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제일제당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

CJ 제일제당
생물다양성 정책

CJ제일제당은 미래 생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원재료 구매,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Nature to Nature’ 선순환 체계 달성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중점영역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선정하여 환경영향 저감 노력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안전망’을 제공하며 자연생태계 균형을
이룸으로써 환경 정화, 토양 보존, 기후조절, 질병 억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야기합니다.
CJ제일제당은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서식지 손실 감소, 유전적 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업,
양식업 지역 및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의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사업 운영 시 발생가능한 생물다양성 위험을 예방 및 완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생물다양성 원칙


사업, 정책,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ㆍ분석ㆍ평가를 시행하여
생물다양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모니터링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호와 국제 협약(World Heritage areas1, IUCN Category I-Ⅳ protected
areas2)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은 해당 국가, 지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 각 국가, 지역 별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산림과 농수산업을 관리하고 원재료 투명성 및 추적가능성을 확보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을 수립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세계 유산 지역

2

세계 보전 연맹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구분: 1a)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지역 1b) 인간의 거주 없이
자연적 특성과 영향 유지 지역 2)국립공원 3) 천연기념물, 지질학적 지형지 4) 서식지/종관리 지역 5) 생태적,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의 보호구역 6)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 보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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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다양성 증진과 토종자원 보호를 위해 품종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2010 년
제정된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지지ㆍ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중요 서식지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운영으로 인해 가해진 생물다양성 저해와 복원
노력이 상쇄되도록 하는 최소 순손실이 (NNL, No Net Loss)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9 년 추진한 사업 프로젝트인 가장 큰 규모의 CJ Blossom
Campus 건설 시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 환경분야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속적으로 사업장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정책 준수 및 정기적인 성과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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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문건 요약]
구분

세부 내용

버전

1.0

최초 제정일자

2021.06

최근 개정일자

2021.06

담당조직

Sustainability Team, 식품생산본부

관리자 (담당 임원)

커뮤니케이션 실장, 식품생산본부장

제ㆍ개정내용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당사 선언 제정

문의사항 접수

sustainability＠cj.net

정책 레퍼런스 번호

20210715-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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