
PI 2.3 – ETP species
PI 2.3
ETP species 멸종위기종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Effects of the UoA on population/stocks within national or international limits, where applicable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의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치 내의 영향
Guide
Where national and/or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quirements
set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s on ETP
post 평가
limits for impact on ETP species,
species, the combined effects of the
기준
the effects of the UoA on the
UoAs and any other certified seaweed
population/stock are known and
UoA on the population/stock are known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and highly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국내 및 국제적 요건이
국내 및 국제적 요건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a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의

영향의 기준치에 대하여 해당 양식작과

기준치에 대하여, 해당 양식장이

이외 해조류가 멸종 위기종에 미치는 총

명종위기종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이 기준치 이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려져 있고 이러한 기준치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re is an ETP report elaborated
by Haedam included in the
document named “Characteristics
by species of marine organisms to
be protected”, which includes 16
mammals, 31 other species
related including molluscs, corals,
and crabs among others.
Under South Korean law, the
hunting and capturing of a large

Yes
Farm control procedures, includes
instructions to workers regarding ETP
management, with interviews confirming
no issues or relevant interactions.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re
(www.law.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 Korea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nationalredlist.org)

number of species of wild animals
are prohibited. These include 64
species of mammals, 396 species
of birds, 16 species of reptiles,
and 10 species of amphibians.
Most of these species are not
endangered species but are
protected for other reasons. No
freshwater fish are included on the
list, although some are
endangered. These species are
defined in Appendix 6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ct, Ministry of Environment
Ordinance #183, amended
September 27, 2005. It was
observed that there are no
identified residential places for
passerine and non-passerine birds
in Buan and Wido-island.
However, no evidence
demonstrates any negative impact
of the aquafarm operation on
endangered species.
There is also a list of seagrass
species, turtles, and birds at the
end of the document Limits. Legal
requirements in Korea con
covered in Act 8852.
The government interview
confirmed that there are no
relevant direct interactions or
conflicts with the Haedam farms;
therefore, the minimum level is
considered to be met.

3. List of endangered wildlife, Ministry of
Environment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
a/read.do?pagerOffset=0&maxPage
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
y=title&searchValue=%EB%A9%B8
%EC%A2%85%EC%9C%84%EA%B8%B
0&menuId=10259&orgCd=&seq=4
049)
4.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s://www.iucnredlist.org/)
5. Haedam’s control procedures.
All are satisfactory; therefore, the target
level is met.
특이한 사건이나 상호작용이 없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 농장 통제 과정은
멸종위기 종 관리에 관한 작업 인력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한민국법세서
2. 대한민국 멸종위기종의 상태 보고서
(http://www.nationalredlist.org)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기타 31 종을 비롯하여,

환경부(http://www.me.go.kr/home/web/poli
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
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
y=title&searchValue=%EB%A9%B8
%EC%A2%85%EC%9C%84%EA%B8%B
0&menuId=10259&orgCd=&seq=4
049)
4. 종의 보존 상태에 관한 보고서, 국제 자연

“보호받아야 할 해양생물의

보호 연맹(https://www.iucnredlist.org/)

특징들”이라는 문서에는 해담이

5. 해담의 통제 과정 보고서.

16 종의 포유류와, 연체동물,
산호류, 게류 등을 포함한 연관된

상술한 멸종위기보호종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있다. 남한의
법률에 의하면, 대량의 여러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64 종의
포유류, 396 종의 조류, 16 종의

모두 만족할 만 했으며, 목표 수준에
적합하다.

파충류, 그리고 10 종의 양서류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유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종이다. 민물고기의 경우, 몇몇은
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종들은 2005 년 9 월 27 일
제정된 환경부 법령 #183
야생동식물보호법강화규정 부록
6 장에 등록되어있다.
부안과 위도에는 연작류와
비연작류 조류들을 위한
서식지들이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위기종들에 대한 양식장
사업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조류와 거북이,
그리고 새들의 종류들에 관한
목록은 8852 항에서 한국협회의
법적 요구사항의 문헌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인터뷰를 통해 해담
양식장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나 해로움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최소 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b

Direct effects 직접적영향
Guide
The known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likely to not hinder the
post 평가
recovery of ETP species. 해당
기준
양식장의 알려진 직접적 효과가
멸종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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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re are no direct effects
identified by the audit team during
the assessment considering the
list species supplied mentioned
above. This was confirmed during
employee interview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
interview.
As a result, the minimum level is
confirmed to be met.
심사원이 위에서 언급된 종의
목록을 검토하는 동안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고용자 면접과 정부 대표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소 수준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Yes
Direct effect and controls are covered in
the farm control procedure, instructions to
the workers regarding ETP management.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UCN Website
(https://www.iucncongress2020.org/motion
/110)
2. Article 19 Prohibition, etc. of Capture of
Wild Fauna and Flora,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3. Haedam research report on ETP
species in the Buan county area.
Therefore, the target level is confirmed to
be met.
직접적인 효과는 양식장 제어 과정과,
멸종위기 종 관리에 관한 작업 인력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자연 보호 연맹
웹사이트(https://www.iucncongress2020.or
g/motion/110)

2. 야생동식물보호법 19 항 금지법
3. 부안군의 군지역 멸종 위기 종에 관한
해담 조사 보고서

Indirect effects 간접적영향
Guide
post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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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No
Relevant species are identified, and direct
effects are also considered.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UCN Website
(https://www.iucncongress2020.org/motion
/110)
2. Article 19 Prohibition, etc. of Capture of
Wild Fauna and Flora,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3. Haedam research report on ETP
species in the Buan county area.
The target level is not met, because there
is no consideration been given to indirect
effects for the list of ETP species supplied,
and no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presented by the client or is available for
the audit team to confirm that the target
level is achieved.
A condition is given, because there must
be sufficient evidence to confirm that it is
highly unlikely to have indirect effect in
ETP species.
관련 종들이 확인되고, 직접적인 영향도
고려된다. 샘플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IUCN 웹사이트
(https://www.iucncongress2020.org/motion
/110)
2. 제 19 조 야생 동식물 포획 금지 등
보호 및 관리법
3. 부안군 지역의 ETP 종에 대한 해담 연구
보고서.
공급된 ETP 종의 목록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감사팀이 목표 수준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ETP 종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견사항을
제공함
d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관리전략의 존재여부

Guide
post 평가
기준

There are measures in place that
min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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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for managing
the impact of the UoA on ETP species,
including measures to minimize mortality,
which is designed to be highly likely to
achie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ETP
species. 양식장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 영향을

영향을 관리하기

최소화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고,

위해 폐사율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 및

포함하여 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국제 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통해 멸종위기종 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 및

높다

국제 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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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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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법률 또는 국제 협정을
통해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요건이
없을 경우, 양식장은 멸종 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할

통해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요건이 없을
경우, 양식장은 멸종위기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이
마련되어있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wo relevant ETP species were
identified, with control procedures
included in Farm Control
Procedure as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phocaenoides) and
otter Lutra lutra (IUCN NT). Other
species included in the list are not
considered as there is no possible
interaction identified.
Sample evidence is seen as: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umber: 11-1480592000718-01 / Korea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Second
Edition / 2014)
There are no direct interactions
and the control procedure requires

Yes
Two ETP species were identified, with
control procedures included in Farm
Control Procedure. The procedure
requires recording interactions with ETP
species. Their procedure also includes the
requirement that when an endangered
species approaches a ship, the engine is
turned off and the work is temporarily
suspended to minimize the stress that the
endangered species may receive, and
wait until it is more than 100M away.
There are no records of interactions;
therefore, the target level is considered as
achieved.

recording interactions with ETP
species. Therefore, procedures
are considered sufficient to meet
the minimum level.
상괭이(학명:Neophocaena
phocaenoides)나, 수달 Lutra Lutra
(국제자연보호연맹에의해 “거의
위협”종으로 분류된 수달 속)과
같은 두개의 적절한 멸종 위기 종이
양식장 제어 과정에 포함된 제어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목록에 포함된 기타 종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상호작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양식장 제어 과정에 포함된 제어 과정에서
두개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은 멸종위기종과의 상호작용 기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요구한다. 만약 위기 종이
배에 접근하게 되면, 해당 배의 엔진은
시동을 즉시 멈춰야 하며, 진행중이던 작업
또한 일시 정지하여 위기 종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100 미터 이상 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목표 수준에 달성했다고
고려된다.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부 발행 등록 번호: 11-1480592000718-01 / 대한민국
멸종위기종의 상태 보고서(재판 /
2014)
멸종 위기 종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나, 상호작용 기록을
요구할 만한 통제 과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정은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관리전략의 평가
Guide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to work, based on plausible
post 평가
기준

arguments. 타당한 주장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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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Species are identified, measures
are in place, and interaction forms
are available. There is a daily

Yes
Procedures are available, and there are
relevant direct interactions identified
during government representative

operation log that includes records
of interactions, with reports going
to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re are no cases or events
reported.
Therefore, measures are likely to
work.
종들이 확인되었고, 조치도
마련되었으며, 상호작용 형태도

interviews or employees interviewed.
There is sufficient confidence to achieve
the target level.
절차가 확인되며, 정부 대표와의 면접이나
피고용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적합한
직접적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목표
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만하다고 확신한다.

유효하다. 상호작용 기록을 포함한
매일 기록된 일지가 한국 정부로
보고된다. 그러나 실례나 사건이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조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관리전략의 실행
Guid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 strategy is
post 평가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 위의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기준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Met? 결과
Rationale

Yes
There is a daily operation log that includes records of
interactions. Reports go to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re are no cases.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Haedam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2.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ww.law.go.kr)
Information reviewed is sufficient to confirm that the target
level is met.
일일 작업 일지에는 상호 작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결과 설명

f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게 주어지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해담 일일 작업 일지 (10~12, 2020)
2. 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한민국법제처

검토된 정보는 목표 수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Review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ze mortality of ETP species
Guide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post 평가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ze
measures to minimize UoA-related
기준
UoA-related mortality of ETP
mortality of ETP species and they are
species.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 implemented as appropriate.
멸종위기종에 대한 양식장 관련 폐사를
관련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효과 및 현실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성을 검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된다.

g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Select one

Non-applicable according to
clause 8.22 of the ASC MSC
Seaweed Standard which requires
only score the scoring issue PI 2.3
(g) when there is evidence of
unwanted catch of ETP species.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항목에만
점수를 매겨야 한다(PI 2.3 참조,
의도치 않게 멸종 위기 종을
포획했을 경우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는 ASC MSC 해조류 표준 8.22

Select one
Non-applicable according to clause 8.22
of the ASC MSC Seaweed Standard
which requires only score the scoring
issue PI 2.3 (g) when there is evidence of
unwanted catch of ETP species.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항목에만 점수를
매겨야 한다(PI 2.3 참조, 의도치 않게 멸종
위기 종을 포획했을 경우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는 ASC MSC 해조류 표준 8.22
조항에 따라 해당 사항 없음.

조항에 따라 해당 사항 없음.

PI 2.4 – Other species
PI 2.4
Other species 기타 종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Main species stock status 주요 종 자원
Guide
Main species are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post 평가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 보다
기준
높을 가능성이 있다.
a
OR 또는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are
measures in place expected to

Target 목표수준
Main species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OR 또는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is either evidence of
recovery or a demonstrably effective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recovery and rebuilding.
주요 종이 생물학적 한계치
미만이라면, 양식장이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strategy in place between the UoA and
any other certified seaweed UoAs, which
catego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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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Select one
NA Disease monitor control
procedures are used to measure
accompanying fauna, recorded in
the document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Harvest records presented. Both
indicate that there are no other
relevant species extracted from
the farm species.
해당사항 없음.
질병 관찰 통제 과정은 김 질병
관찰 보고서(2020-11-30)에 함께
기록된 동물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확 기록이 표시되어있다.
이 두가지 모두 다른 적절한 종들이
양식장 종으로부터 추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Select one
NA Disease monitor control procedures
are used to measure accompanying
fauna, recorded in the document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Harvest records presented. Both indicate
that there are no other relevant species
extracted from the farm species.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Haedam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2. Headam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3. Natural wild Laver in Buan region report
해당사항 없음.
질병 관찰 통제 과정은 김 질병 관찰
보고서(2020-11-30)에 함께 기록된
동물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확 기록이 표시되어있다.
이 두가지 모두 다른 적절한 종들이 양식장
종으로부터 추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심사 증거:
1. 해담 일일 작업 일지 (10~12, 2020)
2. 해담 김 질병 관찰 보고서 (2020-11-30)
3. 부안 지역 야생 김 보고서

b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관리 전략의 유무

Guide
post 평가
기준

There are measures in place, if
necessary, which are expected to
maintain or not hi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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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for the
UoA, if necessary, which is expected to
maintain or to not hi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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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가 마련된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Select one
NA Disease monitor control
procedures are used to measure
accompanying fauna, recorded in
the document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Harvest records presented. Both
indicate that there are no other
relevant species extracted from
the farm species.
해당없음. 질병 모니터링 관리
절차는 함께 동반되는 동물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김 질병
모니터링 보고서(2020-11-30)에
기록된다. 수집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둘 다 양식장 종에서
추출한 다른 관련 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Select one
NA Disease monitor control procedures
are used to measure accompanying
fauna, recorded in the document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Harvest records presented. Both indicate
that there are no other relevant species
extracted from the farm species.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Haedam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2. Headam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3. Natural wild Laver in Buan region report
해당없음. 질병 모니터링 관리 절차는 함께
동반되는 동물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문서 김 질병 모니터링
보고서(2020-11-30)에 기록된다. 수집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둘 다 양식장 종에서
추출한 다른 관련 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샘플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담일 운영일지 (2020 년 10 월~12 월)
2. 해담 김 질병 모니터링 보고서(2020-1130)
3. 부안지역 자연산 야생김 보고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관리전략의 평가
Guide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to work, based on the
post 평가
plausible argument (e.g. general
기준
experience, theory, or comparison
with similar UoAs/species, etc.).
타당한 주장(예, 일반적 경험 이론
또는 유사한 평가단위/종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위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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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된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c

Select one
NA Disease monitor control
procedures are used to measure
accompanying fauna, recorded in
the document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Harvest records presented. Both
indicate that there are no other
relevant species extracted from
the farm species.
해당없음. 질병 모니터링 관리
절차는 함께 동반되는 동물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김 질병
모니터링 보고서(2020-11-30)에
기록된다. 수집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둘 다 양식장 종에서

Select one
NA Disease monitor control procedures
are used to measure accompanying
fauna, recorded in the document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1-30).
Harvest records presented. Both indicate
that there are no other relevant species
extracted from the farm species.
NA 질병 모니터링 관리 절차는 함께
동반되는 동물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문서 김 질병 모니터링
보고서(2020-11-30)에 기록된다. 수집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둘 다 양식장 종에서
추출한 다른 관련 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추출한 다른 관련 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관리 전략의 실행
Guid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 partial strategy is being
post 평가
기준
d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e

Review of alternative measures 대안적 조치의 검토

implemented successfully. 부분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Select one
NA. No main species identified.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들이 확인되지 않음

Guide
post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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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Rationale

Select one
NA. No main species identified.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들이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ze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of main
species and they are implemented as
appropriate. 양식장과 관련한 주요 종의
원치 않는 어획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의 잠재적 효과 및 현실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된다.
Select one
NA. No main species identified.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들이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PI 2.5 –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관리 및 오염 통제
PI 2.5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관리 및 오염 통제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Waste reduction 폐기물 저감
Guide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at can help to reduce waste
post 평가
produced by the UoA. 양식장에 의해
기준
생산되는 폐기물 저감을 도울 수 있는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Target 목표수준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expected to reduce waste produced by
the UoA. 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폐기물 저감이 예상되는 전략이

조치가 마련된다.

마련된다.

Yes
There is a plan included in the
Sustainable form Manual (Buan
Sustainable Seaweed Manual)
Wastes are confirmed as separated
on the land-based facilities.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Hea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2.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3.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After reviewing all the evidenc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minimum level is met.

No
There is not a waste reduction strategy
in place,so the target level is not met.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To meet the target level, a written waste
reduction strategy should be presented.

지속 가능한 형식 매뉴얼(부안 지속

2. 현장 관찰 : 양식장과 기타 보조

가능 해조류 매뉴얼)에 포함된 계획이

시설들

폐기물 처리 전략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목표 수준에 적합하지 못하다.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김 양식장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있다. 폐기물은 지상에 설치된 시설에

목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글로

배당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작성된 폐기물 처리 전략이 있어야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다.

1. 해담 지속가능 김 양식 매뉴얼
(2020 발행)

2. 김 양식장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3. 현장 관찰 : 양식장과 기타 보조
시설들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Chemicals and hydrocarbon wastes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폐기물
Guide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that can help to reduce chemical and expected to reduce chemical and
post 평가
hydrocarbon wastes produced by the hydrocarbon waste produced by the
기준
UoA. 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UoA. 양식장에 의해 생산되는 화학물질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b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폐기물 저감을

및 탄화수소 폐기물 저감이 예상되는

도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전략이 마련된다.

No
Several deficiencies have been
detected by the audit team during the
inspection. Therefore, there is no
demonstration of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reduce chemical, fuel,
and oil waste,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At a minimum level basic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are
expected to be seen.

Select one

심사원들이 심사하는 동안에 몇몇
결함들이 감지되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 연료, 그리고 기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의 시행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최소
기준에서는 기본 과정들과 그
이행이 드러나기를 예상하고 있다.

Chemicals and hydrocarbon spills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
Guide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ere are a spill prevention and
that
can
help
to
prevent
spills
of
response plan in place for chemicals
post 평가
chemicals and hydrocarbons
and hydrocarbons originating from the
기준
originating from the UoA. 양식장에서 UoA.
양식장에서 유래하는 화학물질 및
유래하는 화학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
탄화수소에 대한 유출 방지 및 대응
방지를 도울 수 있는 조치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마련된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c

No
There is no secondary containment
for oil tanks in storage in the landbased facility. Their acid is stored
outside without containment. No
secondary containment for fuel
tanks.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창고에 보관 중인 윤활유 보관함에

Select one

2 차 누출 방지 시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 처리제가 외부 창고에
봉쇄 시철 없이 보관되고 있다.
연료탱크에 누출 방지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소
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장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2. 현장 관찰 : 양식장과 기타 보조
시설들
3. 해담 지속성 김 양식 매뉴얼
(2020 발행)

PI 2.6 – Pest/s and disease/s management 해충 및 질병의 확산
PI 2.6
Pest/s and disease/s management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
Guide
There is a partial strategy that is
There is a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post 평가
기준

pest/s and disease/s. 해충(들) 및

disease/s. 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을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이 있다.

예상 되는 부분적 전략이 있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Yes
Laver Disease Monitoring report
(2020-10-27) was supplied.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All information reviewed is
sufficient to confirm that the
minimum level is met.

No
There is no evidence of a strategy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therefore, the target level is not
met. A condition is given for this PI,
because at a target level written strategy
is expected to be present.

김 질병 관찰 보고서 (2020-10-

전략이 존재해야 한다.

해충(들) 및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목표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목표 수준에 부합하려면, 문서로 작성된

27)이 제공되었다.
심사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장 근로자들과의

인터뷰
2. 현장 관찰 : 양식장과 기타
보조 시설들
3. 해담 지속성 김 양식 매뉴얼
(2020 발행)
PI 2.7 –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PI 2.7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Energy use monitoring
Guide
T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the energy use of the production
post 평가
unit. 생산단위의 에너지 사용에
기준
a
관한 일부 정보가 있다.

Target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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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Yes

No

Rationale
결과 설명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fuel
consumption records presented.
There is a plan including 2 points
capturing, transportation, and
vessel painting.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Energy use information supplied is
sufficient to achieve the target
level.

There is no evidence of energy monitoring
and,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ongoing effort or progress on
efficiency. So, the target level is not
considered to be met.
A condition is given because at the target
level an energy monitoring plan, and
report confirming improve efficiency
efforts is expected to be seen.

정보는 제시된 연료 소비 기록에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포함된다. 2 점포획, 운송, 선박

모니터링 계획 및 효율성 개선 노력을

도색작업 등의 계획이 있다.

확인하는 보고서의 필요가 조건으로

샘플 증거는 다음과 같다.

전제된다.

에너지 모니터링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진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목표 수준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1. 김 양식장 종사자 인터뷰
2. 현장 관찰: 양식장 및 보조 시설
3. 해담 지속가능한 김 양식매뉴얼
2020 년 발행
제공된 에너지 사용 정보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Maintenance records of equipment 장비의 유비 보수 기록
Guide
There are maintenance records for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are
post 평가
equipment.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up to date and available. 장비에 대한
기준

기록이 있다.

유지보수 기록이 업데이트 되며,
확인가능하다.

Met? 결과
Rationale
b

결과 설명

Yes
There are maintenance records, for
vessels, checklist and inspection
reports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4.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Yes
There are updated records of the
operation. Supporting evidence reviewed
listed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4.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All are satisfactory; so, the target level is
met.
작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기록이 있다.

Information is sufficient to meet the
minimum level.

심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박, 체크리스트, 검사 보고서에

2. 현장 관찰: 양식장 및 지원시설

대한 유지보수 기록이 있다.

3. 해담 지속가능한 김 양식 매뉴얼

1. 김 양식장 종사자 인터뷰

2020 년 발행

2. 현장 관찰: 양식장 및 지원시설

4. 일일 작업 일지(2020-10-12)

3. 해담 지속가능한 김 양식 매뉴얼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며, 목표 수준을

2020 년 발행

충족한다.

1. 김 양식장 종사자 인터뷰

4. 일일 작업 일지(2020-10-12)
정보는 최소 수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PI 2.8 – Translocation 이식
PI 2.8
Translocations 이식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Impact of translocation activity 이식활동의 영향
Guide
The translocation activity is
unlikely to introduce diseases,
post 평가
pests, pathogens, or non-native
기준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 이식 활동이 질병,
해충, 병원체 또는 비 토착종을
주변 생태계로 유입할 가능성이

Target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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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Yes
Seed Nursery inspection report
presented including disease
management. The sample test
result of the seed at the net
presented as well as other
evidence listed as:
1.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Haesim_Laver
Species
2.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Noeul_Laver
Species
3. Laver Seed Nursery farm
Inspections report_2020
4. Seaweed farming license and
location map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Yes
The seed is tested, inspection report of
the nursery farm is presented in June and
August every year. Evidence presented
as:
1.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Haesim_Laver Species
2.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Noeul_Laver Species
3. Laver Seed Nursery farm Inspections
report_2020
4. Seaweed farming license and location
map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Laver Seeding testing report dated
2019-12-17
6. Korea native seaweed species register
(total 19 seaweed species: 13 lavers, 5
sea-mustard, 1 kelp)
7.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5. Laver Seeding testing report
dated 2019-12-17
6. Korea native seaweed species
register (total 19 seaweed
species: 13 lavers, 5 sea-mustard,
1 kelp)
7.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All information presented indicates
that the minimum level is met.

All information presented indicates that
the target level is met; and the
introduction of pests, pathogens, and
invasive species is under control.

질병 관리를 포함한 종묘 검사

7 호 / 출원번호 제 2012-02 호)

보고서가 제시되었다. 제시된 순

2. 풀무노을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종묘의 샘플 테스트 결과와 더불어

1 호 / 출원번호 제 2012-03 호)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들은

3. 종묘배양장 점검 보고서_2020

다음과 같다.

4. 김 양식장 면허 및 위치도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김 종묘 검사 보고서 2019 년 12 월

1. 풀무해심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7 호 / 출원번호 제 201202 호)
2. 풀무노을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1 호 / 출원번호 제 201203 호)
3. 종묘배양장 점검 보고서_2020
4. 김 양식장 면허 및
위치도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김 종묘 검사 보고서 2019 년

종자를 검사하고, 매년 6 월과 8 월에 종묘
양식장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풀무해심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17 일 6. 한국산 토종해조류등록부(총
19 종 : 김 13 개, 미역 5 개, 다시마 1 개)
7. 일일 작업 일지(2020 년 10 월~12 월)
제시된 모든 정보는 목표 수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해충, 병원체
및 침입 종의 유입은 통제되고 있다.

12 월 17 일
6. 한국산 토종해조류등록부(총
19 종 : 김 13 개, 미역 5 개, 다시마
1 개)
7. 일일 작업 일지(2020 년
10 월~12 월)
표시된 모든 정보는 최소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

b

Translocation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이식 관리전략의 평가
Guide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hat is
place that is expected to protect
expected to protect the surrounding
post 평가
the surrounding ecosystem from
ecosystem from the translocation activity
기준
the translocation activity at levels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ranslocation

compatible with the transloc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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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cluding regular seed sampling
evidence presented in sample test
results after seed spooning at the
net presented.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Haesim_Laver
Species
2. Certificate_Plant Variety
Rights_PulmuNoeul_Laver
Species
3. Laver Seed Nursery farm
Inspections report_2020
4. Seaweed farming license and
location map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Laver Seeding testing report
dated 2019-12-17
6. Korea native seaweed species
register (total 19 seaweed
species: 13 lavers, 5 sea-mustard,
1 kelp)
7. Daily Operation log (Oct-Dec
2020).
All information presented indicates
that the minimum level is met.
그물에 뿌려진 종묘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에 제시된
종묘 샘플 증거를 포함한, 부분적인
전략이 있다.
심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풀무해심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7 호 / 출원번호 제 201202 호)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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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re is no risk assessment or structured
monitoring plan to confirm that the
strategy is in place. Therefore, the target
level is not met.
A condition is given as at the target level a
specific risk assessment for the site and
specie is expected to be seen.
위험 평가 또는 전략 수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니터링 계획이 없으므로,
목표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목표 수준에는 현장과 종에 대한 특정 위험
평가와 같은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2. 풀무노을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번호 1 호 / 출원번호 제 201203 호)
3. 종묘배양장 점검 보고서_2020
4. 김 양식장 면허 및
위치도 No#3650 (20 ha) /
No#3768 (20ha) / No#3769 (10ha)
/ No#3770 (20ha)
5. 김 종묘 검사 보고서 2019 년
12 월 17 일
6. 한국산 토종해조류등록부(총
19 종 : 김 13 개, 미역 5 개, 다시마
1 개)
7. 일일 작업 일지(2020 년
10 월~12 월)
표시된 모든 정보는 최소 레벨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
PI 2.9 –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외래종의 도입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외래종의 도입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Management of alien species 외래종의 관리
Guide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the progression of
post 평가
ecosystem impacts from occurring
기준
due to the presence of the alien
species. 외래종의 존재로 인해
생태계 영향의 진행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 전략이

Target 목표수준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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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된다.

a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Select one
NA. The species is local and there
are government certificates for the
variants. See point 1.3 of this
report.
해당사항 없음. 종들은 토종
종이며, 변종들에 대한 정부의

Select one
NA. The species is local and there are
government certificates for the variants.
해당사항 없음. 종들은 토종 종이며,
변종들에 대한 정부의 허가서가 있다.

허가서가 있다. 이 보고서 1.3 을
참고하시오.
Principle 3: Effective management 원칙 3 : 효과적인 관리
PI 3.1 –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법적 및/관습적 체계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법적 및 관습적 체계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Compatibility of laws or standards with effective management 법률 또는 표준과 효과적인
관리와의 양립 가능성
Guide
There are an effective national
legal system and a framework for
post 평가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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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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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a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Legal requirements summarized
as:
-Fisheries Law
-Rules on the management of
fishing licenses, etc.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Fishing crew and fishing boat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related to fishing crew
insurance
-Main Labour act supplied as Act
No.16415, with copies shared by
the client.
All information reviewed is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principles, so the minimum level is
met.
법적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업법

Yes
Evidence of effectiveness presented in
Started Forming Kim in Wido in 10 Years
(Article), Kim Yang-sik in the 1980s>
Suspension of aquaculture license after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UNFSA
2. UNCLOS
3. Fishery Management Act
4.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5.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6. Websit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ww.mof.go.kr)
7. Websit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mofa.go.kr)
8. Local government interview
The Korean national legal and control
system is considered sufficient to achieve
the target level.
10 년 안에 위도에서 김 생산하기(기사),
1980 년대 김 양식,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어업허가증 관리에 대한 규칙 등

양식업 면허 정지 등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 양식산업발전법

증거가 제시됐다.

- 어업승무원 및
어선사고보상보험법(어업승무원보
험 관련)
- 주 노동법은 법률 제 16415 호로
제공되며, 사본은 고객이 공유한다.
검토한 모든 정보는 표준 원칙에
부합하므로 최소 수준을 충족한다.

심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UN 어업협정
2.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3. 어업관리법
4. 어장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7.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8. 지방자치단체 면접
한국의 국가법률통제시스템은 목표수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spect for rights 권리에 대한 존중
Guide
The management system has a
mechanism to generally respect
post 평가
the legal rights created explicitly or
기준
established by the custom of
people dependent on harvesting or
farming for food or livelihoo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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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The management system has a
mechanism to observe the legal rights
created explicitly or established by the
custom of people dependent on
harvesting or farming for food or livelihoo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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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하는(generally respect)
메커니즘이 있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 management system has a
mechanism to respect the legal
rights of custom people, the
following regulations and
guidances apply in the Haedam
farm:
1. UNFSA
2. UNCLOS
3. Fishery Management Act

Yes
The management system has a
mechanism to observe the legal rights
created captured in the following
regulations and guidance:
1. UNFSA
2. UNCLOS
3. Fishery Management Act
4.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5.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4.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5.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6. Websit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ww.mof.go.kr)
7. Websit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mofa.go.kr)
Local government interviews
confirmed implementation.
관리체계는 관습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담농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지침이 적용된다.
1. UN 어업협정
2.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3. 어업관리법
4. 어장관리법

6. Websit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ww.mof.go.kr)
7. Websit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mofa.go.kr)
Local government interviews confirmed
implementation.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포착된 법적 권리를 준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1. UN 어업협정
2.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3. 어업관리법
4. 어장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7.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지자체 면접에서 시행이 확정됐다.

5. 해양환경관리법
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7.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지자체 면접에서 시행이 확정됐다.
PI 3.2 –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PI 3.2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Scoring Issue 평가항목

a

Minimum 최소 수준

Objectives 목적
Guide
Objectives to guide decisionmaking, which is consistent with
post 평가
achieving the outcomes expresse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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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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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pecific management
system. 본 표준의 원칙에 나타난 결과
달성에 부합하는 단기 및 장기적 목적은
생산 단위의 특정 관리 체계 내에서
명시적이다(explicit).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Yes

Buan Sustainable Seaweed
Manual includes some references
and objectives to guide decisionmaking processes.

Captured in Haedam Labor aquaplaned
decision-making process.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described in the
document with the same name that
includes:
-Establish a collection plan
-For maritime work, a plan should be
established by checking weekly weather
forecasts at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Weather Nuri and the
Korea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Check the date of possible maritime work
and select the active treatment and
collection section.: (Cannot work when
wind speed is over 7m/s)
-Report the weekly plan by phone on
Monday.
-As the weather forecast may be incorrect
or the weather may change rapidly, check
the weather every day and report any
changes by wire to work.
-Collecting work
1) The amount of collection required on
the day is delivered by wire. (CEO Jo
Joong-ho → Team leader Jo Moon-ho)
2) After completion of the harvesting
operation, the estimated arrival time of
Gyeokpo Port is reported by wire.
3) After preparing the crane according to
the arrival time, transship the water.
4) Measurement of wet weight (truck
tolerance weight-truck wet load weight)
5) Write a daily work log, record the
amount of collection and special matters
on the day, and report it.
Company procedures are considered
sufficient to achieve the target level.

부안군 지속 가능한 해조류
설명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을
안내하는 몇 가지 참조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해담 작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집했음.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동일한
이름의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 징수계획 수립
- 해양작업은 기상청 기상누리,
해양과학원에서 주간 기상예보를
점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해상작업 가능일자 확인 후 능동처리 및
수거구간 선택 : (풍속이 7m/s 이상일 경우
작업 불가)

-월요일에 주별 계획을 전화로 보고한다.
- 일기예보가 부정확하거나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매일 날씨를 확인하고
유선상으로 보고한다.
-수집작업
1) 당일에 필요한 수금액은 유선으로
전달한다(조정호 대표→ 조문호 이사)
2) 추수작업 완료 후, 격포항 도착
예정시간을 전보로 보고한다.
3) 도착시간에 맞춰 크레인을 준비한 후
물을 운송한다.
4) 습식 중량 측정(트럭 공차 중량-트럭
습식 하중)
5)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당일에 수거량 및
특이사항을 기록한 후 보고한다.
회사 절차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Guide
There are som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place that result in
post 평가
measures and strategies to
기준
achieve the production unitspecific objectives. 완전하지는
않지만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b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Yes
See detail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description is the
point above.
의사 결정 과정과 설명에 관한 세부
내용은 위에서 확인 하시오

There are established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result in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roduction unitspecific objectives. 생산단위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전략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과정이 확립되어
(established) 있다.
Yes
Objectives are set and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Company objectives are managed
internally and are considered sufficient,
see evidence above.
목표는 지역 정부에 의해 설정되고
관리된다.
회사 목표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증거 참조.

c

Responsivenes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대응성

Guide
post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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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광범위한 영향을 일부 고려한다.
Yes
General information on subsidies,
allocation, compliance, and
harvesting/farming management
decisions were confirmed to be
available to stakeholders on
request during the Government
interview.
보조금, 할당, 준수, 수확/농사 관리
결정에 대한 일반 정보는 정부
인터뷰 중에 이해관계자가 요청 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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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s are manag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compliance
on transparency and stakeholder
involvement was demonstrated.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The target level is confirmed to be
achieved.
결정은 지방 정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므로,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준수가
입증되었다.
심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장 종사자 인터뷰
2. 현장 관찰: 농가 및 지원시설
3. 해담 지속가능한 김 양식매뉴얼 2020 년
발행
목표 수준에 부합 한 것으로 확인됨.

d

Use of precautionary approach 사전예방적 접근법의 사용
Guide
Decision-making processes use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re based on
post 평가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기준
의사결정과정은 사전 예방적 접근을
이용하며 최선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

Met? 결과
Rationale

Yes
Decisions are manag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local
regulation:
1.Fishery Management Act
2.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3.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4. Websit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ww.mof.go.kr)
5. Websit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mofa.go.kr)
The precatory approach is confirmed in
the licensing granting process and
government monitoring.

결과 설명

결정은 지역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1. 어업관리법
2. 어장관리법
3. 해양환경관리법
4.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5.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은 면허 부여
프로세스와 정부 모니터링에서 확인된다.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management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ss
관리체계 및 의사결정과 정의 책임 및 투명성
Guide
Some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unit’s performance and
post 평가
management action are generally
기준
available on request to
stakeholders. 일반적으로 성과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일부 정보는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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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No

There are regular meetings
between company management.
There are meetings with

Information is collected internally, but
recording and associated actions are not
captured.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회사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정부 및 지방 단체와의
회의가 있다.

Sample evidence is seen as:
1.Business performance monitoring and
reporting procedures (2020)0020.
Therefore, the target level is not met.
A condition is given for this PI, because at
the target level information on decisions,
production unit data supporting decisions,
and the reasons for decision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stakeholders on
request.
정보는 내부적으로 수집되지만 기록 및
관련 작업은 수집되지 않았다.
심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사업실적 모니터링 및
보고절차(2020)0020
따라서 목표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PI 에 대한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의사결정,
생산 단위 데이터 지원 결정 및 결정
사유에 대한 정보가 요청 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pproach to disputes 분쟁에 대한 접근
Guide
Although the management
authority or production unit may be
post 평가
subject to continuing cour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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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위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법령을 가능한 준수하려고 한다.
Yes
No legal challeng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stakeholder’s interview.
이해관계자 면담에서 법적 난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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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egal challeng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stakeholder’s interview. See reference
to government representative interviewed
in point 5 of this report.
이해관계자 면담에서 법적 난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보고서의 포인트

5 에서 인터뷰한 정부 대표에 대한 참조를
참조하시오.
PI 3.3 – Compliance and enforcement 준수 및 집행
PI 3.3
Compliance and enforcement 준수 및 집행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MCS implementation 감시, 통제, 감독 (MCS)의 실행
Guide
Monitoring, control, and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urveillance
(MCS)
mechanisms
system (MCS) has been implemented in
post 평가
exist and are implemented in the
the production unit and has demonstrated
기준
production unit, and there is a
an ability to enforce relevant management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y
measures, strategies, and/or rules.
are effective. 감시 · 통제 ·

감시·통제·감독 시스템(system)이

감독(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메커니즘(mechanisms)이

생산단위에서 이행되었으며 관련 관리

존재하고 생산단위에서 이행되며,

조치, 전략 및/또는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

그러한 메커니즘이 효과적이라는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
Yes
The company presented evidence
of complying with local rules and
controls following the
link:https://eminwon.buan.go.kr/em
wp/gov/mogaha/ntis/web/emwp/c
mmpotal/action/EmwpMainMgtActi
on.do.
An interview with the public officer
from the Buan County office also
confirmed no pending fines for
Haedam.
Civil Complaint Public complaint
inquiry is presented in the
webpage:
https://www.epeople.go.kr/index.js
p
Finally, applica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held data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presented in the
following
webpage:https://www.open.go.kr/c
om/main/mainView.do
그 회사는
https://eminwon.buan.go.kr/emwp/
gov/mogaha/ntis/web/emwp/cmmp

Yes
Compliance demonstrated during the visit,
government inspection records, and
employees interviewed.
Supporting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4.Goverment representative interview (a
public officer from Buan County office).
방문 중 준수 증명, 정부 검사 기록 및 직원
인터뷰.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장 작업자 인터뷰
2. 현장 관찰: 농가 및 지원시설
3. 해담 지속가능한 김 양식매뉴얼 2020 년
발행
4. 담당 공무원 인터뷰 (부안군청 공무원)

otal/action/EmwpMainMgtAction.d
o 링크를 따라 지역 규칙과 통제를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부안군청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담에 대한 미결
벌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불만 문의는 다음 웹 페이지에
나와 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
p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신청(정보
공개를 위한 정부 보유 데이터
요청)은 다음 웹 페이지에
제시되었다.
https://www.open.go.kr/com/main/
mainView.do
Sanctions 제재
Guide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exist and there is
post 평가
some evidence that they are
기준
applied. 법령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며 그러한 제재가
적용되었다는 일부 증거가(some
evidence) 있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b

Yes
Interview with government
stakeholder interviewed confirmed
that there are no issues with
Haedam company in Wido area.
The company presented evidence
of complying with local rules and
controls following the link:
https://eminwon.buan.go.kr/
인터뷰에 응한 정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위도지역
해담업체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https://eminwon.buan.go.kr/
링크를 통해 현지 규칙과 통제를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exist, are consistently applied, and are
thought to provide effective deterrence. 비
준수에 대응하는 제재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적용되고(are consistently
applied)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Yes
Interview with government stakeholder
interviewed confirmed that there are no
issues with Haedam company in Wido
area.
인터뷰에 응한 정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위도지역 해담업체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ompliance 준수
Guide
Production units are generally
thought to comply with the
post 평가
management system under
기준
assessment, including, when
required,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effective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c

management. 생산단위는 평가 중인

생산단위가 평가 중인 관리 체계를

관리 체계를 준수한다고 일반적으로

준수한다고 증명하는 일부 증거가

여겨지며 (generally thought),

존재하며(some evidence exists),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관리에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생산 단위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효과적 관리에 중요한 정보의 제공이

Yes

포함된다.
Yes

An interview with the public officer
from the Buan County office also
confirmed no pending fines for
Haedam.
Civil Complaint Public complaint
inquiry is presented in the webpage:
https://www.epeople.go.kr/index.jsp
Finally, applica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held data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presented in the following
webpage: https://www.open.go.kr/
부안군청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담에 대한 미결 벌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불만 문의는 다음 웹 페이지에
나와 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신청(정보

An interview with the public officer from
the Buan County office also confirmed no
pending fines for Haedam.
Civil Complaint Public complaint inquiry
is presented in the webpage:
https://www.epeople.go.kr/index.jsp
Finally, the applica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held data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presented in the government webpage
mentioned (https://www.open.go.kr).
Transparency it’s confirmed at the
production unit level.
부안군청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담에 대한 미결 벌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불만 문의는 다음 웹 페이지에 나와
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신청(정보 공개를

공개를 위한 정부 보유 데이터

위한 정부 보유 데이터 요청)은 다음 웹

요청)은 다음 웹 페이지에

페이지에 제시되었다.
https://www.open.go.kr/

제시되었다. https://www.open.go.k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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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atic non-compliance 조직적인 비준수
Guide
post 평가

There is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조직적인 비준수에 대한

기준

증거가 없다.

Met? 결과
Rationale

Yes
There is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and it was confirmed during
the interview of Mr. In-Sung, Yu (Buan
Local government fisheries management).
[Evidence]
1. Interview with Buan County Fishery
officer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결과 설명

부안군청 수산과 유인성 계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심사 증거
1. 부안군청 담당 공무원 인터뷰
2. 양식장 및 지원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3. 해담 지속가능 양식 매뉴얼 2020 년판

Principle 4: Social responsibility 원칙 4 사회적 책임
PI 4.1 – Child labor 아동 노동
PI 4.1
Child labor 아동노동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Child labor 아동노동
Guide
No incidences of child labor or
young worker abuse are found to
post 평가
have occurred. 아동노동이나
기준
청소년 근로자 학대 등은 발생하지
Met? 결과
Rationale
a

결과 설명

Target 목표수준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child
labor and young worker abuse has been
minimized. 아동 노동과 어린 노동자의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었다는 증거가

않는다.
Yes

있다.
No

The youngest worker is 28 years
old. The HR department maintains
copies of the official identification
of all workers. The identification is
showing the date of birth. As there
are no young workers, it has not
necessary to identify hazardous
work that is performed by those
below the age of 18.

No written policy or declaration stating
that: The organization is against child
labor and will not employ anybody
younger than 15 years old.

All the above documents were
provided via email as this was a
remote audit.

A condition has been raised as no policy
or declaration has been implemented by
the company or documents that the
organization is against child labor and will
not employ anybody younger than 15
years old. Or the actions that the
organization will take in the case that child

가장 어린 노동자는 28 살이다.
인사부는 모든 직원의 공식 신원

labor or young worker abuse is
discovered.

확인 사본을 보관한다. 신분증은

다음을 설명하는 서면 정책 또는 선언이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없다. 이 단체는 아동 노동에 반대하며

근로자가 없는 만큼 만 18 세

15 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이하가 수행하는 유해한 작업을

것이다.

식별할 필요가 없다.
이 단체가 아동 노동에 반대하며 15 세
위의 모든 문서는 원격 심사이기

미만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나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선언이 회사나 문서에 의해 시행되지 않아
조건이 제기됐다. 또는 아동 노동이나 청년
노동자의 학대가 발견될 경우 조직이 취할
조치도 있다.

PI 4.2 –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r 강제, 담보, 강요 노동
PI 4.2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r 강제, 강요, 노예 노동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Incidences and risk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r 강제 노동 또는 담보 노동 사례 및
위험성
Guide
post 평가
기준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No incidences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r are found to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r has been

have occurred. 강제 또는 담보

minimized. 강제 또는 담보 노동에 대한

노동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리스크가 최소화 되오록 노력한 증거가

Yes

있다.
No

The contracts are written in a
language that workers understand.
Workers do not pay fees to work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employment. The worker's
identification is viewed and verified
during the employment process
and then given back to the
workers. No evidence that the
company is withholding any part of
the salary, benefit, property, or
documents of the workers to oblige
them to continue working for the
company. Workers confirmed that
they are free to manage their own
time

A condition raised because there is no
clear policy against forced, bonded, and
compulsory labor. There is no evidence
that workers receive a copy of the policy
and understand the policy.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Copy of workers’ IDs
2. Interview with farmworkers
3. Site observation
강제, 담보 노동에 대하여 회사의 명확한
방침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사항이
제공되었다. 근로자들이 방침 문서를
제공받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확인 할 수 없었다.

All the above documents were
provided via email as this was a
remote audit.
Workers interviews confirmed all of
the above

심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신분증 사본
2. 양식장 인터뷰
3. 현장 관찰

계약서는 근로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을 얻기
위해 일하는 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신원은 취업
과정에서 열람·검증된 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급여, 급여, 재산 또는
서류의 일부를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그들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의 모든 문서는 원격 심사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근로자 인터뷰는 위의 모든 것을
확인했다.
PI 4.3 – Discrimination 차별
PI 4.3
Discrimination 차별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Incidences and risk of discrimination
Guide
No incidences of discrimination
are found to have occurred.
post 평가
차별이 발생된 사례가 없다
기준
a

Target 목표수준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discrimination covering all aspects of
potential discrimination has been
minimized. 잠재적인 차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차별에 대한 리스크가

Met? 결과

Yes

최소화되도록 한 증거가 있다.
No

Rationale
결과 설명

The copy provides contracts that
are for 12 months and maintain
hiring record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company
engages in or supports
discrimination at any point of the
employment stage based on
national origin, religion, disabil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union
membership, political affiliation, or
age. No complaint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discrimination.
The contracts were provided via
email as this was a remote audit.
문서를 통해 12 개월 계약서를
제공하고 채용 기록을 유지한다.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성향, 조합원 가입, 정계 연령,
연령에 따른 고용 단계의 어느

A condition has been raised as no antidiscrimination policy covering all
employment stages.
No procedures are in place to show how
to raise, file, and respond to a
discrimination complaint effectively.
No evidence that the workers have been
provided with a copy of the antidiscrimination policy
모든 고용 단계를 포괄하는 차별금지
정책이 없다는 조건이 제기됐다.
차별 민원을 효과적으로 제기, 고발 및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에게 차별금지 정책의 사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음

시점에서 차별을 하거나
지원한다는 증거는 없다. 차별에
대한 불만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 계약은 원격 심사였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PI 4.4 –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 보건 및 보험
PI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보건 및 보험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workers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Guide
post 평가
기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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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제공한다
No

Rationale
결과 설명

A critical condition has been raised
as the farm does not meet the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dormitory
•
•
•
•
•

Mold noticed on the wall of
the bedrooms
Electrical wiring and
exposed wiring throughout
the living areas
No fire equipment,
Extinguishers, Alarms, or
smoke detectors
No secondary emergency
escape route
No lockers for the workers
to secure their items

The general cleaning of the living
areas,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All of the above was noted during
the remote tour using the LR
remote app
양식장이 보건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대한 발견
사항이 제공되었다.
기숙사
• 침실 벽면에 곰팡이가 눈에 띈다.
• 거주 지역 전체의 전기 배선 및
노출 배선
• 화재 장비, 소화기, 경보 또는
연기 감지기 없음
• 2 차 비상 탈출 경로 없음
• 작업자가 물품을 고정할 수 있는
사물함 없음
생활권 일반청소라 최저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의 모든 내용은 LR 원격 앱을
사용하여 원격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확인되었다.

N/A

b

Health and safety records and corrective action 안전 보건 기록 및 시정조치
Guide
There is evidence that health and
Hazards to personnel health and safety
safety-related
accidents
and
are known. Accidents are analyzed for root
post 평가
violations are recorded and
causes. The root causes are addressed
기준
corrective action is taken when
and remediated to prevent future accidents
necessary. No immediate and
of a similar nature. All incidences including
serious dangers to personnel
minor accidents are included. Records are
health or safety were identified.
complete and accurate. 안전보건 위험에
보건 및 안전 관련 사고 및 위반이
대해 파악하고 있다. 사고의 근본원인이
기록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가
분석된다. 근본원인은 향후 동일한 사고를
취해졌다는 증거가 있다. 인적
예방하기 위해 지적되고 시정된다. 경미한
보건 또는 안전성에 즉각적이고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건들이 포함된다.
심각한 위험이 전혀 확인되지
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하다.
않았다
No
No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It was noted through the worker
interviews that accidents are not
recorded, and there is no process
in place to investigate why the
accidents happen and put
corrective action in place.

There is no process in place to analyse
root causes. All incidences, including
minor accidents, are not included.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and personnel training 안전보건 평가 및 인적 훈련
Guide
There is evidence that personnel
Formal and regular training courses are
is
trained
effectively
on
health
and
undertaken. Risk assessments are
post 평가
safety topics related to their role,
documented and/or certified. Personnel is
기준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
appointed to apply health and safety risk
assessment, which may include an
직원의 역할, 책임 및 활동과
overseeing management committee, first
관련한 보건 및 안전에 관해 인적
aiders, and/or fire marshals.
c

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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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 company has set out training
for all health and safety training.
The plan is in place.
The plan was provided via email
and was checked to ensure that
all training elements were covered
이 회사는 모든 건강 및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계획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모든 교육 요소에
적용되는지 확인되었다.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Yes
There are 5 training sessions for Health &
Safety training. There is a working
instruction manual in place. The working
instruction take the consideration of the
Health & Safety risk
The training records were provided via
email.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위한 5 개의 교육이
있다. 작업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작업
지침에서는 보건 및 안전 위험을
고려하고있 다.
교육 기록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Organisation responsibility and insurance provided for personnel accident or injury 개인의 사고
또는 부상에 대한 조직의 책임 및 보험 제공 여부
Guide
No incidences of workers having to
cover their work-related medical
post 평가
expenses. 근로자가 산재 관련
기준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

The organization is responsible and there
is proof of insurance (accident or injury)
for personnel medical costs in a job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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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All workers are covered with
insurance by the company.
The insurance records were
provided via email
모든 근로자는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포함한다.
Yes
The organization provided proof of
insurance (accident or injury) for
personnel medical costs in a job-related
accident or injury. This includes all
workers
The insurance records were provided via
email

보험 기록은 이메일을 통해

조직은 직무 관련 사고 또는 상해에서

제공되었다.

인력의료 비용에 대한 보험 증빙(사고 또는
상해)을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작업자가 포함된다.
보험 기록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PI 4.5 –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하고 적정한 임금
PI 4.5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하고 적정한 임금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Fair and decent wages
Guide
The organization pays at least the
legally required minimum wage.
post 평가
Deductions in pay for disciplinary
기준
actions are not allowed and
payments are made in a manner
convenient to workers. 근로자에게

Target 목표수준
The organization pays a living wage and
there are no labo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s. 조직은 생활임금을
지불하며, 노동력만을 계약하는 관계는
없다.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다. 징계의
수단으로 임금삭감은 허용하지
않으며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Yes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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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duction unit provided
documentation showing that it was
aware of the wages for the
location it operates in. This was
crossed checked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untry.
The production company provided
all contracts, wage records,
working hours and signed pay
slips for the sampled workers. All
were noted to be compliant with
the country’s legal requirements.
The minimum wage is 8,590 South
Korean won per hour. All sampled
workers exceeded the legal
requirements

Yes
The organization uses proper calculation
for the minimum wage and pays a living
wage. There are no labo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s.
The contracts for the sample workers were
all 12 month contracts.
조직은 최저임금을 위해 적절한 계산을
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고있다. 노동만
계약하는 관계는 없다.
표본 근로자들의 계약은 모두 12 개월
계약이었다.

회사는 최소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저 임금을 지불한다. 징계에 따른
급여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은 근로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
양식장은 작업 지역의 임금 수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법적 요건과 대조되었다.
양식장은 근로자들에게 모든 계약,
임금 기록, 근로 시간, 서명된 임금
전표를 제공했다. 모두 국가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 원이다.
심사 샘플링한 모든 작업자의 경우
법적 요구 사항 이상을 지급하였다.
PI 4.6 –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PI 4.6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Guide
There are no incidences of the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production
unit
restricting
worker
restriction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ost 평가
access to associate or bargain
collective bargaining has been minimized.
기준
collectively. 해당 양식장이 결사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제한하는

a.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또는 단체 교섭을 위한 근로자의

리스크가 최소화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권리를 제한한 사례가 없다.
Yes

Yes

No incidences of the production unit
restricting worker access to associate
or bargain collectively.
The contracts of employment that
were provided for review were cosigned and explicitly do not restrict
the right to associate freely

Evidence confirmed during employees
interviewed. No incidences of the
production unit restricting worker access
to associate or bargain collectively.
직원들이 인터뷰하는 동안 확인된
증거자료. 생산 단위가 작업자의 연결 또는
일괄 흥정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It was confirmed through worker
interviews that the production unit
does not restrict worker access to
associate or bargain collectively
There were no trade unions 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양식장은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
협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심사 시 확인한 고용계약 샘플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 양자 간에
서명되었으며 자유롭게 연관될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양식장이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협상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노동조합 또는 사회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다.

PI 4.7 –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 방식
PI 4.7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 방식
Scoring Issue 평가항목

a

Minimum 최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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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목표수준
The risk of potential abuse around
discipline has been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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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No
No policy disciplinar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or implemented
to ensure no abusive disciplinary
practices are used.

감독관에게 제공된다.
Select one
NA as minimum levels is not met.
최소 수준에 미달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징계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징계 방침이 수립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PI 4.8 – Working hours 근로시간
PI 4.8
Working hours 근로시간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Working hours 근로시간
Guide
The organization abides at least to
the legally required working and
post 평가
overtime laws. All overtime is
기준
voluntary.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무의 경우
자발적으로 한다.

Met? 결과
Rationale
a

결과 설명

Yes
The review of the working hours
found that the working hours are
compliant with the local legal
requirements.

Target 목표수준
The organization abides by industry
norms. Overtime is not regular. Workers
are provided with at least one day off
following every six consecutive days of
work. 조직은 산업규범(industry
norm)을 준수한다. 초과근무는 정규적이지
않다. 근로자는 6일 연속 근무 일수 후에
적어도 1일의 휴무를 제공받는다.
Yes
The shift patterns are compliant with the
local law and allow for one day off every
week.

The sample of workers was us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The working hours were checked, and
shift patterns verified from payments,
working hours records and worker
interviews

The time records provided were
signed by the workers

교대 근무 패턴은 지역법을 준수하며 매주
하루씩 휴직을 허용한다.

The contracted working hours were
verified to be compliant with the
legally allowed hours. Workers also
confirmed that that the working
hours provided were correct.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급여, 근무시간
기록, 근로자 면접에서 근무형태가
확인되었다.

The working hours were standard
contracted with very few additional
hours were done by the workers. The
contract of employment stated that
working hours were voluntary and
paid at a premium. Workers
confirmed this to be true.
근무 시간을 검토 한 결과 근무
시간이 현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 샘플은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근무 시간 기록은 근로자가
서명했다.
계약 근로 시간은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들은 또한
제공된 근무 시간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근로 시간은 표준 계약이었으며
근로자가 추가 시간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이 자발적이고 할증료를
내고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노동자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PI 4.9 –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환경 및 사회적 교육
PI 4.9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Scoring Issue 평가항목

a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raining 환경적 인식 및 교육
Guide
Information is delivered to
There is evidence of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unit
workers
about
social awareness and training in
post 평가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production unit workers, sufficient for them
기준
included in this standard such as
to properly dispose of waste, and prevent
disposal of waste, and prevention
and manage chemical and hydro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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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생산단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Yes
Information is confirmed to be
available in company procedures. This
was confirmed during the employee's
interview.
The company provided the training
records for the sampled workers. The
training included environmental and
social education regarding topics
relevant to the standard.
The training records showed that all
workers had participated
정보는 회사 절차에서 사용할 수

spills, or lodge a grievance. 생산단위
근로자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화학
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을 방지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환경적
및 사회적 인식 그리고 훈련이 생산단위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No
The training records provided to show that
social issues had been included within any
training that has been provided to the
workers but appropriate level of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could not confirmed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사회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공된
교육 기록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직원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교육에는 표준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환경 및 사회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기록에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Principle 5: Community relations and interaction 원칙 5 지역사회 관계 및 교류
PI 5.1 –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PI 5.1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Community impact
a
Guide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Target 목표수준
Recommendations of the production unit’s
community impact assessment are being

post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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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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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체장의 서면 평가로 대체될 수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있다.
Yes

Yes

An independent p-SIA has been
conducted and provided but was
not necessary as there was no
impact of the local communities.

An independent p-SIA has been
conducted and provided and shows that
the company has taken the relevant steps.
No negative impacts have been noted

The p-SIA is made available to
any interested party.

독립적인 사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독립적 인 p-SIA 가 실행되어

취했음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영향은

자료로서 제공 었지만, 지역

파악되지 않았다.

제공되었으며 회사가 관련 조치를

사회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지는 않았다.
독립적인 P-사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제공됨
PI 5.2 – Conflict resolution 분쟁 해결
PI 5.2
Conflict resolution 분쟁해결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Resolution of disputes
Guide
The management system
incorporates or is subject by law
post 평가
to a mechanism for the resolution
기준
of legal disputes arising within the
system. 양식장 관리시스템은
a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자체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법을 따른다.

Target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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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No

No conflict resolution process has been
Legal system confirmed as included
established or Implemented at the specific
in the Korean regulations. Main
Labour act supplied as Act No.16415, company level.
with copies shared by the client
특정 회사 수준에서 갈등 해결 프로세스가
The company has a process to
설정되거나 구현되지 않았다
record interaction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complaints
and ensure that any such complaints
are resolved properly. To date there
have been no complaints.
The company have provided the
grievance procedures to local
community and stakeholders
한국의 법규에 따른 준법 시스템
이 확인됨.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16415 호 자료 제공하였다.
회사는 불만을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와의 상호 작용을 기록하고
이러한 불만이 적절히 해결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불만
사항은 없었다.
회사는 지역 사회 및 이해
관계자에게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b

Roles and responsibilities 역할 및 책임
Guid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management
post 평가
process have been identified.
기준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generally
understood. 관리 프로세스에 담당
조직 및 담당자가 명확하다. 기능,
역할,책임 등이 납득할 만 하다.
Met? 결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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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ationale
결과 설명

At the government level and
company level, basic roles are
confirmed to be identified. The
company use the HR department
to manage the complaint process.
정부 차원과 회사 차원에서

The company has not explicitly identified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management
for conflict resolution.
회사는 갈등 해결을 위한 경영진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HR 부서가 불만 처리
절차를 담당한다.
Consultation process 협의 과정
Guide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consultation processes that obtain
post 평가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main
기준
affected partie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knowledge, to
inform the management system.
관리 시스템에는 지역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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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관련

지역사회 및 지식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정보를 얻는 협의 과정이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찾고 수용하는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획득한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c

Yes

정보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No

The consultation process is included
in the Korean licensing process.

As consultation procedures are not in
place

The production has a conflict
resolution policy that provides a
mechanism for presentation,
treatment and resolution of
complaints lodged by stakeholders,
community members and
organisations. The policy was
reviewed and met the requirements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The policy was provided to all
stakeholders
의견 수렴 프로세스는 한국의 면허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양식장에는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
구성원 및 조직이 제기 한 불만
사항의 표시, 처리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갈등 해결
방침이 있다. 관련 방침을 검토한
결과 인증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했다.
방침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되었다.
Participation 참여
Guide
The consultation process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all
post 평가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to
기준
be involved. 협의과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제공한다.
Yes
The consultation process is included
in the Korean licensing process.
The process includes consultation
processes to seek relevant
information from main affected
parties.

d

All affected parties have opportunity
to be involved within the
consultation processes

의견 수렴 프로세스는 한국의
면허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받는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의견
수렴 프로세스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PI 5.3 –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선주민의 권리
PI 5.3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선주민의 권리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Rights of indigenous people
Guide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are
post 평가
respected by the production unit
기준
(where applicable to the growing
area) and attempts are made to
accommodate their needs.
선주민의 권리를 양식생산자들이
존중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a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위해 노력한 기록이 있다
Select one
N/A There are no indigenous
communities identified.
해당없음. 한국에는 선주민
지역사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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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최소 수준

Target 목표수준

Compliance with navig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항법 규정 준수
Guide
Production units allow access for
Production units proactively facilitate
other
resource
users
as
post 평가
access for other water users. 생산단위는
prescribed by custom or law. 해당
기준
다른 자원 이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원활히
양식장은 관습 또는 법이 정한
한다.
범위에서 타 자원 이용자에게
a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
Yes

Yes

The company does not interfere
The company does not interfere with other
with other water users. Appropiate water users.
signal lights confirmed during the
remote inspection.
그 회사는 다른 물 이용자들을 침해하지
그 회사는 다른 물 이용자들을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b

The positioning of production unit sites 양식장 위치의 결정
Guide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units
are
arranged
in
an
arranged in a uniform orientation and
post 평가
orientation and position as
position, except where specified by law.
기준
prescribed by custom or law.
생산단위의 보이는 구조물은(visible
생산단위의 보이는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구조물은(visible structures) 관습

structures) 법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법이 정한 방향과 위치로

하나의 방향과 위치로 배열되어 있다.

배치된다.
Yes

Yes

All structures are orientation and
position as prescribed by law.
The granted licenses are provided
based upon the farm meeting all
legal requirements including all
navigation regulations

The structures are all well controlled and
orientated as required by law, as was
possible to confirm during the remote
inspection with online videos and pictures.
원격 심사 시 온라인 비디오 및 사진을 통해

This was observed remotely using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구조물은 모두
online video app LR remote. It is
법에 따라 잘 제어되고 방향을 잡는다.
noted that the technical expert
was on-site and the lead auditor
judgement also supports the
social auditor statement.
양식장의 모든 구조물들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허가된
양식 면허에 따르면, 양식장은
해양 항해에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LR 리모트 온라인 비디오
심사를 통해 관찰되었다.
기술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했고,
선임심사원과 소셜 심사원이
동시에 확인했다.

PI 5.5 –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 장비의 식별 및 회수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 장비의 식별 및 회수
Scoring Issue 평가항목

a

Minimum 최소 수준

Identification of substantial gear 주요 장비의 식별
Guide
There is evidence that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post 평가
the production unit. 모든 주요
기준
장비는 생산 시설 별로 식별
Met? 결과

가능하다.
No

Target 목표수준

Rationale
결과 설명

Substantial gear is not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This
was sampled by the team,
selecting several samples that
were observed remotely. None of
the samples are identified.
양식장 내의 주요 장비가 식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소 수준에
미달된다.

Gear recovery 장비의 회수
Guide
There is evidence that gear
recovery is conducted by the
post 평가
production unit. 해당 양식장에서
기준
장비 회수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b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 company does routine
checks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is in good order and
recovery happens if the
equipment is lost.
본 업체는 장비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장비를 분실할 경우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Float use 부자 사용
Guide
Float use is recorded by the
production unit. Floats are
post 평가
securely attached so that they do
기준
not become loose.
Yes
Met? 결과
c

Rationale
결과 설명

All Floats are securely attached,
and the use of the floats are
recorded in company books.
The floats are checked and
recorded within the service
records. The service records
show that these check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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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
즘을 유지하도록 한다.
Yes
Routine checks are made for all
equipment, and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should equipment become lost and
need to be recovered
모든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장비를
분실하여 복구해야 하는 경우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carried out and reviewed by the
auditor
This was sampled by the team,
selecting several samples that
were observed remotely using
online video app, LR remote. The
technical expert was onsite and
also confirmed appropiate
deployment.
모든 부표는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부유물의 사용이 기록되어
있다.
부표의 점검 결과는 작업일지에
기록된다. 심사원은 유지 보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였다.
이 샘플은 온라인 비디오 앱인 LR
리모트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관찰된 여러 샘플을 선택하여
샘플링했다. 기술 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적절한 배치도
확인되었다.
PI 5.6 – Noise, light, and odor 소음, 광해, 악취
PI 5.6
Noise, light, and odor 소음 광해 악취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Noise, light, and odor
Guide
Some measures can help
minimize operational noise, light,
post 평가
and odor as appropriate to local
기준
customs. 양식장 운영시, 소음, 빛,
악취 등을 지역에서 허용한
수준으로 관리할수 있는 수단이
a

있다.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Yes
There is no evidence of
operational noise, light, and odor

Target 목표수준
There is evidence that noise, light, and
odor originating from the production unit
ar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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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대로 최소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Yes
There is no evidence of operational noise,
light, and odor, as was possible to confirm
by the technical expert located onsite
during this initial inspection.

작동 소음, 빛 및 악취의 증거가

최초 점검 시 현장 소재 기술 전문가가

없음

확인할 수 있었던 작동 소음, 빛 및 악취의
증거는 없다.

PI 5.7 –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폐기된 양식장 시설 및
기자재의 해체
PI 5.7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폐기된
양식장 또는 기자재의 해체

Scoring Issue 평가항목
Minimum 최소 수준
Abandoned production units
Guide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for
clearing up any unused
post 평가
production units. 사용하지 않는
기준
양식 시설의 폐기를 위한
Met? 결과
Rationale
결과 설명

a

메커니즘이 있다
Yes
All of the production areas are
used. When the site is removed,
the equipment is stored on land.
The main facilities of the
production unit are composed of
weights, ropes, nets, supporting
poles, buoys, etc. It is stipulated
that all facilities on the off-shore
must be recovered after the
farming season closed
(December – April). The results of
the recovery of production unit
facilities are supervised by local
governments, and if there are
related problems, sanctions may
arise in maintaining the farm
license. It was confirmed through
an interview with a local
government fishery officer that no
issues have been raised on
Haedam’s farming operation
since 2016.
모든 생산 지역이 사용되고 있다.
부지가 제거되면 장비는 육지에
저장된다.
생산단위의 주요 시설은 중량,
로프, 그물, 지지대, 부표 등으로
구성된다. 농번기(12 월~4 월)가

Target 목표수준

끝난 후 연안부근의 모든 시설을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생산단위시설 복구 결과는
지자체가 감독하는데,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양식장 허가 유지에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담의
영농운영에 대해 2016 년 이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지자체 어업담당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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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scoring table 평가표 요약

Principle
Performance Indicator 평가 지표
원칙

1

Level
수준

Number of
Conditions
발견사항의 개수

Pass
통과

PI 1.1 Stock Status 자원상태
PI 1.2 Harvest strategy 수확 전략

NA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자원에 대한

Yes

NA

유전적 영향
PI 2.1 Habitat 서식지
PI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Condition 1
Condition 1

기능

2

PI 2.3 ETP species 멸종위기위협종
PI 2.4 Other species 기타종

Condition 1

PI 2.5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Critical

Yes
1

관리 및 오염 통제
PI 2.6 Pest(s) and disease(s) and management 해충 및

Condition 1

질병 관리
PI 2.7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PI 2.8 Translocations 이식

Condition 1
Condition 1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외래종의 도입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법적 및
3

4

Yes
Yes

관습적 체계
PI 3.2 Decision-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프로세스
PI 3.3 Compliance and enforcement 준수 및 집행

Condition 1

PI 4.1 Child labor 아동노동

Condition 1

Yes

PI 4.2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r 강제 담보

Condition 1

또는 강요 노동
PI 4.3 Discrimination 차별
PI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안전보건 및 보험
PI 4.5 Fair and decent wages 공정한 임금
PI 4.6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PI 4.7 Disciplinary practices 징계 방식
PI 4.8 Working hours 근로시간
PI 4.9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환경적 및

Condition 1
Critical

1
Yes
Yes

Critical

1
Yes

Condition 1

사회적 교육
PI 5.1 Community impacts 지역사회 영향
PI 5.2 Conflict resolution 분쟁 해결

5

Yes
Condition 1

PI 5.3 Rights of indigenous groups 선주민의 권리
PI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양식장 또는 수상 시설의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 장비의 식별 및 회수
PI 5.6 Noise, light and odor 소음, 광해, 악취

Yes
Yes
Critical

1
Yes

PI 5.7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farms or water-

Yes

based structures 사용하지 않는 양식장 및 해상
시설의 해체
8

Table 4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allowed for a certified UoA 인증유닛에 대한 최대 허용가능
발견사항의 수

Principle 원칙
P1
P2
P3
P4
P5
Total

Production unit category (as in Table 2) 해조류 카테고리
A
Bi
Bii
1
2
1
2
2
8

1
2
1
2
2
8

0
2
1
2
2
7

Ci

Cii

1
2
1
2
1
7

0
2
1
2
1
6

9
Summary of conditions 발견사항의 요약
The team shall create a schedule of conditions stating the specific requirements that are to be met within a specified timeframe, using the
Summary of Conditions section of the ASCMSC Seaweed Audit Reporting Template [CAR, 17.12.4].
Note: If no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le should not be completed.
Condition
number
번호

Condition
발견사항

Timefra
me
기간

Performa
nce
Indicator
(PI)
조항

Scorin
g Issue
평가지
표

Related
to
previous
ly raised
conditio
n?
이전심사

Action Plan 조치
계획

Status
of
conditio
n
발견사항

The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발견사항

상태

종결처리
설명

와의
1

A condition is given because there is
12
no specific evidence to justify that the
months
effects of this specific farm are highly
unlikely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including references to
surrounding habitats.
There is a protected
area,112_Oechido(keunttanchido) cat
IV, which was identified by the auditor
at 500 meters from the facility. Coded
as 555512419. Special Island
Conservation Plan (2015-2014) and
Annual management plan. Confirmed
in https://gis.asc-aqua.org/arcgis_app/
There no is specific consideration to
this area/habitat; therefore, there is not
sufficient evidence to justify that the
target level is met as possible effects
are unknown at this point.

2.1.

B and
C

관련성
No

Area is identified
and protected
species and
locations. A risk
assessment has
been performed.
Training has been
given. No risk
identified related
with laver farming.
그 영역은
식별가능한
지역이며, 보호종
및 서식지를
보장하고 있다.
위험 평가가
수행되었다.

2.1B Open
종결됨
2.1C –
Closed
종결됨

2.1B Pending
보류
2.1 C
The audit
team have
reviewed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and
Evidence
supplied of
a risk
assessment
. Based on
this, the
audit team

이 특정 농장의 영향이 주변 서식지와
관련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일반적으로 접하는 다른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제시된다.
시설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심사원이
확인한 보호구역 외치도 고양이 4 호
112 가 있다. 555512419 로
코드화되었다. 섬 보존 특별 계획
(2015-2014) 및 연간 관리 계획.
https://gis.ascaqua.org/arcgis_app/에서 확인됨
이 영역/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
가능한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교육이
제공되었다. 김
양식과 관련된
위험은 식별되지
않는다.

is satisfied
that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2.1 C
감사 팀은
위험 평가의
근본 원인
분석, 시정
조치 계획
및 증거를
검토했습니
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팀은
UoA 가
VME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을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없는
해로울
정도로 축소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2

Stakeholders' conversations confirmed 12
that there are benthic cleaning events months
required by the government, indicating
that there an input to be considered. A
condition is given because there is no
tangible evidence to demonstrate that
the effects of this specific farm are
highly unlikely to disrupt key elements
of the undelaying ecosystem.
이해당사자 대화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저서생태계 정화작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검토해야 할 입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정 양식장의 효과가
지연되지 않는 생태계의 핵심 요소들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진다.

2.2

A

No

The company
presented a link to
the government
webpage including
benthic analysis
report for the
farms in the Wido
area. Indicators in
clude heavy
metals in
sediment, water
quality, and
biodiversity
macrobenthic
indicator. Shannon
Index is 2.9. Final
judgment is level
2. 회사는 위도지역
양식장에 대한
구조분석보고서 등
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제시했다.

만족합니다.
Pending

Open.
Farm is
보류
classified
as level
2
accordin
g to
governm
ent
report,
which is
confirme
d
satisfact
ory.
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농장은
레벨 2 로

지표에는 침전물의

분류되어

중금속(mental ->

만족스러

metal), 수질,

운

생물다양성 지표

것으로

등이 포함된다.

확인되었

섀넌 지수는

다.

2.9 이다. 최종
3

There is no consideration been given
to indirect effects for the list of ETP
species supplied, and no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presented by the
client or is available for the audit team
to confirm that the target level is
achieved.
A condition is given, because there
must be sufficient evidence to confirm
that it is highly unlikely to have indirect
effect in ETP species.
제공된 멸종 위기 종 목록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객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심사팀이
목표 수준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멸종 위기 종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하다.

2.3

C

No

판단은 수준 2 다.
-Analysis of the
time of
appearance of
endangered
species found in
latitudes, prey
organisms, and
death cases
reported in Korea
-Analysis of
causes of death
reported in Korea
-Direct/indirect
impact analysi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s there are no
cases of
endangered
species discovery,
priority is given to
endangered
species.
- Review
information and

Closed
종결

The audit
team have
reviewed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and
Evidence
supplied of
document
including
references
to no
indirect
effect for
every
species
mentioned
in point 4,
and are
satisfied
that this i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심사팀은 4

response manual
and write it as
minutes

번 항목에
언급 된

- 지역 내 멸종

모든 종에

위기 종 출현 시기,

대해 간접적

먹이 사슬, 국내

영향이

사망사례 등을

없다는

분석

언급을

- 국내 사망원인

포함하여

분석

문서에

- 분석된 정보를

제공된 근본
원인 분석,

바탕으로 한

시정 조치

직접/간접 영향
분석

계획 및

-멸종위기종

검토했으며

증거를

발견사례가 없는

이것이 이

만큼 멸종위기종

조건을

우선권 부여

종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정보 및 대응

판단함

매뉴얼 검토 및 분
4

There is no waste reduction strategy in 3
place. So, the target level is not met.
months
There is no secondary containment for
oil tanks in storage in the land base
facility. There acid is storage outside

2.5.

A

No

단위로 작성
New waste
management
rules.

Closed.

The Audit
Team
confirms
that the
waste

새로운 폐기물

without containment. No secondary
containment for fuel tanks.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manageme
nt rules
provided,
together
with the
Root Cause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Plan
are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관리 규정 마련함

폐기물 감축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목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상 기반 시설에 보관 중인 오일
탱크를 위한 2 차 격납 시설이 없다.
외부에는 오일 산이 억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다. 연료 탱크를 위한 보조
격납 장치가 없다. 그래서 최소 기준이

심사팀은

충족되지 않는다.

제출된
폐기물 관리
규정과 함께
근본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이 발견
사항을 종결
처리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5

There is no evidence of a strategy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3
months

2.6

A

No

Plan and strategy
have been
prepared.
Seaweed disease

Closed
종결

확인함
The Audit
Team has
reviewed
the written

해충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의 증거는 없다.

has been included.
In document
“Disease
prevention
strategy”.
계획과 전략이
준비되어있다.
해조류 질병도
포함되어있다.
문서에는 "질병
예방 전략"이 있다.

pest and
disease
manageme
nt policy,
including
pest/diseas
e control in
point 2, and
confirms
that this
together
with the
Root Cause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Plan
i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심사팀은
발견사항
2의
해충/질병관
리를 포함한
서면 해충
및 질병관리
정책을
검토한 후,
근본원인분
석및
시정조치계
획과 함께

발견사항을
종결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확인함
6

There is no evidence of energy
monitoring, and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ongoing effort or
progress inefficiency.
에너지 모니터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나 효율성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months

2.7

A

No

- Establishing
strategie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Check monthly
gasoline/diesel
purchase history
for 20 years
-Check monthly
gasoline/diesel
purchase history in
the 21st year
-Comparison and
monitoring of
gasoline/diesel
purch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fter the end of the
21 year period

Closed
종결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supplied of
written
monitoring
and two
actions
related to
transport
efficiency;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근본 원인

- 에너지 효율 개선

분석, 시정

전략 수립

조치 계획,

-20 년간 매월

서면

가솔린/디젤 구매
내역 확인

모니터링의
의견 및
증거 제공,

-21 차년도 월별

운송 효율과

가솔린/디젤

관련된 두

구매이력 확인

가지 조치.
이

- 21 년 종료 후

발견사항을

가솔린/디젤

종료하기에

구매량 전년도

충분한

대비

것으로

비교·모니터링
7

There is no risk assessment or
structured monitoring plan to confirm
that the strategy is in place.
위험 평가 또는 전략 수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

3
months

2.8

B

No

-Established
seedling operation
regulations.
-Write the detailed
inspection details,
methods, and
timing of the
seaweed seed
verification method
and shell culture
(evidence data for
inspection were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main
examination)
- 종묘작업규정
제정
미역종자확인방법
및 조개배양에
대한

Closed.
종결

확인됨
The Audit
Team
confirm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of
monitoring
plan
referencing
possible
risks and
controls,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심사 팀은
가능한
위험과

상세검사내용,

통제를

방법, 시기

참조하는

작성( 본 심사

모니터링

시점에 양묘장

계획의 근본

검사 자료 제출함)

원인 분석,
시정 조치
계획, 의견
및 증거가
본 조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8

Information is collected internally, but
recording and associated actions are
not captured.
정보는 내부적으로 수집되지만 기록 및
관련 작업은 수집되지 않는다.

12
months

3.2

E

No

- Listed the major
Closed.
decision-making
종결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arm
(Purchase of wire
mesh, farming
facilities,
harvesting,
distribution net)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contents have
been established
for each decision
-From year 2021,
it is planned to
record a report, a
letter of

확인함.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clarifying
how the
information
will be
made
public), and
Evide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spiration, and
minutes of each
decision.

and
meeting
plan; were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

심사팀은

기재

근본 원인
분석, 시정

(김망 구매,

조치 계획,

양식시설, 수확,

의견(정보

유통망 구매)

공개 방법을

- 각 의사 결정

명확히 함),

절차 및 내용 수립

의사결정

-2021 년부터는

과정 및

보고서, 의견서,

회의 계획의

결정사항 회의록

증거로 이

등을 기록할

조건을

예정이다.

종료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9

No policy or declaration has been
implemented by the company or
documents that the organization is
against child labor and will not employ
anybody younger than 15 years old.
The actions that the organization will
take in the case that child labor or
young worker abuse is discovered.

12
months

4.1

A

No

- Haedam
employment rules
established
-In the
Employment
Rules, Article 6
(Restriction on
Employment),

Closed.
종결

확인함.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이 단체가 아동 노동에 반대하며 15 세
미만은 고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나
선언이 회사나 문서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다. 아동노동이나 청년근로자
학대가 적발될 경우 조직이 취할
조치가 설명되어있다.

Paragraph 4,
specifies “persons
under the age of
18”
-In Chapter 7
(Prohibition of
Child Labor), the
ban on child labor,
general rules,
implementation,
punishment, etc.
-After training on
the employment
rules, an
education
confirmation was
written.
- 해담고용규칙
제정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심사팀은
근본 원인
분석, 시정
조치 계획,
의견 및
증거가 본
조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 취업규칙

것을

제 6 조(취업제한조

확인함.

항) 제 4 항은
"18 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 제 7 장(아동노동
금지)에서는 아동
노동 금지, 일반
규칙, 시행, 처벌 등
- 취업규칙 교육 후
교육확인서 작성

10

No clear policy against forced,
bonded, and compulsory labor in
place or evidence that workers receive
a copy of the policy and understand
the policy clearly.

12
months

4.2

A

No

- Haedam
employment rules
established
-In Chapter 10 of
the employment
rules,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hibition of
forced labor are
specified.-After
training on the
employment rules,
an education
confirmation letter
was prepared.

강제노동, 담보, 강요 노동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나 근로자가 정책의
사본을 수령하고 정책을 명확히
이해한다는 증거가 없다.

Closed.
참고
문서

심사팀은

- 해담고용규칙

근본 원인

제정

분석, 시정

-고용규칙

조치 계획,

제 10 장에서는

의견 및

강제징용 금지의

증거가 본

정의와 시행을

조건을

명시

종결하기에

- 취업규칙 교육 후

충분하다는

교육확인서 작성

11

No anti-discrimination policy in place
covering all stages of employment
which clearly outlines procedures to
raise, file, and respond to a
discrimination complaint effectively.
No evidence that the workers have

3
months

4.3

A

No

- Haedam
employment rules
established
-In Chapter 12 of
the employment
rules, the definition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것을
Closed.
종결

확인함.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been provided a copy of the antidiscrimina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of
non-discrimination
are specified.

차별 불평을 효과적으로 제기, 제기 및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After training on
the employment
rules, an
education
confirmation letter
was prepared.

설명하는 고용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차별 방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차별금지 정책의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는 없음

심사팀은

- 해담고용규칙

근본 원인

제정

분석, 시정

- 취업규칙

조치 계획,

제 12 장에서는

의견 및

비차별의 정의와

증거가 본

시행을 명시한다.

조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 취업규칙 교육 후

것을

교육확인서 작성

12

Social Issues have not been included
with the training
훈련 과정에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적
없음

3
months

4.9

A

No

- Haedam
employment rules
were established
and awareness
training was
provided to staff.
- Provide
education on
employment rules
(no discrimination,
wages and

확인함.
Closed.
종결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orking hou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discipline, the
prohibition of
forced labor, the
prohibition of child
labor)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 After training on
the employment
rules, an
education
confirmation was
written.

조치 계획,

- Safety Training
was conducted by
meeting.
- 해담 취업규칙
수립 및 직원
인식교육 실시
- 취업규칙 교육
실시(차별, 임금 및
근로시간,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규율, 강제징용
금지, 아동노동
금지)
- 취업규칙 교육 후
교육확인서 작성

심사팀은
근본 원인
분석, 시정
의견 및
증거가 본
조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함

- 안전교육은
회의로 실시
13

No conflict resolution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or Implemented
충돌 해결 프로세스가 없거나 구현되지
않았다.

12
months

5.2

A,B,C

No

-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nacted.
-ReceptionMediationAnalysisCorrectionConfirmationRegular meeting
(regular meeting of
fishing villages)Data of regular
meetings of fishing
villages were
submitted at the
time of review.
-No complaints
received at regular
meetings

Closed.
종결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ondition.
심사팀은
근본 원인
분석, 시정
조치 계획,

- 분쟁해결 절차

의견 및

수립 및 제정

증거가 본

-접수-중재-분석-

조건을

수정-확인정기회의(어촌
정기회의)-어촌
정기회의 자료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토 시
제출하였다.
- 정기적인 회의
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은 없음.
[Create new rows as required]
10 Summary of critical conditions 중대 발견사항에 대한 요약
Note: If no critical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le should not be completed. 중대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의 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Condition
number
번호

Condition 내용

Timeframe Performance
Indicator (PI)
기간
조항

Scoring Related to
Issue
previously
평가기준 raised
condition?

Client response 고객답변

이전심사의

증거

발견사항
1

Several deficiencies
have been detected by
the audit team during
the inspection.
Therefore, there is no
demonstration of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reduce
chemical, fuel, and oil
waste,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At a
minimum level basic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are
expected to be seen.

3 months

2.5

B and C

관련성
NO

The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발견사항 종결

New procedures for waste
management and chemical
storage supplied, training
supplied for 5 employees.
Pictures supplied for new
secondary containment are
satisfactory.
Pictures supplied for new
secondary containment are
satisfactory.
-Equipped with oil and active
agent spill response measures

The Audit Team
accepted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supplied of
action plan and
implementation
pictures as
satisfactory to
close this Critical
Condition.

There is no secondary
containment for oil
tanks in storage in the
land-based facility.
Their acid is stored
outside without
containment. No
secondary containment
for fuel tanks.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Sample evidence is
seen as:
1. Interview with
seaweed farmworkers
2. Site observation:
Farms and supporting
facilities
3. Haedam Sustainable
Laver Farming manual
issued 2020. There is
no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reduce
chemical, fuel, and oil
waste,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화학연료유류 폐기물
저감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최소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육상 시설에는 오일
탱크를 위한 2 차 차폐
시설이 없다. 그 오일

-> Adsorption cloth, adsorption
boom

심사팀은

-Completed installation of
concrete oil sill for onshore oil
storage tank (1,800 L each)
(4x4.5x0.2m=4,500L)

조치계획 및 실행

-Equipped with adsorption
cloth and adsorption boom to
prepare for spillage when
transporting oil

근본 원인 분석,

Install a pallet at the bottom of
the discharge port and cover
the adsorption cloth to prevent
oil from falling on the floor.

자료를 이 중요

폐기물 관리 및 화학물질

충분한 것으로

보관을 위한 새로운 절차 제공,
직원 5 명에 대한 교육 제공
새로운 2 차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사진을 제공함
2 차 유출 방지 시설에 대한
사진이 제공되었고 충분한
것으로 확인됨.
-오일 및 활성제 유출 대응
조치 포함 -> 흡착 천, 흡착 붐
- 해상오일저장탱크용
콘크리트 오일실 설치 완료(각
1,800L)(4x4.5x0.2m=4,500L)

관련 사진을
바탕으로 제공된
시정 조치 계획,
의견 및 증거
조건을
종결하기에
확인함.

산은 외부로 격리되지

- 오일 운반 시 유출에

않고 저장된다. 연료

대비하기 위한 흡착 천 및 흡착

탱크를 위한 보조 격납

붐 장착

장치가 없다. 그래서
최소 레벨이 충족되지
않는다.

배출구 하단에 파렛트를
설치하고 흡착포 을 덮어
오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육상 시설에는 오일
탱크를 위한 2 차
유출방지 시설이 없다.
활성처리제가 외부에
보관 중이다. 연료
탱크를 위한 보조
유출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기준이 충족하지
않음
샘플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장 근로자
인터뷰
2. 현장 관찰: 양식장 및
지원시설
3. 해담 지속가능한 김
양식매뉴얼 2020 년

발행 화학연료유류
폐기물 유출 방지
조치가 확인되지 않아
최소 기준에 미달한다.
2

The dormitory
•

•

•

•

•

•

Mold noticed on
the wall of the
bedrooms
Electrical wiring
and exposed
wiring
throughout the
living areas
No fire
equipment,
Extinguishers,
Alarms, or
smoke detectors
No secondary
emergency
escape route
No lockers for
the workers to
secure their
items
The general
cleaning of the
living areas is
not clean

So minimum level is not
met.

3 months

4.4

A and B

No

The company installed fire
extinguisher and alarms.
Lockers have been purchased.
Wall has been painted.
Pictures supplied look
satisfactory and orderly.
- Fire extinguisher and fire
alarm installation completed: 1
fire extinguisher per floor
(1.5kg of powder), 1 alarm per
room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local
ordinances in Jeollabuk-do
-Emergency evacuation route
(ladder) installed: Due to the
building structure, there is no
separate emergency staircase
and the height is low, so the
emergency evacuation route is
secured by installing a ladder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ritical
Condition.
심사팀은 근본
원인 분석, 시정
조치 계획, 의견
및 증거가 이
중대 조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Wire arrangement:
확인함
Completed the 1st
arrangement by using the wire
organizer → Expected to add
exposed wire cover & fixing
work (wire molding installation)
-New wallpaper is attached
after treatment with household
mold remover

It was noted through the
worker interviews that
accidents are not
recorded, and there is
no process in place to
investigate why the
accidents happen and
put corrective action in
place.
기숙사
• 침실 벽면에 곰팡이가
눈에 띔.
• 거주 지역 전체의 전기
배선 및 노출 배선
• 화재 장비, 소화기,
경보 또는 연기 감지기
없음

-Scheduled to install iron
lockers with locking device:
Complete purchase of lockers.
Can be used after assembly.
Employment rule was
established and relevant
training was provided to the
staffs.
1. Secondary escape route :
ladder --> descending lift line
(fixed facility) will be installed
2. Safety management
procedure is defined to
investigate root cause of
incident and it must be
reported to operation manager
and claim to insurance
agency.
소화기와 경보기를 설치했다.
사물함이 구비 되어있다. 벽이

• 2 차 비상 탈출 경로

칠해졌다. 제공된 그림은

없음

만족스럽고 질서 정연해 보임.

• 작업자가 물품을
고정할 수 있는 사물함
없음
• 생활권의 일반 청소는
청결하지 않음
따라서 최소 레벨이
충족되지 않음.

- 소화기 및 화재경보 설치
완료 : 층당 소화기 1 대(분말
1.5kg), 객실당 1 대 경보
전라북도 지방조례 기준에
따라 설치
-긴급 대피로(사다리) 설치:
건물 구조상 별도의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단이 없고 높이가 낮아

사고가 기록되지 않고,

사다리를 설치해 비상대피로를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확보함.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전선배열 : 전선 정리로
1 차배열 완료 → 노출된
와이어커버 및 고정작업 추가
예정(전선 몰딩 설치)
- 가정용 곰팡이 제거 약품
사용 후 새롭게 도배 완료
- 잠금 장치가 있는 철제 잠금
장치 설치 예정: 사물함 구입
완료. 조립 후 사용 가능.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힘
1. 2 차 탈출로 : 사다리 -->
하강 리프트 라인(고정설비)
설치
2. 안전관리 절차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의되며,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
함.

3

No policy or procedures
are in place for
Disciplinary practices,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징계 관행에 대한

3 months

4.7

A

No

- Haedam Employment Rules
have been established with
Disciplinary practices.
- Specifying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in Article 37
- Specify the type and degree
of disciplinary action in article
38

정책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 Article 39 Specify the method
of disciplinary action

않으므로, 최소 수준이
충족되지 않다.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close this Critical
Condition.

- Specify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of article 40

심사팀은 근본

해담고용규칙은 징계사례를

원인 분석, 시정

통해 제정되었다.

조치 계획, 의견

- 제 37 조 징계사유 지정

중대 조건을

- 제 38 조에 징계 종류 및 정도

종결하기에

명시

충분하다는 것을

- 제 39 조 징계방법 명시

및 증거가 이

확인함.

- 제 40 조 징계절차 명시
4

Substantial gear is not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so the
minimum level is not
met.
주요 장비는 생산
유닛이 식별할 수
없으므로 최소 레벨이
충족되지 않는다.

3 months

5.5

A

No

We have established detailed
procedures of identification for
substantial gears and facilities.
We have provided relevant
photos of identified equipment
status.
- Currently, the net installation
is completed and reinstallation is not possible

The Audit Team
confirmed that
the Root Cause
Analysis,
Corrective
Action Plan,
comments, and
Evidence was
accepted as
sufficient to

during the offense. As a
temporary measure, flags are
installed at the last 4 vertices
(completed in January)

close this Critical
Condition.

-When the seaweed net is
repaired after the type of
violation, the identification
mark for each unit will be
applied. A colour rope that can
be distinguished is applied to a
part of the seaweed net.

원인 분석, 시정

양식장은 주요한 양식기자재와
설비에 대한 상세한 식별
절차를 수립했다. 확인된 장비
상태에 대한 관련 사진을
제공함
-현재 김 망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수확 기간 중에는
재설치가 불가능함. 임시
조치로 양식장의 양 끝 4 개
꼭지점에 플래그 설치 (1 월
완료)
- 김망 수리 시 단위 별 식별
마크가 적용된다. 김 망의
일부에는 구분할 수 있는 색깔
로프를 적용하였다.
[Create new rows as required]

심사팀은 근본
조치 계획, 의견
및 증거가 이
중대 조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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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 section (CAR 17.14) 추적성 정보
1. Review and
Description
document
a. The flow of certified Traceability and segregation systems are considered
product from
sufficient, to confirm that products delivered in the Haedam's
harvest to sale
processing facility are indeed originated in the Haedam farm
within the UoA UoA inspected. Harvest was witnessed remotely on the 25th
내에서 인증 제품의 January 2021 (using online video app LR remote) , and the
traceability system is considered satisfactory. There is only
수확부터
harvest from one unit per day, at a rate of 10 tons per harvest.
Laver is collected in the same boat in 10 bags of one ton
판매까지의 흐름
each. The product is discharged on land and transported in
one truck. The truck only transport product from one
harvest/farm. There are harvest identification documents seen
by the auditor, which include, line, farm, date, potential ASC
status (when certified). This information will be delivered to
the processing facility NAMHAE Aquatic Product Guild, which
has a separate ASC CoC certificate (inspected by the
technical expert part of this audit team).
해담의 가공시설에서 납품된 제품이 실제로 심사된 해담
양식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추적가능성과 분리시스템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베스트는 2021 년 1 월 25 일(온라인 비디오 앱 LR 리모트
사용) 원격으로 목격되었으며, 추적 시스템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루에 한 개에서 10 톤의 비율로
수확이 있을 뿐이다. 김은 한 배에 1 톤씩 10 봉지에 싣는다. 그
제품은 육지에서 방류되어 트럭 한 대에 실려 운반된다. 트럭은
수확물/농장 한 곳에서만 제품을 운반합니다. 심사자가 본 수확
식별 문서에는 라인, 농장, 날짜, ASC 가능성 상태(인증된
경우)가 포함됐다. 이 정보는 별도의 ASC CoC 인증서를
보유한 가공시설 남해영어조합에 전달된다(본 심사팀 기술
b. The associated
traceability system
which allows the
product to be traced
from the first point
of sale back to the
harvesting/culturing
facilities in the UoA

전문가 점검).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system managed by a
combination of excel files and documents. Each line has an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re are traceability records for
every harvest. The process was a witness during this initial
visit and considered satisfactory.

UoA 내에서

엑셀 파일과 문서의 조합으로 관리되는 식별 및 추적 시스템.

판매시점부터

각 라인에는 식별 번호가 있으며 모든 수집에 대한 추적 기록이

수확/양식 시설까지

있다. 그 과정은 처음 방문했을 때 목격했고 만족할 만했다.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추적성 시스템
c. The traceability
documentation at
each stage of
handling certified
product and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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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system managed by a
combination of excel files and documents. Each line has an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re are traceability records for
every harvest. The laver is allocated at the farm directly from
the hatchery, and there are no later movements or transferer
until harvest.
Documents and batch identification (per harvest day) are
considered sufficient for the type and size of the operation.
엑셀 파일과 문서의 조합으로 관리되는 식별 및 추적 시스템.
각 라인에는 식별 번호가 있으며 모든 수집에 대한 추적 기록이
있다. 양식장에서 직접 농장으로 김을 배분하며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동이나 이송이 없다.
문서 및 뱃치 식별(수확일당)은 작업의 유형 및 크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력을 연결하는
추적성 문서화 방법
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ystems used to
segregate and
identify the certified
product at each
stage of handling 각

All products managed by Haedam in the Wido island are
intended to be certified.
위도에서 해담이 관리하는 모든 제품은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취급 단계에서
인증된 제품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Identify if the
following risks are
currently or

Currently Potentially If the
applicable applicable answer to
risk (Y/N) risk (Y/N)
current or

Describe any
traceability,
segregation, or

potentially

potential
other systems in
risk is
place to manage and
yes
minimize the risk.
clearly
document
the risk

applicable 다음의
리스크들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해당되는지 파악
a.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a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s,
including products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species,
produced within the
same UoA. 동일한

N

N

NA

UoA 내에서

엑셀 파일과 문서의

생산되는

조합으로 관리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별 및 추적 시스템.

모양 또는 종의

각 라인에는 식별

제품을 포함하여

번호가 있으며 모든

인증 및 비인증

수집에 대한 추적

제품의 혼합 또는
대체 가능성
b.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type of
production/harvest,
including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species, present
during production,
harvest, transport,
storage, or
processing
activities. 생산,
수확, 운송, 보관
또는 가공 활동 중에
존재하는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system
managed by a
combination of excel
files and documents.
Each line has an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re are
traceability records for
every harvest.

기록이 있다.
N

Y

NA

All products managed
by Haedam in the
Wido island are
intended to be
certified.
There are other noncertified farms in the
area but the risk is of
substitution is under
control until the
delivery to the truck at
the harbor. Only one
harvest is performed
from one site by the
harvest boat
managed by Haedam
위도에서 해담이
관리하는 모든 제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증을 받기 위한

외관 또는 종의

것이다.

제품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는 인증되지

인증된 제품 및

않은 다른 양식장이

비인증 제품의 혼합

있지만, 항구의 트럭에

또는 대체 가능성

인도되기 전까지
발생할 만한 위험은
통제하에 있다. 해담이
관리하는 수확선은 한
곳에서 한 차례만

c. The possibility of
subcontractors
being used to
handle, transport,
store, or process
certified products

N

Y

NA

인증된 제품의 취급,
운반, 보관 또는
처리에 하청업체가
사용될 가능성

수확을 한다.
Haedam does not use
subcontractors to
manage their
production. The only
subcontractor is the
truck transport to the
processing facility.
The chain of custody
is set to start at the
loading point of the
truck at the harbor.
해담은 하청업체를
이용해 생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유일한 하청업체는
가공시설로 가는 트럭
운송업이다.
보관 체인은 항구에
있는 트럭의 적재
지점에서 시작될

d. Any other
opportunities where
the certified product
could potentially be
mixed, substituted
or mislabelled with

N

N

NA

예정이다.
No other risk was
identified.
별다른 위험이
확인되지않음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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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termination 결론
a. Any traceability and
segregation
systems in place
are sufficient to
address the risks
and to ensure all
products identified
and sold as certified
originate from the

Yes/No
Yes

Justification 설명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system managed
by a combination of excel files and documents.
Each line has an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re
are traceability records for every harvest. The
system is considered adequate for the size and
type of facility.
엑셀 파일과 문서의 조합으로 관리되는 식별 및
추적 시스템. 각 라인에는 식별 번호가 있으며

UoA? 추적가능성과

모든 수집에 대한 추적 기록이 있다. 시스템은

분리 시스템은

시설의 크기와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험을 해결하고
인증된 것으로
식별되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UoA 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한가?
b. Is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required for the
UoA before
products can be
sold as certified?

No

A separate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for the
UoA, but there it is required to the NAMHAE
Aquatic Product Guild, it is a fishery cooperative
with members of local aqua-farmers. This
processing facility has already obtained ASCCoC certification and was inspected by Ryan
Bae (technical expert in this report).

인증 제품을

UoA 에는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

판매하기 전에

어민들로 구성된 남해영어조합은 별도의 인증

UoA 에 대해 별도의

취득이 필요하다. 이 가공시설은 이미 ASC-CoC

COC 인증서를

인증을 획득했으며 배익환 심사원(본 보고서

발급할 필요가

기술 전문가)이 확인했다.

있는가?
c. Confirm whether
products are eligible
to enter further
chains of

Yes

custody 제품이

해담양식장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은 추적성 관리

추가적인 COC

대상이 되며, 추적성 관리 제품은 항구의 화물차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d.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intended point
of the first sale 만약

All products originated from the Haedam farm
are eligible to enter the chain of custody, and the
chain of custody is set to start at the loading
point of the truck at the harbour.

적재 지점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No

The point of the first sale is the harbour. A
separate CoC is required for the NAMHAE
Aquatic Product Guild processing facility (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UoA)
판매지점의 시작은 항구이다. 남해영어조합

별도의 COC 인증이

처리시설(UoA 에는 포함되지 않음)에는 별도의

필요하지 않다면,

CoC 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최초 판매
시점을 표시하시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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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chain of custody is set to start at the loading
point of the truck at the harbour; from where it
will be transported to the NAMHAE Aquatic
Product Guild processing facility. (with an ASC
CoC certificate).
보관 체인은 항구에 있는 트럭의 적재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남해 수산물조합 처리 시설로
운반될 예정이다. (ASC CoC 인증서 포함)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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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결정

Draft determination 결정 초안

The audit team considers that the Haedam operations
included in the unit of certification meet the MSC-ASC

Seaweed standard requirements as all critical conditions
are resolved, and conditions are met under numbers
required in table 4.
It is noted that 2 is the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that
can remain open in P2 for this type of facility according to
table 4.
Condition on PI 2.1. B remains open wait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ol plan and measures mentioned
by the client.
Condition on PI 2.2. A remains open wait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a control plan and actual evidence
specific for this farm.
Both plans mentioned are available in as part of the
corrective action evaluation.
심사팀은 인증심사 범위에 포함된 해담의 양식업무 활동에
대해 모든 중대 발견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MSC-ASC 해조류
표준 요구사항에 충족하며, 표 4 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발견사항 2 개는 표 4 의 조건에 따라 P2 에서 최대
허용가능한 발견사항 숫자 이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PI 2.1. B 에 대한 발견사항은 양식장이 언급한 관리 계획 및
조치의 실행을 기다리는 동안 확인 중에 있다고 표시한다.
PI 2.2 의 발견사항 A 는 이 양식장에 특정된 관리 계획 및
실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표시한다.
언급된 두 가지 계획 모두 시정 조치 평가의 일부로 이용
Final determination 최종 결정
Entities allowed to use
certificate 인증서 사용가능
주체
The point from which CoC is
required to begin COC
시작지점

가능하다.
NA at PCDR stage
초안단계
Haedam Ltd.
해담 주식회사
The chain of custody is set to start at the loading point of
the truck at the harbour; from where it will be transported to
the NAMHAE Aquatic Product Guild processing facility.
(with an ASC CoC certificate).
COC(추적성 관리)는 항구에 있는 트럭의 적재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남해 수산물조합 처리 시설로 운반될
예정이다. (ASC CoC 인증서 포함)

Eligibility date 유효일자

The date the harvest season begins

(승인일자)

VR accepted: 17.15.2 (Seaweed CAR) The Eligibility Date
can be set as either: The date the harvest season begins
if the seaweed is only harvested once per year.
수확기가 시작되는 날짜
MSC 승인: 17.15.2 자격 날짜는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미역을 1 년에 한 번만 수확하면 수확철이 시작되는
날짜이다.

13 Additional resources 추가 정보
Table 3: Applicability of P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oA production
system/unit
표 3: UoA 생산 시스템/단위의 특성에 따른 PI 의 적용 가능성
Performance
Indicators
성과 지표
PI 1.1 Stock status
물량 상태
PI 1.2 Harvest strategy
수확 전략

Criteria
평가 기준

Yes/No Action

Yes
1. Does the activity depend on wild
stocks of seaweed or seed
supplied from them (categories A,
Bi, or Ci)?
No
수확 전략 1.

활동은 해초 또는

해초로부터 공급되는 종자의 야생 자원(A,

Yes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야생 자원에 대한
유전적 영향

1. 이식 활동이 부화에서 배양된 단계를

입력하시오
Do not score
these PIs
점수를
입력하지

Bi 또는 Ci 범주)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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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these
PIs
점수를

마시오
See next
criteria
다음 평가
기준을

No

필요로 하는가?

확인하시오
Do not score
this PI
점수를
입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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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마시오
See next
criteria

다음 평가

2.지상기반시스템(카테고리 C)인가?

기준을
No

확인하시오
Score this PI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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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입력하시오
Score this PI
점수를

No

입력하시오
Do not score
this PI

3. 무시할 수 없는 해양 환경에 대한 접촉,

점수를

추출 또는 영향이 있는가?

입력하지
Yes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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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확인하시오
Score these
PIs
점수를

Yes

입력하시오
Score these
PIs
점수를

No

입력하시오
Do not score
these PIs

PI 2.1 Habitat
서식지
PI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생태계 구조 및 기능

2. Is there contact with, extraction
from, o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cannot be
considered negligible?
무시할 수 없는 해양 환경에 대한 접촉,

점수를

추출 또는 영향이 있는가?

입력하지
Yes

PI 2.7 Energy
efficiency
에지 효율성

마시오
See next
criteria
다음 평가

1. Is it a micro family business?

마시오
Do not score
this PI
점수를
입력하지

소규모 가족 사업인가?
No

마시오
Score this PI

점수를
Yes

입력하시오
See next
criteria
다음 평가
기준을

1. Is translocation occurring?
이식이 발생하는가?

No

확인하시오
Do not score
this PI
점수를
입력하지

Yes
PI 2.8 Translocations
이식

2. Is it a land-based system (category
C)?
지상기반시스템(카테고리 C)인가?

외래종에 대한 개요

기준을
No

확인하시오
Score this PI
점수를

Yes

입력하시오
Score this PI
점수를

No

1. 해양환경에 대한 접촉, 추출 또는 영향이

입력하시오
Do not score
this PI
점수를

무시할 수 없는가?

입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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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마시오
See next
criteria
다음 평가

1. Is the UoA targeting an alien
species

Yes

마시오
Score this PI
점수를

1. UoA 는 외래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No

입력하시오
Do not score
this PI
점수를
입력하지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1. Is the production of such low
intensity, scale, and level of

Yes

마시오
Do not score
this PI

법적 및/또는 관습적
프레임워크

점수를

development as to be considered
to not yet need a national legal
framework?
저강도, 규모, 개발수준의 생산은 아직
국가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력하지
No

점수를

간주되는가?
PI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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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입력하시오
See next
criteria
다음 평가
기준을

농장 또는 수성
구조물의 가시성, 위치
및 방향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주요 장비 식별 및 회수

마시오
Score this PI

2. Does the activity require the use of
substantial gear or structures in the
wild aquatic environment?
그 활동에는 야생 수생 환경에서 상당한
장비나 구조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No

확인하시오
Score these
PIs
점수를

Yes

입력하시오
Score these
PIs
점수를

No

입력하시오
Do not score
these PIs
점수를
입력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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