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드인증원.

• ISO 37001 인증 •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적합성 평가  
• CSR 보고서 검증

• ISO 20121 인증 

• CDP 보고서 검증  

• S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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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이란?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계획의 영향을 

명확하고 투명하며,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이드인증원(LR)은 AA1000APS 및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를 

포함한 다양한 검증 기준과 이에 따른 보증 수준에 따라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단계의 차이점 분석부터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검증에 이르기까지, 로이드인증원(LR)의 

CSR 보고서 검증 서비스는 귀사의 정보가 해당 기준 및 

원칙을 준수하는지 신뢰성 등을 확인합니다. 

 

검증 결과물  
• LR Assurance Statement (국/영문 검증의견서)  

• LR Materiality Report (중요성 결과물)  

• LR Verification Logo  

• AccountAbility 1000 Provider Logo  

• LR Verification Report (검증보고서) 

 

검증의 이점 
• 모범 사례 - 정보의 정확성은 향상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경쟁 우위 - 경쟁 업체를 벤치마킹하면 비즈니스 

개선 및 이해 관계자 지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최소화 -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 비즈니스 의사 결정 개선은 지속적인 

개선, 자원 활용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LR이 제공하는 서비스 

로이드인증원의 기업 보고서 검증 서비스는 보고서 데이터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인 동시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지원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AA1000 Assurance Standard 및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와 

같은 관련 기준에 대해 보고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조직의 요구사항에 맞게 검증 프로세스를 맞춤화합니다. 

지속가능성(CSR)

보고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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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입수/

자가선언 확인

검증 범위 &

기준 확인

전략 분석/

리스크 분석

검증계획 수립

및 검증기준

준수 확인

데이터 및 정보

검증

에러 확인 및

수정
발견사항 목록

검증결과

보고서 작성

검증의견서

작성

기술검토/검증

의견서 제공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에 대한 

로이드인증원(LR)의 전문성  
로이드인증원(LR)은 공신력 높은 검증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ISO 26000, AccountAbility AA1000AS 제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등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Global Companies 검증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  

• GRI의 Advisory Group Member / ISO 26000 제정 

Working Group의 Member로서 지속가능경영의 

세계 표준 제정 참여 기관  

•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기준으로 사용되는 

AA1000AS의 제정 기관 AccountAbility와 공동 

작업을 통해 보고서 작성 및 검증 표준을 수립함  

• 로이드인증원(LR)의 GHG 책임자 Dr. Warris가 ISO 

환경 관련규격 제정 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의 

전문성을 인정 받음 (ISO / TC 207 / SC1)  

• 환경, 안전 보건, 품질 등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 

경험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 리스크 및 

경영시스템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성실한 검증 서비스 제공  

 

검증 절차 

 

 

 

 

 

 

 

 

 

 

 

 

 

공급망의 CSR 검증 

 

EcoVadis 평가 
전세계 155개국 5,500여개의 기업들이 CSR 평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SR 수준을 Scorecard로 공개하여 각 

기업들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coVadis의 평가 항목은 일반, 환경, 노동관행, 공정운영, 

지속가능 조달 총 5개의 주제와 39개의 CSR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BA 평가 
RBA는 글로벌 전자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결성된 세계 최대 산업 연합체입니다. 주요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등이 있으며 전자산업 또는 전자 

제품을 다루는 약 140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RBA의 회원사와 회원사 공급망 내의 조직들은 노동, 

안전보건, 환경 등의 행동규범 (RBA VAP 6.0)을 준수해야 

합니다. RBA VAP 6.0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5개 부문과 43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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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 Climate Change Korea정보공개 대상: 투자자로부터 

기후변화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 

• Climate Change Korea정보공개 불포함 대상: CDP를 

통해 자발적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기업 

 

검증 범위 
• 지배구조, 전략, 목표 등을 포함 CDP 기업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 CDP질의서(CC8.6a, CC8.7a, CC14.2a) Scope1, Scope2 

또는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해당 문항에 

첨부된 검증의견서 

 

 

 

 

 

CDP 보고서 검증 필요성 및 기대효과 
CDP 정보의 신뢰성 강화 

CDP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한 투자나 기업가치 평가 

자료로 이용  

 

CDP 대응기업의 변별력 강화 필요성 증대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행으로 기후변화 경영 역량(성과)에 

신뢰성 있는 정보 수요 증가  

기업을 중심으로 CDP를 통해 공개된 경쟁기업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  

 

CDP 대응기업의 변별력 강화 필요성 증대 

CDP 수상기업의 점수차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변별력 강화 

 

CDP 𝐊𝐊𝐊𝐊𝐊𝐊𝐊𝐊𝐊𝐊 𝐀𝐀𝐀𝐀𝐊𝐊𝐊𝐊𝐀𝐀𝐀𝐀𝟏𝟏,𝟐𝟐 수상기업 선정에 인센티브 

CDP를 통해 보고한 전체 응답내용에 대한 제 3자 검증을 

받은 기업은 수상기업 선정에 인센티브 (10%) 부여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보고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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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절차 
 

 

 

 

 

 

 

 

 

 

 

 

 

 

 

 

 

 

 

 

 

 

 

 

 

왜 로이드인증원(LR)을 선택해야 하나요? 
CDP Global위원회 공식 검증파트너 

수년간 CDP Global위원회 공식 검증파트너로서 CDP 보고서 발간 시 후원사 역할 수행 

 

검증기관 전문성  

Lloyd's Register그룹은 1760년 설립되어 약 258년의 전통과 기업의 경영성과 및 안전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기관, 

2006년 이후 CSR/CDM/EU-ETS/K-ETS/탄소, 물 라벨링 등 지속가능, 기후변화 업무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경쟁적인 이점 

로이드인증원(LR)은 온실가스 관련 검인증 및 교육 훈련 분야의 선두기관으로서 전 세계 상위 200여개 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검인증 기관으로 선택  

 

지속적인 개선 

환경 성과 개선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도전 과제들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검증 활동의 특성, 범위, 복잡성, 보고서 완전성 검토 

• 검증활동 전략적 분석 및 리스크 분석 

• 최초 검토 결과에 따라 검증 계획 및 증거 수집 계획 결정 

• CDP기업보고서 리스크 분석  

• 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토대로 프로세스 분석과 데이터 검증 

• 검증 결과 정리 

• 검증보고서 및 검증의견서를 작성 

• 내부심의자의 CDP기업보고서 데이터 검증 확인 

• 발행된 검증의견서에 대한 최종 결정 

1단계 

최초검토 

2단계 

검증 

3단계 

 검증보고서 

 

4단계 

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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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란?  
BS 10500을 대체하는 ISO 37001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2016년 10월 발행되었습니다.  

ISO 37001은 귀사의 조직이 뇌물을 예방, 발견 및 해결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문 화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하고, 뇌물을 방지, 발견 및 

해결이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방법론들을 포함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ISO 37001은 조직의 규모와 성격 및 그들이 직면한 

뇌물 위험 수준(bribery risk)에 따라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공, 민간 및 자발적 부문 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개국, 약 80여명의 전문가가 이 표준을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였으며, 전 세계의 경험과 우수 사례가 ISO 37001 

요구사항이 모든 조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SO 37001 인증의 필요성 및 이익 

리스크의 최소화  

조직이 뇌물을 방지하고 뇌물수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실행 또는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이해관계자는 귀사가 ISO 37001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뇌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규 준수 

ISO 37001인증을 받으려면 뇌물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 준수를 감독할 인원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은 이 정책을 이해 하고 조직 내에서 법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기소로부터의 보호 

범죄 수사의 경우 ISO 37001인증을 받으면 뇌물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경쟁우위 

입찰 시, ISO 37001인증은 귀사가 최신 업계 모범사례를 

준수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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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진단 프로그램 

 

한국감사표준원의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시스템 기준’에 근거한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진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운영체계에 대한 실지점검·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수립합니다. 

 

목적 

•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진단 프로그램(QAIP: Quality Assurance Improvement Program) 기반의 실무수준의 

평가기준을 통하여 조직의 감사기능의 운영수준을 진단 

•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진단 프로그램(QAIP)의 내재화를 통한 지속적인 자체품질평가 기반 마련 

 

평가 대상 

공기업 및 민간 대기업 내부감사 및 위험관리 운영현황 

 

평가 분야 

독립성, 감사가용성, 성과평가, 전문가적 정당한 주의, 거버넌스, 객관성, 위험관리체계, 통제시점, 문서화 요구사항, QAI, 

성숙도, 서비스, 감사환경 

 

평가 범위 

• 대외평가 결과, 변화 분석 

• 심사 지표 추정 

•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기준에 근거한 평가 

• 개선사항 이행방안 수립 

• 심사 대응 마스터 작성 

 

평가 기준 

2018년 한국감사표준원의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 시스템 기준” [ISPF:International Standards Professional Framework] 

 

적합성 평가 완료 기관 *2019년 11월 기준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남부발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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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콘서트, 박람회부터 

글로벌정상회담, 올림픽까지, 우리 주변의 이벤트들은 

상호간의 계약 서명으로 인한 기회 창출, 다른 지역 사회 

간의 이해와 교류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는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물, 에너지 등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 

낭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이벤트일수록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로 통합된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위원회(ODA; Olympic 

Delivery Authority)는 Lloyd’s Register로부터 

ISO 20121:2012에 대한 인증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ISO 20121:2012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ISO 20121은 글로벌 규모의 이벤트 산업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2012년 6월 15일 처음 발행되었으며, 전 세계 

이벤트 산업을 위한 최신 기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벤트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점을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최자, 행사 기획자, 전시장치 사업자, 케이터링 

업체, 물류업체 등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조직이 이 표준의 범위에 해당되며, 소규모 지역 축제부터 

국제 스포츠 행사 등 모든 행사에 적용됩니다. 

ISO 20121 표준은 조직이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환경, 재무 및 사회적)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 지침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을 적용하려는 조직에게 직면한 특정 상황의 문제를 

확인한 후에는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작성, 모니터링 및 측정, 

지속적 개선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SO 20121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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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0121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모델] 

 

 

 

어떤 조직들에게 필요한 인증인가요? 
ISO 20121은 다음과 같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이벤트 

조직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대효과를 제공합니다. 

• 이벤트 주최업체 

• 이벤트 운영업체 

• 공급업체  

(예: 케이터링업체, 무대 설치업체, 운송업체) 

• 생성자, 운송 회사) 

• 참가자 

• 참석자 

• 규제 기관 

• 지역 사회 

 

인증의 기대효과 
• 가용 예산 내에서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에너지 효율성 - 전체 이벤트 공급망의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여 탄소 배출 및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적 책임 – 지역 사회 참여 및 공정한 고용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개선합니다. 

• 환경 관리 – 탄소 사용량, 폐기물 관리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4.2) 

경영시스템 범위 결정 (4.3)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원칙 
정의 (4.5) 

정책 수립 및 문서화 (5.2) 

역할과 책임 분배 및 의사소통 
(5.3) 

문제점 확인 및 평가. 목표 
달성 및 계획 수립 (6) 

PLAN 

DO 자원 제공 및 적격성, 인식 
보장 (7.1-7.3) 

내, 외부 의사소통 유지 (7.4) 

시스템 효과성을 위한 문서 및 
절차서 구축 및 유지 (7.5) 

운영관리 및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8) 

내부 심사, 경영 검토를 포함한 
시스템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9) 

CHECK

 부적합사항 확인 및 시정 조치 
(10.1)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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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윤리심사 형식인 SMETA의 

최신버전인 SMETA 6.0이 2017년 4월 런던 Sedex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Sedex가 SMETA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보다 

쉽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SMETA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SMETA는 Sedex에 의해 개발된 심사 절차입니다. 

Sedex(Supplier Ethical Data Exchange)는 공급사슬 내에서 

윤리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Sedex는 SMETA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각국에서 측정지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지표화된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규정과 같은 윤리적 심사에 

사용된 모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가 겪게 되는 중복된 그리고 여러 수준의 

심사가 줄어들면서, 공급자는 고객별 심사가 아닌 단 하나의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조직은 심사 결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 중 하나인 Sedex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여러 고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META는 2-pillar 심사와 4-pillar 2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2-pillar 심사는 안전보건, 노동 표준을 포함하고, 2-pillar 

심사는 위의 것에 추가적으로 환경과 비즈니스 윤리를 

포함합니다. SMETA의 큰 특징은 open sourc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보를 얻기 위해 Sedex 회원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SMETA를 선택하는 이유 

SMETA 방법론이 세계 다수의 회사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는 것은 새롭게 

공급망 심사 방식을 구축하는데 있어 투자보다 훨씬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SMETA는 타 규정과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가진 고객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Sedex 플랫폼은 공급 체인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SMETA 



 

 

 

Lloyd’s Register 소개. 
Lloyd’s Register는 엔지니어링과 기술 솔루션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고객의 성과 창출과 안전 개선을 위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Lloyd’s Register의  

기술적 전문성은 260년 전, 해양선급협회로 설립된 우리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Lloyd’s Register는 6,745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75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Lloyd’s Register 영국 런던 본사 (71 Fenchurch Street) 



 

Lloyd’s Register is a trading name of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For further details please see www.lr.org/entities  
©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2018 

About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는 1760 년 해양선급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전 세계 120 개국 

이상의 고객을 위해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이익은 과학 및 공학 

관련 연구, 교육 및 공익 사업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Lloyd's Register Foundation에 기금 

조성에 활용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목표인Working together for a safer world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고객이 

성공하기 위해 기술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Lloyd’s Register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26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스마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6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Get in touch 
로이드인증원 (Lloyd’s Registe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우) 07327 

T 02 736 6231 

E korea-marketing@lr.org 

W www.lr.org/kr 

mailto:korea-marketing@lr.org
www.lr.or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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