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Global Salmon Initiative, 2015 세계대양정상회의(World Ocean 

Summit)와 함께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개 
 

-- GSI, World Environment Day 맞이해 세계 식품 부문 보고의 투명성 위한 새로운 

기준 설정 위해 양방향적 온라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의 꾸준한 개선점에 대한 GSI 회원들의 강력한 약속 입증 
 

(포르투갈, 리스본 2015년 6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 

Global Salmon Initiative (GSI)는 오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2015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양정상회의(the Economist's World Ocean Summit)에서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http://www.globalsalmoninitiative.org/sustainability-

report]를 공개했다. 이 획기적인 보고서는 14개 GSI 회원사 전체의 주요한 환경적 및 

사회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 식품 부문이 매우 투명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실적 지표에 대해 집합적으로 보고한 첫 보고서다.  

멀미미디어 보도자료를 보려면 :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543151-gsi-inaugural-

sustainability-report/ 

 

WWF의 양식산업 세계대표 Piers Hart는 “GSI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출범은 양식 부문 

전체에 걸쳐 더욱 큰 투명성을 창출함에 있어 이 단체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토록 집합적인 보고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은 뛰어난 업적이며, 우리는 다른 생산 

부문과 플랫폼들도 이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출시는 GSI의 주요 업적을 대표하며, 다른 많은 목표들에 대한 

보고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에 대한 

데이터들을 포함한다. 

 

- 각 GSI 회원들의 주요 환경적, 사회적 지표  

- 2020년까지 모든 농장에서 양식관리위원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 인증서를 획득한다는 GSI의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단백질의 원천으로서 양식 연어의 효율성 
 

GSI 공동 의장이자 Cermaq의 CEO인 Jon Hindar는 “오늘 세계대양정상회의에서 

세계지도자들은 세계 경제성장 개선에서 양식산업이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며, “우리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출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과 균형을 이루고,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양식 연어가 어떻게 

대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GSI 공동 의장이자 Camanchaca의 CEO Ricardo Garcia는 “전 세계가 증가하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을 찾으며, 또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양식 연어는 효율이 좋고 건강한 단백질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의 출시를 통해, GSI 회원들은 지속가능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을 

입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산업 실적을 위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투명하게 검토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척 점을 확인해 볼 참조점을 

생성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각고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진보를 이루기 위한 GSI 회원들의 진심 어린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어류 누출, 어류 사망률, 항생제 사용, 바다물이(sea lice) 수준, 바다물이 

처치, 야생 동물 상호작용, 사료의 해양 성분 사용, 법률 준수, 직업 보건 및 안전,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등의 영역에 대한 모든 GSI 회원사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모든 GSI 기업들의 수 개월에 걸친 노력과 협력을 대변한다. GSI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비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까다로운 과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GSI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나타난 데이터에서 중요한 진척을 

보여줄 것이다.  
 

전체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globalsalmoninitiative.org/sustainability-report] 

 

GSI 소개 

Global Salmon Initiative (GSI)는 전세계 양식 연어 생산자들이 2013년 설립한 산업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진보에 중점을 둔 리더십 계획이다. 오늘날 GSI는 전세계 연어 생산 

산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14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 기업들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들이 

먹을 수 있는 높은 지속가능성을 가진 건강한 식품 원천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온전히 전념하고 있다. 
 

GSI 회원사는 Bakkafrost, Blumar, Cermaq, Compañía Pesquera Camanchaca, 
Empresas AquaChile, Fjardlax, Grieg Seafood, Huon Aquaculture, Los 

Fiordos, Marine Harvest, Multiexport Foods SA, New Zealand King Salmon, 

Norway Royal Salmon, Ventisqueros 이다. GSI 기업들은 캐나다, 칠레, 패로 제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태즈매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GSI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트위터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 www.globalsalmoninitiative.org 

이메일 - GSI@axon-com.com 

트위터 - @GSI_Salmon 
 

출처: The Global Salmon Initiative (G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