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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M A R Y

보고에 앞서 . . .

2016년 기업사회책임 보고서 전문과 요약본은 페레로 그룹의 기관업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가 작성하였습니다. 

(e-mail: csr@ferrero.com)

 

페레로의 2016년 기업사회책임 보고서 전문은 www.ferrerocs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리포팅 이

니셔티브(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발간한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

ards, 2016)”과 “식품가공분야공시(Food Processing Sector Disclosures, 2014)”의 핵심적 부합방법(Core Option)에 의

거해 편집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원칙과 지침들도 참고하였습니다. 

• 유엔글로벌컴팩트(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6000:201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침”.

전문은 GRI 콘텐트 인덱스 서비스(Content Index Service)에 제출되며, 딜로이트 투셰(Deloitte & Touche S.p.A)가 부분적

인 검토를 진행합니다.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
4



—
5

요 약 본

CEO 인사말

조반니 페레로 Giovanni Ferrero 
그룹 CEO

Ferrero International

2016년은 페레로 그룹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70
년을 이어온 페레로의 비전과 혁신 그리고 가치체계는 바로 
페레로의 역사이고 열정이었습니다. 이 70주년은 무엇보다 
늘 소비자의 요구 충족과 좋은 제품의 창안에 헌신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온 “페레로만의 방식”을 경축하는 
뜻깊은 이정표였습니다. 이들 가치야말로 우리의 뿌리이고 
페레로 가업(家業)의 DNA인 것입니다. 

선친 미켈레(Michele Ferrero)는 용기와 믿음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업인이었던 선친은 늘 도전정신을 
키우고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과 뛰어남을 추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뛰어남을 추구해온 페레로에게 올해도 보상이 
돌아왔습니다. 2015/2016 회계연도 말, 페레로 그룹의 
통합 순매출액은 전년대비 8.2% 상승한 103억 유로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통해 시장내 입지를 강화하였고 세계 초콜릿 
제과업체 순위에서 3위의 위치를 견지하였습니다. 
사업 확장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기적 전략과 함께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규율과 일관성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경험과 선례(善例)
들이 합쳐져 페레로는 상업윤리의 한결같은 모범으로 
우뚝 섭니다. 페레로의 성장은 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존중과 함께하며 페레로는 이를 경제적인 성과보다 
중시합니다. 나아가 페레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여 지역 
차원의 책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과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해갈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기구인 유엔글로벌컴팩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합니다. 
페레로는 2011년 이래 글로벌컴팩트를 지원하고 “어젠다 
2030”을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선양하는데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끝으로, 우리 행동의 목표는 “페레로만의 방식”에 따른 
실천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치의 공유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변함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며,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페레로 그룹이 활동하는 
전세계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하는 공유가치 
체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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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와 기업사회책임

페레로는 재정적 목표에 앞서 사람과 환경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1957년 미켈레 페레로가 대표직에 
오르며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보듯이 이러한 
성향은 회사의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에 있어 기업의 사회책임이란 언제나 사람과 
그들이 사는 곳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라 함은, 
가깝게는 현재의 페레로 직원 및 퇴직자에서부터 우리의 
소비자와 그 가족들이며, 나아가 페레로 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각 나라의 지역공동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페레로 그룹이 70년 전 이탈리아의 알바(Alba)에서 첫 
걸음을 뗀 이래 변함없이 준수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페레로 그룹이 가장 중시하는 보고서는 연간 
재무제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담은 
사회책임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페레로 그룹의 접근 방식은 “가치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책임 전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통해 매일 실천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제품, 혁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됩니다. 페레로에게 있어 공유가치창출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 실천됩니다. 그 범위는 그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촉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과 산업 보호, 
나아가 환경보호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업사회책임 전략의 전영역을 
관통하는 두가지 큰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름아닌 사람 그리고 환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

나의 보람이며, 나의 아버지와 삼촌과 
같은 견지에서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행동과 의지는
이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바쳐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미켈레 페레로 선대회장
Michele Ferrero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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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lanet

페레로에 있어 고객 중심이란 목표가치가 아니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실천가치입니다. 이 책임감은 페레로의 영양전략, 지속적인 혁신, 제품의 
품질 및 신선도, 식품 안전성, 그리고 책임있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현됩니다. 아울러 페레로 전·현직 직원과 페레로가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페레로 재단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의 운영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은 또한 “킨더+스포츠(Kinder+Sport)”의 “운동의 
즐거움(Joy of Moving)”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회사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일은 페레로 그룹의 우선과제입니다. 이것은 원재료들이 책임있게 선택되도록 
보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페레로 그룹은 최고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원재료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하고, 수자원 소비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환경을 존중하는 생산방식을 고수합니다. 페레로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원재료부터 생산공정 및 물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

환경

페레로는 기업사회책임(CSR)에 관한 그룹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CSR 전담 사무실(이메일: csr@ferrero.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약 본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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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 그룹의 
이해관계자와 
중요도 분석

이해관계자 도표

소비자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

무역 및 산업협회

직원

지역사회

     노동조합

공급업체

농민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소비자협회 및 NGO

정부 및 규제기관

페레로 그룹은 2015년, 새로운 G4 지속가능 보고서  지침에 
따라 내부 중요도 분석(materiality analysis) 프로세스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요도 
분석은 주체적으로 그룹의 가치창출능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들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이 
의미있게 여기는 사항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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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매트릭스

이
해

관
계

자
와

의
 관

련
성

 

활동적인
건강한 생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법규 준수

기업 윤리

음식물 쓰레기

자연생태계

동물복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물 관리

부정부패 방지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여성의 권리신장

기업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직업안전 보건

직원 복지 및 발전

지속가능한 포장재

책임있는 마케팅

인권

제품과 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책임있는
원재료 소싱

영양 및 건강

페레로와의 관련성 및 잠재적 영향

페레로 그룹   사람 환경

이 기업사회책임 보고서와 요약본에 포함된 최신  
내·외부 이해관계자 도표와 같은 해에 진행된 중요도 
분석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페레로 그룹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회사가 속한 무역 및 산업협회의 실무협의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을 담당하는 NGO들과의 
체계적인 대화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요 약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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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향한
페레로 그룹의 목표들

By 2020
Increase of 5% in women

managerial positions 
(compared to 31st August 2015)

FSSC 22000 food safety certification for 
all Group production sites – excluding the 

plants of Michele Ferrero Entrepreneurial 
Project – including the new plant in China

Reached in 
January 2017

Enhance the activities of the 
Ferrero Foundation and of the Michele 

Ferrero Entrepreneurial Project
Reached and 

renewed 

Commitment 
renewed until 

2018

Promote internal initiatives 
to support a 

"culture of diversity"

By August 
2018

Ongoing support and expansion of our 
Kinder+Sport programme by extending it in 
30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nd moving 

5 million children

100% cocoa certified 
as sustainable By 2020

100% sustainable palm oil certified 
RSPO as segregated

Reached in 
December 

2014

By 2020

By 2020

100% refined cane sugar 
from sustainable sources

Implementation of the traceability plan for 
100% of hazelnuts

100% of eggs from barn hens 
with respect for animal welfare

Reached in 
September 

2014

 분야  내용  진도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페레로 그룹의 사회책임 이행은 굳건한 가치들로부터 시작되며 가치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다음의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과 결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1 0

그룹의 모든 생산 현장에 대한 FSSC 22000
식품 안전 인증 - 중국의 신규 공장 포함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공장 제외)

페레로 재단과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의 활동 강화

“문화다양성(culture of diversity)”지원을 위한
내부 계획 촉진

경영진 직급의 여성 비율 5% 증가
(2015년 8월 31일 대비)

“킨더+스포츠(Kinder+Sport)” 프로그램이
전세계 30개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5백만명의 아이들이 신체장려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친환경 인증 코코아만을 사용(100%) 

친환경 및 분리 인증 팜유만을 사용(100%)

친환경 자원에서 얻은 정제 설탕만을 사용(100%) 

모든 헤이즐넛에 대한
이력추적계획 시행(100%)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농장 달걀만을 사용(100%)

2017년 1월에 달성

달성 후 연장 실행 중

2018년까지 갱신

2020년까지

2018년 8월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14년 12월에 달성

2014년 9월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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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지는 밀도(평방미터 당 질량)  225g/m2 이상의  물질을 지칭

2. 제지는 밀도(평방미터 당 질량)  225g/m2 이하의  물질을 지칭

By 2020

By 2020

Group ISO 50001 certification for the 17 
production sites active in August 2014 – 

excluding the plants of Michele Ferrero 
Entrepreneurial Project – including power 

generation plants

Implementation of a global action plan on 
energy, according to local needs of existing and 

future plants, aimed at reducing emissions

40% reduction of CO2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compared to 2007) By 2020

By 2020

30%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nnes of CO2eq) from
transport and storage activities

(compared to 2009)

By 2020

Extended 
to 2017

Reached in 
December 

2014

Use of packaging made from renewable 
sources (+10% compared to 2009)

100% virgin cardboard1 from certified 
sustainable supply chain

100% of virgin paper2 from certified 
sustainable supply chain

on
track

not on
track

people planet

Self-produced electricity totalling 
70% (instead of 75%) of electrical 

consumption of all European plants, 
of which 18% (instead of 25%) 

from renewable sources

Partially met in 
September 

2014

 분야   내용  진도 

요 약 본

1 1

모든 유럽 공장 전기 소비량의 70%를 
자체생산 전력으로 충당(기존 75%에서 조정),

그 중 18%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조달
(기존 25% 에서 조정)

2014년 8월 현재 운영 중인 17개 생산 현장에 
대한 ISO 50001 단체 인증 

- 전력생산 공장 포함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공장 제외)

기존 및 미래 공장의 지역적 필요에 의거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에너지 행동 계획 시행

생산 활동 중 발생되는 CO2 배출량을 40% 감축 
(2007년 대비) 

운송 및 보관 활동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CO      톤)을 30% 감축(2009년 대비)

재생 가능 재료로 만든 포장재 사용 
(2009년 대비 10% 증가)

지속 가능성 인증 공급망으로부터 구입한 
미사용 판지1만을 사용(100%)

지속 가능성 인증 공급망으로부터 구입한 
미사용 제지2만을 사용(100%)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14년 12월에 달성

2014년 9월에
일부 달성

2017년까지 연장

사람 환경 계획대로 
진행중

계획 조정중

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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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100대 글로벌 회사 중  평판 1위  식품 기업으로 선정

1,830,193 톤 

1,265,950 톤

103억 유로

17 위

THE GROUP 페레로 그룹

01

총 생산량

1,265,950 톤

사용된 농산품 및 포장재료1

1,830,193 톤

86
페레로 그룹 
(Ferrero International S.A.) 
산하기업의 수

  통합 순매출액(CONSOLIDATED NET TURNOVER)

103억 유로

1. 이 수치는 페레로 제품 조리법에 사용된 물, 장난감 원재료 및 
생산 공정에 필요한 보조재료의 용량을 포함합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순위에서 17위 차지
86

1 2



S U MM A R Y

—
13

페레로 그룹은 현재 5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의 지침과 가치에 맞게 운영되는 수많은 
유럽과 국제기구 및 협회에 참여하여 사회, 경제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투명성, 식품 안정성 그리고 산업이익의 
보호와 같은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페레로 그룹은 가치사슬(value chain)
을 함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사업행동강령을 
공유하기 위해 ABCDE(A Business Code Dialogue 
Engagement, 사업강령대화참여) 계획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강령은 페레로의 원칙과 그룹의 윤리강령에 
근거합니다.

제조공장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페레로 헤이즐넛 회사

그루지아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공화국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5개 대륙의       
제조공장 수

22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 수

3 개국에서 
      운영 중

6
8 개 제조공장

개 농업회사 

요 약 본

1 3

페레로 헤이즐넛 회사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170 개국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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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113

PEOPLE 사람

02

페레로 재단이 지원하는 
퇴직자 및 파트너의 수

 임직원 국적 수

113

440만 명
킨더+스포츠(Kinder+Sport)2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수        

440만 명 

3,500+

1. 서비스 계약직을 제외한 페레로의 외부 협력자(임시 직원, 판매 대리인, 인턴사원 및 기타 직접 협력자) 포함 
2. 킨더+스포츠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가한 아동 수 

2016년 8월 31일 기준 그룹 임직원 수

2016년 8월 31일 기준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의 임직원 수

2,700+

40,351
140,351
1

2,70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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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페레로 제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책임이행의 도정

페레로 그룹의 창립과 대를 이어 지속된 성장은 그룹 
구성원이 보여준 절대적인 열정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페레로의 헌신은 제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레시피 개발에서부터 원재료 선택 및 소비자와의 정확한 
소통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지속가능성 약속의 진정한 

이행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은 페레로 그룹 특유의 부가가치이며, 언제나 그룹 
전략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페레로의 관심은 
다양한 분야의 각종 사업과 활동을 통해 구제적으로 
실천됩니다. 

1 5

Integrated and 
eco-sustainable logistics
Mileage optimization
Energy saving systems in 
Ferrero warehouses

Great Brands in small
portions, individually 
wrapped
Transparent nutritional
information
Freshness: product 
suspension or withdrawal 
from sale during summer

Responsible
advertising & 
communication
Instructions for proper 
packaging waste 
disposal
Products with surprise 
toys: the values of
playing and safety

Freshness and quality
Sustainable and ethical 
sourcing
Animal welfare
Traceability and safety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raw 
material suppliers
Code af Business Conduct

Quality and food safety 
certification
Environmental respect and 
energy self-production
Optim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waste
recovery
Employee safety
The 5R of packaging:
Removal, Reduction, 
Recycle, Reuse and
Renewability

Continuous innovation
Products for all occasions
Products conceived for children
Small portions
No use of hydrogenated vegetable oils and fats
Unique taste with each product

      recipe                 raw
 m

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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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혁신
• 모든 계기에 맞춘 제품
• 어린이를 생각하는 제품
• 소량 개별포장
• 경화 식물유 및 지방 사용금지
• 각 제품의 고유한 맛

• 신선도 및 품질
•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원재료구매
• 동물복지 존중
• 이력추적가능성 및 안정성
• 원재료 공급업체 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행동강령준수

• 책임있는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 적절한 포장 폐기물
        처리 지침
• 장난감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놀이가치와 함께 
       안전원칙 준수

• 소량으로 개별포장된
     훌륭한 브랜드
• 투명한 영양정보

• 신선도: 여름철 제품 판매정지
                      또는 회수

• 환경친화적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
• 마일리지 최적화
• 페레로 창고의
        에너지절약 시스템

• 품질 및 식품안전 인증
• 환경보존 및 에너지 자체생산
• 천연자원 및 폐기물회수의 
        최적화
• 직원 안전
• 포장의 5가지 요소:
        제거, 감소,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 가능성

레시피

원
재

료

생
산

물류

매
장

소
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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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는 항상 고객을 기업 활동의 중심에 두고 고객 만족을 위한 열정과 약속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객

1회 제공량 당

95% 이상이

페레로는 특정 유형의 제과 제품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천연 성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할뿐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필수 미량영양소를 
제공하는 고품질의 원재료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페레로 제품의 소포장과 레시피는 명확하고 철저한 영양표시제가 적용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일일 식품소비 패턴에 따라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페레로 그룹은 또한 
과학적 연구에 입각한 좋은 식습관 장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영양

150 kcal 이하 

포장, 반가공 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실행된 점검 횟수

페레로의 비지니스 모델은 제품의 최고 품질과 신선함을 보장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페레로는 설립 이래 원재료를 선정하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실제로 제품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입니다.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은 
생산공정뿐 아니라 물류체인 전 과정에 적용되는 중앙 품질관리 시스템의 통합적이고 

쳬계적인 검사를 통해 보장됩니다. >1,400,000

품질 및 신선도

>600,700 
원재료에 대한 검사 및      
분석 횟수

페레로 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책임의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영양표시와 광고에 있어서 일련의 
자체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독립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결과는 늘 높은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은 진실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로 충족시키고 
소비자들이 최적의 식생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페레로는 유럽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식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커뮤니케이션

페레로의 KINDER® 제품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항상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개선해 

가는 페레로의 변함없는 약속과 함께, 서프라이즈 제품의 창조 과정도 발전해왔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 컴퍼니(KSC)는 소형 KINDER® 완구의 개발과 제작을 전담하는 페레로 
그룹의 사업부이며, 이 소형완구의 기능과 재미요소는 KINDER® 특유의 개념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완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시험의 횟수(참고로, 
국제규정이 요구하는 
시험횟수는 38회)

65
킨더 서프라이즈 컴퍼니(KINDER SURPRISE COMPANY)

페레로 제품의

1 6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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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페레로 대학의 교육시간

564,038

1983년 미켈레 페레로에 의해 사회기업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마리아 프랑카 페레로* 
이사장의 열정적 관심 아래, 퇴임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능력의 개발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페레로 재단은 다양한 사회 
및 문화 프로젝트, 공중보건 활동, 보육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 자선,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페레로 재단의 모델과  
“Work, Create, Donate”라는 모토에 영감을 얻은 “Opera Sociale”
사업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 미켈레 페레로 선대회장의 부인

2016년 8월 31일 기준, 페레로 그룹에서는 임직원 
32,990명 외에 Fondazione Piera, Pietro  e  Giovanni 
Ferrero 직원 13명, 외부 협력직원 7,348명³ 등 113
개 국적을 대표하는 총 40,351명의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의 비유럽인 직원 비율은 37.3%로 증가했으며 
여성 직원의 비율 또한 44.2%에 달합니다. 나아가 페레로는 
이들 페레로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방문객 외에 
페레로 그룹과 관계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전문 연수는 물론 
제도교육, 경영교육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학습카테고리(4 Learning Pillar)에 기초한 
페레로 학습 연구소(Ferrero Learning Lab)와 함께 
각국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레로 재단(FERRERO FOUNDATION)

페레로 가족

>90,000
페레로 재단의 
FUTURBALLA 전시장 
방문객 수

1,112
페레로 퇴직원 및 배우자에게 
제공된 의료검진 횟수

3. 서비스 계약직을 제외한 페레로의 외부 협력자 (임시 
직원, 판매 대리인, 인턴사원 및 기타 직접 협력자) 포함

여성직원 비율

1 7

요 약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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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국가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 인도주의적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의 명칭은 본래 ‘페레로 사회 
기업’이었으나, 본 사업의 전 발전과정에 걸쳐 열정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산업기사(Cavaliere del 
Lavoro)”1 미켈레 페레로 선대회장을 추모하는 뜻에서 
고인의 이름을 명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  사 람

창립 이래 페레로 그룹의 철학인 기업가정신과 박애주의는 
그대로 페레로 사회기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페레로 사회기업은 약 10년 전, 미켈레 페레로 선대회장에 
의해 창안, 발족되었으며, 카메룬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하나이지만, 그 기본정신은     
“사회기업”을 항한 것이며, 신흥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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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삶의 질 향상과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촉진은 
페레로 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으며, 
킨더+스포츠는 페레로가 

10년 이상 정성들여 진행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며, 전 세계 아이들에게 운동의 즐거움
(Joy of Moving)을 전파하여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28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발표한 
“운동의 즐거움 선언문(Manifesto Joy of Moving)”
의 실질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2015/2016 
회계연도에는 440만 명의 아동이 23개의 스포츠 종목에 
참가했으며, 125개의 협찬 연맹 및 협회가 참여하는 등 
2017/2018년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이래 총 2,147명의 아동이  
킨더+스포츠에 참여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 



S U MM A R Y

—
20

PLANET 환경

03

포장재의 재생가능 재료 사용률

39%39%

~18%
대체에너지로부터 자체 생산된  
전력 활용률

~18%

95%
폐기물 회수율

95%

RSPO로부터 
100% 분리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팜유 

사용 비율(2015년 1월 이후)

100%10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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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페레로 기업사회책임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성장의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아래의 두 프로젝트를 통해 원재료의 지속 
가능한 공급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일련의 책임있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F-ACTS(Ferrero Agri-
cultural Commitment 
to Sustainability)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한다는 페레로 그
룹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프로
젝트와 파트너십, 표준 및 인증 적용, 제도적 약속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환경과 영농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
된 목표입니다.

2013/2014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FER-Way(Ferrero Environmental Re-
sponsibility Way) 프로젝트는 환경적 지
속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페레로 그
룹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하면서

도 존경받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
신합니다. 

FER-Way 프로젝트는 측정, 계획, 교육, 협력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산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ACTS 체계 내에서 특히 핵심 원재료를 대상
으로 “페레로 농업가치(FFVs-Ferrero Farming Values) 프로그램”도 출범시켰습니다.

페레로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COCOA

30 - 65 - 70 - 35 40 - 70 - 80 - 60 50 - 0 - 100 - 10

지속가능한 농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페레로의 주요 
약속 중 하나는 2020년 말까지 100% 인증된 코코아 
원두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015/2016 회계연도에 
페레로는 12만 톤 이상의 카카오 원두를 사용했으며 이 중 
50%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이 비율은 2016년 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코아 농장의 생산·사회·환경·사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페레로는 비영리  
농민단체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를 막고 농부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코코아

요 약 본

2 1

20%

25%

100%

Origins: Côte d’Ivoire, Ghana, Nigeria, Ecuador, Cameroon and others

50% 50%
75%

2013년 8월

회계연도 
2015/2016

2016년 까지

2016년 8월

2018년 까지 2020년 까지

ERWayWay

 FERRERO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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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회계 연도에, 페레로 그룹이 공급받은 헤이즐넛 
중 7% 이상은 완전한 생산 이력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원료이력관리(Traceability)는 생산 및 제품의 품질 기준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터키는 매년 전 세계 헤이즐넛의 약 75%를 생산합니다. 
페레로는 터키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로, 2012년에는 현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페레로 파밍 터키(FFT-Ferrero Farming Turkey)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페레로는 터키의 헤이즐넛 공급 업체와 윤리, 사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과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5/2016 회계 연도중에도 민관과의 파트너쉽 확대는 계속되어, 유럽의 초콜릿 및 제과류 
산업조합과 국제노동기구 협조하에 “터키 헤이즐넛 생산철 최악의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통합모델”¹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15/2016 회계연도, 페레로가 구입한 설탕의 약 1/4은 
사탕수수에서 정제한 설탕이었으며, 나머지 3/4는 사탕무로 

만든 설탕이었습니다.

페레로는 non-GMO 설탕만을 사용(100%)하는 것 
을 목표로 많은 농업 협동조합 및 설탕 생산업체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2016 회계연도, 페레로가 사용한 사탕수수 중 
47%가 non-GMO 인증을 받은 설탕이었으며, 이는 2016년 말까지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2010년이래, 페레로 그룹은 사탕수수 생산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더 나은 사탕수수 프로젝트(Bonsucro-Better Sugar Cane Initiative)”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적 다양성, 생태계, 인권과 근로기준등을 포괄하는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생산기준의 사항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탕수수

헤이즐넛

SUGAR - 001

50 - 0 - 100 - 10 0 - 0 - 0 - 30 0 - 0 - 0 - 50

HAZELNUTS

PANTONE 4695 CVC 20 - 60 - 100- 10 45 - 10 - 100 - 20 65 - 25 - 100 - 40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  환 경

2 2

>7%
5%

15%
50%

100%

회계연도
2015/2016

Origins: Turkey, Chile, Italy

2014년 까지 2016년 까지 2018년 까지 2020년 까지

회계연도

10%
40%

70%
47%

100%

2014년 까지

2015/2016

2016년 까지 2018년 까지 2020년 까지

2015년 3월 2016년 8월

1. Integrated Model for the Elimination of Worst Forms of Child Labour(WFCL) in 
Seasonal Agriculture in Hazelnut Harvesting in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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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100%100%

2014년 9월부터

유럽 공장의 경우

페레로 그룹은 2005년부터 지속가능한 팜유생산 협의회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믿을 수 있는 팜유만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5년 1월부터 RSPO로부터 분리 인증을 
획득한 지속가능한 팜유만을 사용(100%)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료이력관리의 최적화로 이어지고, 페레로 
팜유헌장(Ferrero Palm Oil Charter) 활동이나 TFT와의 
파트너쉽으로 발전하여 환경, 사람(임직원),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을 담보합니다.

팜유

2014년 9월, 공급업체와의 꾸준한 
협력 덕분에 페레로의 모든 유럽 
공장들이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농장 
달걀만을 사용(100%)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페레로는 터키나 멕시코 같이 
케이지 프리(cage-free) 계란 공급이 
쉽지 않은 나라들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계란을 
공급 받는다는 목표로 관련 전략을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계란

우유

PALM OIL

05 - 20 - 90 - 0 05 - 30 - 100 - 10

EGGS

0 - 10 - 20 - 40 0 - 60 - 100 - 0 0 - 45 - 100 - 0

  

2015년 1월부터

100%100%

2014년 9월부터

유럽 공장의 경우

페레로는 그간 엄선된 우유 생산업체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페레로는 신선도, 맛, 안정성을 포함한 모든면에서 적정 
통제가 보장되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엄선된 유제품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우유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짧고 

통제된 공급망을 통해 농장에서부터 제품까지의 명확한 경로를 보여주는 간이원료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법이 정한 것보다 엄격한 수준입니다. 

더불어 페레로는 2015년 유럽공장에 공급되는 우유의 98%이상을 차지하는 다양한 지역 
(이탈리아부터 터키, 스칸디나비아부터 인도까지)의 14개 주요 공급업체에 대해 “우유 품질 
프로젝트(M.Q.P.-Milk Quality Project)”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MILK

30 - 0 - 10 - 20 60 - 0 - 10 - 30

요 약 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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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o - 헤이즐넛 통합 공급망

페레로 농업회사의 발전

페레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합된 식품공급망 
모델에 따라 생산현지에서부터 가공 단계, 판매, 반제품 
회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헤이즐넛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관리 체계는 2014년 말, 페레로 헤이즐넛 
컴퍼니(HCo)의 창립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농지경작, 
농민들의 재배전략 개발, 농경법 연구 및 개발에서부터 
소싱, 산업변화, 헤이즐넛을 함유한 (반)제품판매에 
이르는 헤이즐넛 공급망 내의 모든 요소들을  
단일조직하에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페레로 헤이즐넛 컴퍼니(HCo)
는 4,000여명의 직원들1로 구성되어, 6개의 농업회사 
(칠레, 아르헨티나, 그루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세르비아), 8개의 제조공장(이탈리아, 칠레, 터키 소재), 
5개의 사업부(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영국)
가 이에 소속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레로 헤이즐넛 컴퍼니(HCo)를 통해 기업활동의 
의의를 재정립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과거 조달 수준의 활동에서 머물던 일이 이제는 원재료 
가공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헤이즐넛 분야의 
세계적인 주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  환 경

1. 서비스 계약직을 제외한 페레로의 외부 협력자(임시 직원, 판매 대리인, 
인턴사원 및 기타 협력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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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4 2007 2009 2011 2013

   

 

세르비아 :
200 헥타르 
묘목장 운영
 

 
칠레 :

3,500 헥타르 
묘목장 운영

아르헨티나 :
200 헥타르 
묘목장 운영 남아프리카 공화국 :

500 헥타르 
묘목장 운영

호주 :
900 헥타르 
묘목장 운영

그루지아 :
3,500 헥타르 
묘목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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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는 나아가 환경책임 프로젝트인 FER-Way를 통해 
종래의 선형(Linear) 소비모델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재활용 구조를 지향하는 순환경제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페레로 그룹은 기존의 선형적인 공급망보다는 
“순환적인” 공급망을 통해 식품 원재료, 에너지 및 
포장재 등 주요 자원을 관리하는 문제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영향 최소화

페레로 그룹은 환경지속가능성의 정확한 관리를 목표로 
2013/2014 회계연도 부터 시작된 FER-Way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보다도 제품공급망의 환경영향 측정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CT(Life Cycle Thinking) 접근법에 
기초하며 제품수명 및 환경에 미치는 주된 영향의 여러 
단계를 평가합니다. 이는 페레로 그룹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단계까지 포함하며 4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요 약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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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공인된 지표를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룹 활동의 

환경 영향을 측정합니다.

협업 기획

교육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제품, 포장

장비 및 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협회, 연구 기관,
공급업체 및 NGO와

협력합니다.

연수 기회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직원, 공급업체 및 고객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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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ro 4 Future’ 계획은 FER-Way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에서 입안되어, 페레로 그룹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중인 4가지 영역을 포괄합니다. 

Ferrero 4 Future: 미래의 페레로ERWa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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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귀중한 자산이며 책임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 에너지는 물론 
포장재와 같은 자원들도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페레로는 제품의 생산 
과정별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효율적인 자원 사용

ERWa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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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

페레로 그룹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페레로는 
탄소발자국(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혁신 
및 협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뿐 아니라 전체 가치 사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RWa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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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생태계 보호

페레로 그룹의 사업은 당연히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 직접적인 사업활동 
혹은 공급망 참여를 통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생태계 영향 요인을 찾아내고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레로와 같은 식품회사의 경우 생물다양성, 삼림황폐화 및 적정한 토양이용 
등은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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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폐기물 감축과 생산체인의 관리 개선을 위한 그룹 방침에 따라, 또한 
폐기물 회수량을 늘려 나간다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맞추어, 페레로 그룹의 
생산 공장은 폐기물 생산의 절대량 감소 뿐 아니라 회수율 9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폐기물 관리

페 레 로 와  기 업 사 회 책 임  -  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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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RO 4 FUTURE 

요 약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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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원 사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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