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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발간된 보고서를 확인하시려면  
www.ferrerocsr.com 을 방문하세요.

보고에 앞서..

이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는 

2016/17회계연도 (2016.9.1 – 2017.8.31)중 페레로

그룹의 기업사회책임 전략 및 글로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페레로 그룹과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중요도를 기초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보고서(full report)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요약본은 페레로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및 

지속가능성(Corporate Communications and 

Sustainability) 담당 부서가 작성하였습니다.

(email: csr@ferrero.com)

이 요약보고서의 모본인 전체 보고서는 

PWC(PricewaterhouseCoopers)의 제한적 

보장약속의 주제였습니다.

이 요약 보고서는 온라인 

www.ferrerocsr.com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현재까지 발간된 총 8건의 CSR 

전체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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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편지

페레로 그룹은 올 한해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페레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목도한 해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의 예산 및 PS3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Civiletti씨를 페레로의 새로운 CEO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하고 야심찬 장기 목표와 과감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착수한 이 계획 사이클 역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레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쌓아온 훌륭한 전통위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존중해나가는 한편, 과거의 유산을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즉, 초콜릿 제과 시장에서 

SPF(Sweet Packaged Foods) 영역으로 확대 

이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레로의 일하는 방식”

만큼은 변함 없이 고수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페레로의 

진정어린 약속과 헌신은 앞으로도 우리의 강력한 실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훌륭한 

실적으로 이어져, 2016/17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105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페레로의 열정은 

우리의 기업 활동의 원천이며 최상의 원재료 소싱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이 “최상”의 개념은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엄격한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에 두루 적용됩니다.

 

아울러 페레로의 직원들, 그리고 페레로가 활동하는 

전세계 지역사회 또한 우리가 열정을 쏟는 분야이자 

우리의 가치공유 체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공유 체계는 페레로를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과 

페레로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페레로 재단,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킨더+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이니셔티브들간의 연계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킨더+스포츠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운동의 즐거움(joy of moving)을 전파하는 이 뜻깊은 

프로그램이 전세계 30개국으로 확대되는 의미있는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저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레로 그룹은 미래를 향한 원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들을 ‘사람’과 ‘환경’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대의 기업지속가능성 

기구인 유엔글로벌컴팩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합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헌신으로 우리의 특별한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페레로의 모든 직원들,  

“페레리언(Ferrerian)”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조반니 페레로 Giovanni Ferrero 
페레로 그룹 회장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페레로의 열정은 최상의 

원재료 소싱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기업 활동을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개념은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조반니 페레로 Giovanni Ferrero 
페레로 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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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 사업개요

기업의 사회책임 실천을 위한 페레로의 초점은  

엄선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최고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요 수치

총 생산  (단위: 톤)

+0.9%
2016/17 1,277,126

2015/16 1,265,950

2016/17 회계연도                                   
연결 순매출액 지역분포

1. 이탈리아 14%

2. 기타 유럽 지역 59%

3. 유럽 이외 지역 27%

1

2

3

페레로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페레로 제품은 전세계 170여 개국에서 직접 
또는 공식 리테일러를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은 5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공 

대한민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ferrerocsr.com

연결 순매출액               (단위: 1,000유로)

+1.54%
2016/17 10,485,058

2015/16 10,3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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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 헤이즐넛 컴퍼니(HCO) 
6개 농업 회사:

칠레

아르헨티나

그루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세르비아

8개 제조 공장:

칠레

이탈리아

터키

전세계 23개의 제조 공장

1. 이탈리아 – Alba 1946

2. 독일 – Stadtallendorf 1956

3. 프랑스 – Villers-Écalles 1960

4. 이탈리아 – Pozzuolo Martesana 1965

5. 호주 – Lithgow 1974

6. 아일랜드 – Cork 1975

7. 에콰도르 – Quito 1975

8. 이탈리아 – Balvano 1985

9. 이탈리아 – S. Angelo Dei Lombardi 1985

10. 벨기에 – Arlon 1989

11. 폴란드 – Belsk Duzy 1992

12. 아르헨티나 – La Pastora 1992

13. 브라질 – PoÉos De Caldas 1994

14. 캐나다 – Brantford 2006

15. 카메룬 – YaoundÉ* 2005

16. 남아프리카공화국  – Walkerville* 2006

17. 인도 – Baramati* 2007

18. 러시아 – Vladimir 2009

19. 멕시코 – S. JosÉ Iturbide 2013

20. 터키 – Manisa 2013

21. 중국 – Hangzhou 2015

22. 영국 – Alfreton 2015

23. 미국 – North Canton 2017 
                                                                                                                         
*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l 제조 공장

l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l 페레로 헤이즐넛 회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역량, 전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와 함께하는  비즈니스와 제품력;

바로 전세계에 걸친 페레로의 다짐입니다.  

원재료
2015/16 회계연도 동안, 페레로 

그룹은 총 1,830,193톤1의 농산품 

및 포장재료를 사용했습니다.

1 이 수치는 페레로 제품 조리에 사용된 물과 장난감 원재료 및 생산

   공정에 필요한 보조재료의 용량을 포함합니다.

페레로 그룹의 임직원 수

+3.76%
2016/17 30,305

2015/16 29,206

주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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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와 기업사회책임

  페레로 그룹에 있어 기업의 사회책임이란 늘 사람과 그들이 사는 곳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라 함은, 가깝게는 페레로 

전현직 직원을 비롯해 우리의 소비자와 그 가족들이며, 나아가 페레로 

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각 나라의 지역사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페레로 그룹이 70년 전 이탈리아의 알바(Alba)에서 첫 걸음을 

뗀 이래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실제로, 페레로 그룹이 가장 중시하는 보고서는 연간 재무제표가 아닌 

사람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담은 사회책임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페레로 그룹의 접근방식은 “가치공유를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책임 전략에 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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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 촉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과 

산업보호, 나아가 환경보호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사회책인 

전략에 대한 페레로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페레로는 기업사회책임(CSR)에 관한 그룹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CSR 전담 

사무실(이메일: csr@ferrero.co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레로는 재정적 목표에 앞서 사람과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1957년 선대회장 미켈레 페레로가                
대표직에 오르며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이러한 성향은 회사의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에 헌신하는 일이 나의              

보람이며, 나의 아버지와 삼촌이 그랬듯이              

나의 모든 행동과 의지는 이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바쳐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미켈레 페레로 선대회장 
Michele Ferrero 1957

전통과 혁신은 페레로의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통은 ‘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활을 뒤로 더 세게 당길수록 우리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혁신의 화살을 더 멀리 쏘아 보낼            

수 있습니다.”
조반니 페레로 Giovanni Ferrero 
회장

조반니 페레로 현 회장도 같은 차원에서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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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페레로에 있어 고객 중심이란 목표가치가 아니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실천가치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페레로의 

영양전략, 지속적인 혁신, 제품의 품질 및 신선도, 식품 안전성, 그리고 

책임 있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현됩니다.  

아울러 페레로 전현직 직원과 페레로가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페레로 재단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운영 중인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은 또한 글로벌 프로그램인   

“킨더+스포츠(KINDER+SPORt)”가 주창하는 “운동의 즐거움(JOY 

OF MOVINg)”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공급망 전반에 걸쳐 회사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일은 페레로 그룹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이것은 원재료들이 
책임 있게 선택되도록 보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페레로 그룹은 최고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원재료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하고, 물 소비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환경을 존중하는 생산방식을 고수합니다.   
페레로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원재료부터 생산공정 및 물류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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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분석 
(MATERIALITY ANALYSIS)

페레로의 중요도 분석(Materiality Analysis)
은 그룹의 가치창출 능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들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이 의미있게 여기는 사항들의 
중요성을 직접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26개의 주요 테마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들 테마를 정한  
후 내·외부의 인식을 토대로 이들 테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관성은 기업 보고서, 의무적 및 자율적 규정
(NgO 간행물 포함), 뉴스 및 소셜미디어 게시물² 등에서 취한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페레로에 대한 연관성 및 잠재적 영향은 내부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아래 매트릭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레로 및 페레로의 이해관계자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사항들이 우측 상단의 박스에 위치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환경 관련 테마, 특히 “기후 변화 및 대기오염”, “
자연자본 보존  및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포장재”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은 페레로와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관점을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급망”의 결정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내부적인 관점에서는 “제품과 원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이 그룹의 
최우선과제로 확인되었고,”인권”, “소비자 권리”,  “책임있는 마케팅” 
또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환경테마들(“물 및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으며,        
“투명성” 및 “윤리와 준법”도 역시 중요한 테마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건강, 안전성 및 복지”,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터”
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조명되었습니다.

16. 직원 건강, 안전성 및 복지

17.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터

18. 지역사회 

19. 포용 및 접근성

 
 환경

20.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21. 지속가능한 포장재

22. 자연자본 보존 및 생물다양성

23. 물 관리

24. 폐기물 관리

25. 에너지 효율

26. 동물 복지

2 출처: Datamara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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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연관도
(STAKEHOLDER MAPPING)

기업사회책임 보고서 및 요약본 작성을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매핑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페레로의  
첫 번째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레로 그룹은 국내와 유럽,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무역 및 산업 협회의 일원이 되어 각종 협의와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을 담당하는 NgO들과의 체계적인 대화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은 
기업사회책임보고서(모본)에 상세합니다. 

노동조합

임직원

무역 및 산업 협회

정부 및 
규제기관

공급업체

농업인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지역사회

소비자협회 및 
NGO

미디어 및 
SNS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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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의 지속가능성 목표

분야 내용 진도

그룹의 모든 생산 현장에 대한 FSSC 22000 
식품안전 인증 – 중국의 신규공장 포함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공장 제외)

2017년 1월에 달성 l

페레로 재단과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의 활동 강화

달성 후 연장 실행 중 l

“문화다양성(culture of diversity)” 

지원을 위한 내부계획 촉진

2018년까지 갱신 l

관리직 직급의 여성 비율 5% 증가       

(2015년 8월 31일 대비)

2020년까지 l

“킨더+스포츠(Kinder+Sport)” 프로그램이 
전세계 30개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5백만    
명의 아이들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2018년 8월까지 l

 

친환경 인증 코코아만을 사용(100%) 2020년까지 l

 

친환경 및 분리 인증 팜유만을 사용(100%) 2014년 12월에 달성 l

 

친환경 자원에서 얻은 정제 설탕만을 사용
(100%)

2020년까지 l

 

모든 헤이즐넛에 대한 이력추적계획 시행
(100%)

2020년까지 l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농장 달걀만을 사용
(100%)

EU 공장의 경우 2014년 9월에 
달성, 2025년까지 전세계로 확대

l

 사람

 환경

l 계획대로 진행 중

l 계획 조정 중

2020년을 향한 페레로 그룹의 목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다음 장들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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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용 진도

모든 유럽 공장 전력 소비량의 70%를 
자체생산 전력으로 충당(기존 75%에서 
조정), 그 중 18%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조달(기존 25%에서 조정)

2014년 9월에  일부 달성 l

2014년 8월현재 운영중인 17개 생산 현장에 
대한 ISO 50001 단체인증 – 전력생산 공장 
포함(“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공장 제외)

2020년까지 l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기존 및 미래 공장의 
지역적 필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행동계획 
시행

2020년까지 l

생산활동중 발생되는 CO2 배출량을 40% 
감축(2007년 대비) 

2020년까지 l

운송 및 보관활동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CO2eq 톤)을 30% 감축(2009년 
대비) 

2020년까지 l

재생가능 재료로 만든 포장재 사용(2009년 
대비 10% 증가)

2020년까지 l

지속가능성 인증 공급망으로부터 구입한 
미사용 판지³만을 사용(100%)

2014년 12월에 달성 l

지속가능성 인증 공급망으로부터 구입한 
미사용 제지⁴만을 사용(100%) 

2014년 12월에 달성 l

 사람

 환경

l 계획대로 진행 중

l 계획 조정 중

3 판지는 밀도(평방미터 당 
질량) 225 g/m2 이상의 
자재를 지칭

4 제지는 밀도(평방미터 당 
질량)  225 g/m2 미만의 
자재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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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비자
소비자는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페레로는 항상 고객 만족을 위한 
열정을 기업 활동의 중심에 두어왔습니다.

페레로가 하는 모든 활동은 소비자를 지향합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 
지속적인 혁신, 신선도와 식품 안전성 및 책임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약속을 실천합니다. 특히 우리는 킨더 서프라이즈 컴퍼니(Kinder Surprise 
Company)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ferrerocsr.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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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 제품의

92.2%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신선도 테스트 횟수

1,000,000회

관능 검사 및 결함검출 검사를 포함한   
1차 및 2차 포장재 점검 횟수

1,333,000회

페레로 완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테스트 
횟수(참고로, 국제 규정의 요구는 38회)

65회

        가

1회 제공량 당 130칼로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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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비자

영양

영양은 생명의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은 인간의 
웰빙의 기초이며, 페레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페레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제과 제품들을 포함해  
17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페레로의 모든 제품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건강한 식단 및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부합됩니다. 우리는 식품 교육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 칼로리가 낮은 소포장 제품을 제공합니다.

혁신

혁신에 대한 페레로의 접근방식은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모델을 결합합니다. 페레로의 “제품에서 과학으로
(Product to Science)” 모델은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그 배경이 되는 과학을 탐구합니다. “과학에서 
제품으로(Science to Product)” 모델은 새로운 제품 
컨셉에 영감을 주는 과학기술 혁신을 모색합니다.

지난 50년간 페레로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았고, 이 
제품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초콜릿 제과 부문의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우리 페레로는 그룹안에 지속적인 개방형 
혁신에 전념하는 연구·기술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 용량 비율(%), 2017/17년 기준. 
출처: 페레로 내부 자료.

시장에서 판매되는 용량* 기준                                   
페레로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칼로리 분포

1. ≤10 kcal 2.2%

2. >10 – ≤100 kcal 68.2%

3. >100 – ≤150 kcal 25.8%

4. >150 – ≤200 kcal 2.0%

5. >200 kcal 1.7%

1

3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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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비자

품질

페레로의 정책은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 단계에서 
우수한 관능특성을 전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품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며, 선도적인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패키징 디자인을 개발, 생산하는 것입니다. 

페레로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원재료에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관리감독하고 해당 지역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는 
그룹차원의 품질관리본부의 주도로 가동됩니다. 18,536 회

생산단계에서 페레로 로쉐가 전세계적으로 

실시한 맛 평가 횟수 (2016/17 회계연도 기준) 

약 670,000 회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분석검사 이외에 

화학적,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측정을 

포함한 원재료에 대한 분석 검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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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는 유럽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식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커뮤니케이션

제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페레로는 단순한 법적 
규정준수를 넘어 특히 영양표시와 광고의 경우 다양한 
자체규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활동과 
좋은 식습관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페레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에서 채택한 “책임있는 식음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responsible food and beverage 
communication)”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표준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국내 및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 컴퍼니   
(kinder surprise company)
페레로의 KINDER® 제품은 그 안전성, 고품질, 혁신성과 
함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제품으로 탄생하기까지, KINDER® 
완구들은 전세계 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발됩니다. 

킨더 서프라이즈 컴퍼니(KSC)는 모든 KINDER® 에그 및 시즌제품 
개발에 집중합니다. 서프라이즈 완구는 전담 사업부인 KSC의 주도로 
아동 심리학자 및 안전성 전문가들과의 협력 하에 매우 세심한 설계 
및 연구,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KSC는 다음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어린이의 능력 향상: 어린이에게 적합한 특정 태도 및 행동 발달 장려

•	다양성: 어린이의 전체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 개발

•	360° 경험: 재미있고 교육적인 가치 체험 및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의 놀이 포함

•	보편성: 문화와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

매년 800건의 가장 유망한 완구 시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2016/2017년 유럽, 
아시아태평양 및 남미 지역 부모들을 대상으로  

9,000건의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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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페레로 그룹의 가치와 유산은 우리의 직원들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페레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페레로는 입사한 날로부터 은퇴 시점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개인적, 직업적 
발전의 모든 측면에 투자합니다.

또한 페레로가 활동하는 전세계 수많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 번영을 적극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ferrerocsr.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