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환경평가 프로그램

Higg Index



SAC는 패션브랜드, 판매업자, 제조자,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학계 전문가가 함께 만든 지속가능의류협회로
섬유산업에서 의류, 신발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 및 브랜드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노동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SAC(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가 개발한 Higg Index는 모든 규모의 브랜드, 소매업체 및 개별 공장이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도록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설이 자가평가를 수행하고 3자기관을
통해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그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Value Chain 전반의 환경영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Higg Index

Higg index는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의류, 신발 및 섬유산업 전반에 관련된 모든
규모의 브랜드, 리테일러, 제조시시설에 적용됩니다.

적용범위

SAC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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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프로그램

검증 서비스
매년 시설이 자가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며, 시설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기업내 전문인력 양성으로 시설의 지속가능 환경성과 진단으로 시설의 환경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이행 계획 수립 가능

컨설팅 서비스
- 바이어의 Higg Index 요구사항 확인 및 제조업체의 환경관리 장·단점 식별
- 환경개선을 위한 중 ·장기 실행계획 수립
- 환경을 개선하여 비용 절감 및 혁신의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

계정등록

Higg FEM 구매 (vFEM)

게시(Post)/공유(Sharing)

자기평가 (FEM 작성)

현장검증 요청

현장검증

게시(Post)/공유(Sharing)

Higg FEM 진행절차



FITI Higg Index Contacts

유일곤 주임(검증 담당자)              Email : 
                                                   Tel. +82-2-3299-8218

이정윤 선임(검증 관리자)              Email : kelvin@fitiglobal.com
                                                    Tel. +82-2-3299-8042

박준현 주임(프로그램 코디)           Email : jun_park@fitiglobal.com
                                                    Tel. +82-2-3299-8222

FITI U.S.A. LA Branch
FITI U.S.A. New York Center
FITI Indonesia Jakarta Center
FITI Vietnam Hochiminh Branch
FITI Vietnam Hanoi Center
FITI China Shanghai Branch
FITI China Dalian Center
FITI China Guangzhou Center

FITI China Yantai Center
FITI China Qingdao Center
FITI Hong Kong Center
Germany SKZ
Vietnam TRI
India BTRA
Thailand THTI
Indonesia SUCOFINDO

Japan BOKEN
China CTA
China CIQ
China CTT
Canada CTT
U.S.A. TRI
U.S.A. GSI
Mexico INNTEX

claudeyoo@fiti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