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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his Reporting Template should be used for initial 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 audits.
The following reports shall be prepared using the Reporting Template:
• Client Draft Report
• Public Comment Draft Report
• Final Report (FR)
• Public Certification Report (PCR)
• Re-assess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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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upporting material can be attached as a PDF Annex.
Any references used to support statements in the evaluation tables of the reports shall be included in
the “References” section of the table and an in-text reference (e.g., number or author, date), made to
the relevant source.
Some words/phrases are underlined with a dotted underline; explanations for these words/phrases can
be found by hovering ov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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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details
Name of the CAB

디엔브이지엘 비즈니스 어슈어런스
노르웨이

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

Name of assessment team
leader
Name of first point of contact for
the assessment (if different to
the assessment team leader).
Email address
Phone number
Mailing address

치킹 리 (심사팀장, 기술부분)
곽승현 (사회, 환경 부분)

brian.seunghyun.kwak@gmail.com
+82 2 724 841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18 층

Client

Name of company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WESC)

Name of first point of contact for
the assessment.
Position in the client
organisation
Email address
Phone number
Mailing address

우현규
마케팅 본부장
wando2438@naver.com
+82 61 552 2420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4 길, 21-7, 해양 바이오
연구센터, 지원동 2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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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brief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audit

인증단위는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친환경해산물협동조합(WESC) (13 개양식장)이며
평가단위는 13 개 양식장과 1 차 가공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건조 해조류(다시마, 톳)이며 염장품과
생해조류도 WESC 에서 생산하고 있다. 야생 해조류는
수확되지 않으며, 양식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unit of assessment

지배구조와 내부 모니터링 및 교육은 평가단위의 강점입니다.
완도 친환경 해산물협동조합(WESC)은 2020 년 11 개 어가에
ASC-MSC 해조류 인증(인증번호: BII.DNVGL.002)과 ASC CoC
인증(인증 번호: SWD-C-00005)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심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총 인증어가는 24 개
가 됩니다. 내부 경영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으며 이행되고
있습니다.
WESC 가 구성하고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원탁회의도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지역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심사 중에 ASC-MSC 해조류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해야 할 일부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발견사항이
발행되었습니다.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하나의 중요 발견사항과 두개의 일반 발견사항이
발행되었습니다.
중요 발견사항:
PI 4.8 a
근로시간 기록을 보면 근로자에게 6 일 연속 근무 후 적어도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양식어민은 명확하고 상세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등록해야
하며 추가로 비번일도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날은 휴무일임을
기억하기 위해 예정된 휴무일을 월간 근무시간 기록 양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민의 경우
해조류 양식장에서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해당
노동자는 동일한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전복 양식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과 휴무일은 현재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어민은 두개
양식장(해조류·전복)에서의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시간과 및 정기 휴무(최대 6 일)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
근로시간 기록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WESC 는 즉시 양식을 개발하여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민은 양식에
근로시간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의 모든 작업 시간이 작성되었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무일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로자는 연속해서 7 일 이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연속 최대
근무일은 6 일입니다. 새로운 근로시간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주당 총 근로시간과 휴식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본 발견사항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2021 년 7 월
19 일)
발견 사항:
1) PI 2.7 a
평가단위의 한 어민은 2020 년 7 월부터 2021 년 5 월까지
선박과 지게차, 트럭 등에 휘발유와 경유, 제습기의 전기
등을 소비했다고 기록했지만 연료 소비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연료 이름과 연료 소비량을 연료
소비량 기록 양식과 일일 작업 일지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2) PI 4.9 a
평가단위의 모든 어민들이 환경 및 사회 교육 교육을 받는
동안,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화학 및 탄화수소 유출 방지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은 생산 단위 노동자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화학
및 탄화수소 유출 방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WESC 는 이 주제를 신규채용자 교육
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어민은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udit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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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예정입니다.

Unit of Assessment

The Unit of Assessment defines the extent of the specific production unit that is to be assessed
for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Name of the production unit
완도친환경 수산물 협동조합 (WESC)
Target species common name/s

다시마와 톳

Species Latin name

히즈키아 퓨시로미스, 사카리나 자포니카

Production system

바다 양식 / 인공 채묘에 의한 종묘 생산 / 연승수하식 양식

Location of the production unit

생산단위들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하고 있음.
[한반도 남해안 / FAO Major Fishing Areas: 태평양, 북서쪽
(Major Fishing Area 61)]
남해의 완도군 완도읍에 양식장은 3 개 섬 (신지도, 약산도,
금일도) 주위 바다에, 1 차 가공장은 3 개 섬 (신지도, 약산도,
금일도) 내에 위치하고 있음.

Stock region

해당없음

Receiving water body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해역

Clients part of the production unit

우현규 본부장,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Facilities

양식 기자재, 로프, 무게추, 부자, 운송선, 절단기, 보일러, 펌프
및 고무호스,

Unit of Certification (if different)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4 길, 21-7,
해양 바이오 연구센터, 지원동 201 호
[양식장과 1 차 가공장 주소]
(양식장은 주소가 없으며,GPS 좌표를 가지고 있음.)
1) 김명진 양식장:
(No.13670)
34°18'51.56"N
126°53'18.47"E
34°18'50.87"N
126°53'18.47"E
34°18'45.49"N
126°53'18.38"E
34°18'46.67"N
126°53'15.93"E
(No.13672)
34°20'25.79"N
126°54'2.97"E
34°20'25.31"N
126°54'5.01"E
34°20'20.56"N
126°54'1.06"E
34°20'19.90"N
126°54'3.30"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514-18 (34°20'35.7"N 126°53'37.1"E )
2) 김태민 & 정보애 양식장:
(No. 11670)
34°18'3897"N
126°51'8791"E
34°18'34.78"N
126°51'86.02"E
34°18'42.24"N
126°51'75.95"E
34°18'37.77"N
126°51'74.27"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039-3 (34°19'01.0"N 126°50'52.4"E )

3) 정승호 양식장:
(No. 13830)
34°18'11.53"N
126°51'49.48"E
34°18'10.97"N
126°51'51.06"E
34°18'03.69"N
126°51'41.80"E
34°18'03.64"N
126°51'41.68"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141-1(34°18'39.1"N 126°51'12.3"E)
4) 김경운 양식장:
(No. 13690)
34°23'08.13"N
126°57'75.29"E
34°23'08.08"N
126°57'75.38"E
34°23'08.18"N
126°57'79.29"E
34°23'15.23"N
126°57'79.80"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678-1 (34°22'53.6"N 126°56'13.7"E)
5) 정관섭 & 유선애 양식장:
(No. 13690)
34°22'97.17"N
126°57'69.96"E
34°22'98.28"N
126°57'74.16"E
34°22'99.76'N
126°57'75.28"E
34°22'99.84"N
126°57'79.63''E
34°22'99.84"N
126°57'79.63"E
34°23'24.38"N
126°57'65.95"E
34°23'28.26'N
126°57'64.21"E
34°23'16.94"N
126°57'60.21'E
비고: 두 지역간의 공간은 선박 이동 통로이며, 양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410,
(34°23'03.7"N 126°55'37.9"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710(34°22'53.6"N 126°56'21.2"E)
6) 최충헌 & 이미소 양식장:
(No. 13661)
34°23'18.03"N
126°57'66.26"E
34°24'69.13"N
126°53'85.53''E
34°24'68.03''N
126°53'74.11"E
34°24'63.48"N
126°53'74.68"E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125-1,
(34°23'29.2"N 126°53'40.2"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77-3
(34°23'42.5"N 126°53'33.4"E )
7) 김용영 양식장:
(No. 13572)
34°24'05.18"N
34°24'06.68"N
34°24'01.66"N
34°24'03.59"N

127°00'23.05"E
127°00'24.85"E
127°00'26.06"E
127°00'28.10"E

34°23'05.05"N
127°00'42.46"E
34°24'07.78"N
127°00'42.46"E
34°24'03.10"N
127°00'45.45"E
34°24'04.99"N
127°00'48.40"E
비고: 두 지역간의 사이에는 다른 양식장과 선박 통로가
위치해 있음. 해당 양식장은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음.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25-9 (34°22'06.5"N 127°01'44.6"E)
8) 김현승 & 이정영 양식장:
(No. 13572)
34°22'30.53"N
127°02'24.91"E
34°22'28.49"N
127°02'22.37"E
34°22'30.38"N
127°02'19.22"E
34°22'33.01"N
127°02'22.27"E
(No. 14033)
34°24'58.25"N
126°59'25.77"E
34°25'00.11"N
126°59'29.51"E
34°25'02.74"N
126°59'26.94"E
34°25'01.16"N
126°59'23.30"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075 (34°22'03.8"N 127°01'30.4"E )
9) 전용수 양식장:
(No. 13794)
34°23'55.63"N
126°59'57.66"E
34°23'57.71"N
126°59'59.80"E
34°23'53.47"N
127°00'01.00"E
34°23'55.27"N
127°00'03.96"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33 (34°21'53.5"N 127°01'41.5"E)
10) 전홍주 양식장:
(No. 13794)

34°22'24.40"N
127°02'25.27"E
34°22'22.68"N
127°02'22.82"E
34°22'20.25"N
127°02'25.35"E
34°22'22.36"N
127°02'27.76"E
(No. 14033)
34°24'21.94"N
126°59'48.80"E
34°24'18.34"N
126°59'44.87"E
34°24'15.24"N
126°59'46.30"E
34°24'19.19"N
126°59'51.73"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30-1 (34°22'06.2"N 127°01'39.0"E)
11) 서혁 양식장 :
(No. 13693)
34°19'38.48"N
127°01'32.36"E
34°19'40.60"N
127°01'30.59"E
34°19'39.50"N
127°01'33.84"E
34°19'41.86"N
127°01'31.44"E
가공장:대한민국 전라남도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457
(34°20'28.5"N 127°02'18.0"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478
(34°20'51.6"N 127°02'37.5"E)
12) 조익진 양식장:
(No. 13671)
34°19'16.69"N
34°19'14.28"N
34°19'23.99"N
34°19'21.73"N

126°54'44.93"E
126°54'48.43"E
126°54'52.62"E
126°54'55.94"E

34°19'55.30"N
126°55'07.99"E
34°19'57.28"N
126°55'04.90"E
34°19'51.34"N
126°55'05.69"E
34°19'53.26"N
126°55'02.51"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15 (34°20'44.0"N 126°44'09.5"E )
13) 지명철 & 기달래:
(No. 11341)
34°17'42.98"N
126°49'14.59"E
34°17'44.53"N
126°49'14.59"E
34°17'48.78"N
126°49'09.49"E
34°17'46.78"N
126°49'14.98"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084-7 (34°18'36.7"N 126°51'03.3"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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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formation

Seaweed category

History of the Production Unit

Bii Cultivation at sea: supply of seed from wild
stocks NOT required or negligible.
대한민국의 수산 및 양식 생산량은 1986 년에
3 백 10 만톤의 정점에 다달았으며, 이후 2004 년
2 백만톤이하로 점차 감소해오고 있으며, 약간의
변동만 있어 왔음. 총 어획량은 2015 년
2 백 10 만톤이었으며, 이중 약 23%가 양식
생산량이 차지하고 있음. 수산양식은
대한민국의 수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임.
2015 년 총 양식 생산량은 약 백 6 십만톤,
출하금액 기준 21 억 6 천만달러였음. 2015 년
해조류 양식 생산량은 백 2 십만톤으로 전체
양식 생산량의 71%, 금액기준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 자료: Fishery and
Aquaculture Country Profile in FAO 홈페이지)
완도군 지역에서 다시마와 톳의 양식은
1968 년과 1980 년에 처음 시작되었음. (참고
자료: 완도 해조류 엑스포 2017 홈페이지) 이는
20 년 훨씬 전임. 완도군 해역에서 이후
양식장의 수는 증가해오고 있으며, 해조류
양식은 지역의 가장 흔한 산업의 하나로
자기매김하였음. 해조류 양식은 20 년 훨씬 전에
지역에서 시작되었음.
완도 지역에서는 이번 인증 심사 대상인
다시마와 톳 뿐아니라 미역, 김, 파래, 매생이
등도 양식되고 있음.
완도 친환경 수산물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가장
빠른 경우 2005 년부터 양식을 시작했음.
WESC 의 11 개 양식장은 2020 년 ASC-MSC
해조류 인증을 받았으며, 본 보고서의 13 개
신규 양식장은 인증 심사 진행 중에 있음.

Harves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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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history, harvest or aquacultur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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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species background

톳 종묘나 양식 종묘가 양식할 경우 유사한
생산량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 양식용
종묘를 종묘장에서 채취하여 양식을 하게 됨.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다시마는 갈조류
해조류로서 세계적으로 30 여 종이 있음. 완도군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1968 년 완도군에서
다시마 양식이 시작되었음. 한국 연안에서
발견되는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일본에서 양식을 위해 공급된 종이 퍼져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Stock status

Harvest/production data

자연 종묘 사용없음

1) 김명진 양식장: 다시마 연간 7 톤
2) 김태민 & 정보애 양식장: 다시마 연간
10 톤

3) 정승호 양식장: 다시마 연간 8 톤
4) 김경운 양식장: 다시마 연간 4 톤
5) 정관섭 & 유선애 양식장: 다시마연간 4 톤
6) 최충헌 & 이미소 양식장: 다시마 연간 6 톤
7) 김용영 양식장: 다시마 연간 10 톤
8) 김현승 & 이정영 양식장: 다시마 연간 12
9) 전용수 양식장: 다시마 연간 6 톤
10) 전홍주 양식장: 다시마 연간 6 톤
11) 서혁 양식장: 다시마 연간 3.5
12) 조익진 양식장: 톳 연간 13 톤

Ecosystem background

13) 지명철 & 기달래: 톳 연간 7 톤
Aquatic ecosystem

완도군은 전라남도의 남쪽에 위치한 군임.
완도군은 4,940 ㎢ 의 해역에 265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아스식 해변이 갯벌과
해저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음. 완도 해역의
일부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되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 아열태 식생이
내륙과 섬지역에서 발견되며, 연평균 온도는

14.1℃ 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42.2 ㎜임.
137 종의 어류가 완도해역에서 발견됨. 바다
바닥면은 펄과 모래로 되어 있음 (국립공원 해양
생태계 기초 조사, 국립공원연구원, ISBN 97911-90016-28-5 93400] 2008 년 해양 수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17,259 ha 의 면적에 양식
면허가 발행되었음. 다양한 종의 양식이
이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 미역, 전복,
다시마 그리고 톳이 포함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소안-청산도 지역이
완도군에 속함. 완도군 해역은 개방되어 있고
조류의 흐름이 자유로움.
ETP species

주변 해안지역의 멸종위기종은 상괭이와
수달이며 모두 IUCN Redlist 에 등재되어 있음.
상괭이와 수달의 포획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 14 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괭이와 수달 모두 2019 년에 완도군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산호군락이 완도군 해역에서
관찰되었음.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평가단위 중 가장 가까운 양식장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 2
km 이상의 거리가 됨. 국립공원연구원에서
2019 년에 발행한 멸종위기종 (산호) 보고서에
따르면 완도군 해역내 산호초 군락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확인할 수 없었음. 2020 년 1 월 방송사의
뉴스에 따르면 산호의 개체수 증가가 보고됨.
완도군에서 산호의 채취와 수집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음. (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조) 따라서, 양식장 운영에
따른 멸종위기종에 부정적 영향이 보고된 것은
없음.

Specific constraints

연승식 양식장이며, 불필요한 기타 어종의
채취에 대한 우려가 매우 낮다. 톳과 다시마는
보트에서 칼을 이용해 수확한다.

Critical environments

기타 심각한 환경 또는 우려사항 없음.
해조류(다시마 및 톳) 양식에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Cumulative impacts

누적영향 없음

Management system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현재 24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1 명의 어민은
2020 년 ASC-MSC 해조류 인증을 받았음. 이번
심사는 2 번재 그룹(13 개 어민)에 대한 인증
심사임. 조합 내 3 개 조직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임.
모든 회원들은 법하고 유효한 양식 면허를
가지고 있음. 면허에는 양식 종과 위치가
명기되어 있음. 면허는 수산업법에 따라
발행되었고,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Management system

어장관리법,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Consultation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음. 참여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연구원,
NGO, 산업단체 등이 포함됨.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관리,
해조류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양식장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함임. 라운드테이블에서 획득한 정보는
관리계획 작성에 반영되었음.

On-going consultations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 회의가 연간
2 회 개최됨. 2020 년 2 회의 협의회의가
개최되었음.
이사회에 보고하는 친환경수산물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한국 법과 관습법을 지키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음. 위원회는 내부
심사원을 지정해서 양식장 심사, 양식 어민 및
근로자, 필요 시, 지역주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웃 주민과의 면담은
지역사회 협의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음.
Decision-making proces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총회이며, 총회는 협동조합의 경영과
관리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 총회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상 참석함으로서 성회가 됨.
이사회의 역활은 중요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비전을 수립함.
이사회는 조합의 전략 목표에서 정의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음.

Agreed-upon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fishing

양식 해조류 관리 방침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모든 협동조합 양식어민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 모든 협동조합
양식어민들은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 ASCMSC 해조류 표준, 관련 법규, 내부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정기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지역별로 소규모 그룹 회의가 실시되어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목표 달성 정도는
모니터링되고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됨.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양식 시설이 면허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외부 공공 점검이 필요하지 않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회에 보고하는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법규
준수 및 내부 방침/절차의 준수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지명한 내부
심사원이 내부 심사도 진행함. 만약 내부 심사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법규 위반이
확인되거나, 보고되면, 1 차적으로 구두 경고가
주어지고, 2 차적으로는 경고 처분이 발행됨.
만약 지속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됨. 내부 심사원은 징계
위원회에 해당 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게 됨.
징계위원회는 보고서와 해당 양식어민의 진술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됨.

Employee

2021 년 6 월 4 일 현재 1 명의 회원이 1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음. 어민들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COVID-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임. 현재 작업은 어민들과 그
가족들이 수행하고 있음

Stakeholders

인증 대상 조직이 위치한 완도군은 한국내에서

Surrounding Community

양식으로 유명한 지역임. 완도군에는 다수의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이 소재하고 있음.
주요 이해관계자는 지역 사회(어촌계),
관공서(완도군) 그리고, 해조류 연구센터등이
포함될 수 있음.
Community users or activities

양식장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사용 활동하는
사항은 없다. 허가된 양식장의 사용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고 있음.

Rights of access

양식장 내에 출입이 허가된 개인 또는 그룹은

Information if family business

없음.
In this standard, three key criteria are
provided to assist the recognition of micr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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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단위 기업 해당 없음. 심사단위 내
근로자들이 고용되고 있으며, 최대 양식 면적이
가족당 2 ha 이상임.

3 가지 형태의 톳, 다시마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첫번째는 생 톳과 생 다시마로, 해초 샐러드
재료로 판매됨. 나머지 2 개 주요 제품은
건톳/건다시마와 염장 톳/염장 다시마로 볼 수
있으며, 주 제품은 건톳과 건다시마임.

생톳/생다시마는 줄기와 잎이 두꺼워지기 전인
초봄에 수확되어 판매되며, 건톳, 건다시마를
위한 주 수확은 5 월에서 6 월 사이에 이루어짐.
수확된 톳/다시마는 육상의 일광 건조장으로
옮겨져 건조되며, 필요 시 열풍 건조도 실시됨.
수확된 톳/다시마는 건조 후 무게가 10-15%
정도로 감량됨. 염장 제품의 경우, 수확된
줄기와 잎을 뜨거운 물에 1 분정도 삶은 후
찬물에 냉각시킴. 이후 소금과 혼합하여
판매하게 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염장 제품과
건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
Other production units in the area

주변의 생산 단위들은 인증 심사 대상
생산단위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확히
식별됨. 주변의 생산 단위들은 동일한 종을
양식하는 다시마, 톳 양식장이며, 양식은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양식 전복의 먹이로
주기 위해서 임.

Statement that the production unit is within
scope
A clear statement from the CAB that the
production unit entering assessment meets
the scope requirements in Section 2 Seaweed
Standard.
2.1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are only
eligible for certification if the target
species is a seaw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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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인증 대상 목표 수종은 해조류임 (톳과
다시마). 이번 인증심사 대상 양식장들은 목표
수종을 양식하고 있음.
2.2
ASC-MSC 해조류 규격은 양식을 통해 해조류를
생산하는 인증 단위에 적용할 수 있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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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involving
the introduction of alien (=non-native)

ASC-MSC 해조류 규격은 인증 단위에
적용가능함. 심사 대상 단위 양식장들은 기존의
ASC 또는 MSC 표준에 따라 평가 진행 중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생산단위들은
규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
2.4

specie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unless:
2.4.1 The introduction occurred at least 20
years prior to the date the application
is made for assessment against the
Standard, or
2.4.2 The alien species is cultured in onland facilities that are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aquatic
environment.
2.5 Organis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12
months, or one harvest cycle, whichever
is less.
2.6 Organisations seeking certification shall
have available records of performance
data covering the periods of time
specified in this standard.
2.7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ies which use
mutagenic, carcinogenic or teratogenic
pesticides, or any other chemicals that
persist as tox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r on the farm or farmed
seaweeds, are not eligible fo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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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육상이 아닌 해양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완도 지역에서 다시마는 1968 년, 톳은
1981 년 양식이 시작되었음. (참조: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이는 양식이 20 년
이전에 실시되었음을 보여줌.

2.5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멤버는 2005 년
부터 양식을 시작해오고 있음.
2.6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성과
데이터는 가용함.
2.7
돌연변이 유발, 발암성 또는 기형성 살충제 또는
해양 환경 또는 양식장, 또는 양식 해조류에
유독물질로 잔류하는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음.

Audit plan

Assessment team
Team leader

Name

Summary of qualifications

치킹 리

치킹 리는 30 년 이상의 양식경험이 있으며,
컨설팅, 사료 제조업, 수산물 가공업 등 관련
사업계에서 업무를 해 왔왔음. 그는 ASC-MSC
해조류 심사원, 이매패류, 연어, 새우 및
틸라피아 심사원을 수료했음.또한 식품 안전
심사원, MSC CoC 심사원임.

Team member 1/Social
Auditor

곽승현

[환경심사원, 사회 심사원]
곽승현은 환경 공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음. 그는 8 년이상의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직접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음. 그는 13 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회 심사, 환경 및 안전보건 심사, ASC-MSC
해조류 인증 심사, ASC 양식장 인증 심사,
그리고 GHG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음. 그는 또한
안전보건, 환경, 인권 및 사회책임 및

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는 ISO 19011 원칙에 따른 선임심사원
과정들을 수료하였음. 이는 ISO 14001
선임심사원 과정, OHSAS 18001 선임 심사원
과정, SA 8000 기본 과정 및 SA8000 상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EICC 노동 및
윤리 선임심사원 과정도 수료하였음.
그는 환경, 안전보건, 온실가스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들에 대한 심사, 보증 및 교육에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는 양식업,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전력, 건설, 금융,
전기전자를 포함한 일반 제조 업체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기업 온실가스 검증, 물 발자국
검증,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을 수행했고,
노동과 인권, 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 또한 전문를 100 건 이상
진행했음. 곽승현은 RBA 선임심사원이며,
15 건의 RBA 심사를 포함한 100 여건 이상의
사회책임 심사를 진행했음. 최근 ASC-MSC
해조류 인증 심사, ASC 양식장 인증 심사로
수행했음. 그는 ASC 양식장 심사원
과정(Abalone, Bivalve), ASC-MSC 해조류
심사원 과정그리고, MSC CoC 심사원 과정을
Translator

김영아

수료하였음.
그녀는 식품 및 영양학을 전공했음.
다양한 분야에서 7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품질 전문가로, 품질 관리 국내 최대 제과업체
중 한 곳의 품질보증 실무와 ISO 22000, FSSC
22000 등의 인증기관에서 행정품질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녀는 HACCP 프로그램 교육과
ISO 9001 심사원 교육을 이수했으며,
위생사와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

[Add/delete rows as needed]

Site visit

Date of site visit
Location

5/31/2021
[양식장과 1 차 가공장 주소]
(양식장은 주소가 없으며,GPS 좌표를 가지고 있음)
1) 김명진 양식장: (No.13670) N 34°18' 50.8" E 126°53' 20.4",
(No.13672) N 34°20'26.1"E 126°54'3.3"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514-18 (34°20'35.7"N 126°53'37.1"E )
2) 김태민 & 정보애 양식장: (No. 11670) N 34°18'22.7" E 126°51'44.6"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039-3
(34°19'01.0"N 126°50'52.4"E )
3) 정승호 양식장: (No. 13830) N 34°17'59.3" E 126°51'27.4"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141-1 (34°18'39.1"N
126°51'12.3"E)
4) 김경운 양식장: (No. 13690) N 34°23'07.6" E 126°57'46.9"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678-1 (34°22'53.6"N
126°56'13.7"E)
5) 정관섭 & 유선애 양식장: (No. 13690) N 34°23'11.72" E 126°57'37.78"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410 (34°23'03.7"N
126°55'37.9"E)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710
(34°22'53.6"N 126°56'21.2"E),
6) 최충헌 & 이미소 양식장: (No. 13661) N 34°24'38.6" E 126°53'52.0" /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125-1 (34°23'29.2"N
126°53'40.2"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77-3
(34°23'42.5"N 126°53'33.4"E )
7) 김용영 양식장: (No. 13572) N 34°24'07.34" E 127°00'45.42"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25-9 (34°22'06.5"N
127°01'44.6"E)
8) 김현승 & 이정영 양식장:(No. 13572) N 34°25′02.91″ E126°59
26.98″, (No. 14033) N34°22′30.53″ E127°02 24.91″/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075 (34°22'03.8"N
127°01'30.4"E )
9) 전용수 양식장: (No. 13794) N 34°23′ 55.51″ E 126°59′ 57.92″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33
(34°21'53.5"N 127°01'41.5"E)
10) 전홍주 양식장: (No. 13794) N 34°24'18.0" E 126°59'49.6" (No. 14033)
N 34°22'22.9" E 127°02'26.3"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30-1 (34°22'06.2"N 127°01'39.0"E)
11) 서혁 양식장: (No. 13693) N 34°19'46.2" E 127°01'48.8"
/가공장:대한민국 전라남도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457 (34°20'28.5"N
127°02'18.0"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478
(34°20'51.6"N 127°02'37.5"E)
12) 조익진 양식장: (No. 13671) N 34°19'19.42" E 126°54'51.74", N
34°19'57.32" E 126°55'05.92/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15 (34°20'44.0"N 126°44'09.5"E )

13) 지명철 & 기달래: (No. 11341) N 34°17'48.78" E 126°49'09.49"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084-7 (34°18'36.7"N
126°51'03.3"E ),

Stakeholders interviewed
Name
Hee
Sung Jo

Organisation
Wando County
Office

Position
Officer

Summary feedback received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완도군이 처리함.
UoA 에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음. 그 지역에는 선주민들은
없으며 양식장의 구조는 어민들에게 발급된
허가증에 따라 통일된 방향과 위치에 배치됨
WESC 와 관련된 불만 또는 고충은 접수되지
않으며, UoA 에서 어민에게 발급된 면허증은
유효함.

Dae
Cheol Seo

Fisheries Seed
Research Institute,
Jeollanamdo Institute
of Ocean & Fisheries
Science

Director /
Member of
stakeholder
roundtable

서대철 소장은완도 ASC-MSC 이해관계자
원탁회의인,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해조류 질병이나
해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음. 완도
해역의 야생과 양식 다시마와 톳의 유전자
구조는 같으며, UoA 의 운영으로 인해 해양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술함.

A
Neigbour

village

Neighbour
fisherman

요즘, 어민들은 해양 환경과 ETP 종의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불법
어획이나 의도하지 않은 어획은 해조류
양식장에서 없음. 어민들은 해조류 양식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양식장에서는 첨가제, 비료
또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 종묘는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며, 야생 원초는
사요하지 않음.

Doo Hun
Park

WWF

Senior
Officer,
Sustainable
Fishery

전화 인터뷰 진행
그는 ETP 종들이 관찰되거나 양식업에서
잡히는지 주의 깊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음.
심사팀은 심사 과정에서 완도군에서 신고된
ETP 가 농민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음.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완도
해역에서는 지느러미 상괭이와 수달 모두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9 년 이후
완도군 해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Joong
Kyeon
Kim

The Korea
Federation of
Abalone Industry
Association

Director /
Member of
stakeholder
roundtable

그는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즉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잇음. WESC 는 지역
사회와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불만과 고충을 가진 사람들은 WESC 와
대화할 수 있고 WESC 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

Ji Seung
Lim

Songmin Fishery

President

그는 다시마 종묘를 공급하고 있음. 평가단위로
다시마를 양식하는 모든 어민들은 그에게서
다시마 종묘를 구입하고 있음. 그는 야생
다시마가 다시마 종묘를 공급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라 양식 다시마에서 포자를 배양해서
종묘를 기르고 있음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 received before PCDR
Note: All written submissions from stakeholders (if any) received during the audit should be
attached as a PDF Annex.
Name
Organisation
Position
Summary feedback received
None

Employees interviewed
Name
Worker 1

Organisation
Farm in UoA in
WESC

Position
Farm
worker

Summary feedback received
그는 그가 처음 고용되었을 때 18 세
이상이었다고 확인했음. 그는 양식장에서
아동노동자/청소년 노동자를 보지 못했음..
그는 어민와 고용 계약을 맺었고 임금
공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함.
임금과 숙소는 합의대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음. 보건 및
안전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제공되었음.
통역은 DNV 의 베트남 심사원에 의해
지원디었음.
근무 시간은 유동적이며, 일일

작업량(소비자/접수된 주문 상태)에 따라
달라짐. 그는 날씨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시간은 6 시간 미만이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휴무하고 있음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 received during the PCDR
Only for the Final Report and Certification Report.
All written submissions from stakeholders (if any) received during the audit should be attached as a
PDF Annex.

Name

6

Organisation

Position

Summary feedback received

Assessm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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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 1: Sustainable wild seaweed populations
PI 1.1 – Stock status

PI 1.1 Stock statu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Stock status relative to irreversible impact
Guide
post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wild stock is above the
point where the harvesting impact
is irreversible or very slowly
reversible.

a
Yes
Met?
Rationale 적용이 되지 않음. 양식 종자를

The wild stock is at or fluctuating around
a level consistent with MSY (or proxy).
OR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harvesting impact causes insignificant
change to the wild stock, which is
unlikely to be detectable against natural
variability for this population, or if
detectable is minimal and has no impact
on population dynamics.
Yes
적용이 되지 않음. 양식 종자를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음 (양식 해초에서

않음 (양식 해초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종자를 채취하여 키운 후

키운 후 공급하는 종묘장(송림 &

공급하는 종묘장(송림 &

완도바다)에서 공급된 종묘를 양식에

완도바다)에서 공급된 종묘를

사용함) (톳과 다시마 양식)

양식에 사용함) (톳과 다시마
양식)

PI 1.2 – Harvest strategy

PI 1.2 Harvest strategy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Harvest strategy design
Guide
post

a

The harvest strategy is expected
to achieve stock management
objectives reflected in the stock
status target (PI 1.1), based on
plausible argument.

Yes
Met?
Rationale 모든 양식장은 종묘장에서 종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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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모든 양식장은 종묘장에서 종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다시마와 톳

다시마와 톳 각각 1 개의

각각 1 개의 공급업체가 있음. 야생

공급업체가 있음. 야생 종묘는

종묘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

사용되고 있지 않음.

Harvest strategy evaluation
The harvest strategy may not have been
fully tested but evidence exists that it is
achieving its objectives.
Yes

Guide
post

b

Met?
Rationale

모든 양식장은 종묘장에서 종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다시마와 톳
각각 1 개의 공급업체가 있음. 야생
종묘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

PI 1.3 –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Genetic outcome
Guide
post

a

Met?
Rationale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Yes

The harvesting or farming activity is
highly unlikely to impact the genetic
structure of wild populations.
Yes

야생 해초는 동일한 유전 종이며

한국에서 40 년 이상의 상업적 양식

야생 종은 토착종이다. 다시마와

역사를 가지고 있음. 야생 톳과 양식
톳에 대한 유전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톳 농사는 한국에서 40 년 이상의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상업 양식 역사를 가지고 있음.

수산업사와 양식사의 발자국) 톳
양식업은 1980 년부터 완도에서, 다시마
양식업은 1968 년부터 완도군에서
시작되었다. 완도군 홈페이지.
다시마(사카리나 자포니카)에서
사카리아속에 대한 종 확인 및 개체수
연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산하
수산종자연구소는 야생 다시마와 톳의
유전자 구조가 완도군과 해역의 양식
다시마와 톳과 동일함을 확인했음.
UoA 의 모든 어민들은 2 개의
공급자들로부터 종묘를 구입함. 한
공급자는 다시마용이고 다른 공급자는
톳용임. 공급업자들은 공급된 종묘가
야생이 아닌 조묘장에서 나온 것임을
명시하는 공급증명서를 발급했음. 공급
날짜와 물량도 함께 표시됨. 예: 완도
바다 (톳)는 2020 년 10 월 27 일 지명철
농장 1000kg 과 2200kg (10 월 28 일).
송민수산(다시마)은 2020 년 10 월 20 일
전홍주농장에 4 개 틀을 공급했음.
심사팀은 UoA 지역 모든 다시마 농가에
다시마 모종을 공급하고 있는 다시마
납품업체인 송민수산을 방문했으며,
송민수산 대표는 야생 다시마가 다시마
종묘를 공급하기 위해 취해지지
않았으며, 종묘는 양식 다시마에서
채취되어 양묘장에서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함.
이용 가능한 증거를 감안할 때, 양식
활동은 야생 개체군의 유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음.
참고자료:
- 갈조류 다시마속의 종동정과
집단연구를 위한 분자마커 개발(NIBR

No. 2009-01-021) , 2009, 조가연,
이보람, 국립생물자원관
-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192266000101-01), 2016 년, 국립수산과학원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 해조류 종자와 양식환경 협조요청
회신 (No. 912), 2020 년 5 월 21 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 현장 확인: 양식장, 송림수산 종묘장
- 인터뷰: 이웃 해조류 양식 어민,
평가단위 어미, WESC 본부장, 완도군
공무원, 송민수산 대표

Genetic impact management
Guide
post

Met?
Rationale

b

There are measures in place,
which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genetic structure of the wild
population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arget genetic outcome
level of performanc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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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해초는 동일한 유전 종이며

한국의 다시마 양식 역사의

야생 종은 토착종이다. 다시마와

보고서(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에

톳 농사는 한국에서 40 년 이상의

따르면, 자연종과 양식에 사용하는 종은

상업 양식 역사를 가지고 있음.

동일한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Yes

다시마와 톳 모두 종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음. 모든 종묘는 공급업체의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육상 종묘장으로
이동하여 양묘 과정을 거침. 해양
환경과의 접촉이 있으나, 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임. 연승식으로 양식을 하고
있고, 첨가물, 사료, 비료를 사용하는
일이 없음. 이 양식 방식은 주변 환경에
대한 종 영향이 매우 낮으은 것으로
판단됨. 다시마와 톳 양식은 해당
지역에서 30-40 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으나, 자연 종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된 사례는 없음.
참고자료:
- 갈조류 다시마속의 종동정과
집단연구를 위한 분자마커 개발(NIBR
No. 2009-01-021) , 2009, 조가연,
이보람, 국립생물자원관
-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192266000101-01), 2016 년,
국립수산과학원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 해조류 종자와 양식환경 협조요청
회신 (No. 912), 2020 년 5 월 21 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 현장 확인: 양식장, 송민수산 양묘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송민수산 대표

Principle 2: Environmental impacts
PI 2.1 - Habitats

PI 2.1

Habitat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Seaweed-habitat status
Guide
post

a

Met?
Rationale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Yes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abitat
created by the target seaweed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생산단위의 양식어민들은 해상

Yes
양식장에서 다시마와 톳을 양식하고
있음. 양식을 하기 위한 종묘나 포자는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채취해서 전문
업체가 키워 공급하고 있음. 양식
어민들은 공급업체에서 구매하여

양식을 하고, 자연산 다시마나 톳은
양식을 위해 채취하고 있지 않음. 자연산
다시마는 일반적으로 깊은 외해를 낀
암초 또는 자갈밭에서 자라며, 자연산
톳은 간조선 주변에서 자람. 양식은
해상에서 긴 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조선으로부터 멀고,
해저면 위에서 실시됨.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뻣어있고,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따라서
겹치는 서식지는 로프가 고정되는
부분의 양식장 바닥면이 되고, 양식되고
있는 다시마와 톳의 해저면 서식지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음. 양식어민들은
작업을 위해 소형 선박을 사용하나
선박은 항국에 정박해서 해상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산 해조류에
영향이 없음.
생산단위 내 해조류 양식장은 대상
해조류의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음. 제공된 근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양식장의 목표
해조류가 조성됨에 따라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Highly unlikely =< 30th %ile)
참고자료: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조류 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년 1 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 톳양식을 위한 해적 생물 구제 (2016,
유호창, 목포대학교)
- 국가 양식 부분 일반, 대한민국, FAO
홈페이지

(http://www.fao.org/fishery/countr
ysector/naso_korea/en)
- 님해 서해안 환경보고서 (2021 년
2 월) 수질, 온도, 염도, 용존산소,
COD, 총질소, DIS, 총인, NIP, 부유물,
염소, 및 수질 등급
- 현장 방문: 양식장, 송림수산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송민수산 대표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 status
Guide
post

Met?
Rationale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Yes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other commonly encountered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Yes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평가 단위 양식어민들은 해상
양식장에서 다시마와 톳을 양식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다른 종들은
수확하지 않음.양식은 해상에서 긴 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조선으로부터
멀고, 해저면 위에서 실시됨.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뻣어있고,

b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따라서 겹치는 서식지는 로프가
고정되는 부분의 양식장 바닥면이 되고,
양식되고 있는 다시마와 톳의 해저면
서식지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양식장 업무를
위해 작은 작업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연산 해조류의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양식어민들은 항구에 선박을
정박하고, 해상 루트를 이용해 운항하기
때문임. 완도군은 4,940 ㎢ 해역에
265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8 년
해양수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완도군의

양식 면적은 17.259 헥타아르이며 이는
172.59 ㎢에 해당됨. 완도군 전체 해역의
약 3%가 양식장으로 허가되어 있음.
해역은 열려있고, 조류의 움직임은
자유로움. 그러므로 양식장들의
환경영향은 완도군 해역 전에 미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함.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 년, 2009 년
완도군 해역에서 발견된 자연산
해조류는 그 채집 위치에 따라 1222 종으로 확인됨. 2018 년도
보고서에서는 그 수가 65-111 개 종으로
증가함.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는 2020 년 5 월 21 일자
공문을 통해 다시마와 톳 양식으로 인한
서식지의 부정적 영향은 과거 10 년동안
보고된 것이 없다고 확인함.
상기에 기술된 사실을 근거로,
생산단위는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Highly
unlikely =< 30th %ile)
참고자료:
-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2008. 1
해양수산부
-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해양분야), (NPRI201812), 2018 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해조류 종자와 양식환경,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공문, 2020 년 5 월
21 일, (공문번호 수산종자연구소012)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존법 25 조
- 해양 생태정보 포털 (Marine
Ecological Information Portal
(http://www.ecosea.go.kr/) / Marine
Ecosystem Protection Area info.)
- 현장 방문: 양식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Vulnerable Marine Ecosystem (VME) status
Guide
post

Met?
Rationale

The UoA is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Yes

The UoA is highly unlikely to reduc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ME
habitats to a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VME (취약한

Yes
해양생태계 서식지)는 양식장 해역의
산호초 생태계임. 해양환경정보포탈에
따르면, 평가 단위에서 가장 가까운
양식장과 해양보호 구역의 거리는
2km 이상임. 완도군 해역에서 VME
(취약한 해양생태계 서식지)에 대한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해는

c

국립공원연구원에서 2019 년 발행한
멸종위기종 (산호)의 현상태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음. 지역 방송국에서
2020 년 1 월 14 일 완도군 해역의 산호
군락이 증가했다고 방송함.
완도군 해역에서 산호를 채취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 14 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및 채취 등
금지,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생산단윈 내
양식어민들은 VME (취약한 해양생태계
서식지) 와 직접 접촉은 없고, 주변을

항행하지 않음. 완도군 공무원은 산호의
불펍 채취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진술함.
양식어민들은 법을 준수한다고 진술함.
따라서 평가 단위는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Highly unlikely =<
30th %ile)
참고자료: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 2012-836 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해양수산부
- 멸종위기 야생동물 분포 조사
(산호충류), 2019, 국립공원연구원
(https://www.meis.go.kr/mes/marineS
anctuary/situation.do (NPRI2019-23)
- '바다의 꽃' 연산호 만개한 완도
앞바다 MBC 뉴스, 2020 년 1 월 14 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
0/nwtoday/article/5650573_32531.ht
ml)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 현장 방문: 양식장
- 인터뷰: 완도군 공무원,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PI 2.2 –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PI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Ecosystem status
Guide
post

a
Met?
Rationale

The UoA is unlikely to disrupt
the key elements underlying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o the point where there
would b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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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해안 지역의 수질은 국영 기관인

Yes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의해 매년

측정됨. KOEM 이 발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용존산소(DO), COD, NH4 등 다양한
파라미터가 시험되고 있으며, 완도군
해역에서는 5 개의 표본지점이
생산단위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DO,
COD 및 NH4 의 3 가지 매개변수는
연도별로 비교됨(2017 년 대 2019 년).
DO 는 증가하지만 COD 와 NH4 는
모두 5 개의 샘플링 포인트에서 감소함.
이것은 완도군 해역의 아쿠아팜이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양식농장의
환경개선 연구'(한국해양수산자원부,
2018)에 따르면 총유기탄소(TOC)는
생산단지가 있는 해남군 해남면 해남면
해조류 양식장 지하 침전물에서 채취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 이 중 5 개는
생산단지가 있는 해남군 다시마
양식장임. 다시마 양식장에서 측정한
TOC 는 건식량 3.6~8.05mg/g 범위로
국가어장환경평가규칙에서 정한 수질
1 등급에 해당되며, 1 등급은 양식에
가장 좋은 수질을 의미함.
어장환경평가는 어장관리법 11.2 조
어장환경평가에 따라 어업면허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면허가 만료되기
1 년전에 군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1 등급은 양식에 가장 적합한 수질을
의미함. '패류 및 해조류 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지침서 작성 연구'
(해양수산부, 2016) 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장의 총유기탄소 및
저서동물지수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으며, 어장 1 등급 기준 이하로
나타남. 다시마와 톳 양식에는
생산증가를 위해 추가 약품이나 비료가

사용되지 않음. 모두 자연적으로
해상에서 자라고 있음. 상기 내용을
기본으로 심사 대상 단위는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 (Highly unlikely =<
30th %ile)
참고자료:
- 남해 서해안 수산업 환경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남해
수산연구소 2021 년 발행)
-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에 있어
환경평가가이드 연구 (2016 년
해양수산부 발행)
- 현장 방문: 양식장
- 인터뷰: 완도군 공무원,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PI 2.3 – ETP species

PI 2.3 ETP specie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Effects of the UoA on population/stocks within national or international
limits, where applicable
Guide
post

a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
on ETP species, the effects of the
UoA on the population/stock are
known and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Yes
Met?
Rationale 목표수준의 설명 참조

Wher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requirements set limits for impacts on
ETP species, the combined effects of
the UoAs and any other certified
seaweed UoA on the population/stock
are known and highly likely to be within
these limits.
Yes
ETP 종의 보호 또는 재구축에 대한 제약
사항을 규정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 협약은 없음. 한국의 수산법률에는
양식장 내의 ETP 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법척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ETP 종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 의무를
안내하고 있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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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effects
Guide
post
Met?
Rational
e

Known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likely to not hinder recovery of
ETP species.
Yes
Referred to justification in Target
Level.

Direct effects of the UoA are highly
likely to not hinder recovery of ETP
species.
Yes

한국의 ETP 보호 법률과 IUCN RED LIST
의 정보를 참조하여, 주변 지역에 발견
가능성이 있는 ETP 종은 상괭이와
수달임. 생산단위내에서는 양식이
해상에서 긴 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조선으로부터 멀고,
해저면 위에서 실시됨. 긴 양식장 줄은
해상에서 수평으로 뻣어있고, 긴줄을
고정하기 위해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해조류를 고정하고 있는 수직

b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종묘가
수직 로프에 고정되면, 해조류는
바다속에서 유영하며 저절로 자람.
IUCN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상괭이의 지속적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설치된 자망, 트롤망, 안강망에
혼획되는 것과 어류 양식 및
분실/방치된 그물과 같은 수산활동이
꼽히고 있음. 생산단위 내
양식장에서는 자망, 트롤망,
안강망등의 그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양식장에는 로프만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괭이와
수달은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음.

평가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작은
작업선을 사용하고 있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한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종 보고서(2018)에
따르면 수달은 양식어민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 년 상괭이와 수달은
완도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상괭이 또는 수달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음. 양식어민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금지 등와 같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음.
WESC 본부장, 양식어민들, 그리고
이웃들은 해조류 양식활동으로 인한
멸종위기종가 폐사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고, 양식장 내에서
멸종위기종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함. 따라서 UoA 의 직접적인
영향은 ETP 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Highly likely = >
80th %ile)
참고 자료:
- IUCN 홈페이지
(https://www.iucncongress2020.org/m
otion/110)
- 한국수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ottercenter.org/otterInfo.ht
ml)
- 국립생물자원관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017 년 개정)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38001), 2018,
- 환경공간정보 서비스
(http://egis.me.go.kr/map/map.do?typ
e=eco) / 멸종위기종 발견 빈도 포유류:
완도 지역

Indirect effects
Guide
post
Met?
Rationale

Indirect effects have been considered
for the UoA and are thought to be highly
likely to not create unacceptable
impacts.
Yes

생산단위의 양식활동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유류 누출과 선박 소음일 수 있임.
양식어민은 선박과 토양에 연료
유출을 예방하고 있으며, 양식용
어선은 매우 작은 규모라서 소음
문제는 거의 미미함. 양식시설이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료를
투입하는 일이 없음. 그러므로, 주변

c

토양 및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음. 해안에 생산단위로
인한 빛이나 소음이 없음.
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환경
및 서식지가 현저하게 변화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인터뷰한 공무원과
주변 주민들은 평가 단위 및 주변
양식장에서 기름유출이 보고된 적은
없다고 진술함. 양식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UoA 는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만들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Highly likely=>80%)
참고자료:

- 2017 년, 2018 년, 2019 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0508-1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 현장 방문: 양식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Guide
post

d

Met?
Rationale

There are measures in place
that minimise the UoA-related
impact on ETP species, and it is
expected to be highly likely to
achie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ETP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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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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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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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해상양식장은 면허에 기재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해양환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전지구와 심사 단위 중
가장 가까운 양식장의 거리는 2 km 가
넘음. 로프 연승식 양식 방법은
지역에서 멸종위기종과 접촉을 낮게
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파악, 평가되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음. (매뉴얼
4 장). 양식어민들은 작업선에서

연료유출과 소음 발생에 방지하고
있음(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0.2.3 항, 14.2.5 항).
양식장에서 보조약품, 화학물질,
사료등은 사용하지 않음. 지역 내
멸종위기종은 파악되어 있으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9 장), 양식어민들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양식어민들은 멸종위기종을 봤을
경우, 작업 일지에 기재하고
완도친황경수산물협동조합에
보고해야 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9.2 항)
Reference:
- 양식면허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 2012-836 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https://www.meis.go.kr/mes/marineS
anctu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개정번호 1, 2020 년 4 월 30 일)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 현장 확인: 양식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e

Guide
post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to work, based on plausible
argument.

There is an objective basis for
confidence that the measures/strategy
will work, based on information directly

Met?
Rationale

Yes

about the UoA and/or the species
involved.
Yes

지역에서 보호해야하는
멸종위기종은 명확하게 식별되었고
관련 법규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매뉴얼
4 장, 9 장). 양식장은 면허대로
건설되었고 해양보전지구내에 없음.
유류 유출방지 및 소음발생 방지
방침과 절차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수립되어 있음 (10.2.3 항,
14.2.5 항). 기록하고 보고하는 절차도
수립되어 있음. (매뉴얼 9.2 항).
양식어민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와
인터뷰를 통해 내부 규정 및
법규사항을 알고 있음을 확인함.
양식어민과 주변 어민들은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포획이나 죽음이 없었다고 진술함.
공무원또한 양식장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포획이나 죽음은
보고된 것이 없다고 진술함.
이용 가능한 증거를 감안할 때,
UoA 와 관련 종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바탕으로 측정/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신뢰의 근거가 있음.
Reference:
- 양식면허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 2012-836 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https://www.meis.go.kr/mes/marineS
anctu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개정번호 1, 2020 년 4 월 30 일)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 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
Ye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한 관리
전략이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 어민들에게 교육이 진행되었고,

f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방침과 절차를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음. 일일 작업
일지가 기록되고 유지되고 있음. 작업
일지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의
의도하지 않은 포획이나 폐사는
없었음. 따라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Reference
- 양식면허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고시
제 2012-836 호
- 해양환경정보포탈,
(https://www.meis.go.kr/mes/marineS
anctuary/situation.do), 해양수산부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개정번호 1, 2020 년 4 월 30 일)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20152019), KOSIS 국가통계포탈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Review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mortality of ETP species
Guide
post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ETP
species.

Met?
Rationale

Yes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ETP species
and they are implemented as
appropriate.
Yes

ETP 종의 UoA 관련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조치의

g

잠재적 효과와 실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있으며, 해당
조치들은 적절하고 농부 작업
일지에 기록됨. 농부 작업 일지에
대한 최근 검토 결과 작년부터 ETP
종의 사망률은 없음.
Reference
- 작업 일보
- 현장 관찰: 양식장

- Interview: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PI 2.4 – Other species

PI 2.4

Other specie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Main species stock status
Guide
post

Met?
Rationale

Main species are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Main species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OR

OR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are measures in place expected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recovery and rebuilding.

If the main species are below
biologically based limits there is either
evidence of recovery or a
demonstrably effective strategy in
place between the UoA and any other
certified seaweed UoAs, which
categorise these species as main, to
ensure that they collectively do not
hinder recovery and rebuilding.
Yes

Yes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볼락, 망상어, 자리돔,
희줄망둑이 완도지역 해역에서 가장

a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류들임. 16 종의
어류가 회복대상종으로 지정되었고,
말쥐치와 명태가 2014 년 이후
집중회복대상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상기 4 개 종(불볼락, 망상어,
자리돔, 희줄망둑)은 회복대상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어민들은 상기 어종들을 포획하지
않음. 괭생이모자반은 대한민국
남해안을 떠다니며, 해조류 양식을
방해하고 있음. 괭생이모자반은
완도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어민들은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여
제거하고 있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괭생이모자반은 남중국
해안지역에서 유영하여 조류를 타고
이동하고 있으며, 양식 및 수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 지방정부 및
한국해양환경공단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UoA 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양은 전체 수거되는 종의
무게의 1%에 한참 못미침. 괭생이
모자반은 '주요'종으로 고려되지
않음.
참고 자료
-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해양분야), (NPRI201812), 2018 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ifs.go.kr)
- - KMI 동향분석, Volume 44, 2017 년
9 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Management strategy in place
Guide
post

b
Met?
Rationale

There are measures in place, if
necessary, which are expected
to maintain or not hinder
rebuilding of main species at/to
levels, which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biologically based
limits or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their recovery.
Yes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for
the UoA, if necessary, which is
expected to maintain or to not hinder
rebuilding of the main species at/to
levels, which are highly likely to be
above the biologically based limits or to
ensure that the UoA does not hinder
their recover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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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에 말뚝으로 고정됨. 수직 로프는
수평 로프에 고정됨. 양식되는
해조류는 수직 로프에 묶여져 바다
속에 떠 있는 상태이고 이는
물고기들에게 쉴 장소를 제공함.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조류 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6)에 따르면, 인증
대상 해조류는 어류 자원 조성에
기여한다고 기술됨. 어망이나 기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어구는
설치되지 않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4 장에서는 법규 준수에 대한 방침이
기술되어 있음. 평가 단위 내 모든
양식어민들은 적법한 양식 면허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 면허와 행사계약서에는 양식
장소와 어종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어민들은 허가된 어종이외는
포획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전략목표를 수립했고 이중 목표 1 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존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음. 상기
근거에 따라, 생산단위내 전략은
생물학적 한계치보다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에서 주요 종을
회복하는 것을 유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양식장이가
기타종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Highly likely =
> 80th %ile)
참고자료

-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해양분야), (NPRI201812), 2018 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ifs.go.kr)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조류 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년 1 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완도군 공무원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Guide
post

Met?
Rationale

The measures are considered
likely to work, based on
plausible argument (e.g. general
experience, theory or
comparison with similar
UoAs/species, etc.).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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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지역에서 보호해야하는
멸종위기종은 명확하게 식별되었고
관련 법규도

c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매뉴얼
4 장, Ver1.2, 2021 년 4 월 30 일). 모든
어민들은 적법한 양식 면허를 가지고
있음. 모든 양식 어민들은 작업
일지를 기록해야 하고 이를통해 일일
실시되는 모든 활동이 확인할 수
있음. 친환경수산물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한국 법과 규정을
지키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음. 위원회는 내부 심사원을
지정해서 양식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자료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020 년 4 월 30 일, Rev.1)
- 현장 확인: 양식장, 육상 건조장, 임시
보관장
- 면담: 이웃 양식어민, 어촌계장,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Guide
pos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measures/ partial 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successfully.

Met?
Rationale

Yes
양식 어민들에게 법규 및 방침/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평가 단위 내
양식어민들은 방침과 절차를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음. 일일 작업 일지가
기록되고 유지되고 있음. 작업 일지에
따르면 다른 종의 포획이나 폐사는
없었음.

d

따라서 조치/부분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증거자료를 통해 전략이 이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음. 예. WESC 매뉴얼
교육 2020 년 7 월 30 일, 2020 년 8 월
19 일, 2020 년 9 월 14-16 일 양식장
교육. 교육은 질병 관리,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고 있음. 강사는 김경원 소장 &
박선영 대표임.
참고 자료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 교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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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alternative measures
Guide
post

There is a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of main species.

Met?
Rationale

Yes

There is a regular review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se
UoA-related mortality of unwanted catch
of main species and they are
implemented as appropriate.
Yes
다른 종의 포획이나, 원치 않는 포획
폐사가 없었음.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양식어민들의 양식 활동을

e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음.
최소 2 개월 1 회의 주기로 위원회
회의가 계획되고 실시됨. 회의록이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음. 지난 해이후
의도하지 않은 포획은 확인되지 않음.
참고 자료
- 교육기록
- 작업 일보
- WESC 매뉴얼
- 면담: 어민들, WESC 이사

PI 2.5 –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PI 2.5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Waste reduction
Guide
post

a

Met?
Rationale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at can help to reduce
waste produced by the UoA.
Yes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expected to reduce waste produced by
the UoA.
Yes

폐기물 저감 전략이 WESC
매뉴얼(2021 년 4 월 30 일, Ver. 1.2)
10.2.1 화학적 폐기물, 10.2.2
생물학적 폐기물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ETP, 관리, 페기물 및 질병에

대한 정기 교육이 실시됨. 예, 2021 년
5 월 12-13 일.
양식어민들은 폐기물 저감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양식장에서 발생하거나 수거된
모든 폐기물은 작업 일지에 기록되고
지방 정부에서 마련한 육상 또는
해상의 수거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함.
생산단위에서는 장비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독려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거나 폐어구들은 적절한 처리를
위해 수거되어야 함. 이를 통해
무기물 폐기물이 바다에 폐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무기질 성분 폐기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솎음 작업으로 발생하는
해조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거나, 판매하도록 해야
함. 이는 바다로의 영양분의 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생산단위의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주변을 떠다니며,
해조류 성장을 방해하고 양식을
방해하는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해서,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스티로폼 부표를
환경친화적 부표로 교체했음. 종묘를
묶었던 타이는 양식을 하지 않는
기간에 실시하는 양식장 설비 보수
중에 수거됨.
참고 자료
- 교육기록
- 작업 일보

- WESC 매뉴얼
- 면담: 어민들, WESC 이사

Chemicals and hydrocarbon wastes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at can help to reduce
chemical and hydrocarbon
wastes produced by the UoA.
Yes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which is
expected to reduce chemical and
hydrocarbon waste produced by the
UoA.
Yes

생산단위에서 화학물질은 사용되지
않음.
폐기물 저감 전략이 WESC 매뉴얼
10.2.1 화학적 폐기물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엔진오일은 전문
정비업체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하고,
업체에서는 폐 오일을 수거해 가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b

선박 정비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폐기물 저감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ETP, 관리, 페기물 및 질병에
대한 정기 교육이 실시됨. 예, 2021 년
5 월 12-13 일.
참고자료
- 선박관리기록
- WESC 매뉴얼
- 교육 기록
- 면담: 어민들, WESC 이사

Chemicals and hydrocarbon spills
Guide
post

c
Met?
Rationale

There are some measures in
place that can help to prevent
spills of chemicals and
hydrocarbons originating from
the UoA.
Yes

There is a spill prevention and
response plan in place for chemicals
and hydrocarbons originating from the
UoA.
Yes

화학물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누출 대비 및 대응 계획이 WESC
매뉴얼 10.2.3.항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29 조에 따라 해상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 교육
이수증이 확인되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조합원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과거 1 년동안 10 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었음. 누출대응은 교육
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만약 누출사고 발생
시, 양식 어민들은 해양환경관리법
63 조에 따라 지역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함. 지역 해양경찰의
연락처가 매뉴얼에 명기되어 있음.
현장 심사 시 계대응 계획은
해상에서의 유출만 고려하고 있고,
육상 보관장에서의 유출에 대한
계획이 없음이 확인됨. 현장 심사 시
condition 이 발행되었고,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PCDR 발행전에
종결됨. 현장 관찰 중 이차 용기가
유류 보관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함. 기름 유출 방지 훈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음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교육 기록
- 현장 확인: 양식장, 유류 보관장
- 면담: 어민들, WESC 이사

PI 2.6 – Pest/s and disease/s management

PI 2.6

Pest/s and disease/s management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is a partial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Yes

There is a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Yes

해조류 해충 및 질병 예방 및 대응
계획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2021 년 4 월 30 일, Ver.1.2)
11 장에 기술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대응 계획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내 해조류를 점검해야 하고, 질병
또는 해충 발생 시 즉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
보고해야 함.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및
완도군에 보고함. 담당자명과
연락처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음.

a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 주변에
떠다니거나 양식장에서 기생하고
있음. 양식어민들은 적극적으로
괭생이모자반을 제공하고 있음.
개별양식장에 설치된 로프의 수는
마을어촌계와 협의된 숫자 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음. 이는 양식해조류의
품질과 가치를 감소시키를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해조류
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착
생물에 의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원
수산종자연구소 소장은 해조류
질병이나 해충이 보고된적은 없다고
진술함.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현장 확인: 양식장
- 면담: 완도군 공무원, 어민들, 해조류
연구소 소장

PI 2.7 – Energy efficiency

PI 2.7

Energy efficiency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Energy use monitoring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energy use of the production
unit.
Yes
WESC monitors energy use for
each of the farmer and retains
the records.

There is evidence of energy use
monitoring relative to production and
ongoing effort to improve efficiency.
No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계획인 WESC
매뉴얼(2021 년 4 월 30 일, Ver. 1.2)
12 장에 기술되어 있음.
계획에는 과속 금지, 공회전 금지,
선박의 정기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양식어민들은 해당 계획에 대해 교육
받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에너지 사용은 선박 유류, 트럭,

a

크레인, 지게차 등의 유류에 해당됨.
예, 김태민 어민, 2020 년 7 월-2021 년
5 월 선박용 휘발유 105 리터, 지게차
경유 20 리터, 트럭 경유 15 리터
연료유 사용량은 일관되게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선박의 유지보수도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생산 단위는 육상에서 1 차 가공 시
그리고 임시 보관장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 전기는 조명에
사용됨. 월간 에너지 기록이
개발되어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에너지원과 에너지 사용은 월간

에너지 기록에 명기되어 있음. 어미은
2020 년 7 월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음. WESC 매뉴얼은
에너지 사용량 및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 WESC
매뉴얼(2021 년 4 월, Ver.1.2) 12 장에
따르면, 어민들은 선박용 에너지
사용량을 작업 일보에 기록해야 함.
장비, 설비 및 보관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은 월간 에너지 일지에
기록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과
효율 개선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관련된
증거가 확인됨. 평가단위의 한 어민은
2020 년 7 월부터 2021 년 5 월까지
선박과 지게차, 트럭 등에 휘발유와
경유, 제습기의 전기 등을 소비했다고
기록했지만 연료 소비량은 기록되지
않았음.
발견사항이 발행됨.
평가단위의 한 어민은 2020 년 7 월부터
2021 년 5 월까지 선박과 지게차, 트럭
등에 휘발유와 경유, 제습기의 전기 등을
소비했다고 기록했지만 연료 소비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연료
이름과 연료 소비량을 연료 소비량 기록
양식과 일일 작업 일지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에너지 사용량 기록
- 작업일보
- 현장 확인: 양식장, 연료 보관장

- 면담: 어민

Maintenance records of equipment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are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Yes
Referred to target.

Maintenance records for equipment are
up to date and available.
Yes
장비의 유지보수는 WESC
매뉴얼(2021 년 4 월 30 일 개정판 1.2)
12.2 장에 명시되어 있음. 선박 및
농기구는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작업일지에 그 상태를 기록하여야 함.
선박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되며 유지보수
기록은 최신 상태임. 예:
정관섭 어민, 선박명: 레전드 #2,
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장이 2021 년
4 월 14 일에 발급한 어선검사증명서,

b

유효기간은 2026 년 4 월 27 일.
2021 년 4 월 2 일 정기 서비스: 정기
서비스 및 오일 교환.
크레인 및 작업용 보트 등과 같은 기타
장비는 어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되며, 작업 일보에 기록됨.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선박 점검 기록
- 작업일보
- 현장 관찰: 양식장
- 면담: 어민

PI 2.8 – Translocation

PI 2.8

Translocation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Impact of translocation activity

a

Guide
post

The translocation activity is
unlikely to introduce diseases,
pests, pathogens, or non-native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

The translocation activity is highly
unlikely to introduce diseases, pests,
pathogens, or non-native species into
the surrounding ecosystem.

Met?
Rationale

Select one

Select one

해당 없음. 양식장 간의 이식이

해당없음 양식장에서 이식은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음

않음.
해조류 종묘는 종묘장(송림수산 &
완도바다)에서 양식장으로 옮겨짐.
종묘장에서 양식장까지 약
5~20km 거리임. 13 개 농장 모두에서
모종으로서의 야생 종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어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검증함.

Translocation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Guide
post

Met?
Rationale

b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that is expected to protect
the surrounding ecosystem from
the translocation activity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ranslocation
impact target level of
performance defined in SIa
(target level).
Select one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hat is
expected to protect the surrounding
ecosystem from the translocation
activity at levels compatible with the
translocation impact target level of
performance defined in SIa (target
level).

해당 없음. 양식장 간의 이식이

해당없음 양식장에서 이식은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음

않음.

Select one

해조류 종묘는 종묘장(송림수산 &
완도바다)에서 양식장으로 옮겨짐.
종묘장에서 양식장까지 약
5~20km 거리임. 13 개 농장 모두에서
모종으로서의 야생 종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어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검증함.

PI 2.9 –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Management of alien species

a

Guide
post

Met?

There is a partial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progression of
ecosystem impacts from
occurring due to the presence of
the alien species.
Yes

There is a strategy in place to prevent
progression of ecosystem impacts from
occurring due to the presence of the
alien species.
Yes

Rationale

평가단위는 왜래종을 양식하지

외래종 생물을 해양생태계로 도입하는

않음. 다시마와 톳만을 양식하고

것에는 제한이 있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있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유입시키거나
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키면 안됨.
그리고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산자원관리법 35 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 금지 또는 승인
규정이 있고, 해조류 이식의 경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기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 2020-2 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WESC 매뉴얼 7.2 조에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양식어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해조류만을 양식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 종묘 구입은
왜래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서만 진행하고, 증빙을
확보할 것을 명시함. 양식 해조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어민은 양식 해조류가 포자가
야생으로 전파되기 전 수확함. 수확이
끝나 해조류 양식시설은 반드시
철거하여 보수하고, 혹시라도
양식시설에 부착했던 해조류의
씨앗(포자)이 야생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
교육기록: 1. WESC 매뉴얼 교육
2020 년 7 얼 30 일, 2020 년 8 월 19 일,
2020 년 9 월 16 일(양식장). 질병 및
폐기물 관리 교육, 강사 박선영, 김경원

어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양식장으로 도입된 새로운 종은
없었다는 것을 검증함.
평가 단위는 외래종을 양식하지는 않고,
다시마와 톳만을 양식하고 있음.
참고 자료
- WESC 매뉴얼 (2020 년 4 월 30 일
Rev.1)
- 교육 기록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해상 폐기물 수집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Principle 3: Effective management
PI 3.1 –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Compatibility of laws or standards with effective management
Guide
post

Met?
Rationale

a

There is an effective national
legal system and a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where necessary, to
deliver management outcom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Yes

There is an effective national legal
system and organised and effective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where
necessary, to deliver management
outcom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한국은 해양법에관한

한국은 유엔공해어업협정 및 해양법에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으로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당사국들간에 협력하고 있음.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양식업은 국가 주요법체계에 따라

협정(약칭 : 유엔공해어업협정)

관리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산업법,

및 해양법에 관한

어장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등이 있음.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임.

해양수산부 및 그 산하기관, 그리고

한국은 32 개 ILO 협약을

외교부등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과

비준했음.

협조하고 있음.

심사 단위를 관리하기 위한

WESC 매뉴얼 (2021 년 4 월 30 일,

관공서 및 관련자들의 역할을

Ver.1.2) 상에 관리 절차가 기술되어

Yes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이

있음. 법규 요구사항은 매뉴얼에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식별되어 있고, 평가단위에 어민들에게

대표적으로 수산업법,

의사소통 됨.

어장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이

대한민국 법적 요구사항은 하기와 같음.

있음.

- “수산업법"

평가단위 내 양식장들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있음.

- "농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선주민은 없으며, 양식장에서는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신용보증법"

야생종은 수확하지 않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해양에서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음.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참고 자료:
- UN 공해어업협정
- UN 해양법
- 수산업법
- 어장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Respect for rights
Guide
post

b

Met?
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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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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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의 준수 방침이 WESC

평가 단위에 있는 조합원들은 WESC

매뉴얼 4 장에 기술되어 있음.

매뉴얼에 기술된 법규 준수 및 어촌계

평가 대상 양식장들은 모두

자율규약에 대한 방침에 대해 교육을

적절하고 유효한 어업면허와

받았음. 교육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어촌계와 체결한 행사계약을

인터뷰한 어촌계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보유하고 있음.

어촌계에서 내린 결정을 다르는 것은

법적 권리는 면허와 서명본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데 있어

행사계약서를 통해 확인했음.

필수불가결하고, 어촌계원들의 장기적

Yes

어촌계는 법적 및 관습의

이익을 추구하고 고려되고 있다고

프레임워크 안에서 마을의

진술함.

양식업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완도군 공무원은 생산단위들은 적법한

지방 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면허를 가지고 있고 법적 요구사항을

조직임. 매뉴얼 상에

준수하고 있다고 진술함.
참고 자료:
- WESC 매뉴얼 (Rev. 1.2, 30 April
2021)
- 면담: 어민, 어촌계장, 완도군
공무원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이런 법적 및 관습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것을
표명하고 있음.
양식장

면허번호

김명진 양식장

No.13670
No.13672

김태민, 정보애

No. 11670

양식장
정승호 양식장

No. 13830

김경운 양식장

No. 13690

정관섭, 유선애

No. 13690

양식장
최충헌, 이미소

No. 13661

양식장
김용영 양식장

(No. 13572

김현승, 이정영

No. 13572

양식장

No. 14033

전영수 양식장

No. 13794

전홍수 양식장

No. 13794
No. 14033

서혁 양식장

No. 13693

조익진 양식장

No. 13671

지명철, 기달래

No. 11341

양식장

- WESC Manual (Version 1.2,
2021 년 4 월 30 일)

PI 3.2 – Decision-making processes

PI 3.2

Decision-making processes

Scoring Issue

Objectives

Minimum

Target

a

Guide
post

Met?
Rationale

Objectives to guide decisionmaking, which are consistent
with achieving the outcomes
expressed in the Principles of
this standard, are implicit within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management syste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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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2018 년 12 월 14 일 설립된

목적은 안전한 친환경 수산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목적은 정관에 명기되어 있고, 정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2.1 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하기와 같은 목표를 수립했음.

Yes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음.
2019-2022 년 동안의 목표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2.4.1 항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목표 1.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와 액션

보전

플랜은 수립되어 매뉴얼 2.4.2 항에

목표 2. 책임 양식 활동 확립

문서화 되어 있음.

목표 3. 인증 수산물 공급량 및

목표 1.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판매 확대

•

생산 단위의 양식어민들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목적과 목표를 알고 있음.
WESC 매뉴얼 2.4.1 조에 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행.
2020 년까지/완료

•

폐기물 감소 및 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 2022 년까지/부분 완료

•

친환경 부표 사용(스티로폼 부표
교체). 2022 년까지/부분 완료

목표 2. 책임잇는 양식 관행 수립
•

완도 ASC-MSC 해조류 협의회 및
지역 사회 포럼 운영.
2021 년까지/부분 달성

•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2 년까지/ 진행중

목표 3. 인증수산물 공급 및 판매 증대
•

신규 조합원에 ASC-MSC 해조류
인증 확대. 2022 년가지/진행 중

•

WESC 내 인증 제품 증대.
2022 년가지/진행 중

친환경수산물 판매 고객 증대.

•

2022 년까지/진행중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음
참고 자료:
- WESC 매뉴얼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약관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Decision-making processes
Guide
post

Met?
Rationale

b

There are som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place that
result in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objectives.
Yes

There are established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result in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roduction unit
specific objectives.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정과

프로세스가 정관(날짜, 개정번호

4 장 총회 및 이사회 부분에 기술되어

없음)에 기술되어 있음.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총회 및 이사회의 권위, 역할, 책임은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총회이며,

정관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총회는 협동조합의 경영과

추가적으로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가

관리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이사회 밑에 만들어져 있음.

있음. 총회에는 투표권을 가진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에 필요한

이사회와 조합원 양식어민들이 ASC-

최소 인원이상 참석함으로서

MSC 해조류 규격의 원칙을 준수할 수

성회가 됨. 이사회의 역활은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중요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책임은 매뉴얼에 문서화 되어 있음.

비전을 수립함. 이사회는 조합의

위원회는 격월로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 목표에서 정의한 방향으로

매뉴얼에 회의 주제가 명시되어 있음

일끌어 나갈 책임이 있음.
지배구조는 정관의 4 장. 총회 및
이사회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Yes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Rev. 1.2, 2021 년
4 월 30 일)
- 면담: 어민들, WESC 대표

참고자료:

-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회의록

- 정관(날짜, 개정번호 없음)
- WESC 회의록

Responsivenes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Guide
post

Met?
Rationa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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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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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C 매뉴얼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발의한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과정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더해, 모든 조합원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양식어민들은 모든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포함하고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있음.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매뉴얼 5.3 항).

이해관계자가 발의한 이슈에

매뉴얼 5.1 항,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대해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

목적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사결정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결과는

단계에서 투명성, 책임성 및 대응성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함.

원칙을 보장해야 함. 위원회는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이

위원장의 승인 하에 기타

대응해야할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월간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공유될 수

회의를 가지고 있음.

있음.

관련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협의를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가 내린

통해 확인된 심각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확인됨.

조합원 총회에 보고됨.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이사회, 총회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회의록

회의록에 따르면,정의된

및 이해관계자 고충기록에

의사결정프로세스가 이행되었고,

따르면 관련 조사, 모니터링,

식별된 이슈들은 관련 이해관계자

평가 및 협의를 통해 확인된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통보되었음.

심각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확인됨.

각도에서 고려되었고, 사전예방적

Yes

접근이 이루어졌음.
참고자료:
- 정관(날짜, 개정번호 없음)
- WESC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회의록

참고자료:
- 정관(날짜, 개정번호 없음)

- 이해관계자 고충기록

- WESC 회의록
- 총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회의록

Use of precautionary approach
Guide
post
Met?
Rationale

Decision-making processes use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r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Ye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생산 어가들은 지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정보를
교환하고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매뉴얼 5.3 항)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4.2.2 항에 따르면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갈등해결 과정 중에 관련

d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도록 되어 있고,
수렴한 정보를 이사회 제출 조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음.
참여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연구원,
NGO, 산업단체 등이 포함됨.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관리, 해조류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양식장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함임. 라운드테이블에서 획득한
정보는 의사결정프로세스에 반영됨.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정관
- 조합 총회 회의록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management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ss

e

Guide
post

Some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unit’s performance
and management action is
generally available on request
to stakeholders.

Met?
Rational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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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매뉴얼

매뉴얼 5.2 항에 따르면,

5.2 항에 따르면,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결과는

결과는 협동조합 멤버에 공개되어야만

협동조합 멤버에 공개되어야만

함.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함.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이용가능해야 함. 보조금, 할당, 준수,

따라 이용가능해야 함. 보조금,

양식관리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의

할당, 준수, 양식관리 결정사항에

일반적 요약사항에 더해 결정사항,

대한 정보의 일반적 요약사항은

결정사항을 지원하는 생산단위 데이터,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결정에 대한 사유등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이용가능해야 함.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가용해야 함.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가 정보

생산단위의 성과 및 관리조치는 완도

가용성에 대한 책임을 가짐.

ASC-MSC 협의체에 있는

아직까지 정보 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되었음.

요청은 없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은
웹사이트에 활동사항을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2020 년 4 월 30 일
Rev.1)
-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정관

공개하고 있음.

- 조합 총회 회의록

(blog.naver.com/asc7177).

- 조합 이사회 회의록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WESC
홈페이지(blog.naver.com/asc7177)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Approach to disputes
Guide
post

Met?
Rationale

Although the management
authority or production unit may
be subject to continuing court
challenges, it is not indicating a
disrespect or defiance of the law
by repeatedly violating the same
law or regulation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duction un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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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에 있어 법적 분쟁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없음

4 장에는 법의 존중를 명시하고 있음.

Yes

또, 매뉴얼 5.2.2.항에 따르면,

f

환경친화적수산물 위원회는 한국법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이사는
생산 단위에서 법적 분쟁이나 법적
문제사항이 없다고 확인했음.
인터뷰한 이해관계자들도 법적 분쟁은
들은 적이 없다고 회신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 Interview: 어민, WESC 이사, 완도군
공문원, 이웃 어민

PI 3.3 – Compliance and enforcement

PI 3.3

Compliance and enforcement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MCS implementation
Guide
post

Met?
Rationale

a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mechanisms exist and are
implemented in the production
unit, and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y are
effective.
Yes

A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 (MCS) has been implemented
in the production unit and has
demonstrated an ability to enforce
relevant management measures,
strategies and/or rules.

모니터링, 통제, 감독 메카니즘이

내부 심사는 2020 년 2 월부터 2021 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5 월사이에 외부 심사원에 의해

매뉴얼 6 장에 기술되어 있음.

실시되었음.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는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의 회의록 상에

조합원들이 한국 법과 관습법을

내부 심사에 대한 간단한 보고 내용이

지키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사 내용이 준수 사항

되어 있음. 위원회는 내부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음.

심사원을 지정해서 양식장 심사,

심사 결과는

양식 어민 및 근로자, 필요 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이사와

지역주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양식어민들에게 공유되었다고 설명하고

하고 있음.

있음. 정기 내부 심사가 WESC

양식 어민들은 심사인이 내부

매뉴얼(2020 년 7 월 27 일, Rev. 1.1)의

심사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6.2.1 항에 규정되어 있음. WESC

Yes

매뉴얼에는 심사는 외부 관리자에
위탁되고. '생산자 및 양식장 점검
보고서'라 불리는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음.
또, 내부 심사 보고서는 유지되고 있음.
일자

하기 위치의
양식장

2020 년 12 월 9 일

약산도,
신지도

2020 년 12 월 16 일

금일도

2021 년 1 월 19 일

금일도

2021 년 3 월 28 일

약산도

2021 년 4 월 1 일

금일도

2021 년 4 월 5 일

신지도

2021 년 5 월 10 일

약산도

2021 년 5 월 13 일

금일도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내부심사 보고서
- 면담: 어민, 심사원

Sanctions
Guide
post
Met?
Rationale

b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exist and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y are
applied.
Yes

Sanc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exist, are consistently applied, and
thought to provide effective deterrence.

생산 단위 내에 법규 위반은

제재에 대한 메카니즘이

없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공무원은 면담 시 생산단위 내

6.2.3 항에 기술되어 있음.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확인함.

만약 내부 심사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인증심사에 대비하여

통해 법규 위반이 확인되거나,

내부심사가 자주 실시됨. 심사는

보고되면, 1 차적으로 구두 경고가

2020 년과 2021 년에 지역별로

주어지고, 2 차적으로는 경고 처분이

계획되어 실시됨. 법규 요구사항

발행됨. 만약 지속적인 위반 사항이

및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발생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됨.

심사됨. 시정조치가 발견사항에

내부 심사원은 징계 위원회에 해당 건에

대해 취해짐. 내부 심사 보고서가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게 됨.

보관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보고서와 해당

법규 위반은 없었음. 일반적인

양식어민의 진술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발견사항은 불충분한

결정하게 됨.

안전조치사항, 작업 일지 미작성

법규 위반에 대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등임.

보고된 건이 없어서, 징계위원회가

Yes

개최된 적은 없었음.

참고자료

양식 어민들은 제재 매커니즘에 대해

- WESC 매뉴얼

알고 있음.

- 내부심사 보고서

내부심사로부터 발행된 발견사항에

- 작업일보

대한 시정조치가 내부 심사원으로부터

- 면담: 어민, 심사원, 완도군

요구되었음. 양식어민들은 시정조치를

공무원

취했음. 발견사항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었음.
법규 위반에 대한 발견사항은 발행된
것이 없음. 시정조치는 일관성 있게
취해짐. 양식 어민들은 내부 심사의
목적을 알고 있으며,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답할 수 있음.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내부심사 보고서
- 작업일보
- 면담: 어민, 심사원, 완도군 공무원

Compliance
Guide
post

c

Met?

Production units are generally
thought to comply with the
management system under
assessment, including, when
required,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effective
managemen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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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Rationale

양식어민들은

생산단위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고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수립된 경영시스템에 대해

확인되었음. 증거는 회의록, 교육자료,

설명할 수 있음. 문서 검토 중

내부심사 보고서,

법규 미준수 또는 시스템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및

요구사항 미준수에 대한 기록은

양식어민들의 인터뷰 시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포함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원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인쇄본 매뉴얼을 한부씩 가지고

논의하기 위한 정기 회의가 소집됨.

있음.

경영시스템과 ASC-MSC 해조류 기준에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대한 정기 교육이 양식어민들에게

이사는 각 조합원들은 매우

제공되었음. 법규 미준수가 있는지

협조적이며, 그들의 지원이

확인하기 위한 내부 심사가 수행되었음.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관리에

이런 모든 활동들의 기록이 보유되고

도움이 된다고 진술함.

있음. 양식 어민들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함.
참고자료:
- 교육 기록
- WESC 매뉴얼
- 내부심사 보고서
- 면담: 어민, 심사원, WESC 이사

Systematic non-compliance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is no evidence of systematic noncompliance.
Yes
문서 검토, 현장 검증 및 양식어민, 이웃
주민 및 공무원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조직적인 비준수에 대한

d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참고자료:
- WESC 매뉴얼
- 내부심사 보고서
- 면담: 어민, 심사원, WESC 이사

Principle 4: Social responsibility

PI 4.1 – Child labour

PI 4.1

Child labour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Child labour
Guide
post
Met?
Rationale

a

No incidences of child labour or
young worker abuse are found
to have occurred.
Yes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child
labour and young worker abuse has
been minimised.
Yes

현재 아동 노동자나 청소년

현장 방문 동안, 아동 노동 및 청소년

근로자는 없음. 아동노동 교정

노동자은 볼 수 없었음. 인터뷰를 한

방침이 WESC 매뉴얼 13.2 장

이웃 주민들은 생산 단위에서 아동 노동

규정 및 가이드에 명시되어

또는 청소년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고

있음.

진술함.

아동노동교정 정책이 WESC

노동자는 생산단위에서 아동노동자나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청소년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고 확인함.

한국에서 아동의 정의는

그는 처음 양식장에 왔을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33 세였다고 진술함.

재학중인 18 세미만인자를

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들의 신분증

포함하여 15 세 미만임

사본을 통해 양식장에서 근무했던

(근로기준법 64 조, 최소 연령 및

근로자들의 나이가 18 세 이상이었음을

취업 허가). 근로자의 나이는

확인했음.

정부 발행 신분증을 가지고

완도친환경수산물 협동조합

검증됨.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매뉴얼(Rev.1.2, 2021 년 4 월 30 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근로자

13.2.2 조에 따르면, 완도친황경수산물

등록증을 말한다. 신분증 사본은

협동조합은 18 세 이상 근로자만을

근로자를 채용했던 양식

채용하며,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청소년

어민들이 보관하고 있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험 업무에

현재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배치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음. 양식

및 심사 단위 내 양식장에는

어민들은 매뉴얼 내에 기술된 아동 노동

한명의 노동자 (외국인

및 청소년 노동에 대한 방침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있음. 신분증 사본은

있음.

해당 노동자가 18 세 이상임을

완도군 공무원은 강제노동,

보여주고 있음. 심사일 기준으로

채무노동등은 보고되지 않았따고

해당 노동자는 35 세였음.

진술함.
아동노동자 또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참고자료:

부적합은 없었음.

- 면단: 노동자, 어민

참고자료:

- 현장관찰: 양식장, 건조장

- WESC 매뉴얼

- 신분증 사본
- 내부심사 보고서
- 현장 방문: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 인터뷰: 평가 단위 양식어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
근로자

PI 4.2 –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PI 4.2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Incidences and risk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Guide
post
Met?
Rationale

a

No incidences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are found
to have occurred.
Yes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has been minimised.
Yes

근로계약서가 한국어와

현장 방문 시, 강제 노동자를 보지

생산단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못했음. 인터뷰한 이웃 주민은 평가

모국어인 동티모르어로

단위 내에서 강제노동자를 본 적이

작성되었음. 이주노동자는

없다고 응답함. 노동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되었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으며, 수수료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용되었음.

지급은 없었다고 응답함. 그는 신분증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원본을 어민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진술함. 고용허가제 규정에 다라 고용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음.

해지할 수 있다고 진술함. 그는 급여,

급여는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보증금 또는 어떤 금품도 어민이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검증함.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더이상

급여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무하기를 원하지 안는 경우, 떠날 수

있음.

있다고 대답함. 그는 강제 노동 방침을
받았으며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함.

해당 노동자는 WESC 내 유일한

WESC 매뉴얼(버전 1.2, 2021 년 4 월

노동자임. 노동자는 해당 직업을

30 일) 13.21 조에 따르며, 표준

얻기위해 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없다고 진술함. 그는 원본

노동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 할

신분증을 어민(고용주)가 가지고

수 있음. 강제 노동 방지 방침이 WESC

있지 않음을 확인했음. 노동자와

매뉴얼 13.2.4 조에 명시됨. 완도군

어민 모두는 고용관계는

공무원은 강제 노동이 보고된 적은

노동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될 수

없다고 진술함. 내부 심사 보고서에

있다고 진술함. 노동자는 급여의

따르면, 생산단위에서 강제노동으로

일부, 보증금 또는 어떠한 금전도

인한 부적합이 발행된 적이 없음을

어민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줌.

진술함. 노동자는 해당
양식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참고 자료: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고 진술함.

- WESC 매뉴얼

하지만, 더 일하고 싶다고

- 내부심사 보고서

진술함. 급여 공제는 없었음.

- 관찰: 양식장, 건조장, 임시 보관장

WESC 대표는 급여 공제에 따른
불만 사항이 접수된 적은 없다고
진술함.

- 면담: 이웃 양식장 어민, 어민,
노동자, 완도군 공무원

강제노동, 채무 노동 등은
확인되지 않음.
참고자료:
- 면담: 노동자, 어민, WESC
대표
- 관찰: 양식장, 건조장, 임시
보관장.

PI 4.3 – Discrimination

PI 4.3

Discrimination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Incidences and risk of discrimination

a

Guide
post

No incidences of discrimination
are found to have occurred.

Met?

Yes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discrimination covering all aspects of
potential discrimination has been
minimised.
Yes

Rationale

과거 1 년동안의 근로계약서,

현장 방문 시 노동자와 인터뷰를

급여 지급 기록, 교육 기록을

진행했음. 그는 차별은 없었다고 진술함.

보유하고 있음.

차별금지 방침이 완도친환경수산물

인터뷰한 근로자는 차별이

협동조합 매뉴얼(버전 1.2, 2021 년 4 월

없었다고 응답함.

30 일) 13.2 조에 기술되어 있음.

불만 등록부는 준비되어 있음.

방침에 따르면, 완도친황경수산물

현재까지 등록된 건은 없음.

협동조합 멤버들은 근로자들에게 축적,

어민들은 차별 금지에 대한

종료, 장애유무, 성별, 성적 취향,

방침을 이해한다고 진술함. 1 년

노동조합 가입유무, 정치적 성향 또는

이상의 모든 기록이 가용함.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지지하면 안된다고 명시함. 차별 사례에

Reference:

대한 불만 제기, 기록, 대응 절차가

- 근로계약서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 급여기록

차별 금지 관련 교육 기록 (교재 및

- 교육기록

보고서)을 확인할 수 있음.

- 불평/고충 기록

이웃 주민들은 인터뷰 시 수확철의

- 면담: 노동자, 어민
- 관찰: 양식장, 건조장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들은 주로 이웃
주민들이거나, 가족, 또는 친척이며,
차별은 없다고 확인함. 내부 심사
보고서는 생산단위 내 차별로 인한
부적합이 보고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Reference:
- WESC 매뉴얼
- 내부심사 보고서
- 면담: 노동자, 어민
- 관찰: 양식장, 건조장

PI 4.4 – Health, safety and insurance

PI 4.4

Health, safety, and insurance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workers

a

Guide
post

Met?

The employer provides a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where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workers.
Yes

Rationale

현장 방문 시 생산단위에서
긴급한 심각한 위험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음. 인터뷰를
실시한 근로자는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요소에서 본인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 응답함.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는 '해상 또는
육상 작업 시 바다에 빠짐', '수확
작업 시 미끄러짐', '인양작업 시
비래에 의한 사고', '중량물 수
작업 시 부상' 등과 같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알고 있음.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는 해상
작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는 선박에
비치되어 있음. 양식 어민들은
인양장비 조작법에 대해 지방
관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음.
노동자는 고용주
양식어민으로부터 숙소 및 식사,
음용수가 제공된다고 진술함.
숙소를 확인했고, 깨끗하고
안전한 것을 확인했음. VPS
시스템 또는 GPS 가 각 선박에
설치되어 있음. 지역 해양경찰이
해당 시스템으로 선박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VPS 을
통해 양식어민들은 안전항해를
함. 선박이 전복되거나
가라앉게되면, 해양경찰이 즉시
구조팀을 보내게 됨. 선박은
바람/풍랑/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출항하지 않음.
양식어민들은 2 명씩 해상에서
작업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어민들은 비올 경우 출항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겨울철 완도

지역의 평균 온도는 -1~0 도
사이이며, 추위로 인한 위험성 및
COVID-19 감염 위험성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추위와 COVID-19 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음. 모든
어민들과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
Reference:
- 기후데이터 포털
(https://data.kma.go.kr/),
한국기상청
- WESC 매뉴얼 l (Ver. 1.2,
dated 30 April 2021)
- 면담: 어민, 노동자

Health and safety records and corrective action

b

Guide
post

There is evidence that health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and
violations are recorded and
corrective action is taken when
necessary. No immediate and
serious dangers to personnel
health or safety were identified.

Met?
Rationale

Yes

Hazards to personnel health and safety
are known. Accidents are analysed for
root causes. The root causes are
addressed and remediated to prevent
future accidents of a similar nature. All
incidences including minor accidents are
included. Records are complete and
accurate.
Yes

양식 어민들은 보건 및 안전관련

양식 어민들과 근로자는 '해상 또는 육상

사고 또는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작업 시 바다에 빠짐', '수확 작업 시

진술함. 인터뷰한 근로자는

미끄러짐', '인양작업 시 비래에 의한

양식장 근무 시 사고를 겪은

사고', '중량물 수작업 시 부상' 등과

적은 없었다고 설명함. 이웃

같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알고

주민들은 인터뷰 시 평가 단위

있음.

내 양식장에서 재해가 있었다는

심사 단위에 포함된 양식 어민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현장 방문시 생산 단위에서

있다고 응답함.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요소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에 안전

확인되지 않음.

책임자와 보건 책임자가 각각 지정되어
있음. 안전보건 교육이 양식 어민들과

정기내부 심사가 수행되고

근로자들에게 실시되었으며 이는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도

교육기록과 일일 작업 일지를 통해

포함되어 있어 안전보건

검증하였음. (PI 4.4 c 에 기술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날짜 및 주제 참조).

보장하고자 함. 심사 발견사항은

안전 사고 및 법규 위반 사항은 없었음.

환경 책임 수산물 위원회에

양식어민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보고되고 시정조치가 종료되는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발생 시

것이 관리됨. 심사 보고서가

매뉴얼(13.2.6 항 보건, 안전 및 보험)에

검증됨.

따라 근본 원인을 찾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이라고 대답함.

Reference:

절차서는 사고 발생 시

- WESC 매뉴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에

- 내부심사 보고서

보고되어야 하며, 분석, 교육/의사소통을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위해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현장

회의록
- 교육 기록
- 작업 일보
- 면담: 어민, 노동자, 이웃주민,
완도군 공무원, WESC
안전담당, 보건담당, 이사
- 관찰: 양식장, 건조장, 임시
보관장

방문 시 재해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2021 년 4 월
30 일)
- 내부심사 보고서
-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 회의록
- 교육 기록
- 작업 일보
- 면담: 어민, 노동자, 이웃주민, 완도군
공무원, WESC 안전담당, 보건담당,
이사
- 관찰: 양식장, 건조장, 임시 보관장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and personnel training
Guide
post

c

There is evidence that
personnel are trained effectively
on health and safety topics
related to their role,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

Formal and regular training courses are
undertaken. Risk assessments are
documented and/or certified. Personnel
are appointed to apply health and safety
risk assessment, which may include an
overseeing management committee,
first aiders and/or fire marshals.
Special risks associated with changing
workplace or worker condition, such as

Met?
Rationale

Yes

expectant mothers, will have due
consideration.
Yes

WESC 는 조합원 어민들을 위한

WESC 에서는 안전책임자와

교육을 실시함. 지난 1 년간

보건책임자를 각각 임명하고 있음. 두

10 회 이상의 교육이 어민들에게

사람 모두 WESC 이사회에 보고하는

제공되됨. 보건 및 안전 주제는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 위원임.

교육 주제에 명시되어 있음.

현장 방문 시 임산부나 수유부는

훈련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관찰하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여성

1st training
• ASC-MSC 해조류
표준
2nd training
• 지속가능양식
• 완도지역 해양 환경
3rd training
• ASC-MSC 해조류
표준
• 법규 준수
• WESC 매뉴얼
• 작업일보 작성법
• 사회 이슈
• 에너지
• 폐기물관리
• 양식 장비 관리
4th training
• ASC-MSC 해조류
표준
5th training
• 작업일보 작성법
• 양식장 위치(GPS
좌표),
• 면허,
• 종묘 기원
• MCS
6th training
• 작업일보 작성법
• ASC-MSC 해조류
표준
• 양식장 구조 개선
• 사회 이슈
• 환경이슈
7th training
• ASC-MSC 해조류
표준
• WESC 매뉴얼

2020 년
7 월 31 일

8th training
• 인증심사 준비

2021 년
5월 7일

2020 년
8 월 19 일
2020 년
9 월 14,
16, 23, 29

진술함. 노동자가 임신 중이거나 아기가
있는 경우 노동자나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작업에 배정되지 않음. 위험성
평가가 수행되고 WESC 매뉴얼에
문서화 됨.. 해상 작업의 6 가지
위험요인과 육상 작업의 4 가지
위험요인이 식별됨. 그리고 COVID19 가 식별되고 위험이 평가됨. 위험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 위험 완화 계획이

2020 년
10 월
16 일
2020 년
11 월
24 일

2021 년
1 월 18,
19, 29, 30

2021 년
2 월 17 일

어민이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함. 훈련 결과는 일일 작업
로그에 기록됨.

노동자는 지금까지 고용되지 않았다고

수립됨. 완화 계획을 통해 잔존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춤.
모든 어민들는 위험성 평가 워크샵에
참여했음.
Reference:
- WESC 매뉴얼(Rev. 1.2, 2021 년 4 월
30 일)
- 위험성 평가
- 면담: 어민 및 노동자, 이웃 주민,
안전 담당자, 보건담당자, WESC
이사
- 현장 관찰: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포함한 정기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감사는
2021 년 5 월 13 일에
수행되었음. 감사 결과는 WESC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
보고되며, 시정조치는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서 사후
처리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2021 년 4 월 30 일)
- 내부 심사 보고서 (2021 년
5 월 13 일자)
- 교육 기록
- 작업일보
- 면담: 어민 및 노동자, 이웃
주민, 안전 담당자,
보건담당자, WESC 이사
- 현장 관찰: 양식장,
일광건조장, 임시 보관장

Organisation responsibility and insurance provided for personnel accident
or injury

d

Guide
post

No incidences of workers having
to cover their own work-related
medical expenses.

Met?
Rationale

Yes

The organisation is responsible and
there is proof of insurance (accident or
injury) for personnel medical costs in a
job-related accident or injury, unless
otherwise covered. This includes all
seasonal workers.
Yes

노동자는 한 명임. 그는

WESC 매뉴얼 13.2.6 절 보건, 안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에 WESC 회원이 노동자의 업무상

있으며 그 증명서가 검증됨.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가입되어 있음.노동자가 업무와

있음. 그리고 업무상 의료비는 회원이

관련된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함.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상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관찰되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않음.

평가단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어민들은 보건과 안전과 관련된
사고나 위반이 없었다고 진술함..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함.
어민들은 업무 관련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선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30
April 2021 년 4 월 30 일)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2021 년 6 월 2 일, No. 850020210602-00049)
-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원
(국민건강관리공단 발행,
2021 년 6 월 2 일, Certificate
no. 12-20210602-2583980)
- 작업일보
- 면담: 노동자, 어민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30 April
2021 년 4 월 30 일)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2021 년
6 월 2 일, No. 8500-2021060200049)
-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원
(국민건강관리공단 발행, 2021 년
6 월 2 일, Certificate no. 1220210602-2583980)
- 작업일보
- 면담: 노동자, 어민

PI 4.5 – Fair and decent wages

PI Fair and decent wages
4.5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Fair and decent wages

a

Guide
post

Met?

The organisation pays at least the legally
required minimum wage. Deductions in pay
for disciplinary actions are not allowed and
payments are made in a manner convenient
to workers.
Yes

The organisation pays a living
wage and there are no labouronly contracting relationships.

Yes

Rationale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심사 단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하나의 최저임금이

발표한 생활임금을 파악하고

한국 전역에 적용되고 있음. 근로자들은

있음.

2020 년 및 2021 년 최저임금이상(2010 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8,590 원/시간, 2021 년 8,720 원/시간)으로

매뉴얼 (13 조) 상에

급여를 받음. 급여는 근로자들에게 계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체를 통해 지급됨. 계좌이체 기록이 확인됨.

최저임금을 최소한 지급해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13 조에

하며,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따르면 조합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상 지불해야 하며, 징계의 수단으로 감봉이

명기함 (KRW10,473/hr).. 현장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급여 지급은

심사 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확인할 수 없었음.

근로자 인터뷰에서 계약되어 약속된 급여가

노동력만 제공하는 계약은 현장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감봉은

심사 시 볼 수 없었음.

없었다고 진술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급여명세서
- 은행 계좌 이체 기록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 면담: 노동자, 어민

매뉴얼 13.2.6 항 공정 및 적정한
임금에 따르면 조합원은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됨.
.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급여명세서
- 은행 계좌 이체 기록
- 전라남도 최저임금 고시 (No.
2020-410, Dated 24
September 2020)
- 면담: 노동자, 어민

PI 4.6 –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PI 4.6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a.

Guide
post

There are no incidences of the
production unit restricting worker
access to associate or bargain
collectively.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sk of
restriction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has been
minimised.

Met?
Rationale

Yes

Ye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매뉴얼 13.2.7 항 결사의 자유 및

13.2.7 항 결사의 자유 및 단체

단체 교섭부분에 따르면,

교섭부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자유 및 단체 교섭권한을

교섭권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명시되어 있음.

있음.

양식어민들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교섭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 양식

않음.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는

어민들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고용주 (양식어민)가 노조 설명을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WESC

방해하거나 노조를 만들지

회장은 단 한명의 어민만이 노동자

말라는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함.

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노조가

그는 유일한 정규 근로자 였음.

설립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WESC 회장은 단 한명의
어민만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바쁜 시기에 활용하는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노동자, 어민

주요 사용된다고 진술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노동자, 어민

PI 4.7 – Disciplinary practices

PI 4.7

Disciplinary practice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Disciplinary practices
Guide
post

There is a policy in place to
ensure against abusive
disciplinary practices. No
incidences of tolerated abuse
have taken place.

Met?
Rationale

Yes

The risk of potential abuse around
discipline has been minimised. There
are clearly outlined procedures to raise,
file and respond to a complaint of abuse
in an effective manner. Management
and workers are clear on the policy and
procedures. Training is provided to
supervisors on acceptable disciplinary
measures.
Yes

양식 어민들은 징계 조치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13.2.8 항 징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인터뷰 근로자는 학대나

육체적, 폭언 및/또는 정신적 학대를

a

괴롭힘을 받은 적은 없다고

실시하면 안된다. 만약 징계가

진술함. 이웃들은 근로자 학대

필요한 경우, 양식 어민은 자체적으로

사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안되고,

확인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이사회

완도군 공무원은 근로자

산하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에

학대에 대해 보고된 사례는

보고해야 한다. 괴롭힘 금지 및 학대

없다고 확인함.

금지 방침은 근로자 계약서에 첨부로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Interview: 면담: 노동자,
어민, 완도군 공무원

제공되어야 함.
징계 조치, 괴롭힘 및 학대 금지
방침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음.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Interview: 면담: 노동자, 어민,
완도군 공무원

PI 4.8 – Working hours

PI
4.8

Working hour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Working hours
Guide
post

The organisation abides at least to
the legally required working and
overtime laws. All overtime is
voluntary.

Yes
Met?
Rationale F 어민들은 주당 근로시간과 잔업

a

The organisation abides by industry
norms. Overtime is not regular.
Workers are provided with at least one
day off following every six consecutive
days of work.
Yes

WESC 매뉴얼 13.2.9 항에 따르면

시간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알고

주당 근로시간이 명기되어 있음.

있음. 현재 각 생산단위의 근로자

WESC 는 주당 40 시간 근로를

수는 4 명이하임. 주당 40 시간

천명했음. 초과 근로 시간은 작업

근로시간과 12 시간 초과

일보에 기록되어야함. 어민들은

근로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초과 근로 및 휴일 근로에 수당을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5 명이하

지불하고 있음. WESC 매뉴얼에는

노동자를 고용한 조직에는

매 6 일 근로 후 휴일이 주어져야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한다고 명시함. 노동자는 매 8 일

63 조에 따르면, 수산업에는

근로시간 및 휴일 기준이

근로 후 휴일을 부여 받았다고

적용되지 않음. WESC 매뉴얼

확인함.

13.2.9 항에 따르면 초과 근로는

새롭게 개발된 근로시간 양식에

자율적이라고 명시함.

따르면, 주당 및 월간 근로시간과

중요 발견사항이 발행됨
근로시간 기록에 따르면,
노동자가 매 6 일 근무 후 최소
하루의 휴일을 부여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음. 노동자를
고용한 어민은 해조류
양식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나, 해당 노동자는
동일한 어민이 소유한 전복
농장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음.
주당 총 근무시간과 휴일은

휴일이 쉽게 산정될 수 있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민은
근로시간 양식을 작성하고 있음.
기록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은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음. 기록에 언제 휴일이었는지
기록됨. 노동자는 7 일 이상
연속근로를 하지 않음. 최대
연속근로일은 6 일임.

WESC 는 즉시 양식을 개발하여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이행하고

- 면담: 노동자, 어민

현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음.

있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민은
양식에 근로시간을 작성했음. 해당
기록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의 모든 작업 시간이
작성되었다 것을 보여주고 있음.
노동자의 휴무일도 기록에 나와 있음.
그 근로자는 연속해서 7 일 이상
일하지 않았음. 연속 최대 근무일은
6 일임. 새로운 근로시간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주당 총 근로시간과
휴식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음. 본 발견사항은 종결처리
되었음. (2021 년 7 월 19 일)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면담: 노동자, 어민

PI 4.9 –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PI 4.9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raining
Guide
post

Met?
Rationale

a

Information is delivered to
production unit workers about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included in this standard such as
disposal of waste, and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and
hydrocarbon spills, grievance
procedure.
Yes

There is evidence of environmental
and social awareness and training in
production unit workers, sufficient for
them to properly dispose of waste, and
prevent and manage chemical and
hydrocarbon spills, or to lodge a
grievance.

WESC 매뉴얼에는 환경 및 사회

WESC 는 2020 년 7 월 이후 13 명의

정보를 명기하고 있음.

어민들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8 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었음. 교육

조합원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

주제는 환경 및 사회 이슈이며 폐기물

왔으며, 과거 1 년동안 10 회 이상의

처분, 화학물질 누출 예방 및 대응,

교육이 진행되었음. 교육 주제는

고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교육 기록은

폐기물 처리, 화학물 누출 예방 및

유지되고 있음.

대응, 고충처리 등과 같은 환경 및

일반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교육은

사회 이슈를 포함되어 있고, 교육

어민들에 의해 노동자에게 제공됨.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교육 기록은 일일 작업 일보에 기록됨.

양식 어민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 및 사회 교육에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교육 기록은

대한 교육 기록이 있어야 만함.

일일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 있음.

노동자들이 폐기물 처분, 화학물질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교육 기록
- 면담: 노동자, 어민

No

누출 예방 및 대응, 고충 제기 방법
등을 알 수 있어야 함.
발견사항이 발행됨.
평가단위의 모든 어민들이 환경 및
사회 교육 교육을 받는 동안,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화학 및 탄화수소 유출
방지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은 생산 단위 노동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어민들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화학 및 탄화수소 유출 방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WESC 는 이 주제를 신규채용자 교육
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어민은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교육 기록
- 면담: 노동자, 어민

Principle 5: Community relations and interaction
PI 5.1 – Community impacts

PI
5.1

Community impact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Community impact
Guide
post

An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unit community impact is conducted,
and if determined necessary by the
assessment, an independent p-SIA
is conducted.

Met?

Yes

Recommendations of the production
unit’s community impact assessment
are being implemented and the
production unit is shown to have
positive social benefits for the
community.
Select one

Rationale

지역사회 참여는 WESC 매뉴얼

생산단위 지역사회영향평가에서

14.2.1 항에 명기된 지역 사회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음.

포럼을 통해 이행됨. 개별 어민들은

생산단위 지역사회 영향평가

어촌계에 참석하여 WESC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사회 포럼은 2021 년 5 월

a

18 일에 개최됨. 하기 주제들이
설명되었고 논의됨.

참여자들은 ASC-MSC 해조류 인증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응답함. 하지만,
참여한 이해관계자 다수는 본
인증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

2020-2021 년 WESC 활동

미치며, 더 나은 영향을 낳을

-

전라남도 친환경 수산물의

것이라고 응답함.

현상과 미래

이해관계자들은 해조류 양식에 있어

-

완도군 ASC 인증 현황

노동력 부족이 주요 어려움이라고

-

질의응답 및 참석자 의견]

진술함.

-

생산단위 지역사회

지역사회 포럼 참여자들은 ASC-MSC

영향평가

해조류 인증을 좀 더 장려하고

생산단위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는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절차는 WESC

64 명의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였고

매뉴얼 (14.2.1 항, 정기 생산단위

여기에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지역사회 영향 평가)에 대해

단체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수산업경영인협의회장 등)가

기술되어 있음.

포함되어 있음. 64 명 중 57 명이

WESC 대표 및 어민들은 평가로부터의

(89%)가 생산단위 사회 평가 질의에

권고사항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으며,

회신을 했음.

이행되고 있다고 진술함.영향 평가는

영향평가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감소

있음.;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음.

-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프로세스 및
투명성

-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이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와 산출물에 대해 정보를

ASC-MSC 해조류 인증과 관련된 WESC
활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 사회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 자원에 대한 주장은
없었음.

제시받고, 추후 계획,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여와 같은 방식의
평가 포괄성
-

참여하고 투명한 사회영향평가
프로세스

-

현재 또는 생산단위의 위험성과 실제
영향, 최소 2 개 이상 대안이 포함됨.

-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월간회의록
- 2021 년 5 월 18 일 생산단위
지역사회 영향 대응 계획

이중 하나는 “생산 단위 없음 또는

- 불평/고충 대장

확장 없음” 시나리오도 포함됨.

- 면담: 지역 마을민, 완도군

가장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 변경 결과
- 의도된 생산단위 또는 생산단위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피하기
위한 권고
-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감소 및
모니터링 계획
WESC 대표 및 완도군 공무원은
지역사회 승인 없이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진술함.

Reference:

공무원, WESC 대표, 어민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2021 년 5 월 18 일 생산단위
지역사회 영향 보고서
- 2021 년 5 월 18 일 회의록
- 면담: WESC 회장, 어민

PI 5.2 – Conflict resolution

PI 5.2

Conflict resolution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Resolution of disputes

a

Guide
post

The management system
incorporates or is subject by
law to a mechanism for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arising within the system.

Met?
Rational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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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SC 어민 및 이사는 불평,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고충 및 법적 분쟁은

14.2.3 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없었다고 진술함. 이웃

불만이나 고충 접수 시, 협동조합

주민은 생산단위를 대상으로

이사회 산하 환경책임수산물

한. 불평 및 법적 분쟁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분쟁 해결

없다고 진술함. 지역사회는

절차가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음.

WESC 대표 또는 WESC

각 양식장 대표들의 창고, 배에 분쟁

멤버를 통해 항상 자유롭게

시 contact point 가 기술되어 있음.

고충과 불만에 대해 제기할

누구든 WESC 와 관련된 불만 또는

수 있음.

고충을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에

완도군 공무원은 생산단위에

제기할 수 있음.

대한 법적 분쟁 또는 불평은

불평은 매뉴얼 첨부 3 의 ‘지역사회

없었다고 진술함. 어민들

불평 일지’에 기록되어야만 함.

간의 분쟁은 어촌계 통해

불평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결되거나, 완도군으로

해결되어야 함.

이첩되어 해결됨.
Reference: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불평/고충 대장

- 불평/고충 대장
- 면담:어민, WESC 이사,

- 면담:이웃주민, 어민, WESC 이사,
완도군 공무원

완도군 공무원

Roles and responsibilities
Guide
post

Met?
Rationale

b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management
process have been identified.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generally
understood.
Yes

Func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explicitly defined and well understood
for key areas of responsibility and
interaction/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조합장은

매뉴얼 14.2.3 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분쟁 해결에

주요 역할, 기능과 책임사항을

있어 그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포함한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의 역할과

분쟁해결관리시스템의

책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중요

거버넌스가 명시되어 있음.

사항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협동조합 이사회 산하

결정 시 근거가 되는 보고서,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의견들은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에서

Yes

갈등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작성 보고하고 있음.
조사 보고서 준비, 의사 결정,

양식어민들은

시정조치를 주도함.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내

WESC 대표 및 이사들은 분쟁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음.

해결과 관련된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책임수산물위원회와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
진술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불평/고충 대장
- 면담:이웃주민, 어민, WESC 이사,
완도군 공무원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Consultation process

c

Guide
post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consultation processes
that obtain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main affected parties,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consultation processes that regularly
seek and accept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knowledge, to inform the
management system.

Met?
Rationale

Yes

knowledge. The management system
demonstrates transparency and
consideration of the information
obtained.
Yes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협의 과정이

매뉴얼 14.2.2 항에 따르면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환경책임수산물 위원회는

14.2 항에 기술되어 있음. 완도 ASC-

갈등해결 과정 중에 관련

MSC 해조류 위원회가 지역사회를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도록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되어 있고, 수렴한 정보를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는 주요

이사회 제출 조사 보고서에

채널임. 완도 ASC-MSC 해조류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위원회 회의록은 협의프로세스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완도 ASC-MSC 해조류

이해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여했음을

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보여주고 있음. 회의 시 수집된 의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음.

및 권고사항은 추적되고 이행결과는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보고됨. 이해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의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에

지속가능한관리, 해조류

참여하고 있음. 회의록은 검증됨.

양식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양식장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함임.
WESC 매뉴얼 14.1 에 분쟁
해결 방침이 기술됨. 방침은
분쟁해결 방식의 기반을
제공함. 분쟁 해결
프로세스는 WESC 매뉴얼
14.2.2 에 명기되어 있음.
방침은 2021 년 5 월 18 일
개최된 지역사회포럼 시
지역사회에 배포됨.방침
배포 기록은 유지되고 있음.
분쟁, 불평, 고충이 접수된
것은 없음. 이웃은 WESC 와
분쟁은 없다고 진술함.
불평도 없다고 진술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불평/고충 대장
- 2021 년 5 월 18 일 포럼 회의록
- 면담: 평가단위 어민, 이웃, 완도군
공무원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2021 년 5 월 18 일 포럼
회의록
- 면담: 평가단위 어민, 이웃,
완도군 공무원

Participation
Guide
post
Met?
Rationale

The consultation process
provides opportunity for all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to
be involved.
Yes

불만, 고충 또는 법적 분쟁은
없었음.
인터뷰한 지역주민은 생산
단위와 법적 분쟁, 불만은
없다고 응답했고, 지역주민은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장
및 조합원들에게 자유롭게 고충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애기했음.

d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홈페이즈를 운영하고
있음.
매뉴얼 14.2.2.항에 모든
이해관계자는 협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명시했음.
추가적으로 지역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인
완도 ASC-MSC 해조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환경책임

수산물 위원회의 독립적인 내부
심사원은 지역 주민들을 반기
마다 만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고충
또는 불만을 들을 예정이라고
진술함. 작업선과 보관장에
표지판이 붙어 있고 여기에
양식 어민 이름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및
조합원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짐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회의록
- 면담: 어민, 이웃, 완도군
공무원
- WESC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c7177

PI 5.3 – Rights of indigenous people

PI 5.3

Rights of indigenous people

Scoring Issue

Minimum

Rights of indigenous people
Guide
post

a

Met?
Rationale

There is evidence tha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are
respected by the production unit
(where applicable to growing
area) and attempts are made to
accommodate their needs.
Yes
생산 단위가 있는 지역에는
선주민은 없음
한국에는 선주민 관련 법규가
없음.
Reference:
- 면담: 완도군 공무원

Target

PI 5.4 –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PI 5.4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Compliance with navig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Guide
post
Met?
Rationale

a

Production units allow access
for other resource users as
prescribed by custom or law.
Yes

Production units proactively facilitate
access for other water users.

해상 양식 면허는 완도군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매뉴얼

정부로부터 각 마을의 어촌계로

14.2.4 항에 따르면, 양식어민들은 기타

주어졌으며, 각 어촌계와

자원 사용자들의 양식장 접근에 대해서는

양식어민들은 개별 양식장의

허용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양식

면적과 규모를 결정하는

어민은 기타 자원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함.

있다고 진술함. 어부가 생산단위

본 전통적 방식은 완도군에서

주변에서 낚시하는 것이 목격됨.

이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은 인터뷰 중 양식장에 접근하는

받아들여지고 있음. 인터뷰 중에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함. 완도군

완도군에서 검증됨.

공무원은 어업선이 양식장 지역에

생산 단위는 양식장 운영에

접근가능하다고 진술함. 하지만,

필요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어민들은 양식장 주위를 항해하는 것을

있음을 어업면허증과

피하고 있으며 이는 양식장 로프로 인해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 때문임. 경계선을

확인함.

표시하는 부표가 설치되어 있음.

기타 자원 사용자 및 공무원들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장에
접근 가능함.
Reference:
- 면허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 면담: 완도군 공무원

Yes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30 April
2021)
- 면담: 이웃, 완도군 공무원
- 관찰: 양식장
-

Positioning of production unit sites

b

Guide
post
Met?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arranged in an
orientation and position as
prescribed by custom or law.
Yes

Visible structures of production units are
arranged in a uniform orientation and
position, except where specified by law.
Yes

Rationale

조직의 생산 유닛에 유관으로

면허 및 해양수산부 시행규칙 (2020 년

식별가능한 양식 구조물이 설치

5 월 15 일 발행, 어업면허관리 규정)에

되어 있고, 양식장의 위치는

따라 생산단위의 가시적 구조물이

완도군이 발급한 어업면허증에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완도군

명시되어 있음. 양식장의 부표는

공무원은 면허에 따라 양식장들은 해안을

어장관리법 13 조에서 요구되는

따라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함. 생산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유닛의 유안식별 가능한 시설은 일정하게

설치 되어 있음. 평가단위

위치되고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양식장은 면허 및 법규 기준에

생산단위의 가시적 구조물의 일률적으로

따라 설치됨.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함.

Reference:
- 면허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 면담: 완도군 공무원

Reference:
- 면허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 면담: 완도군 공무원

PI 5.5 –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Scoring Issue

Minimum

Identification of substantial gear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is evidence that all
substantial gear is identifiable to
the production unit.
Yes
모든 주요 장구류는 생산단위
소유를 알수 있도록 식별되었음.
양식장 경계는 원통모양의 큰
부표로 표시되어 있음. 양식에
사용되는 장구류, 장비류에

a

심볼/코드를 그려 놓았음,
생산단위 주변 및 근처의 타
농장의 어구에는 심볼이나
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심볼 또는 코드 표시는 생산
단위의 고유한 식별표시임.
Reference:
- 면허
- 관찰: 양식장

Target

Gear recovery
Guide
post

There is evidence that gear
recovery is conducted by the
production unit.

The production unit ensures that they
maintain the proper equipment and /or
mechanisms for recovering lost gear.

Met?
Rationale

Yes

Yes

생산단위에서 사용하는

WESC 는 어민들이 친환경 부표를

어구류와 부이 유지관리 기록이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일일 작업일보에 기록되어 있음.

부의 및 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대체되고

과거 1 년치 기록이 관리되고

있음. 어구는 식별되고 표시되어 분실 시

있음. 양식장 대표들은 분실된

어민들이 쉽게 회수 할 수 있게됨.

어구류를 본인 양식장 내에서

어민들은 어구를 매일 점검하고 필요 시

또는 주변에서 발견 시 회수 할

대체하고 있음. 일일 작업 일보는 분실된

수 있도록 상호 도움을 주고

어구, 대체 어구등의 점검 기록이

있음. 회수된 어구류는

기록되어 있음.

지방관공서에서 지정한 육상

WESC 매뉴얼 14.2.5 에 따르면 어민들은

또는 해상의 데크로 옮겨 놓고

어구 분실 시 회원사 어민들과 함께

있음. 지방 관서(완도군)에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함. 생산단위

어촌계의 지원을 받아 해안

어민들은 어구 회수를 위해 보트와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기구를 사용함. 양식장으로부터 가까운

있음. 생산단위의 양식어민들도

항구 주변 해안선을 확인했으며, 버려진

자발적으로 양식장 주변 및

폐기물은 보지 못함. 해안선은 깨끗함.

b

해안가를 2 개월마다 청소하고
있음. 현장 방문 시 분실된
어구류를 포함하여 폐기물이
해안가에서 관찰되지 않음. 어구
회수는 WESC 매뉴얼
14.2.5 항에 기술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완도군 공문원, 이웃
- 관찰:양식장, 폐기물 보관장

Float use

c

Guide
post
Met?

Float use is recorded by the
production unit. Floats are
securely attach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loose.
Yes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완도군 공문원, 이웃
- 관찰:양식장, 폐기물 보관장

Rationale

부이 사용은 일일작업일지에
기록되고 있음. 이는 부이
사용량, 분실, 회수 그리고
대체를 포함하고 있음. 과거
1 년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현장 방문 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양식어민들은
부이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로
바닥에 고정해서 로프로
연결했다고 진술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양식장
- 관찰: 양식장

PI 5.6 – Noise, light, and odour

PI 5.6

Noise, light, and odour

Scoring Issue

Minimum

Target

Noise, light, and odour
Guide
post
Met?
Rationale

a

There are some measures that
can help minimise operational
noise, light and odour as
appropriate to local custom.
Yes

There is evidence that noise, light and
odour originating from the production
unit are minimised in areas where it may
impact others or as prescribed by law.
Yes

운영 소음, 빛, 악취의 발생원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항구지역에서 저속으로

식별되었음. 운영 소음, 빛,

운행한다고 진술함. 와도군 공문은 소음,

악취를 최소하하기 위한 사전 및

빛 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었다고

예방 조치가 WESC 매뉴얼

진수함. 인터뷰 중 어민들이 WESC

14.2.5 항에 기술되어 있음.

매뉴얼에 기술된 절차를 알고 있음을

어민들은 마을이 가까운 항구

검증함. 예를 들면, 작업선이항구

지역에서는 높은 속도로

내에서는 저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하지 않는 다고 응답함.

일출 전 및 일몰 후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사고 예방과 운영 소음을

함. 운영 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예방하기 위함임. 어민들은

있지 않음.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 작업은

악취는 양식장 및 건조장 방문 시

거의하지 않는 다고 진술함.

확인하지 못함. 폐 어구는 완도군 또는

만약 일출 전 및 일몰 후 선박을

어촌계 지정 구역에 보관하고 있음. 해당

운행해야 할 경우 조명이

지역은 악취로 인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사용됨. 하지만, 양식장과

외진 곳에 설치됨.

마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 건조 작업은 해가 있는
주간에 실시함. 평가 단위에서는
건조기가 사용되지 않음.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평가단위 내 어민,
완도군 공무원, 이웃주민.
- 관찰: 양식장, 건조장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 면담: 평가단위 내 어민, 완도군
공무원, 이웃주민.
- 관찰: 양식장, 건조장

PI 5.7 –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PI 5.7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production units or
water-based structures

Scoring Issue

Minimum

Abandoned production units
Guide
post
Met?
Rationale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for clearing up any unused
production units.
Yes
평가단위 내 어민들은
어장관리법 13 조에 따라
생산단위를 버리거나 양식장
구조물을 버리지 않음.
어민들은 수확후 구조물을
해체하고 청소함. 수거된 로프,

a

부표, 부이는 육지도 옮겨
수선하게 됨. 손상된 어구
제거는 일일 작업일보에 기재됨.
폐 어구는 육지로 옮겨져 완도군
지정 장소에 보관함.
WESC 매뉴얼 14.2.6 항에는
해체된 어구는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하고, 작업
일보에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함.
완도군 공문원은 어민들이
미사용, 손상된 어구를

Target

수집하도록권고 받고 있다고
진술함. 수거된 어구 및
폐기물은 완도군 지정 장소에
임시 보관되고 완도군에 의해
폐기처분됨.
Reference:
- WESC 매뉴얼 (Rev. 1.2,
dated on 30 April 2021)
일일작업일보
- 국가법률정보 센터
(www.law.go.kr)
- 면담: 이웃마을 대표,
완도군 공무원
- 관찰: 양식장, 건조장,
폐기물 처리장.
-

7

Summary of scoring table

Principle Performance Indicator

1

2

3

PI
1.1
PI
1.2
PI
1.3
PI
2.1
PI
2.2
PI
2.3
PI
2.4
PI
2.5
PI
2.6
PI
2.7
PI
2.8
PI
2.9
PI
3.1

Level

Number of
Conditions

Stock Status

NA

Harvest strategy

NA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Target

Habitat

Target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arget

ETP species

Target

Other species

Target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Target

Pest(s) and disease(s) and management

Target

Energy efficiency

Minimum 1

Translocations

NA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NA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Target

Pass
Pass

Pass

Pass

4

5

8

Decision-making processes

Target

Compliance and enforcement

Target

Child labour

Target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Target

Discrimination

Target

Health, safety and insurance

Target

Fair and decent wages

Target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Disciplinary practices

Target

Working hours

Target

Environmental and social training

Minimum 1

Community impacts

Target

Conflict resolution

Target

Rights of indigenous groups

Target

Visibility, positioning and orientation of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Noise, light and odour

Target

Decommissioning of abandoned farms or
water-based structures

Target

Pass

Target

Pass

Target
Target

Table 4 Maximum number of conditions allowed for a
certified UoA

Principle
P1
P2
P3
P4
P5
Total

9

PI
3.2
PI
3.3
PI
4.1
PI
4.2
PI
4.3
PI
4.4
PI
4.5
PI
4.6
PI
4.7
PI
4.8
PI
4.9
PI
5.1
PI
5.2
PI
5.3
PI
5.4
PI
5.5
PI
5.6
PI
5.7

Production unit category (as in Table 2)
A
Bi
Bii
1
1
0
2
2
2
1
1
1
2
2
2
2
2
2
8
8
7

Summary of conditions

Ci
1
2
1
2
1
7

Cii
0
2
1
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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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
on
number

Conditi
on

Timefra
me

Performan
ce
Indicator
(PI)

Scorin
g
Issue

Related
to
previous
ly raised
conditio
n?

Action
Plan

Status
of
conditi
on

1

평가단위

인증보고

2.7

a

N/A

2021 년

조치되지

의한

서 발행 후

동안

않음

어민은

1 년 이내

사용원별

2020 년

에너지

7 월부터

사용량

2021 년

분석.

5 월까지

휘발유

선박과

및

지게차,

경유와

트럭 등에

같은

휘발유와

월간

경유,

에너지

제습기의

사용량

전기 등을

기록.

소비했다

차기

고

사후심사

기록했지

전까지

만 연료

데이터에

소비량은

기반해서

기록되지

WESC 는

않았습니

에너지

다.

효율

어민들은

개선

연료

전략을

이름과

수립할

연료

예정임.

소비량을
연료
소비량
기록
양식과
일일 작업

Rational
e for
closing
conditio
ns

일지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2

평가단위

인증보고

의 모든
어민들이

4.9

a

N/A

WESC 는

종결되지

서 발행 후

환경,

않음

1 년 이내

사회 및

환경 및

안전관련

사회 교육

내용에

교육을

대해

받는

교육을

동안,

하고

폐기물의

교육자료

적절한

를

처리,

노동자에

화학 및

제공할

탄화수소

예정임.

유출 방지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에 대한
교육은
생산 단위
노동자에
게
제공되지
않았습니
다.
어민들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화학 및
탄화수소
유출
방지,
고충처리
메커니즘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WESC 는
이 주제를
신규채용
자 교육
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어민은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Create new rows as required]

10 Summary of critical conditions
Note: If no critical conditions are raised, this table should not be completed.
Conditi
on
numbe
r

Condition

Timefra
me

Performa
nce
Indicator
(PI)

Scori
ng
Issue

1

근로시간 기록을

3
months

4.8

a

Client
response

Rationale for
closing
conditions

WESC 는

WESC 는

'월간 근무

양식에 근무

6 일 연속 근무 후

일지 및

시간 기록

적어도 하루의

임금 지급

보면 근로자에게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양식어민은

Related
to
previou
sly
raised
conditi
on?
N/A

일지
양식'을
개발했습

시스템을 즉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어민은

니다.

양식에 근로

양식에는

시간 기록을

근로시간을

첫

완료했습니다.

등록해야 하며

페이지에

해조류

추가로 비번일도

주당 근무

양식장과 전복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

다음 날은

휴무일 및

명확하고 상세한
방법으로

양식장에서
전체 작업

휴무일임을

월 급여

시간이

기억하기 위해

지급일에

완료되었음을

예정된 휴무일을

대한

기록으로 알 수

월간 근무시간 기록

정의가

양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민의 경우 해조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일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한
날짜는 기록에
표시됩니다.

근로시간,

근로자는 연속

초과근무,

7 일 이상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휴식시간

일하지

해당 노동자는

은 1 개월

않았습니다.

동일한 어민이

단위로

최대 연속

소유하고 있는 전복

기록해야

양식장에서도

합니다.

양식장에서의
근무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는
6 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근무시간

끝나면

템플릿을
적용하여 주당

휴무일은 현재

작업자와

기록으로는

농부는

확인되지 않고

기록을

있습니다. 해당

검토 및

어민은 두개

확인하고

양식장(해조류·전복

확인합니다. 이

기록이

조건은

)에서의 근무시간을

정확하다

종결처리되었

는데

습니다.

동의하는

(2021 년 7 월

종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시간과 및
정기 휴무(최대

경우
템플릿에
서명해야
합니다.

6 일)를 제공하기

해당 월의

위해 월간 근로시간

급여에

기록 양식에

대한 세부

기록해야 합니다.

정보는
양식에

총 근무시간과
휴무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19 일)

WESC 는 즉시

나와

양식을 개발하여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민은 양식에
근로시간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의 모든
작업 시간이
작성되었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무일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로자는 연속해서
7 일 이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연속
최대 근무일은
6 일입니다. 새로운
근로시간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주당
총 근로시간과
휴식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본
발견사항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2021 년 7 월 19 일)

[Create new rows as required]

11 Traceability section (CAR 17.14)
1. Review and document

Description

a. The flow of certified
product from harvest to
sale within the UoA

WESC 평가 단위 내 어민들은 해조류(다시마와 톳)을 겨울철에
해양에서 양식함. 수확한 해조류는 선박 및 트럭으로
일광건조장으로 이동됨. 해조류(다시마와 톳)는 일광으로
하루정도 건조되며, 습기 제거가 더 필요한 경우, 톳은 열풍
건조도 더해짐. 염장 해조류로 팔리는 해조류는 수확 후 WESC
3 공장으로 옮겨져서 1 차 가공(세척, 데침, 염장)이 진행된 후
WESC 2 공장으로 이동되어 (냉동) 보관됨.
일일 수확량과 가공량은 개별 어민들의 작업일보에 기록됨. 가공
해조류는 개별 어민들의 보관장에 임시보관된 후 어민들이
WESC 로 수송하여 판매됨.
‘ASC’ 약자가 각 어민들 보관장에 붙어 있음. 배치를 식별하기
위해 건미역 다발에 라벨이 붙어 있음. 개별 배치는 가포장되어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음. 라벨에 적힌 배치 번호는 양식장의
위치와 수확일이 기재되어 있음.
인증품 해조류는 WESC 에 독점적으로 판매됨.

b. The associated
traceability system
which allows product to
be traced from first point
of sale back to the
harvesting/culturing
facilities in the UoA

배치번호(1 차 가공 및 임시 보관 코드)와 로트 번호 (양식장의
로프 번호)가 WESC 에 발행한 입고증과 어민들에게 발행된
공급증에 명기되어 있음.
배치번호는 개별 어민들의 창고내 보관된 양과 어민들의 작업
일보에 기록된 일일 수확량에 연결되어 추적될 수 있게 됨.
어민들은 양식장 내 종묘 식재양과 장소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종묘 구매 인보이스오 구매내역을 보관하고 있음.
로트번호가 어민 식별번호와 양식장 로프 번호에 부여됨.
구매한 종묘양과 수확되고, 1 차가공되어 어민들 창고에 보관된
해조류양은 개별 어민들이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제품은 판매
시점부터 수확까지 추적이 가능함.

c.

The traceability
documentation at each
stage of handling
certified product and
how product can be
linked from each
document (e.g. through
batch codes, lot codes,
etc.)

완도친환경수산물 추적성 매뉴얼 (2020 년 4 월 30 일, Rev. 1)이
수립됨. 로트 번호 (생산조합원별 양식장 줄번호)가 평가 단위 내
각 양식장의 설치된 개별 줄(로프)에 주어짐. 로트 번호는 입식
일지에 기록됨. 인증 해조류가 수확, 1 차가공 및 임시 보관 될 때,
배치 번호 ( 1 차 가공, 임시 보관되기 위해 수확된 해조류가
있었던 양식장 로프들을 묶은 번호)가 생성되고 수확 일지에
기록됨. 배치번호와 로트 번호는 입고증 (조합용) 및
입고증(조합원용)에 기록됨.

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ystems used to
segregate and identify
certified product at each
stage of handling

모든 인증품 해조류는 독점적으로 WESC 에 판매됨. 인증품
해조류는 일광건조 후 평가단위 내 어민들이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보관됨.
비인증 해조류는 생물로 판매되며, 동일한 장소에 보관되지 않음.
취급의 각 단계별, 식별을 위해 인증 해조류 배치위에 어민들은
어민 이름, 양식장 번호, ASC 약자를 붙이고 있음.

2. Identify if the following
risks are currently or
potentially applicable

a. The possibility of mixing
or substitution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product,
including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or species,
produced within the
same UoA.

Currently
applicable
risk (Y/N)

Potentially
applicable
risk (Y/N)

N

N

If answer to
current or
potential risk
is yes clearly
document the
risk

Describe any
traceability,
segregation, or
other systems in
place to manage
and minimise the
risk.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혼용 또는 대체
가능성이 낮음.
평가단위의 13 개
양식장 모두 인증된
해조류(다시마 및
톳)를 생산함. 추적
기준에는 양식장
이름, 수확 날짜, 수확
행이 포함됨.
수확한 해조류는 각
어민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일광건조장에서 각
농민이 건조함.
건조된 해조류는
WESC 에 판매될
때까지 각 농부의
창고에 보관됨. 생물
해조류는 WESC
3 공장으로 운송되어
수확 직후 판매됨. 이
시점에서 소유권은
WESC 로 이전됨.
따라서 평가단위에
따라 각 양식업자가

생산하는 해조류가
독점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인증되지
않은 것과 혼용될
위험이 낮음.
WESC 는 별도의
CoC 인증을 받았음.
구매한 모든
해조류는 WESC 의
공장으로 배송될 때
코드가 지정됨. 고유
코드로 처리된(1 차
및 2 차) 해조류는
라벨이 부착되어
창고에 보관되며,
인증된 해조류는
인증되지 않은
해조류와 별도의
구역에 분리되어
있음.
WESC 에는 별도의
ASC-MSC 해조류
인증을 받은
어민들이 있음.
WESC CoC
매뉴얼(Ver. 1.21,
2021 년 4 월
20 일)에 따라 첫
번째 어민 그룹이
제공한 인증된
해조류에 고유
코드가 부여됨.
11 명의 어민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과 13 명의
어민으로 구성된 두
번째 그룹의

해조류는 소유권이
WESC 로 이전될
때까지 각 어민들이
처리하고 관리함.
소유권이 변경되면
WESC 는 CoC
절차를 적용하여
고유 코드를
적용하고 인증된
것과 비인증된 것을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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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모든 평가단위의
인증 해조류는 평가
단위 내 양식장
양식업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햇볕에
말려서 보관하므로
인증 및 비인증의
혼용 가능성이 낮음.
인근 양식장의
미인증 해조류는
같은 장소에서
일광건조되지
않으며, 1 차
가공되지 않음.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민은
인증 해조류 배치의
식별을 위해 어민의
이름, 로프 번호, 가공
날짜, WESC 의 전화
번호 및 ASC 의
로고를 포함한
라벨을 붙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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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평가단위 내 어민은
수확, 운송, 건조 및
저장을 각자
실시하고 있으며,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d. Any other opportunities
where certified product
could potentially be
mixed, substituted, or
mislabelled with noncertified product before
the point where product
enters the Chain of
Custody

No

No

평가단위 내 모든
농부들은 최초 인증
심사를 받고 있으며,
다시마와 톳의 모든
제품은 인증을
받으면 인증된
제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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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No
Yes

Justification
모든 인증된 해조류, 다시마와 톳은 평가단위 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며, 미인증품은 양식장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추적성 절차 CoC, 버전
1.2(2021.4.30)가 준비되어 있음. 예를 들어
2021K-Bii/KI/어민명/A/3/2020-06-03
2021 년: 년
K: 다시마, H: 톳
Bii: 해양 양식,야생에서 온 종자 미사용
농부 이름
A: 사이트 A.
3: 수확한 로프의 수.
2020-06-03: 건조 날짜.

b. Is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required for the UoA
before products can be
sold as certified?

N

c.

Y

Confirm whether
products are eligible to
enter further chains of
custody

평가단위는 별도의 Co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평가단위의 어민들은 인증된 제품을 수확, 건조 및
저장합니다. 어민들은 자신의 해조류만 취급하고
인증되지 않은 해조류는 취급하지 않음.
제품은 인증 및 인증서 발급 후 CoC 에 들어갈 수
있음. 생산된 해조류는 CoC 인증을 받은 WESC 에
판매됨. WESC 는 ASC CoC(SWD-C-00005)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서에 포함된 위치는 다음과 같음.

1) WESC 1 공장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 길 9 (우) 59108
2) WESC 2 공장 : 전라남도 완도읍 농공단지길 5,
59108
3) WESC 3 공장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 2 길
73 (우)59136
d.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intended point of
first sale

Y

e. If a separate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document
the point from which
chain of custody is
required to begin

Y

첫 번째 판매 지점은 WESC 의 창고 또는 가공
공장임. 인증된 해조류의 소유권은 해조류 배송이
완료되면 이전됨.

인증된 해조류를 WESC 의 창고 또는 가공 공장으로
운송할 때 관리 체인이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임.

12 Determination
Draft determination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은 ASC-MSC
해조류(해조류) Standard V1.1 에 근거한 최초 인증에
추천될 예정임.

Final determination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 13 은 ASC-MSC
해조류(해조류) Standard V1.1 에 근거해서 최초 인증이 됨.

Entities allowed to use certificate

인증단위: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4 길, 217, 해양 바이오 연구센터, 지원동 201 호
평가단위: (양식장은 주소가 없으며,GPS 좌표를 가지고

있음.)
1) 김명진 양식장:
(No.13670)
34°18'51.56"N
34°18'50.87"N
34°18'45.49"N
34°18'46.67"N
(No.13672)
34°20'25.79"N
34°20'25.31"N

126°53'18.47"E
126°53'18.47"E
126°53'18.38"E
126°53'15.93"E
126°54'2.97"E
126°54'5.01"E

34°20'20.56"N
126°54'1.06"E
34°20'19.90"N
126°54'3.30"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514-18 (34°20'35.7"N 126°53'37.1"E )
2) 김태민 & 정보애 양식장:
(No. 11670)
34°18'3897"N
126°51'8791"E
34°18'34.78"N
126°51'86.02"E
34°18'42.24"N
126°51'75.95"E
34°18'37.77"N
126°51'74.27"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039-3 (34°19'01.0"N 126°50'52.4"E )
3) 정승호 양식장:
(No. 13830)
34°18'11.53"N
126°51'49.48"E
34°18'10.97"N
126°51'51.06"E
34°18'03.69"N
126°51'41.80"E
34°18'03.64"N
126°51'41.68"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141-1(34°18'39.1"N 126°51'12.3"E)
4) 김경운 양식장:
(No. 13690)
34°23'08.13"N
126°57'75.29"E
34°23'08.08"N
126°57'75.38"E
34°23'08.18"N
126°57'79.29"E
34°23'15.23"N
126°57'79.80"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678-1 (34°22'53.6"N 126°56'13.7"E)
5) 정관섭 & 유선애 양식장:
(No. 13690)
34°22'97.17"N
126°57'69.96"E
34°22'98.28"N
126°57'74.16"E
34°22'99.76'N
126°57'75.28"E
34°22'99.84"N
126°57'79.63''E
34°22'99.84"N
126°57'79.63"E
34°23'24.38"N
126°57'65.95"E
34°23'28.26'N
126°57'64.21"E
34°23'16.94"N
126°57'60.21'E
비고: 두 지역간의 공간은 선박 이동 통로이며, 양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410,
(34°23'03.7"N 126°55'37.9"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710(34°22'53.6"N 126°56'21.2"E)
6) 최충헌 & 이미소 양식장:
(No. 13661)
34°23'18.03"N
126°57'66.26"E
34°24'69.13"N
126°53'85.53''E
34°24'68.03''N
126°53'74.11"E
34°24'63.48"N
126°53'74.68"E
가공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1251, (34°23'29.2"N 126°53'40.2"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77-3
(34°23'42.5"N 126°53'33.4"E )
7) 김용영 양식장:
(No. 13572)
34°24'05.18"N
34°24'06.68"N
34°24'01.66"N
34°24'03.59"N

127°00'23.05"E
127°00'24.85"E
127°00'26.06"E
127°00'28.10"E

34°23'05.05"N
127°00'42.46"E
34°24'07.78"N
127°00'42.46"E
34°24'03.10"N
127°00'45.45"E
34°24'04.99"N
127°00'48.40"E
비고: 두 지역간의 사이에는 다른 양식장과 선박 통로가
위치해 있음. 해당 양식장은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음.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25-9 (34°22'06.5"N 127°01'44.6"E)
8) 김현승 & 이정영 양식장:
(No. 13572)
34°22'30.53"N
127°02'24.91"E
34°22'28.49"N
127°02'22.37"E
34°22'30.38"N
127°02'19.22"E
34°22'33.01"N
127°02'22.27"E
(No. 14033)
34°24'58.25"N
126°59'25.77"E
34°25'00.11"N
126°59'29.51"E
34°25'02.74"N
126°59'26.94"E
34°25'01.16"N
126°59'23.30"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075 (34°22'03.8"N 127°01'30.4"E )
9) 전용수 양식장:
(No. 13794)
34°23'55.63"N
126°59'57.66"E
34°23'57.71"N
126°59'59.80"E
34°23'53.47"N
127°00'01.00"E
34°23'55.27"N
127°00'03.96"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33 (34°21'53.5"N 127°01'41.5"E)
10) 전홍주 양식장:
(No. 13794)
34°22'24.40"N
127°02'25.27"E
34°22'22.68"N
127°02'22.82"E
34°22'20.25"N
127°02'25.35"E
34°22'22.36"N
127°02'27.76"E
(No. 14033)
34°24'21.94"N
126°59'48.80"E
34°24'18.34"N
126°59'44.87"E
34°24'15.24"N
126°59'46.30"E
34°24'19.19"N
126°59'51.73"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1230-1 (34°22'06.2"N 127°01'39.0"E)
11) 서혁 양식장 :
(No. 13693)
34°19'38.48"N
127°01'32.36"E
34°19'40.60"N
127°01'30.59"E
34°19'39.50"N
127°01'33.84"E
34°19'41.86"N
127°01'31.44"E
가공장:대한민국 전라남도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457
(34°20'28.5"N 127°02'18.0"E )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478
(34°20'51.6"N 127°02'37.5"E)
12) 조익진 양식장:
(No. 13671)
34°19'16.69"N
34°19'14.28"N
34°19'23.99"N
34°19'21.73"N

126°54'44.93"E
126°54'48.43"E
126°54'52.62"E
126°54'55.94"E

34°19'55.30"N

126°55'07.99"E

34°19'57.28"N
126°55'04.90"E
34°19'51.34"N
126°55'05.69"E
34°19'53.26"N
126°55'02.51"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15 (34°20'44.0"N 126°44'09.5"E )
13) 지명철 & 기달래:
(No. 11341)
34°17'42.98"N
126°49'14.59"E
34°17'44.53"N
126°49'14.59"E
34°17'48.78"N
126°49'09.49"E
34°17'46.78"N
126°49'14.98"E
가공장 및 보관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 1084-7 (34°18'36.7"N 126°51'03.3"E )
The point from which CoC is required to
begin

완도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WESC) 창고 및 가공공장
1) WESC 1 공장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2 길 9
(우) 59108
2) WESC 2 공장 : 전라남도 완도읍 농공단지길 5, 59108
3) WESC 3 공장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 2 길 73
(우)59136
WESC 는 ASC CoC(SWD-C-00005) 인증을 받았음.
자격 날짜는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ligibility date

a. 인증서에 명시된 UoC 인증 날짜, 또는
b. PCDR 의 발행일.

자격일자 변경 요청은 Seaweed 표준팀에서 승인(2021 년
5 월 21 일) 날짜는 인증심사 방문 날짜로 설정되며 방문
날짜 이전에는 수확이 없습음. 따라서 전체 수확 시즌이
포함되며 적격 날짜는 2021 년 5 월 31 일로 설정됨.

13 Additional resources
Table 3: Applicability of P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oA production
system/unit
Performance Indicators
PI 1.1 Stock status

Criteria

Yes/No
Yes

Action
Score
these PIs

PI 1.2 Harves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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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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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PI 1.3
Genetic impact on wil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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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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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1. Is it a land-based system (category C)?
PI 2.1 Habitat
PI 2.2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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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PI 2.7 Energy efficiency

1. Is it a micro family business?
No
Yes
1. Is translocation occurring?

No

Yes
PI 2.8 Trans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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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PI 2.9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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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Is the UoA targeting an alien species

Yes
No

PI 3.1 Legal and/or
customa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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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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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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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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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5.5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substantial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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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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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