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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제일제당
지속가능한 팜오일 정책

정책 필요성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환경’ 체계를 만들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건강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추적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본 지속가능한 팜오일 정책은 기존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 중 팜오일 부문의 개정본을 담고 있습니다.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팜오일(Palm Oil)은 생산성과 경제성이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팜오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팜오일 생산을 위한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숲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 화전을 통한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와
원주민 주거권 침해, 인권침해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팜오일 생산 및 소비에 따른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며, 2017년 국제적 환경단체인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체(RSPO1) 회원사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구매, 생산, 마케팅 등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
및 내부 협의를 거쳐 본 정책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Scope)
본 정책은 팜오일을 구매하여 생산, 판매하는 국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글로벌
자회사 및 공급업체와 협업을 통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데 팜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팜오일(B2C용)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등 B2B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가 생산한 유지제품과 팜오일을 요구 비율에 맞춰 배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팜오일 원칙 (Principles)
CJ제일제당은 팜오일 구매에 있어 현지 법규와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다음의
NDPE (No Deforestation, No Development on Peat, No Exploitation) 원칙을 채택합니다.
- 산림파괴와 자연생태계 전환이 없어야 합니다.
(No deforestation and Conversion of all Natural Ecosystems)
 사바나, 습지 등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멸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학적 중요성을 가지는 고보존가치(HCV2)구역을 보호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보다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고탄소저장(HCS3) 산림을 보호합니다.
1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2 High Conservation Value
3 High Carbon Stock

- 이탄(泥炭4)지 개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No Development on Peat)
 탄소저장고 및 물 관리 역할을 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이탄지를 보호합니다.
- 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No Exploitation of People)
 ‘CJ제일제당 인권경영 선언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하며, 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업무수행의 전 과정의 이해당사자(근로자, 원주민, 지역사회, 환경 및
인권지지자, 내부고발자 등)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유의사와 사전고지에 의한 동의(FPIC5) 원칙을
적용합니다.
추진 계획 (Commitment)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팜오일 산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종 고객 및 공급업체와 당사의
팜오일 원칙을 이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부터 100% RSPO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한 팜오일(CSPO6)을 구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CSPO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 원칙 및 기준을 만족한 팜오일로,
당사는 RSPO 인증 팜오일을 구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지역의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상기 CSPO 구매원칙의 연간 실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4 이탄(泥炭, peat)
5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6 Certified Sustainable Palm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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