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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다수의 변화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작업장에 

적응하고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뉴 노멀(New Normal)”의 새로운 기준 

내에서 작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 긴급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지속 가능성은 당사 전반에 걸쳐 높은 우선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품이 신속한 

일정으로 개발되는 와중에도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Humanscale의 요구사항을 여전히 

충족시켰습니다. 우리의 사업체 및 공장 

내에서 지속 가능성 문화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수많은 개개인이 폐기물, 용수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속 가능성 목표에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큰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 및 개선은 

Humanscale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입니다.

2020년 당사의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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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을 넘어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020년 하이라이트

폐기물

전 세계에 있는 당사의 

모든 공장은 매립지로 

보내질 자재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혁신적인 

용도를 찾아 현재 

90% 이상의 폐기물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전 세계에 있는 당사의 

모든 공장은 100% 포집된 

빗물을 생산에 사용하며 

용수 처리를 위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

전 세계에 있는 당사의 

모든 공장은 토착 

야생 동용수과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경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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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메시지

Bob King 
Humanscale 설립자 겸 CEO

CEO의 메시지

2020년과 세계적 대유행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건강임이 분명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활동은 가깝게 그리고 멀리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팀은 

사람과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의료 카트를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세계 전역의 공장 전체에서 폐기물, 에너지 및 

용수를 최적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힘든 시기에도 

당사가 더 나은 세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는 제조업체가 문제에 기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당사와 모든 회사의 

결정은 미래 세대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가 주위 세계에 유익을 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향후 몇 년 동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년 

중에 당사 제품의 60%가 긍정적인 영향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급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향한 대단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당사가 바라는 
것은 다른 이들도 노력을 
가속화하여 당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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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나쁜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당사는 글로벌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일상적인 운영에서부터 

직원, 공급업체, 고객,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는 지역 사회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당사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합니다. 당사는 이를 흥미진진한 기회이면서도 또한 

중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야생 생물의 멸종과 미개척 

공간의 유실, 해양 플라스틱의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기상 현상 및 해수면 상승, 제조에 사용되는 우려 화학물질로 

인한 보건 영향 증가 등 사회적 및 환경적 악화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기업이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당사는 솔루션의 일부가 될 것이며 당사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 것입니다. 당사는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최전선에 서서 혁신과 자원 관리를 통한 모범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숲 속의 나무는 가능한 한 많이 

자라고 생장합니다. 동시에 나무는 잎사귀를 통해 그늘, 산소 

및 비료를 제공합니다. 나무는 성장을 위해 자원을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취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줍니다. 지구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면 당사의 공장은 나무와 같이 그리고 당사는 

숲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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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이  

어디든  
일할 수  
있는 더  
편안한  

장소 조성하기

HUMANSCALE의 차별성

회사 소개 

Humanscale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건강과 안락함을 향상시켜 주는 인체 공학적 제품의 최고 

디자이너이자 제조업체입니다. 좌석에서부터 조명,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더 나은 인간 경험을 위한 

혁신적이고 기능적인 업무 도구를 개발합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오로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사람들이 업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도록 하며, 자유롭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장려합니다.

@HumanscaleHQ



제품

의자 및 스툴

모니터 암 및 도킹 시스템

높이 조절 솔루션

구획 패널

조명

기술 도구

키보드 시스템

풋라커 및 매트

노트북 홀더

케이블 매니지먼트

책상 악세서리

CPU 홀더

부문 

Humanscale

Humanscale 헬스케어

Humanscale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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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혁신 주도

설립 연도

1983
직원 수

1166
32개국에서 활동

16개국의 중요한 사업체

48
사무실 및 쇼룸

30
공장

4
제조 파트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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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의 메시지

Jane Abernethy 
Humanscale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

CSO의 메시지

세계적 대유행은 엄청난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사의 각 부서가 원격 근무로 전환하고, 

공장에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실행했으며, 동안 모두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최우선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당사의 팀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위해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사의 팀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2020년 
업무는 특히나 더 자랑스럽습니다.

각 공장은 폐기물의 90% 이상을 매립지로부터 전용하고, 

생산의 100%에 빗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했으며, 현지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의 

부지를 사용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2020년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팀은 지속 가능성에 

두고 있는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이를 계속 실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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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제품 HUMANSCALE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는 것은 당사의 전체 운영이 환경에 

측정 가능한 더 나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주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의 

제조 및 운영 활동, 즉 에너지, 용수, 배기가스, 자원 고갈, 

야생 생물 보호, 사회적 책임 및 건강한 재료를 평가합니다. 각 

영향과 함께 당사는 주위 세계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합니다.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및 글로벌 규모 모두에 

미치는 당사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시설에서 폐수를 최소화하면 현지의 

도시 수처리 시스템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편, 제품 수명 

주기 평가를 개발하면 당사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용수 

사용을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당사는 생활 용품 도전 과제

(Living Product Challenge)의 프레임워크, 긍정적인 영향 

프로젝트에서 나온 대화, 그리고 MIT의 SHINE 프로그램에서 

나온 지침으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여 당사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계산합니다.

각 영향 범주에서 긍정적인 영향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식별한 

후 구체적인 단기 진행 상황을 식별하는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당사의 운영 및 최고 경영진과 함께 검토합니다. 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재료 자원 고갈 기후 에너지 용수 사회적 책임 야생 생물 보호

긍정적인 영향



매년 당사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향하는 그 다음 단계를 확인한 

다음 그 해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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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재료 

2020년에 당사는 전체 
제품 라인에서 PFAS를 
100% 제거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PFAS 화학물질은 “영속적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과 우리 인체에 집요하게 잔류하는, 잠재적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합성 화학물질군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한 과학 분야에서 간 손상, 갑상선 질환, 생식 능력 감소, 
고콜레스테롤, 비만, 호르몬 억제 및 암을 비롯하여 PFAS 노출과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상의 악영향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원 고갈

당사는 입고되는 판지를 
93,600MT(6%)까지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당사의 공장은 폐기물의 
90% 이상을 매립지로부터 
전용했습니다.

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함

기후

당사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1년을 위한 국제 
표준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당사의 목표는 
공급업체의 80%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COVID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기 전까지 21%를 
감사했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제조에 사용되는 해양 플라스틱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 31%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3
개의 새로운 공급업체 파트너가 
마련되었고 해양 플라스틱이 함유된 
신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에너지

총 기업 에너지 사용량을 
1004,791MJ까지 
감축했습니다. 
(총 기업 에너지 사용량의 4.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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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모든 공장에 생산 용수 100%
를 공급하는 빗물 포집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주요 이해 관계자(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목표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가 우리의 

목표가 실행 가능한 정도로 적극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입하며, CEO가 최종 승인을 내립니다. 

이는 당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모든 내부 팀이 계속해서 협력하고 

동기를 부여 받고 영감을 얻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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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발자국을 넘어서는 손자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당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사는 수명 주기 평가를 이용하여 발자국(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에너지 발자국)을 알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산합니다. 당사가 세상에서 창출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손자국의 양을 확인하는 데에도 동일한 계산 방법이 

사용됩니다.

당사가 창출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많은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음은 2020년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매년, 발자국보다 
손자국을 더 많이 
만들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 설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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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s Lake Autism Center

Collins Lake Autism Center는 뉴멕시코에 있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 여름 캠프 및 서비스 센터입니다. 

“특별한 자산의 관리자가 된 것은 행운이며, 우리는 관리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미래 세대가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Glen Carlberg, 
Collins Lake Autism Center 전무

Surface Creek Animal Shelter 

Surface Creek Animal Shelter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콜로라도 주의 

한 동물 보호소입니다.

“우리의 태양열 설비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보호소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Bruce Joss 
이사회 회장

에너지 773,173kWh

용수 349,266갤런

기후 293,257kg CO2e

에너지  54,728kWh

용수 24,722갤런

기후  20,75kg CO2e

프로젝트

영향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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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Paradise Village

CHIP-Paradise Village는 현재 캠프 

산불로 황폐해진 집을 재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저소득 및 농촌 

주민들을 지원하는 저렴한 주택 공급 

단체입니다.

Project Artaud 

샌프란시스코의 뛰어난 예술가 공동체 

중 하나인 Project Artaud에는 3개의 

극장과 2개의 댄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Project Artaud는 또한 70명이 넘는 

화가, 조각가, 디자이너, 사진 작가, 영화 

제작자, 문인, 음악가, 공연 예술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구성원이 

운영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프로젝트

North State Food Bank 

North State Food Bank는 캘리포니아 

주의 뷰트, 글렌, 콜루사, 플러머스, 

시에라 및 테하마 카운티를 포함하는 

서비스 지역 전체에서 식품을 수거하고 

분배합니다. 이들은 저소득 가정이 매달 

필요한 음식과 영양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3,277,569kWh

용수 1,480,579갤런

기후  1,243,149kg CO2e

에너지  2,986,803 kWh

용수 1,349,231갤런

기후  1,132,865kg CO2e

에너지  1,161,137kWh

용수 524,521갤런

기후  440,408kg CO2e

영향 범주

태양 에너지 설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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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설계  
철학

좋은 설계를 위한 당사의 중요한 원칙은 또한 가장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이어집니다.

기능 

당사가 만드는 

제품은 실제적인 

필요를 해결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를 계속할 

것입니다.

단순함

기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함으로써 

더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듭니다.

수명 

당사의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효과적이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당사는 긍정적인 

재생 가능 제품을 

만드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설계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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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재료

제품을 제조할 때마다 더 건강한 재료를 선택하는 당사의 결정은 큰 영향을 산출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제품 개발 공정에 포함되어 있어 당사가 친환경적이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재료를 포함하여 

가능한 가장 지속 가능한 재료의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는 이전에 폐기물로 간주되었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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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설계

연구 및 개발 

당사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연구한 다음 지속 

가능성 목표를 비롯한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설계 

당사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평가합니다. 당사는 컨셉트를 선택하고 수명 주기 

평가를 수행합니다.

엔지니어링 

이곳은 당사에서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부품과 구성품을 

개량하고, 재료를 선택하고, 분해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및 제품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당사는 판매업체를 참여시키고 적색 

목록 성분(Red List Ingredients)을 방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생산 전 

재료, 공정 및 조립 선택을 마무리합니다. 건강 

제품 선언(HPD, Health Product Declaration) 

표준을 통해 재료의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의 재활용 

함량을 공급합니다. 당사는 포장 및 운송 방법을 

선택하고 제품이 해당 표준 및 내구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량 생산 

제품이 출시될 때 HPD 및 선언(HPD and Declare) 

라벨을 게재하여 모든 재료 성분을 0.01%까지 

공개합니다. 생산 전반에 걸쳐 당사는 제품과 공정을 

계속 평가하고 유익한 재료와 판매업체를 중앙 

라이브러리에 기록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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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3,163,114kg
100%

0kg

자료 없음

2019

15,553,445kg
83.8%

3,015,177kg
16.2%

6,093,980kg
32.8%

2020

14,587,333kg
80.7%

2,820,285kg
19.3%

4,904,258kg
33.6%

재료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금속과 같이 단기간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보충되는 풍부한 천연 자원: 대나무, Agifiber, 양모, 
코르크 또는 콩. 
재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재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에서 생산한 부산물 
및 비제품 산출물이 아닌, 처음 사용되는 원자재를 
대체하는 재료.

생산 및 포장에 사용된 재료의 총 중량: 

당사의 빌딩 장비 및 자재(Building 

Equipment and Material, BEAM) 

프로그램은 고객이 당사 제품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지역 비영리 

단체에 우선적으로 자재를 기부한 

다음 재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매립지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자재를 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료

BEAM 프로그램에 속한 재생 
파트너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 당사는 

6,351kg
(0.044%)의 당사 제품 및 포장재를 

재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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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cale은 주변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각 재료의 

모든 성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제품의 100ppm까지).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발견되면 당사 제품에 변경을 가하여 이러한 성분을 제거합니다. 각 변경에 대체 

재료를 찾고 검증하기 위한 전체 R&D 프로젝트가 요구되지만 당사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또한 투명성 라벨이 건축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 영양 라벨과 유사하게 건강 HPD 및 선언(Health Product 

Declaration and Declare) 라벨에는 제품의 모든 성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분을 명시하면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가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료 투명성은 모두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한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Humanscale은 모든 제품에서 적색 목록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사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성분 중 매년 최소한 한 가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2019 

크롬 6 제거 

 

2020년에도 재료  

투명성에서 가구 

업계를 선도했습니다. 

100%
의 새로운 Humanscale 

제품이 성분 라벨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81%
의 Declare 라벨이 제3자 

감사자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26%
의 Declare 라벨이 전체 

가구 업계 중 Humanscale

에서 발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판매량 

기준으로 업계의 4% 미만을 

차지합니다

* 제품 라벨 표시에서 OEM 또는 “화이트 라벨” 
제품 제외

2020

PFAS / PFC / C6 / C8 화학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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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cale이 2016년 스마트 

오션 의자를 출시했을 때 당사는 

해양 회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어 

기뻤습니다. 

해양에서 
사무실까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작업 

의자를 만드는 것도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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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목표는 언제나 스마트 오션을 넘어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공급업체 및 기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해양 플라스틱 
제품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추가 공급업체: 

당사의 소싱 및 지속 가능성 팀은 해양 

플라스틱을 회수하여 재활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당사는 

현재 4배 더 많은 수의 해양 플라스틱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플라스틱 종류: 

당사는 구성품에 사출 성형 나일론을 

이용하는 스마트 오션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당사 엔지니어링 팀은 

폴리프로필렌, 섬유용 폴리에틸렌 및 

새로운 등급의 나일론을 포함하여 더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테스트했습니다.

추가 제품: 

당사 엔지니어링 팀은 2개의 추가 

제품 라인에 대해 해양 플라스틱을 

테스트했으며, 이로 인해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의 수가 곧 1

개에서 3개로 확장될 것입니다. 곧 

이러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양에서 사무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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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구입하고 사용한 
모든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활 용품 도전 과제 SM 2.0

생활 용품 도전 과제(LPC)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엄격한 인증이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제품을 평가하는 

훌륭한 체계입니다.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에서 관리하는 LPC는 20가지 지속 가능성 범주에 전반에서 

제품을 평가하여 제품의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조업체에 평소와 같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 이상을 요구하며, 실제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도록 당사를 

시험합니다. 제3자 감사자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제적이고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계산과 활동을 검증합니다.

필수 항목

01.   책임을 다하는 장소

02.   서식지 교환

03.   생활 경제 소싱

04.   물 발자국

05.   긍정적인 영향 물

06.   에너지 발자국

07.   긍정적인 영향 에너지

08.   적색 목록

09.   투명한 물질 보건

10.   인간의 번영

11.   책임을 다하는 산업

12.   재생 재료

13.   긍정적인 영향 폐기물

14.   긍정적인 영향 탄소

15.   윤리적 공급망

16.   공정한 투자

17.   올바른 조직

18.   사회적 공동 이익

19.   영감 + 교육

20.   아름다움 + 정신

생활 용품 도전 과제

http://living-future.org/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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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용품

Humanscale은 제품을 만들 때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패기 넘치는 목표이며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사는 

측정 기준을 만들어 내고 큰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Humanscale은 전체 LPC(생활 용품 

도전 과제) 인증(모두 20개 필수 항목)

을 획득한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2016년에 두 가지 제품 라인, 즉 

플로트 책상 및 Diffrient Smart 

의자가 LPC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5개의 

제품과 모든 공장을 포함하도록 당사의 

LPC 인증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여행 

제한 및 사업 변화로 인해 감사가 완료할 

수 없었지만, 2021년에는 인증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400개의 공급업체
47개의 사무실 및 쇼룸
4개의 제조 시설
32개국에서의 글로벌 영향력 

24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0

당사의 영업 사무실 및 제조 시설은 세계 전역에 걸쳐 

있으며, 이는 당사의 직접적인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본사
뉴욕

사무실/ 쇼룸
북아메리카

미국 애틀랜타

미국 보스턴

미국 버밍엄

미국 신시내티

미국 시카고

미국 덴버

미국 휴스턴

미국 캔자스시티

미국 로스앤젤레스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국 미니애폴리스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뉴욕

미국 오크 브룩

미국 파시패니 오렌지 카운티

미국 필라델피아

미국 레드 뱅크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디에고

미국 시애틀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토론토

EME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뉘른베르크

영국 런던

영국 맨체스터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시아

호주 멜버른 

한국 서울 

인도 벵갈루루

싱가포르, 싱가포르

홍콩 센트럴

중국 베이징

중국 상하이

제조 

아일랜드 더블린

미국 프레즈노

멕시코 노갈레스

미국 피스카타웨이

글로벌 영향력

제조 현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는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시설에 집중시킵니다.

유통 파트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체코 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폴란드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태국

터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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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장

미국 뉴욕

Humanscale의 본사는 뉴욕의 상징이 

되는 LEED Silver Certified Grace 

빌딩 15층에 소재해 있습니다. 작업 

쇼룸으로도 운영되는 이 공간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당사 철학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과 가깝고 나무가 

늘어서 있는 브라이언트 공원이 보이는 

널찍한 전망이 있으며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채워진) 주방에는 생명이 숨 

쉬는 녹색 벽이 있습니다. 이전의 3

층 본사 건물을 떠나 당사의 새로운 

공간에서 모두가 단일한 층에서 협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누립니다. 밝고 

통풍이 잘되는 공간은 사무실과 쇼룸이 

잘 어우러지게 하며, 그리하여 고객이 

당사 제품의 작동하는 것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리셉션 및 평생 교육 세션과 같은 더 큰 

행사를 주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당사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건축/개방: 2019

직원: 110

부서: 

제품 개발, 

법률, 영업, 마케팅,  

인체 공학 컨설팅

뉴저지 피스카타웨이

피스카타웨이에 있는 당사 시설은 

제품의 가장 많은 비율을 생산하며, 그 

결과 많은 긍정적인 영향 계획 다수를 

테스트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LPC 인증을 받은 두 가지 제품, 즉 

Diffrient Smart 의자와 플로트 책상이 

이곳에서 제조되며, 여기에서 최초로 

실행된 많은 생산 변경 사항이 다른 

시설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빗물 

포집 및 태양 전지판을 모두 사용하며 

폐기물을 추적하고 줄이기 위해 수상 

이력이 있는 향상된 재활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건축/개방: 2003

직원: 407

부서: 

제조, 인사,  

정보 기술,  

법률, 회계

아일랜드 더블린

더블린에 있는 Humanscale 시설은 

유럽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곳에서 모니터 암과 대부분의 의자 

라인이 조립됩니다. 많은 수의 더블린 

직원이 수년 동안 Humanscale과 함께 

해왔으며, 긴밀한 공동체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함께 정원을 가꾸고 연례 

바비큐 행사로 수확을 기념해왔습니다.

건축/개방: 2000

직원: 101

부서: 

제조, 

인사, 

회계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당사의 프레즈노 시설에는 다소 작지만 

헌신적인 팀이 있습니다. 직원의 5

분의 1이 Humanscale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팀은 함께 성장했으며 

정기 그룹 점심과 그룹 계획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개방: 2013

직원: 35

부서: 제조

멕시코 노갈레스

2017년에 첫 생산 연도를 시작한 

노갈레스 사업지는 주로 프레즈노 및 

피스카타웨이의 시설을 위해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생산한 다음 완제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건축/개방: 2016

직원: 182

부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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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집중 조명 2020 /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집중 조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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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프레즈노 
노갈레스 및 
피스카타웨이

당사의 공장과 사업체는 공급망 지연에서부터 공장 작업 

및 신제품 라인 요구사항 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우선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 지장이 생겼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도전이 되었던 

연도 가운데 한 해를 지내는 동안 당사 공장은 지속 

가능성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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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CALE은 이제 
모든 글로벌 생산에 100% 

빗물을 사용합니다.

집중 조명 2020 /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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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은 지역 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은 당사 제조 공정에 사용되며 당사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당사가 취한 첫 번째 단계는 용수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필요한 용수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현장의 

빗물을 포집 및 정화한 다음 이를 생산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연간 생산 사용 

약 2000갤런

약 2000갤런

약 182,000갤런

0

시스템 설치 

2016년 8월

2020년 2월

2021년 1월

해당 없음

시설

피스카타웨이

더블린

노갈레스

프레즈노

용수 사용 

성형 중 냉각 

성형 중 냉각

분말 코팅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 없음

Humanscale이 제조 공정을 공급하고자 자연을 
이용할 때 도시의 수자원은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가 이러한 종류의 
계획에 동참하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Deisy Borbon 멕시코 노갈레스의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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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조명 2020 /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전 세계적으로 당사 
공장 폐기물의 90% 
이상이 매립지로부터 

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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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제조하려면 자원과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재료를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매립지로 

보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사는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폐기물”인 품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그러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 애초에 사용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폐기물을 줄이려면 상당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부서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재료를 

적절하게 분류하도록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교육해야 할 새로운 직원과 용도를 찾아야 할 새로운 재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사는 매월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가지며 2020년에 각 공장은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의 90% 이상을 매립지로부터 전용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용 방법 

• 입고되는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재고를 
최적화하는 것을 통한 폐기물 방지

• 운송 팔레트를 재사용하고 당사 공급업체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개발하는 등 자재의 
재사용을 증가시킴

• 재료를 그 근원에서 분리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매립지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표시 
문구가 개선된 쓰레기통을 더 많이 추가하여 
재활용함.

• 입고되는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재고를 
최적화하는 것을 통한 폐기물 방지

• 운송 팔레트를 재사용하고 당사 공급업체의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개발하는 등 재료 
재사용을 증가시킴

• 재료의 그 근원에서 분리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매립지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표시 
문구가 개선된 쓰레기통을 더 많이 추가하여 
재활용함

• 발포 고무 재활용 방법을 찾음
• 재료의 그 근원에서 분리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매립지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표시 
문구가 개선된 쓰레기통을 더 많이 추가하여 
재활용함

• 재활용을 위한 재료 분리

폐기물 전용 

91.6%

90.2%

93.8%

94.7%

시설

피스카타웨이

더블린

노갈레스

프레즈노

폐기물의 종류 

골판지, 운송 팔레트, 제품 

포장용 랩, 폴리백, 고철(강철 

및 알루미늄), 화학 토트, 

사무용지, 병,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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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집중 조명 2020 /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더
블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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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

 채
소

밭
이

 있
습

니
다

.

당사는 시설의 자연 
환경을 고유한 생물 

다양성 정원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조경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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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장은 화합하는 생물 다양성 계획을 

서로 공유합니다. 사업체의 팀은 매달 만나 

성과를 축하하고 목표에 관해 협력합니다. 

당사의 전체 목표는 공장에서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원 측면에서 당사가 

취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긍정적인 영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즉각적인 계획은 현장에서 식물의 건강을 

검토 및 평가하고 외래 유입종을 제거하고 

이를 토종 식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개체군 밀도, 생물 다양성 및 야생 

생물 서식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당사의 계획은 식수 관개 시스템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의 선정된 정원 지역에 

물을 대기 위해 빗물 포집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Humanscale의 생물 다양성 계획 

Humanscale은 당사의 각 사업지별 3개년 생물 다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조 사업지가 토착 

생태계의 기능을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 이 계획은 생물 

다양성, 개체군 밀도, 식물 계승, 용수 사용 및 영양소 

필요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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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E

에너지 소비는 온실 가스(GHG) 배출에 상당한 기여하므로 

당사는 지속 가능성 주요 지표의 측정 및 감축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생산 중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주의 깊게 추적하고 덜 

사용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당사의 지속 가능성 팀은 월별 에너지 사용을 추적하고 이를 

당사의 연간 예상 목표와 일치시킵니다. 매년 경영진은 연간 총 

에너지 사용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당사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재정 관리 방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무실 및 쇼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오는 전기의 비율

*중요한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Humanscale 노갈레스 시설은 2016년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에서 사용된 전기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따라서 전체 사용 에너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

54%

2017

47%

2018

79%

2019

85%

2020

94%

2021 

예상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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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9 2020

밝혀진 내용 단위 조직 피스카타웨이 노갈레스 프레즈노 더블린 기타

 302-1 에너지 소비

A
연료 소비 
재생 불가능한 자원

MJ 7,647,159 14,697,913 13,430,683 5,346,386 6,682,892 141,154 1,182,011 78,239

B
연료 소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MJ 0 0 0 0 0 0 0 0

전기 
재생 불가능한 자원

MJ 3,133,588 1,553,173 11,010,952 3,367,538 5,447,196 644,750 1,317,434 234,033

전기 
재생 가능한 자원

MJ 3,411,577 8,585,075 11,010,952 3,367,538 5,447,196 644,750 1,317,434 234,033

C-i 총 전력 소비* MJ 6,545,165 10,138,248 10,138,248 3,549,433 3,818,196 601,460 1,553,173 615,987

D-i 판매되는 에너지 - 전기 MJ 0 0 0 0 0 0 0 0

E 총 에너지 소비* MJ 14,098,309 24,836,162 24,441,635 8,713,924 12,130,088 785,905 2,499,445 312,272

302-3 에너지 강도

A 에너지 강도 비율 J/100k$ 37,600 47,173 54,846 31,391 221,911 14,198 43,074 701

기준 연도 생산에 대해 정규화된 총 에너지 
수치

MJ 7,049,155 10,305,461 11,807,553 4,744,119 8,308,280 354,011 1,700,303 150,856

302-4 에너지 소비 변화

기준치 MJ 17,843,114 17,843,114 17,843,114 10,857,482 3,306,022 278,501 2,752,457 648,652

A 절대치 MJ -3,744,805 6,993,048 6,598,521 -2,143,557 8,824,066 507,404 -253,011 -336,380

A 절대치 % 28% 39% 37% -20% 267% 182% -9% -52%

기준치 J/100k$ 67,855 67,855 67,855 71,841 88,448 11,154 55,624 2,467

생산에 대해 정규화된 수치 % -59.2% -42% -34% -56% 151% 27% -38% -77%

A 강도 J/100k$ -30,255 -20,095 -13,008 -40,450 133,463 3,044 -12,550 -1,766

A 강도 % -45% -30% -19% -56% 151% 27% -23% -72%

C 기준 연도 2011 2011 2011 2011 2011 2017 2011 2013 2011

생산 정규화 환산 계수 2.05 2 2.07 1.84 1.46 2.22 1.47 2.07

*중요한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Humanscale 노갈레스 시설은 2016년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에서 사용된 전기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따라서 전체 사용 에너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에너지운영 데이터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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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및 기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다섯 번째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육지와 바다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얼마 후면 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시급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Humanscale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사 시설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기여
(Scope 1 및 2)와 공급망, 운송 및 직원 활동에서 

비롯되는 간접적인 기여(Scope 3)를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당사는 가장 중요한 배출원을 찾고 이러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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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9 2020

밝혀진 내용 단위 조직 피스카타웨이 노갈레스 프레즈노 더블린 기타

305-1

A 총 Scope 1 GHG 배출 mTCO2e 427 785 705 279 350 6 66 4

D 기준 연도 2011 2011 2011 2011 2017 2011 2013 2011

D-ii 기준 연도 배기가스 mTCO2e 459 459 459 338 58 1 62 17

305-2

A 위치 기반 Scope 2 배기가스 mTCO2e 875 1,129 1178 305 690 40 121 20

B 시장 기반 Scope 2 배기가스 mTCO2e 391 164 0 0 0 0 0 0

D 기준 연도 2011 2011 2011 2011 2017 2011 2013 2011

D-ii 기준 연도 배기가스 mTCO2e 1,130 1,130 1,130 544 294 20 211 61

D-ii 기준 연도 시장 배기가스 755 755 755 464 0 19 211 61

총 직접 배출 

(Scope 1 + 시장 기반 Scope 2) mTCO2e 818 949 705

305-3

A 총 Scope 3 GHG 배출 mTCO2e 계산되지 않음 224,265 225,72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 기준 연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1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ii 기준 연도 배기가스 mTCO2e 계산되지 않음 224,265 224,26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05-4

A
GHG 배출 강도* 
(위치 기반 Scope 2)

mtCO2e/ 100k $ 3 4 4 2 19 1 3 0

A
GHG 배출 강도* 
(시장 기반 Scope 2)

mtCO2e/ 100k $ 2 0 2 1 6 0 1 0

305-5

A GHG 감소

절대치 Scope 1 변화 mTCO2e -32 326 246 -59 292 5 5 -13

절대치 Scope 2 - 위치 변화 mTCO2e -255 119 75 -238 396 17 -90 -11

절대치 Scope 2 - 시장 변화 mTCO2e -364 -591 -755 -464 0 -19 -211 -61

절대치 Scope 3 계산되지 않음 1,45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절대치 Scope 1 % % 7% 71% 54% -18% 502% 353% 8% -77%

절대치 Scope 2 위치 % % -23% -11% -7% -44% 135% 88% -43% -17%

절대치 Scope 2 시장 % % -35% -78% -100% -100% 0% -100% -100% -100%

생산 정규화 환산 계수 2.41 2.07 2.1 1.46 2.22 1.47 2.07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1 배기가스 mTCO2e 계산되지 않음 326 341 133 240 3 45 2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2 - 위치 배기가스 mTCO2e 계산되지 않음 518 582 146 473 18 83 24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2 - 시장 배기가스 mTCO2e 계산되지 않음 68 0 0 0 0 0 0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1 변화 mTCO2e 계산되지 않음 -133 -118 -205 181 2 -16 -15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2 - 위치 변화 mTCO2e 계산되지 않음 -611 -548 -398 178 -3 -129 -37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2 - 시장 변화 mTCO2e 계산되지 않음 -687 -755 -464 0 -19 -211 -61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1 % 변화 % 계산되지 않음 -29% -26 -61% 312% 104% -27% -89%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2 위치 % 변화 % 계산되지 않음 -5% -49 -73 61% -15% -61% -60%

기준치에 대한 정규화 Scope 2 시장 % 변화 % 계산되지 않음 -91% -100% -100% 0% -100% -100% -100%

운영 데이터 305

*온실 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재정 관리 방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무실 및 쇼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

배기가스 및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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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표의 각주

배기가스

계산에는 온실 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재정 관리 방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무실 및 

쇼룸이 포함됩니다.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

305- 1 및 305-2 - SCOPE 1 및 SCOPE 2 GHG 배출 

계산에 포함된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

당사의 배출 계수 및 GWP 비율은 EPA Hub 표 1-9 및 WRI 배출 계수 라이브러리
(WRI Emission Factor Library)에서 선택됩니다. 합동 접근 방식: 운영 제어.

305-3 - SCOPE 3 GHG 배출

계산에 포함된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 대부분의 범주는 CO2 

환산량으로만 보고됩니다. 

Humanscale은 유기물에서 비롯된 Scope 3 배기가스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Humanscale은 당사 사업체에 적용되는 간접 배출을 추적하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범주 1, 2, 3, 4, 5, 6, 7, 8, 9, 11, 12 그리고 13이 포함됩니다. 

당사의 배출 계수 및 GWP 비율은 EPA 허브 표 1-9, WRI 배출 계수 라이브러리
(WRI Emission Factor Library), CBEC 부동산 배출 계수 라이브러리(Real Estate 

Emission Factor Libraries), Humanscale 제품의 수명 주기 평가 및 활동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된 비용 기반 배출 계수에서 선택됩니다.

Humanscale은 간접 배출을 계산하기 위해 온실 가스 프로토콜 Scope 3 지침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Guidance) 문서를 따랐습니다. 

소프트웨어 “Scope 5”는 배기가스에 대한 수집 및 계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305-4 - GHG 배출 강도 비율

강도 비율의 분모 미터법: 
연간 생산량($).

Scope 1 및 Scopes 2는 강도 계산에 포함됨

계산에 포함된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

305-5 - GHG 배출 감소

계산에 포함된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 양수 백분율은 증가를 나타내고 

음수 백분율은 감소를 나타냄

감소가 발생한 Scope: Scope 2 시장 기반.

에너지

*중요한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Humanscale 노갈레스 시설은 2016년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에서 사용된 전기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따라서 전체 

사용 에너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302-1

온실 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재정 관리 방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무실 및 쇼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Scope 5는 개별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직에서 생산한 모든 태양 에너지 크레딧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되며 

모든 전기는 그리드 공급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변환 계수는 Scope 5까지 제공되며 EPA 및 WRI에서 나옵니다.

302-2

Humanscale은 조직 외부의 에너지 소비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302-3 에너지 강도

에너지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 선택한 측정 기준은 USD 기준 연간 판매량입니다. 

당사의 에너지원은 조직 내에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전기(그리드 및 태양열), 

천연 가스, 프로판 및 차량 연료(가스 및 디젤). 이는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및 각 

시설의 특정 필요에 따라 위치별로 달라집니다.

302-5 에너지 요구사항 변화

Humanscale은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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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데이터 303 – 1

2016 2019 2020

조직 피스카타웨이 더블린 프레즈노 노갈레스

303-1 용수 사용

i 지표수 0 0 보고 연도에는 지표수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ii 지하수 0 0 보고 연도에는 지표수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iii 빗물 7m3 8m3 15m3 8m3 8m3 0 0

iv 폐수 0 0 Humanscale은 다른 조직의 폐수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v 도시 용수 14,325m3 16,358m3 14,619m3 4,806m3 해당 없음 3,892m3 5,921m3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이며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사의 작업은 상당한 양의 용수를 

소비하여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기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공장에서 생산의 100%에 자연 빗물 수확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Humanscale의 생산 용수는 폐쇄 루프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재사용되며, 주로 증발 손실로 

인해 시스템에 추가로 용수가 투입됩니다. 시스템 내에 내부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재사용량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 생산 용수는 화장실과 식수대에 사용되며 도시에서 

공급됩니다. 시설에는 주방이나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수 사용이 최소화되며 Humanscale의 운영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 수원은 없습니다. 당사의 장기 목표는 비 생산 

용도의 용수 투입량을 줄이는 것을 통해 그리고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용수 배출을 감소시켜주는 물 손자국을 만드는 것을 통해 

당사가 현지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사의 각 시설에 대해 용수 평가를 수행하고 현지 기후 

및 물 도전 과제를 고려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305–1 iii

용수

빗물에서 생산된 용수의 비율

2016

46%

2017

46%

2018

0.34%

2019

0.34%

2020

0.38%

2021 

예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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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3%

2017

81%

2018

83%

2019

83%

2020

90%

 
2021

예상

91%

306-2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전용된 폐기물의 비율

상품의 제조업체로서 당사는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재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연 자원에서 조달한 새로운 재료의 

양이 결정됩니다. Humanscale은 운영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폐기물의 양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물리적 지표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료를 재사용하고, 이를 매립지로부터 

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자사의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 

넘습니다.

모든 생산 시설 전체에서 재료 폐기물을 

종류별로 추적합니다. 

당사의 폐기물 전용 프로그램은 여러 팀 

협조하여 기울이는 노력입니다. 현장 

관리자는 개선할 영역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사의 지속 가능성 팀은 전용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비율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당사의 사업체는 폐기물을 분리하고 

전용을 극대화합니다. 매달 당사 사업체 및 

지속 가능성 팀이 전용 수치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업체와 팀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필요에 따라 공정을 조정하여 문제를 

시정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전용율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당사는 매년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당사 팀의 다양성, 독창성 및 협력에 

의존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0

41

2016 2019 2020

조직 피스카타웨이 더블린 프레즈노 노갈레스

306-2 유해 폐기물
A

i 재사용 0 0 0.00 0 0 0 0

ii 재활용 12kg 12kg 6,403kg 25kg 0 0 6,378kg

iii 비료화 처리 0 0 0.00 0 0 0 0

v 소각 0 0 5,044 0 0 0 5,044kg

vi 심정주입 0 0 0 0 0 0 0

vii 매립 0 0 2,044kg 0 0 0 2,044kg

viii 현장 보관 0 0 0 0 0 0 0

전용율* 100% 100% 47% 0 0 0 47%

306-2 B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

B

i 재사용 190mT 1,031mT 751mT 496mT 43mT 116mT 67mT

ii 재활용 830mT 1,304mT 1,250mT 489mT 284mT 106mT 371mT

iii 비료화 처리 0 0 0 0 0 0 0

v 소각 116mT 0 0 0 0 0 0

vi 심정주입 0 0 0 0 0 0 0

vii 매립 678mT 415mT 220mT 171mT 0 16mT 34mT

viii 현장 보관 0 0 0.00 0 0 0 0

전용율* 63% 87% 92% 92% 90% 95% 94%

운영 데이터 306

폐수 

Humanscale은 노갈레스 시설의 분말 코팅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총 827.62m3에 이르는 폐수를 도시 폐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계획입니다. 배출된 용수는 현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pH를 

조정합니다. 내용물이 미립자 물질, 생물학적 물질 및 유해 성분에 

대한 승인된 배출량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테스트를 

거칩니다. 다른 조직에서 재사용한 용수는 없었습니다.

화학 폐기물

Humanscale이 2020년에 유출한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폐기물



2019년에 등재된 종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IUCN이 당사 시설을 둘러싼 훨씬 

더 큰 반경을 포함하도록 평가 영역을 크게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영역이 

클수록 더 많은 종을 포함됩니다. 

운영 데이터 304-4

2016 2019 2020

조직 피스카타웨이 더블린 프레즈노 노갈레스

304-4 IUCN 적색 목록 종의 수

i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0 13 15 7 7 1 0

ii 멸종 위기에 처한 종 1 47 45 23 12 7 3

iii 감소 종 4 123 106 45 39 12 10

iv 멸종 위기에 가까운 종 8 102 80 37 25 9 9

v 멸종 위험이 낮은 종 686 2,785 2,642 982 646 427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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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운영 활동과 사업지는 현지 

생물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공장을 

중심으로 자사 시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사무실과 쇼룸이 위치한 도시 지역 

및 관련 생태계에 특정한 생물 다양성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iucnredList.org/

생물 다양성

Humanscale의 운영 위치가 보호 지역 또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있거나 그러한 지역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는 정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당사의 제조 활동을 

검토합니다. 당사가 채굴, 신축, 오염물질 방출 또는 

외래 유입종 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 공장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현지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다봅니다. 

2020년에는 각 공장에서 현지 토착종을 복원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https://www.iucnredlist.org/
http://www.epa.gov/formaldehyde/facts-about-formaldehyde#whatare
https://www.iucnredl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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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야생 생물 기금
(WORLD WILDLIFE 

FUND)과 제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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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천연 자원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야생 생물을 보존하는 것을 통해 

당사가 미치는 영향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야생 생물 보호

야생 생물 모니터링 

여러 종의 개체군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반텡, 붉은 아기 사슴, 

멧돼지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의 하이라이트 

코끼리 연구

코끼리는 성공적으로 추적되었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국경을 가로지르는 

국경 간 이동에 대한 탐사를 포함하여 

풍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조류 개체군

국내 흰 어깨 따오기 개체 수 조사는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WWF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붉은 머리 독수리에게 안전한 

먹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당사는 WWF 및 

캄보디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하여 캄보디아 동부 

평원인 프놈 프리치 및 스레폭 

야생 생물 보호구역(Phnom 

Prich and Srepok Wildlife 

Sanctuaries)의 150만 

에이커를 복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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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야생 생물 보호

보호 구역 관리

단속반은 환경부 소속 순찰 대원
(MEU 및 국경 순찰대) 114명과 WWF 

캄보디아의 지원을 받는 18개 CPA 소속 

지역 보호 구역 순찰대원 58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찰대는 4,762개의 올가미와 4,904M의 전기 

와이어 올가미를 제거하고 불법 포획 및 불법 

밀렵으로부터 109마리의 야생 동물을 구했으며 

542개의 전기 톱, 507대의 벌목용 자전거, 

1,631개의 통나무를 압수했으며 7곳의 제재소 

폐쇄를 감독했습니다.

 WWF 스토리 맵(https://arcg.is/eajPm)

https://www.iucnredlist.org/
http://www.epa.gov/formaldehyde/facts-about-formaldehyde#wha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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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은 가장 큰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다수가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UN SDG)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UN SDG를 지원합니다.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 빈곤 없음

2 굶주림 없음

3 건강과 웰빙

당사의 제품은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 자세를 유지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4 양질의 교육

5 양성 평등

당사는 노동력과 관리 방식에서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6 수질 및 위생

당사 공장은 생산을 위해 최소한의 용수를 

사용합니다. 당사의 주요 공장은 포집된 

빗물만 생산에 사용합니다.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

년을 목표 일자로 설정한 17개 

글로벌 목표의 집합체입니다. 

17개 목표에는 사회, 경제 및 

환경 진보에 더해 교육, 양성 평등 

및 기술을 나타내는 169개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n.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http://www.epa.gov/formaldehyde/facts-about-formaldehyde#whatare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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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7 알맞은 가격의 청정 에너지

태양 전지판 시스템은 당사 주요 생산 

공장에서 전기의 80% 이상을 공급합니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당사는 자사에서 그리고 당사 공급망의 

일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정한 급여를 받으며 

존중심 있게 대우받는지 확인합니다.

99  산업, 혁신 및 기반 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당사는 공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책임감 있게 상품을 

제조합니다

13 기후 조치

제조업체로서 당사는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공장을 운영하고 상품을 배송하며 공급망을 

선택합니다

14 수중 생물

당사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을 포집하고 있습니다

15 지상 생물

당사에서 캄보디아 WWF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까지 지원하는 보존에 

중점을 둡니다

16  평화와 공정성이 튼튼한 기관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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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cale은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글로벌 

기업입니다. 당사의 자체 제조 시설은 1차 

공급업체로부터 다양한 구성품과 일부 완전히 

조립된 제품을 공급받으며, 이러한 공급업체는 하청 

공급업체(Humanscale의 2차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공급망은 때때로 

최대 5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평가할 때 당사는 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며, 이는 1차 또는 직접 공급업체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당사의 공급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2020

년에는 그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급업체에 

지출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함에 따라 지출의 

80%를 차지하는 상위 공급업체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당사는 현재 총 지출의 거의 10%

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의 공급업체 수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당사는 2020년 동안 사회 및 환경 

평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의 새로운 

공급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제품 제조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이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므로 당사는 행동 강령에 설명된 

환경 및 사회적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자체 현장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1차 공급업체의 

80% 이상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COVID-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재고 지출의 38%를 

차지하는 6개 공급업체를 환경 및 사회 기준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신규 공급업체의 24%를 선별했습니다(재고 지출 

기준). 이러한 공급업체 중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또는 사회 영향을 준 업체는 없습니다.

당사의 파트너는 완전히 조립된 제품을 제공하는 

핵심 공급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이러한 공급업체는 BIFMA(미국 가구 제조업체 

협회) LEVEL 인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제3자 감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감사는 3년마다 

이루어지며 2020년에는 공급업체에 대한 제3자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당사 공장에서 500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현지/국내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2020년에는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의 

8%가 현지 공급업체에서 조달되었습니다.

미성년 노동, 강제 노동, 단체 결사의 자유, 인권

글로벌 기업으로서 당사는 공급업체가 미성년 

노동, 강제 노동의 위험이나 단체 결사의 자유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사업을 운영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공급업체 행동 강령과 

공급업체 계약 모두 강제 노동 또는 미성년 노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 결사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합니다. 2020년 말까지 지출 기준으로 

공급업체의 63.8%가 Humanscale과 공급업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의 공급망

 공급업체 행동 강령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https://www.humanscale.com/about/legal-information/supplier-code-of-conduc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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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당사는 1차 공급업체의 위치와 운영 유형에 

따라 미성년 노동, 강제 노동의 위험이나 단체 결사의 

자유 및 인권 제한에 대해 평가합니다. 당사의 현장 

감사 계획은 규정 미준수 위험이 더 큰 공급업체를 

식별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당사의 2020년 

공급업체 위험 평가에서 미성년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연소 근로자, 강제 노동 또는 단체 

결사의 자유 미준수 등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급업체는 없었습니다. 

강제 노동 및 미성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출 기준으로 공급업체의 37.84%가 

미성년 노동에 대한 현지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선별되었으며 당사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Humanscale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당사 팀원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기꺼이 

혁신적으로 일합니다. 

당사의 인사(HR) 부서는 위치에 관계 없이 모든 

직원 관계를 관리합니다. 전 세계적인 직원의 

필요를 계속 맞추기 위해 미국, 아일랜드 및 중국에 

3개의 HR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Humanscale 

경영진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HR 부서를 

검토합니다. Humanscale은 “직원”의 정의에 임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또는 자문 위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직 활동은 정규직 직원이 

수행합니다.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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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의 

JUST 프로그램을 통해 Humanscale은 직원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면서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당사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공유합니다. 가장 명확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 글로벌 회사는 세 개의 서로 다른 HR 부서와 관련된 지리적 

영역으로 나뉩니다. Humanscale의 가장 최신 라벨은 2019년 

3월에 공개되었으며 진행 상황과 개선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둘 

영역을 전달하기 위한 좋은 도구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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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 및 안전

당사는 4개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며, 공장은 그 특성상 부상 위험이 높은 곳일 있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 

어느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더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직원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개의 공장 각각에는 모든 공장 직원이 자신의 안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 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ttee)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근로자(직원 및 계약자)에 영향을 주며 정기적인 안전 

평가의 결과로 생성되는 안전 교육, 유해 요소 및 위험 요소 식별 및 안전 정책 구현을 담당합니다. HR에서는 

부상 데이터를 분기별로 검토하고 매년 대규모 검토를 수행합니다.

피스카타웨이 및 프레즈노

피스카타웨이 및 프레즈노는 미국 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산업보건안전청(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 OSHA) 요구사항. 시설 및 환경 보건 및 안전

(EHS) 관리자와 그 팀은 매월 시설 및 공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월별 감사 기간 동안 부적합 항목이 관찰되는 경우 근본 원인 및 

시정 조치를 개발합니다. 근로자는 팀장 또는 감독자에게 위해 

요소를 보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장에서 위해 요소를 식별한 

직원에게 보상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벗어날 것이 

기대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직원의 상사가 사고 조사를 

주도합니다. 시설 및 EHS 관리자와 그 팀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더블린

더블린에는 2005년 아일랜드의 직장 안전, 보건 및 복지법

(Safety, Health and Welfare at Work Act 2005)을 

따르는 사내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내 

안전 위원회가 2주마다 모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및 

보건 위원회에서 매월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검토합니다. 

근로자는 관리자 또는 보건 및 안전 책임자에게 위험 

요소를 보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충 처리 절차는 업무, 

근무 환경 또는 업무 관계에 대해 문제, 우려 또는 고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마음을 추스르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의 적절한 수준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사고는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과 함께 사고 양식(Accident & Incident)

에 기록됩니다. 상황 및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실행됩니다.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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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갈레스

노갈레스는 멕시코 정부의 보건 및 안전 규정인 NORMA를 

따릅니다. EHS 코디네이터는 매일 시설 구역을 감사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조건이 감지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매월 작업 영역의 안전 시스템에서 위험 또는 개선 사항을 

식별한 근로자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 영역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상사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영역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Humanscale 시설 중 질병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없습니다.

Humanscale 시설 중 보건 및 안전을 다루는 노동 조합과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부상률 

당사의 사업지 중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곳은 없었습니다.

더블린 부상 0건

피스카타웨이 / 프레즈노: 
업무 관련 부상 33건(업무상 질병)

노갈레스 업무 관련 부상 3건
(착란, 베인 상처 및 열상)

총 부상률

200,000시간 기준

더블린 0

피스카타웨이 / 프레즈노 9.22

노갈레스 1.08

업무 관련 질병

당사 사업장 어느 곳에서도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조직 데이터

사고 통계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더블린 해당 없음

피스카타웨이 / 프레즈노 OSHA

노갈레스 ISHIKAWA 다이어그램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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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제공되는 

혜택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직원 복리후생 401-2 

북아메리카

• 건강 보험 

• 유급 휴가 

• 단기 장애
• 장기 장애 직원 지원 프로그램
• 생명 보험
• 퇴직 연금
• 배우자 상환 프로그램
• 직원 할인
• HSA/FSA 기금

육아 휴직 401-3

북아메리카 아시아 EMEA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직원 13 4 30 26 59 113

육아 휴직을 받은 있는 직원 13 4 2 0 7 3

육아 휴직 후 보고기간 내 업무에 복귀한 직원 13 4 2 해당 없음 7 3

육아 휴직에서 업무에 복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고용되어 있는 직원 11 4 1 해당 없음 4 2

육아 휴직을 받은 직원의 업무 복귀 비율 100% 100% 100% 해당 없음 100% 100%

육아 휴직을 받은 직원의 유지 비율 85% 100% 50% 해당 없음 57% 67%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 건강 보험
• 유급 휴가
• 연말 보너스 / 성과 보너스 / 직원 지원 프로그램
• 연금
• 전세계 여행 보험
• 직원 할인

아시아

• 건강 보험
• 연말 보너스/ 성과 보너스
• 직원 할인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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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406

당사는 발생하는 모든 차별 사건을 포착 및 평가하고 매년 

이러한 사건을 평가하여 추세를 파악하며 향후 문제를 

피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Humanscale에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차별 사례가 없습니다. 

인권 

Humanscale은 모든 글로벌 사업체 및 활동에서 인권과 

국제 행동 규범을 옹호합니다. 2020년에는 공장, 사무실, 

쇼룸을 포함한 당사 내부 시설 34곳 모두에 대해 1차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인권 침해, 미성년 노동, 강제 노동, 부패, 단체 교섭 제한 

등의 위험성에 대해 시설을 평가했습니다. 당사 시설에서 

확인된 위험은 없었습니다. 현재 Humanscale에는 직원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없지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에 참여 데이터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HUMANSCALE 관리 방식의 다양성

전 세계의 모든 Humanscale 법인체는 이사회가 

관리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50세 이상이며 

67%가 여성이며 소수 집단 구성원은 없습니다. 

Humanscale의 경영진은 국제적으로 많은 부서를 

통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영진의 다양성

여성 6 55%

남성 5 45%

30세 미만 0 0%

30세-50세 5 45%

50세 초과 6 55%

인종 다양성 지표* 43%

조직 총계 

여성 430 44%

남성 557 56%

수익률(F:M) 0.81:1

30세 미만 136 14%

30세-50세 640 65%

50세 초과 212 21%

인종 다양성 지표* 71%

*다양성 지표는 무작위로 선택된 두 사람이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질 확률을 나타냅니다.

EMEA는 인종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양성은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중요한 사업체에 대해 

계산됩니다.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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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다양성

북아메리카 아시아 EMEA

기업 지원

여성 132 54% 6 46% 59 63%

남성 111 46% 7 54% 7 38%

수익률(F:M) 0.8 : 1 1.12 : 1 0.59 : 1

30세 미만 38 15% 0 0% 4 10%

30세-50세 153 63% 12 92% 100% 68%

50세 초과 53 22% 1 8 57% 23%

인종 다양성 지표* 69% 0 인종을 추적하지 않음

인턴

여성 5 55% 0  0  

남성 4 45% 0  0

수익률(F:M) 1.44 :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0세 미만 9 100% 0 0% 0 10%

30세-50세 0 0 92% 0 68%

50세 초과 0 0 8 0 23%

인종 다양성 지표* 57% 0 인종을 추적하지 않음

사업체

여성 105 39% 14 61% 20 27%

남성 166 61% 9 39% 54 73%

수익률(F:M) 0.78 : 1 0.54 : 1 1.1 : 1

30세 미만 47 17% 0 12 16%

30세-50세 133 49% 23 100 44 59%

50세 초과 91 34% 0 18 24%

인종 다양성 지표* 46% 0 인종을 추적하지 않음

영업

여성 100 42% 9 47% 14 24%

남성 137 58% 10 53% 44 76%

수익률(F:M) 0.94 : 1 0.72 : 1 0.89 : 1

30세 미만 21 9% 1 5% 4 7%

30세-50세 187 79% 15 79% 46 79%

50세 초과 29 12% 3 16% 8 14%

인종 다양성 지표* 41% 33% 인종을 추적하지 않음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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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의 다양성

북아메리카

남성: 3(75%) 여성: 35(49%)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23(35%) 37(52%)  11(16%)

아시아

남성: 1(25%) 여성: 3(75%)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0% 4(100%) 0%

EMEA

남성: 17(61%) 여성: 11(39%)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6(27%) 18(82%) 4(18%)

조직 총계

남성: 3(75%) 여성: 35(49%)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29(23%) 59(47%) 15(12%)

이직률/해고의 다양성

북아메리카

남성: 149(58%) 여성: 106(42%)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36(14%) 197(77%) 22(9%)

아시아

남성: 4(57%) 여성: 3(43%)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1(14%) 5(71%) 1(14%)

EMEA

남성: 28(61%)
여성: 18(39%)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10(28%) 32(89%) 4(11%)

조직 총계

남성: 181(59%) 여성: 127(41%)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초과

47(15%) 234(76%) 27(9%)

당사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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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413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가능한 한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인종적 

불공정이 많은 지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때 

Humanscale은 평등을 위해 싸우는 3개의 조직, 즉 Color 

of Change(변화의 색), Black Artists & Designers Guild(

흑인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 협회) 및 Campaign Zero(캠페인 

제로)에 직접 기부하고 직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지역 사회 협의 프로세스가 없지만 2022

년에 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 계속 소통하고 이해관계자 도해를 작성합니다. 

지역 사회

“우리 회사는 모두를 환영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 
너무 오랜 기간 존재했던 인종 차별과 불의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함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섭니다.” 
Bob King

매년 당사는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기회를 찾기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당사가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Humanscale에 공식화된 지역 사회 고충 처리 

프로세스는 없지만 당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 좋은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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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조직의 인증과 

전문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당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SC ®(산림 관리 협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 관리 협회)
은 제품이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책임감 있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생산됨을 인증합니다. 
당사의 모든 나무 책상은 산림 관리 협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SCS Indoor Air Quality Gold

실내 환경의 건강과 안전을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SCS Indoor Air Quality Gold(실내 공기 질 골드)는 
제품이 엄격한 실내 공기 질 화학물질 배출 제한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Humanscale은 당사의 모든 
주요 제품 라인이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SCS IAQ 
Gold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합니다.

LEVEL®

가구 제품의 영향을 전달하는 LEVEL은 다중 속성 
지속 가능성 표준 및 제3자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생활 용품 도전 과제

생활 용품 도전 과제는 참여 기업에게 재생 가능 
에너지로만 구동되는 공정을 사용하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의 용수 균형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장합니다.

BCPE(Board of Certified Professional 
Ergonomists)

BCPE(인체 공학 전문가 인증 위원회)는 인간 요소/
인체 공학(HFE) 실무자를 위한 엄격한 전문 표준을 
설정합니다. Humanscale은 BCP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사가 건강한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보장하는 이사회 인증을 받은 여러 인체 
공학자의 본거지입니다.

BIFMA(Business and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BIFMA(미국 가구 제조업체 협회)는 기업 및 기용 
가구 제조업체를 위한 비영리 무역 협회입니다. 
업계 무역 협회와 계속 협력하면 업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는 기업과 도시가 중요한 환경 정보를 측정, 공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이들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umanscale은 2012년부터 매년 CDP
를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PDC(Health Product Declaration Collaborative)

이 비영리 회원 조직은 사업 관행의 투명성, 개방성 
및 혁신을 통해 건축 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에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전체 산업이 더 
건강한 화학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데 강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당사의 지속 가능성 책임자는 HPDC(
건강 제품 선언 협력체) 이사회의 일원입니다.

회원 및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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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A – International Facilities Management 
Association

IFMA(국제 시설 관리 협회)는 시설 관리 전문가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널리 인정받는 국제 
협회입니다. Humanscale은 국가 회원이 아니지만 
다수의 Humanscale 직원이 해당 조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ILFI(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이 비영리 조직(국제 생활 미래 연구소)은 생활 건축물 
및 생활 제품 도전 과제(Living Building and Living 
Product Challenges)의 창시자이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우며 생태학적으로 
복원하는 지역 사회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extWave Ocean-Bound Plastic Working Group

NextWave(해양 플라스틱 협력 그룹)는 환경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우선 순위 지역의 수로에서 해양 
플라스틱을 차단합니다. 이 그룹은 과학자, 기업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고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표준을 준수하는 공개 출처 공급망을 
조성합니다. 2017년에 Humanscale은 NextWave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SHINE(Sustainability and Health Initiative for 
NetPositive Enterprise)

SHINE(긍정적인 영향 기업을 위한 지속 가능성 및 
건강한 계획)은 MIT와 하버드의 공동 계획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과 
학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의 모든 수준, 즉  제품, 활동, 회사, 경제 
부문, 개인 및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원 및 협회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회원으로서 
당사는 자사의 운영 및 전략을 환경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및 부패 방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10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합니다. U.N. 
Global Compact(글로벌 콤팩트)의 회원으로서 Humanscale
은 그러한 10가지 원칙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매년 
공개해 왔습니다.

USGBC(United States Green Building Council)

미국 Green Building Council(그린 빌딩 위원회)은 개인 및 
기업과 협력하여 건강하고 효율적인 건물을 조성합니다. 해당 
조직은 LEED 크레딧의 관리자입니다. USGBC의 회원으로서 
당사는 요구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당사 제품이 LEED 
인증에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WWF(World Wildlife Fund)

세계 최고의 보호 단체인 WWF(세계 야생 생물 기금)는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 
기초의 전 세계적 영향권과 현지에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활동을 결합합니다. 당사의 CEO는 WWF 
이사회의 일원이며 Humanscale은 캄보디아의 중요한 야생 
생물 복원 계획을 후원합니다.

정치 캠페인

Humanscale에는 정치 캠페인에 참여한 역사가 없습니다. 
당사 이러한 입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변경될 경우 
경영 접근 방식과 평가를 검토할 것입니다. 

2019년 Humanscale은 정치적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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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Humanscale의 경영진 및 관리 방식은 설립자이자 CEO인 
Bob King이 감독합니다.

회사는 회사 내규에 따라 뉴욕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비상장 C 주식회사입니다. 개인 소유 및 관리 회사로서 관리 
방식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및 평가는 관련 사업 및 법률 
경영진과의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수행됩니다. Humanscale
은 적법한 행동, 윤리적 기준 및 국제 행동 규범에 대해 회사에 
조언하도록 사내 법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Humanscale의 진행 상 및 성과는 이 연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보고서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방식

당사의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는 적절한 경영진과 함께 환경 및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목적, 가치, 강령, 전략, 정책 및 목표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며, 이를 CEO가 승인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년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목표를 향한 자사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또한 인증 유지에 필요한 제3자 감사를 통해 18
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환경 및 사회 규정 준수

2019년에 Humanscale의 운영은 지역 및 국가 정부에서 
결정한 환경 및 사회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습니다. 

규정 미준수, 불만 사항, 벌금, 제재 등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Humanscale에는 다음을 포함하는(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 영업 및 고객 서비스 
팀이 있습니다. 제품 정보, 운송 및 배송, 업그레이드 및 수리, 
보증 및 수명 종료 시 믿을 수 있는 폐기.

Humanscale은 고객 불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제품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조사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Humanscale은 
고객 데이터의 비밀 유지를 보호합니다.

보수

Humanscale에는 경영진과 모든 직원에게 보수를 안내하는 
내부 정책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으로서 당사는 보수 비율이 
쟁점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환경 주제와 관련된 성과는 현재 경영진의 보상 
기준이 아닙니다.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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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는 주제

다루어지는 주제는 모든 주제가 관련성이 있고 
완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진, 
마케팅 팀에 의해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당사의 
보고 원칙은 Humanscale 활동이 현재 사회, 
경제 및 환경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Humanscale과의 관련성에 대해 각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주제를 
평가하면 핵심 주제가 간과되지 않으며 사업이 
변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발전함에 
따라 관련 주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고가 자사의 
지속 가능성 목표, GRI의 가장 최근 보고 
표준 및 업계 최고의 자발적 지속 가능성 인증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보증합니다. 모든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모든 제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범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의 
필수 주제에는 다음 4개의 생산 시설, 즉  
피스카타웨이, 프레즈노, 더블린 및 노갈레스 
생산 시설의 제조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체가 소비량이 가장 많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업 범위보다는 
생산 시설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검토 프로세스

당사의 CSO와 CEO는 발생하는 우려 
사항이나 쟁점 사안에 대해 자주 비공식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패널과 
CEO의 검토를 거쳤으며, 제작을 위해서는 
이 최종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사의 
이해관계자는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여 
중요한 주제 선택, 정보의 포괄성 및 이해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이 보고서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보고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Humanscale의 지속 가능성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기업 비전으로 추진됩니다. 당사는 직원, 
고객 및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구하고, 
이를 듣고, 통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우선 지속 가능성 팀이 
직간접적으로 당사의 지속 가능성으로 영향을 
받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관계자를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집단에 적용되는 
채널을 통해 다양한 지속 가능성 측면의 성과 및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2020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위기 관리

당사의 CSO는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 및 전달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당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는 경제적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당사 
경영진은 목표 설정 진행 상황의 일환으로 매년 
위험과 위험 관리를 검토하고, 당사 CSO와 CEO
는 연중 내내 자주 비공식적으로 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CSO
는 모든 중요 주제가 이 보고서에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CEO가 이를 최종 승인합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는 2020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망라합니다.

외부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이전 보고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전 보고서는 2020년 12
월에 발행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업데이트 및 수정된 정보는 
없습니다. 당사 브랜드 선언문,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환경 주제에 대한 당사의 입장과 
같은 일부 주제는 매년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제는 검토 및 확인되었으며 이전 
연도의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Humanscale은 상장 기업이 아니므로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Humanscale의 순매출액이나 총 
자본금을 공개하지 않지만 향후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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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 각 임원 인터뷰

직원

• 인터뷰
• 설문 조사
• 관심 집단

제조 파트너 

• 공급업체 평가 프로세스

고객 및 제품 사용자

• 인터뷰
• 지속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 RFQ / RFP 프로세스

당사 시설 주변의 지역 사회

• 2020년 동안 당사는 지역 사회의 피드백을 
조직화할 수 없었습니다.

 
• 기후 변화, 당사 프로그램 강화 요청
• 혁신적인 소재를 신제품의 일부로 포함해 

달라는 요청
• 내부 공급업체로부터 오는 포장을 줄이기 

위한 제안
• 해양 플라스틱 프로그램 확대

•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가 의사 소통 방법에 
대한 제안

• 보고에 다음 주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 
시장 영향력, 노동/경영, 보안 관행 및 고객 
개인 정보 보호

•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참여 
가능성에 대한 문의

•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음

• 기후 영향
• 재료 성분
• 공급망 영향

해당 없음

 

• 2021년에 설정될 과학 기반 목표
• 2021년에 평가 예정인 색다른 재료
• 2021년 운영 목표에 포함된 포장 축소 

프로젝트
•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 두 가지 추가 제품 

2021년 출시 예정

• 2021년을 위해 개발된 지속 가능성 계획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 2021년 CSR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 검토할 
추가 주제.

• 2021년에 지역 사회와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SustainabilityAmbassador(지속 가능성 
대사)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없음

• 2021년에 설정될 과학 기반 목표
• 제품 성분 라벨은 2021년에 제3자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 2021년에 공급업체 평가 프로세스 확대

해당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주제 / 우려 사항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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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GRI(글로벌 보고 계획) 표준은 및 당사가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색인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GRI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보고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강조했으며 Humanscale은 보고서의 

향후 버전에서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각 2016년, 2018년 및 2020년 연도별 최신 

GRI 표준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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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사안 / 주제 보고서 섹션 페이지

GRI 102 일반 공개 2016

102-1 조직 이름 표지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Humanscale의 차별성 44,354

102-3 본사 위치 글로벌 영향력 24

102-4 사업체 위치 글로벌 영향력 24

102-5 소유권 및 법적 유형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6 활동 시장 글로벌 영향력 24

102-7 조직 규모 생략: 비밀 유지 61-62

102-8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보 당사의 팀 49-56

102-9 공급망 당사의 공급망 48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경 당사의 공급망 48

102-11 사전 예방 원칙 또는 접근 방식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5

102-12 외부 계획 회원 및 협회 58-59

102-13 협회의 회원 자격 회원 및 협회 58-59

102-14 고위 의사 결정권자의 발언 CSO의 메시지 8

102-15 핵심 영향, 위험 및 기회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5

102-16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 규범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17 조언을 위한 메커니즘 및 윤리에 대한 우려 
사항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18 관리 방식 구조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19 권한 위임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0 경제, 환경 및 사회 주제에 대한 경영진 
수준의 책임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1 경제, 환경, 사회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컨설팅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62

102-22 최고 관리 방식 기구 및 그 위원회의 구성 당사의 팀 54

102-23 최고 관리 방식 기구의 의장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4 최고 관리 방식 기구의 지명 및 선정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GRI 사안 / 주제 보고서 섹션 페이지

102-25 이해 상충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6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있어 최고 관리 
방식 기구의 역할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7 최고 관리 방식 기구의 집단적 지식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8 최고 관리 방식 기구의 성과 평가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2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식별 및 관리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0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유효성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1 경제, 환경 및 사회 주제 검토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2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 관리 방식 
기구의 역할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3 중대한 우려 사항 전달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4 중대한 우려 사항의 본질 및 총 수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6 보수 정책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6 보수 결정을 위한 절차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7 보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당사의 팀(JUST) 50

102-39 연간 총 보상 비율의 증가 백분율 당사의 팀(JUST) 50

102-40 이해관계자 집단 목록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2

102-41 단체 교섭 계약 당사의 팀(JUST) 50

102-42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 방식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44 제기된 핵심 주제 및 우려 사항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2

102-45 통합 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체 생략: 비밀 유지 61

102-46 보고서 내용 및 주제 범위 정의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47 중요한 주제 목록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48 정보의 수정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49 보고 변경 사항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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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 보고 기간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날짜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52 보고 주기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처 뒤표지

102-54 GRI 표준에 따른 보고의 요청 GRI 내용 인덱스 63-67

102-55 GRI 내용 인덱스 GRI 내용 인덱스 63-67

102-56 외부 검증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GRI 103 경영 접근 방식 2016

GRI 103 공개는 중요한 주제 안에 포함됨

중요한 주제

GRI 204 조달 관행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48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48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48

204-1 현지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 백분율 당사의 공급망 48

GRI 205 부패 방지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 54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 54

205-1 부패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평가된 사업체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 54

205-2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소통 및 교육 생략: 이용할 수 없음 54

205-3 확인된 부패 사건 및 취해진 조치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 54

GRI 사안 / 주제 보고서 섹션 페이지

GRI 301 재료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재료 16-18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재료 16-18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재료 16-18

301-1 중량 또는 용량별 사용되는 재료 재료 16-18

301-2 재활용 투입 재료 사용 재료 16-18

301-3 재생 제품 및 포장 재료 재료 16-18

GRI 302 에너지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에너지 34-35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에너지 34-35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에너지 34-35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에너지 34-35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에너지 34-35

302-3 에너지 강도 에너지 34-35

302-4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 34-35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사항 감소 에너지 34-35

GRI 303 용수 및 폐수 2018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용수 39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용수 39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용수 39

303-1 공유 자원으로서 물과의 상호 작용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용수

29, 39

303-2 용수 배출 관련 영향 관리 폐기물 41

303-3 용수 회수 용수 39

303-4 용수 배출 폐기물 41

303-5 용수 소비 용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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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04 생물 다양성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생물 다양성

33, 42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생물 다양성

33, 42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생물 다양성

33, 42

304-1 보호 지역 및 보호 지역 외부의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소유, 임대, 관리되는 
운영 부지

생물 다양성 42

304-2 생물 다양성에 대한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중대한 영향

생물 다양성 42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COVID-19 기간 동안 지속 
가능성 달성, 야생 생물 
보호

33, 43-
45

304-4 사업체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IUCN 적색 목록 종 및 국가 보전 목록 종

생물 다양성 42

GRI 305 배기가스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배기가스 및 기후 36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배기가스 및 기후 36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배기가스 및 기후 36

305-1 직접(Scope 1) GHG 배출 배기가스 및 기후 37

305-2 에너지 간접(Scope 2) GHG 배출 배기가스 및 기후 37

305-3 기타 간접(Scope 3) GHG 배출 배기가스 및 기후 37

305-4 GHG 배출 강도 배기가스 및 기후 37

305-5 GHG 배출 감소 배기가스 및 기후 37

305-6 오존층 파괴 물질(ODS) 배출 배기가스 및 기후 38

305-7 질소 산화물(NOX), 황 산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가스

배기가스 및 기후 38

GRI 306 폐기물 2020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폐기물 40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폐기물 40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폐기물 40

GRI 사안 / 주제 보고서 섹션 페이지

306-1 폐기물 발생 및 중대한 폐기물 관련 영향. 폐기물 40

306-2 중대한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폐기물 40

306-3 폐기물 발생 폐기물 41

306-4 폐기로부터 전용된 폐기물 폐기물 41

306-5 폐기 대상 폐기물 폐기물 41

GRI 307 환경 규정 준수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307-1 환경 법률 및 규정 미준수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GRI 308 공급업체 환경 평가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48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48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48

308-1 환경 기준을 사용하여 선별된 신규 
공급업체

당사의 공급망 48

308-2 공급망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 및 취해진 
조치

당사의 공급망 48

GRI 401 고용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팀 49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팀 49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팀 49

401-1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이직률 당사의 팀 56

401-2 임시 직원이나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당사의 팀 53

401-3 육아 휴직 당사의 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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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3 산업 보건 및 안전 2018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팀 51-52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팀 51-52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팀 51-52

403-1 산업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 당사의 팀 51-52

403-2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당사의 팀 51-52

403-3 산업 보건 서비스 당사의 팀 51-52

403-4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협의 
및 소통

당사의 팀 51-52

403-5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 당사의 팀 51-52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당사의 팀 51-52

403-7 사업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 보건 
및 안전 영향의 예방 및 완화

당사의 팀 51-52

403-8 산업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당사의 팀 51-52

403-9 업무 관련 부상 당사의 팀 51-52

403-10 업무 관련 질병 당사의 팀 51-52

GRI 405 다양성 및 기회 평등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팀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팀 54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팀 54

405-1 관리 방식 기구 및 직원의 다양성 당사의 팀 54-55

405-2 남성에 대한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당사의 팀 54-55

GRI 406 차별 금지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팀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팀 54

GRI 사안 / 주제 보고서 섹션 페이지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팀 54

406-1 차별 사건 및 취해진 시정 조치 당사의 팀 54

GRI 407 단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407-1 단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사업체 및 
공급업체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GRI 408 미성년 노동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408-1 미성년 노동 사건의 위험이 큰 사업체 및 
공급업체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GRI 409 강제 노동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409-1 강제 노동 사건의 위험이 큰 사업체 및 
공급업체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GRI 411 원주민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지역 사회 57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지역 사회 57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지역 사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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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침해 사건 지역 사회 57

GRI 412 인권 평가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412-1 인권 검토 또는 영향 평가 대상이었던 
사업장

당사의 팀 54

412-2 인권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생략: 이용할 수 없음 54

412-3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 선별 심사를 
거친 중대한 투자 계약 및 계약

당사의 공급망 48-49

GRI 413 지역 사회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지역 사회 57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지역 사회 57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지역 사회 57

413-1 지역 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갖춘 사업체

생략: 이용할 수 없음 57

413-2 지역 사회에 중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지역 사회 57

GRI 414 공급업체 사회 평가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당사의 공급망 48-49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당사의 공급망 48-49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당사의 공급망 48-49

414-1 사회 기준을 사용하여 선별된 신규 
공급업체

당사의 공급망 48-49

414-2 공급망의 부정적인 사회 영향 및 취해진 
조치

당사의 공급망 48-49

GRI 사안 / 주제 보고서 섹션 페이지

GRI 416 고객 건강 및 안전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Humanscale의 차별성 6-7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Humanscale의 차별성 6-7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Humanscale의 차별성 6-7

416-1 제품 및 서비스 범주의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Humanscale의 차별성 6-7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에 관한 
규정 미준수 사건

Humanscale의 차별성 6-7

GRI 417 마케팅 및 라벨 표시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재료 16-17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재료 16-17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재료 16-17

417-1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재료 성분 및 투명성 19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 표시에 관한 
규정 미준수 사건

재료 성분 및 투명성 19

417-3 마케팅 소통 관련 규정 미준수 사건 재료 성분 및 투명성 19

GRI 419 사회 경제 규정 준수 2016

103-1 중요한 주제 및 그 범위에 대한 설명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3-2 경영 접근 방식 및 그 구성 요소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103-3 경영 접근 방식의 평가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419-1 사회 및 경제 영역의 법률 및 규정 미준수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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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

ISO 26000은 인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개발, 

평가 및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프로그램이 ISO 표준의 권장사항 또는 

조항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용 

색인을 참조하십시오.

항 핵심 사안 섹션 제목 페이지

4 사회적 책임의 원칙

4.1 총칙

4.2 책임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4.3 투명성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4.4 윤리적 행동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4.5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62

4.6 법규 존중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4.7 국제 행동 규범 존중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4.8 인권 존중 당사의 팀 54

5 사회적 책임 인식 및 이해관계자 참여

5.1 총칙

5.2 사회적 책임 인식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5.3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62

6 사회적 책임 핵심 사안에 대한 지침

6.1 총칙

6.2 조직 관리 방식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항 핵심 사안 섹션 제목 페이지

6.3 인권

6.3.1 개요

6.3.2 원칙 및 고려 사항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3 인권 쟁점 사안 1: 실사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4 인권 쟁점 사안 2: 인권 위험 상황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5 인권 쟁점 사안 3: 공모 방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6 인권 쟁점 사안 4: 고충 해결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7 인권 쟁점 사안 5: 차별 및 취약 집단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8 인권 쟁점 사안 6: 시민 및 정치적 권리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9 인권 쟁점 사안 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3.10 인권 쟁점 사안 8: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4 노동 관행

6.4.1 개요

6.4.2 원칙 및 고려 사항 당사의 팀 49-56

6.4.3 노동 관행 쟁점 사안 1: 고용 및 고용 관계 당사의 팀 49

6.4.4 노동 관행 쟁점 사안 2: 근로 조건 및 사회적 

보호
당사의 팀 54

6.4.5 노동 관행 쟁점 사안 3: 사회적 대화 당사의 팀 54

6.4.6 노동 관행 쟁점 사안 4: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당사의 팀 51-52

6.4.7 노동 관행 쟁점 사안 5: 직장에서의 인간 

개발 및 교육
당사의 팀 54

6.5 환경

6.5.1 개요

6.5.2 원칙 및 고려 사항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5

6.5.3 환경 쟁점 사안 1: 오염 방지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6.5.4 환경 쟁점 사안 2: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재료, 에너지, 물 18, 3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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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핵심 사안 섹션 제목 페이지

6.5.5 환경 쟁점 사안 3: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배기가스 및 기후 36-38

6.5.6 환경 쟁점 사안 4: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생물 다양성 42

6.6 공정한 운영 관행

6.6.1 개요

6.6.2 원칙 및 고려 사항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6.6.3 공정한 운영 관행 쟁점 사안 1: 부패 방지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6.4 공정한 운영 관행 쟁점 사안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회원 및 협회 59

6.6.5 공정한 운영 관행 쟁점 사안 3: 공정 경쟁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6.6 공정한 운영 관행 쟁점 사안 4: 가치 사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진
당사의 공급망 Aug-49

6.6.7 공정한 운영 관행 쟁점 사안 5: 재산권 존중 지역 사회 57

6.7 소비자 쟁점 사안

6.7.1 개요

6.7.2 원칙 및 고려 사항 Humanscale의 차별성 6-7

6.7.3 소비자 쟁점 사안 1: 공정한 마케팅, 사실에 

근거해 있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정보 및 

공정한 계약 관행

재료 성분 및 투명성 19

6.7.4 소비자 쟁점 사안 2: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Humanscale의 차별성 6-7

6.7.5 소비자 쟁점 사안 3: 지속 가능한 소비 설계 철학 15

6.7.6 소비자 쟁점 사안 4: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불만 및 분쟁 해결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6.7.7 소비자 쟁점 사안 5: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6.7.8 소비자 쟁점 사안 6: 필수 서비스 접근 권한 지역 사회 57

6.7.9 소비자 쟁점 사안 7: 교육 및 인식 재료 성분 및 투명성 19

항 핵심 사안 섹션 제목 페이지

6.8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6.8.1 개요

6.8.2 원칙 및 고려 사항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46-47

6.8.3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1: 지역 

사회 참여
지역 사회 57

6.8.4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2: 교육 및 

문화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8.5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3: 고용 

창출 및 기술 개발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8.6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4: 기술 

개발 및 접근 권한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8.7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5: 부와 

소득 창출
당사의 공급망, 당사의 팀 48-49, 

54

6.8.8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6: 보건 당사의 팀 51-53

6.8.9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쟁점 사안 7: 사회 

투자
발자국을 넘어서는 

손자국
12-14

7 조직 전체의 사회적 책임 통합에 대한 지침

7.1 총칙

7.2 조직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5

7.3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해

7.3.1 실사 긍정적인 영향, 발자국을 

넘어서는 손자국
9, 12-14

7.3.2 조직에 대한 핵심 사안 및 쟁점 사안의 

관련성 및 중요성 결정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7.3.3 조직의 영향권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5

7.3.4 쟁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순위 수립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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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핵심 사안 섹션 제목 페이지

7.4 조직 전체의 사회적 책임 통합을 위한 관행

7.4.1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4.2 사회적 책임을 위한 조직의 방향 설정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4.3 조직의 관리 방식, 시스템 및 절차에 사회적 

책임 구축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5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통

7.5.1 사회적 책임에서 소통의 역할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7.5.2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의 특성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7.5.3 사회적 책임에서 소통의 유형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7.5.4 사회적 책임 소통에 관한 이해관계자 대화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2

7.6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성 제고

7.6.1 신뢰성 제고 방법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7.6.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고 및 주장의 신뢰성 

제고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 61

7.6.3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또는 의견 

불일치 해결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7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조직의 활동 및 관행 검토 및 개선

7.7.1 총칙

7.7.2 사회적 책임 활동 모니터링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7.3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진행 상황 및 

성과 검토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7.4 데이터와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7.7.5 성과 개선 기업 구조 및 관리 방식 60

항 핵심 사안 섹션 제목 페이지

7.8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발적 계획

7.8.1 총칙

7.8.2 자발적인 성격의 참여 회원 및 협회 58-59

7.8.3 고려 사항 회원 및 협회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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