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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ir 3268 옥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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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Ericsson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 영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ricsson은 비즈니스 활동 및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한 환경 

영향을 줄이고 가능하면 제거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유해한 환경 영향을 줄이려면 가치사슬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Ericsson은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에게 잘 개발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에 있어 환경 측면의 우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2 범위 

Ericsson이 발행한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 강령에는 특히 반부패, 노동 및 인권, 

산업 보건 및 안전, 환경, 기후 변화를 포함한 기업 윤리 등의 영역에 대한 

Ericsson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Ericsson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 강령의 특정 환경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부록으로서,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환경 요구 사항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은 Ericsson과 협력하는 다음 영업 활동에 대해 본 

비즈니스 파트너 환경 요구 사항 문서에 정의된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부품 및 제품의 제조 및 납품.  

• 제품 운송 및 용역 납품 차량. 

• 건설 공사, 용역 제공, 현장 정비, 네트워크 신규 가동.  

• 환경 측면 및 관련 영향이 확인되어 본 문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통제가 필요한 활동.  

•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위험이 있는 활동. 

정의 및 일반 요구 사항에 관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Ericsson 행동 

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Ericsson 행동 강령과 본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ericsson.com/responsible-

sourcing 

http://www.ericsson.com/responsible-sourcing
http://www.ericsson.com/responsible-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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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 환경 요구 사항 

3.1 위험물, 유해 물질, 유해 폐기물  

위험물, 화학물질, 유해 물질, 그 밖에 인간이나 환경에 위해가 되는 물질 또는 

소재는 반드시 확인, 분류, 관리해 안전하게 처리,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하거나 

재사용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는 가능한 경우 위험물,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그 밖에 

인간이나 환경에 위해가 되는 물질 또는 소재를 줄여야 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는 위험물,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그 밖의 물질 또는 소재가 

연루된 사건, 사고가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에 따라 신고 절차를 포함한 충분한 절차와 

방편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Ericsson에 위험 상품, 유해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자료1(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혼합물 외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SDS와 비슷하게 위해 요인 확인 및 경감 내용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2 고형 폐기물 

비즈니스 파트너는 고형 폐기물(비위험)의 확인, 관리, 감축, 책임감 있는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 접근을 시행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자사의 

영향을 확인하고 폐기물 감축 대상 및 계획을 정의, 실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폐기물 흐름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적절하게 분리 배출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요청받은 경우 폐기물 감축 대상, 계획, 실적 관련 내용을 

Ericsson에 알려야 합니다. 

 
1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규제) 규정(EC) No 1907/2006. 



비즈니스 파트너 환경 요구 사항 
 

 

 

보안 등급 외부 보안 라벨 문서 번호 개정 날짜 

공개  1056-LZT 108 8544 Uen F 
2021-12-21 

 ©Ericsson AB 2019  6 (6) 
 
 

3.3 대기 오염물질 배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연무제, 부식성 물질, 미립자 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 부산물은 대기 중 배출에 앞서 해당 지역 법률, 규정,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파악, 정기 관찰, 통제, 

처리해야 합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2 및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통제 

체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3.4 물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에 따라 물의 공급원과 

사용량, 배출량을 기록, 파악, 관찰하고, 물 절약 기회를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요구 사항에 따라 파악, 관찰, 통제, 처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폐수 처리 및 방지 체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찰해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요청 시 물 관리 계획, 대상, 실적 관련 내용을 Ericsson에 

알려야 합니다. 

4 기후 변화 요구 사항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자사의 CO2e 3 관련 탄소 발자국을 산출해야 합니다. 

산출에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Scope 1, Scope 2, 적용 가능한 경우 Scope 3를 

이용합니다(온실가스 프로토콜 http://www.ghgprotocol.org/). 

비즈니스 파트너는 요청 시 탄소 발자국 감축 대상, 계획, 실적 관련 내용을 

Ericsson에 알려야 합니다. 

 
2 https://www.unep.org/ozonaction/who-we-are/about-montreal-protocol 
3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한다. 

http://www.ghgprotoc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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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 요구 사항 

비즈니스 파트너는 확인된 환경 측면 및 관련 환경 위험을 통제하며 환경적 

문제가 없는 제조 관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생산 절차에 사용되는 물질에 있어 Ericsson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http://www.ericsson.com/responsible-sourcing)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출, 제조 또는 조립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은 오염 통제 설비 

추가, 생산량 수정, 정비, 시설 절차와 같은 관행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원천 제거해야 합니다. 통제 및 처리 체계의 성과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물, 화석 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자원은 생산량 수정, 정비, 시설 절차, 

소재 대체, 재사용, 절약, 재활용,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한 관행을 통해 보존해야 

합니다. 

6 상품 관련 요구 사항 

비즈니스 파트너는 에너지 소비량, 소재 사용량, 수명 말기 처리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용역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유해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설계 및 공급망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Ericsson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http://www.ericsson.com/responsible-sourcing)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상품 및 포장 성분 함량과 상품 소재 정보 관련 제한 

사항이 실려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목재 및 목재 포장재에 대한 ISPM15 규격 등 적절한 식물 

위생, 운반 용기 처리, 표시 방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Ericsson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요청 시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 상품의 전체 성분 함량을 Ericsson에 신고. 

— 상품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효율 신고. 

http://www.ericsson.com/responsible-sourcing
http://www.ericsson.com/responsible-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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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프로세스 및 상품에 대한 수명 주기 현황 자료 제공. 

— 상품 수명 말기에 납품된 상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제삼자 상품 공급자는 Ericsson에 납품된 제품의 수명 말기 처리(EoLT)를 무상 

보장하는 해법 제공. 

7 운송 요구 사항 

— 비즈니스 파트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도로, 해로, 철로 등)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환경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는 Ericsson에 상품을 운송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료 

효율이 높은 저공해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 가능한 시장의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비 화석 연료로 작동하는 차량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는 요청 시 Ericsson이 받는 상품 운송의 환경 측면 관련 

정보(예: 탄소 발자국, 운송 수단, 포장재 성분, 생산 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사건 보고 

비즈니스 파트너는 Ericsson과의 업무와 관계된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 

강령과 본 문서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건 보고 접수: 글로벌 사건 보고 도구 – OHS GIRT 

- Ericsson  

사건이란 환경(대기, 토양, 수질, 야생 동식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을 

수도 있는 일을 말합니다. 환경 사건의 예시로는 창고 내 배터리 누출, 현장 디젤 

유출, 화학물질의 잘못된 보관이 있습니다. 

https://www.ericsson.com/en/about-us/sustainability-and-corporate-responsibility/responsible-business/responsible-sourcing/global-incident-reporting-tool
https://www.ericsson.com/en/about-us/sustainability-and-corporate-responsibility/responsible-business/responsible-sourcing/global-incident-reporting-tool
https://www.ericsson.com/en/about-us/sustainability-and-corporate-responsibility/responsible-business/responsible-sourcing/global-incident-reporting-t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