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원 적격성과 
보고서의 개별화에 관한 
지침이 Best Practice 
Guidance에 
추가되었습니다.

SMETA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6.0은 기업 및 그들의 공급망이 윤리적 무역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고의 SMETA 형식의 최신 버전입니다. 
요구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형식을 강화했습니다.
 
SMETA 6.0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로이드인증원(LR)의 간략한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dex가 2017년 4월 SMETA 6.0을 발행했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모든 새로운 심사에 
SMETA 6.0 적용.

규정된 심사 일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Open Source 방식입니다.
- Open Source를 
  사용하기 위해 Sedex 회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SMETA 문서는 
Sedex 회원에게 영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보고서와 
시정조치 계획보고서(CAPR)는 
필요한 경우 
이중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이중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SMETA는 합격 또는 불합격 심사가 아닙니다. 
해당 site의 우수 사례를 
개선하고 만들 수 있도록 
부적합 사항, 관찰 및 좋은 예를 
심사합니다.

보고서 구조가 
변경되어 처음 4 페이지에 
전반적인 보고서 요약이 
포함됩니다.

SMETA 6.0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사항.

Sedex 회원인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은 
귀사가 책임감있는 소싱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SMETA 6.0 심사를 제공합니다.

2-pillar 심사는
노동 기준 및 안전보건을
다룹니다.

4-pillar 심사는 2-pillar 심사에 추가로 
환경 및 기업 비즈니스 윤리를
다룹니다.

새로운 주제 추가

• 보편적 권리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인
  UNGP (UN Guiding Principles) 포함

• 책임감있는 채용 -
  전체 공급망 내에서 채용 사례에 대한 투명성 증가

• 사업장(workplace) 영향력 측정 - 
   노동력의 관점을 보여주는 지표

• 토지에 대한 권리 - 
   법정 사용기간 및 사전동의 포함

인증 문의 및 자세한 정보는 korea-marketing@lr.org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분야 :
• 심사원은 이제 비즈니스 윤리 요구 사항에
  대한 부적합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찰하거나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 임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질문 추가
• 2015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 추가

• 배출량 및 폐기물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 증가

• 화재 안전 요구사항 강화

• 원료의 원산지를 
  보장하기 위해 환적 포함

• 시정 조치는 부적합사항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