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 SONS
FOR T H E
FUTURE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
인터페이스 가이드북

DOWN
Rick Fedrizzi,
Chairman & C E O, IWB I

“사람들은 인터페이스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Lessons for the Future

목차:

LESSON 1

SHOOT F OR T H E M OON
LESSON 2

A CHANGE IN M I N D S E T CAN CHANGE E V E R Y T H I N G
LESSON 3

EVE R Y VIS ION NE E D S A P L AN
LESSON 4

T A K E A CIRCULAR APPROACH
LESSON 5

T O CHANG E E VE R Y T H I NG Y OU N E E D E VE R Y ON E

6
10

14
18
20

LESSON 6

22

LESSON 7

24

LESSON 8

26

LESSON 9

28

A WRONG T U R N CAN LEAD TO T H E R I G H T R E S U L T

B E TRANSPARENT

S T A R T A R I P P L E , C R E A T E A WAVE

RAISE T H E BAR

Interface®

MISSION ZERO®
25 Y E A R S ON

1994 년에 인터페이스는 매우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해 미션 제로 (Mission
Zero®)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이
미션은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10 억 달러 규모의 카펫 타일
제조업체에게 대담한 도전이였습니다.

ABOVE
Ray Anderson, Interface Inc.
Founder & Chairman

인터페이스는 이것이 ‘열정’ 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때,
인터페이스는 ‘0’ (제로) 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따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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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M I S S I O N Z E R O ® 달성에
성공을 선언합니다. 하 지 만
새로운 제품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것을 맹세합니다.:
CLIMATE T A K E BACK™

Interface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업체제를 변화 시켰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중요한 목표물을 달성했던 방법에
대한 진행 보고서이자 서약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임무인 Climate Take Back™ 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일은 미래에 무엇을해야
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Mission Zero®를 달성 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Climate Take
Back ™에 착수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을 바꾸거나, 비전과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과거의 학습 교훈은
조직 내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학습들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BELOW
Interface Inc. Pioneering Founder
& Chairman, Ray Anderson’s original
sketch of Mission Zero ®

Interface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행동 조차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행동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실행만 한다면 시작할 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진행 상황을
항상 공유해주세요.

인터페이스는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전 세계와 공유합니다. 이 학습이
보여주는 모든 가능성은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줄 것 입니다.

5

Interface®

L E S S O N 1:

SHOOT F O R
T H E MOON
여러분의 임무가 더 야심적이고 열망적일수록
그것의 힘은 더 커집니다. 점진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안주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직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학습하는 방법
Moonshot 목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쉬웠다면 누군가 이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moonshot 목표는 직원과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주지 않는 사업을
감히 상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야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혁신적인 사고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의를
주었습니다.결과는 그것 스스로
말해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원자재와 제품을 변형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채택하십시오. 인터페이스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물,
폐기물 및 에너지의 획기적인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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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는 2020년까지 제조
공장이 100 %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공장은 각각 재생 가능 에너지
99 %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현장의 평균치는 89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중단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및 원료
연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의 재활용 또는 바이오 기반
소스를 활용하거나, 모든 원료를
2020년 기준으로 60 % 바이오 기반
원료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구축해오고
있는 ‘제로’ 비즈니스가 더 이상
새로운 목표가 아님을 알게됬으며,
이제 우리는 ‘제로‘ 라이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로 설정해왔던 모든 범위에서
0(제로)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설명하는
moonshot 목표의 요점입니다.
제품의 footprint 감소와

공급망에서 인터페이스가 주도한
변화와 다른 회사에 끼친 영향력은 25
년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Mission Zero®를 제공하고 그 이상을
넘어 섰습니다.

목표를 0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감한
것이며 달성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표를 설정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큰 목표인
Climate Take Back ™도 같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Lesson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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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자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

1996 년부터
해왔던 일:

89%
물 사용량 감소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을 89 %
줄였습니다.

89% 99%
재생 가능 에너지 (글로벌)

재생 가능 에너지 (미국 및 EU)

100 % 재생 가능 전기 사용을 포함하여 전
세계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총 재생
가능 에너지를 89 %로 늘 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 현장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99 % 달성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 감소

토지에 낭비되는 폐기물 감소

제조 현장의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를
96 % 줄였습니다.

전 세계 사업 전반에 걸쳐 매립 폐기물을
92 % 줄였습니다.

카펫의 탄소량 감소
카펫의 평균 크래들 투 게이트
탄소량을 69 % 줄였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소

96% 92%
69% 46%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46 % 줄였습니다.

참고 : 25 년 풋 프린트 감소를 설명하는 모든 수치는 2018 년까지 계산되며 인터페이스 카펫 타일 생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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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는 다른 산업체와 견주어 지속 가능성의
가 장 높 은 수 준 의 벤 치 마 킹 을 설 정 합 니 다 .”

ABOVE
Joel Makower, Chairman and Executive
Editor GreenBiz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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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S S O N 2:

사고 방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내면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개 방 적 인 마 인 드 셋 과 색 다 른 접 근
방식에서 더 나은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학습 방법
간단한 질문 하나가 회사 전체 사고
방식의 변화를 촉진 시켰습니다. 25
년 전에 한 고객이 "귀사는 환경을
위해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인터페이스
창립자인 Ray Anderson에게 새로운
시작과 탐험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열었습니다. 비즈니스가 그
안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로 Ray
Anderson은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Ray는 Interface에 새로운 초점을
두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없는 회사로 만들기를
결심합니다. 이전에는 들어 보지
못한 야망이었습니다. 위 질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보면 큰 도전에
열려있는 강한 의지를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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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고 방식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고와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문화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Interface는 이것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Interface의 가장 중요한 문화
투자 중 하나는 1997 년 4 월 하와이
마우이에서 계획된 글로벌 영업
회의를 인수 한 것이 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34 개국에서 1,100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사 전략과 매출 성장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변화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이 세계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있는
권리를 느끼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생태 인식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운동가인 Paul Hawken, 전무
이사이자 활동가인 The Sierra Club,
David Brower 등의 선구적인 연설은 이
운동에 행동력을 촉진 시켰습니다. 이
일은 참석한 직원과 리더들 사이에서
대규모의 동의를 얻었으며, 직원들이
지속 가능성에 전적으로 헌신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Lessons for the Future

자연처럼 사고하기
획기적인 사고를 위한 공간 만들기

1999 년에 각 부서의
직원들이 Interface가
새로운 관점을 통해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첫 번째
생체 모방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바닥재의 세계를 넘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디자인 사고 방식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도전 : 자연이 카펫 타일을 어떻게

워크샵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자연에서
학습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품 디자인
팀은 패턴의 모양, 크기 및 색상에서
유니크한 숲 느낌이 나는 바닥의
무작위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디자인팀은 이것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임의성 – 전통적인 카펫
디자인에 벗어난 직관적인 아이디어.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된지 1
년이 채 되지 않아 세계 최초의 생체
모방 카펫 타일 인 Entropy® 를
출시했습니다. 이 패턴은 유동적인
사용 및 교체가 가능하므로
카펫타일을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설치 방법을 사용하면
카펫 수명을 연장하여 손상이나
마모없이 설치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무지향성 패턴은 낭비를 줄이고 빠른
설치를 가능하게해 고객이 드는
비용을 낮춥니다.

넓은 카펫을 평균적으로 설치하면
비방향 설치의 경우 평균 1.5 % 만
낭비되는 반면 일반 설치의 경우 14 %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Entropy® 제품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2003
년에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전체 제품
라인 Entropy® 타일은 2002 년과 2007 년
사이에 Interface의 미국 비즈니스를 두
배로 늘리면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의 25 % 이상이 이 원칙을
사용하여 설계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관점과 사고 방식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성공적인 제품 라인 중 하나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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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의미하는 바
Interface의 새로운 사명인
Climate Take Back ™은 사고
방식을 변화하는데 있어
Interface가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 – 기후
변화를 회복하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 변화의 위대함. 그것을
이끄는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이유에 대한 것.

새로운 생각과 접근방식.

인류가 실수로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면 인류는
다시 기후 변화를 의도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인터페이스는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마음 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Interface가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하는지 보려면 Climate Take Back ™ 사명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사의 능력에 대한 낙관론과 믿음은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모든 마인드셋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협력 방식, 지구 온난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할 것입니다. 2019 년 1
월에 Climate Take Back ™ 사명에 대한
인식을 새로 구축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을
위한 글로벌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목표는 지구 온난화 해결에
대한 도전을 인정하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입니다.

R IG HT
우리의 사고 방식은 비즈니스 내의
모든 팀에 걸쳐 확장되어 변화가
번창 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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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S S O N 3:

모든 비전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사명, 계획, 목표 및
성공 측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없으면 획기적인
야망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방법
다음과 같은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산업 세계에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회사가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프로세스,
제품, 장소 및 이익과 같은 요소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비즈니스 계획으로
전환하려면 변화를 주도하는 체제, 목표
및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론적 접근 방식도 필요합니다.
큰 목표를 설정할때 단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ission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방식의 전환을
출발점으로 전체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체제와 방법론을 포함한
Natural Step (TNS)를 채택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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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모든 것이 과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주요 변화 영역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외부 관점을 도입했습니다.
작가, 활동가, 과학자 및 기업가와
같은 시스템 전문가를 한데 모아 The
Seven Fronts of Sustainability라는
프레임 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폐기물
제거, 양성 배출, 재생 가능 에너지,
루프 폐쇄, 자원 효율적인 운송, 이해
관계자 및 상거래 재설계.
그런 다음 그 체제를 기반으로 매립
폐기물 제로,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
제로, 공정 용수 제로, 온실 가스 배출
제로 등 여러 분야에서 공격적인 제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Factory to Zero, Products to
Zero, Supplier to Zero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EcoMetrics 라는 메트릭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전
세계의 직원들에게 보고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구축한 계획은 기술적
지속 가능성 체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행동
할 수 있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직원에게
따라야 할 로드맵이 제공되었습니다.
Mission Zero®가 영감을 주는 비전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현실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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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ING
T H E S U M M IT

Ray Anderson에게 완전히 지속 가능한
회사로의 여정은 "에베레스트 보다
높은 산"을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Mount Sustainability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남들과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요소에 집중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합니까?
자연이 회사를 디자인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영감을 바탕으로21 세기의
원형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고유한 목표와 측정 기준을
가진 The Seven Fronts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서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 (전면1)에서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및 제품을
재설계 하는 것 (전면 4)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 입니다.

이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 리더로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년 Globescan
Sustainability Leaders Survey 는 글로벌
실무자에게 비즈니스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데 있어 어떤 회사가 가장
성공적인지 묻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상위 3 개
회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2 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리스트에 올라간 유일한 회사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입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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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O2 배출량 (GtCO2 / 년)
복원의 과정
기후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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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의미
새로운 미션인 Climate Take Back ™을
위해 체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따라야 할 체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스톡홀름 복원력 센터에서 기후 안전
수치 한계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2017 년에 제안한 과학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탄소
로드맵은 10 년마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탄소 법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세기에서 지구 온난화를 1.5 도
까지 제한하려면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조치, 혁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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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 탄
소화하는 동시에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복원 및 보호하고 탄소
제거 기술을 확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비즈니스 체제를 개발해야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우리는 기후
회수 전략의 네 가지 영역인 Live
Zero, Let Nature Cool, Love Carbon,
Lead the Industrial Re-Revolution 을
만들었습니다. 이 체제는
인터페이스 기후 회복 사명의
근간이 됩니다.
기후를 되돌리고자 하는 캠페인은
단지 목표가 아닌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환경의 신속한 탈 탄소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Rockstrom 교수의 "탄소 법칙".

오른쪽
Rockstrom 교수의 "탄소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전체 시스템을 포괄하는
기후 회수를 위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래를위한 교훈

L IVE

ZERO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L E AD

THE INDUSTRIAL
RE- REV O LUTIO N
산업체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힘으로 바꾸십시오.

L OVE

CAR B O N

탄소를 적으로 보지 말고
자원으로 사용하십시오.

LET

N A T U R E COOL
환경을 규제하는 생물권의 능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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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S S O N 4:

T A K E A CIRCULAR
APPROACH

지금까지는 혼자서만 순환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전체
가치 사슬과 그 이상을 참여시켜 진정한 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지 알아봅시다.

보다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해
비즈니스를 위한 순환 시스템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nterface에 대한 순환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데는 원자재 변경, 재활용 재료
사용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원료를 효과적으로
재사용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카펫 표면의 재활용
나일론, 베이스 레이어 및 기판의 재활용
재료를 포함하여 카펫의 많은 부분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료에서 보면 1994 년에 카펫을 만드는 데
사용한 모든 재료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카펫에 있는
원료의 60 %는 재활용 또는 바이오 기반
소스에서 나옵니다. 또한 2016 년에 판매를
시작한 고급 비닐 타일 제품에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LVT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LVT
제품의 재활용 내용물을 확인하고 모든 LVT
제품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재활용된
내용물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 제품을 재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탈레이트, 포름
알데히드 및 탄화 플루오르와 같이
재활용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원자재를 변경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비즈니스들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기술 팀과 재활용 재료를 제공한
공급업체 기술 팀 간의 공유를 실천하고
업체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는 공급망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회사 전체의 모든
원자재를 재활용 옵션으로 변경하려면
이와 같은 헌신, 인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는
1997 년에 원사 공급 업체 중 한 곳과
협력하여 재활용 나일론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0 년까지 100 % 재활용
나일론을 사용중입니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일부 입니다. 제품을
재활용 할 수있는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여 순환 접근법을 만드는 것은
고객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는 2020 년까지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기술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업 지역의 95 %가
Interface의 ReEntry ™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판매 지역의 80 %가 지역
ReEntry ™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ReEntry ™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카펫 타일 및 LVT 제품을
회수하고 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중고 제품 회수의 시장
장벽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부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의 법률은
중고 카펫을 국경을 넘어 재활용
센터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카펫을
매립지에서 재활용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카펫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노력을 가해서
재활용을 위해 수집 할 수있는 카펫
양은 연간 판매하는 카펫의 5 %
미만입니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95 년부터 경쟁 업체의
카펫을 포함하여 매립지에서 3 억 파운드
이상의 카펫 및 카펫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지난 3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ReEntry ™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2 천만 파운드
이상의 카펫을 재활용했습니다.
순환 접근 방식을 위해서 때로는
산업체 비즈니스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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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지지와
순환 경제 입법의 시작

2010 년에 캘리포니아는 카펫
제조업체가 매립지 전환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세계
최초의 관할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주요
목표로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한 재활용률은
공격적인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프로그램 달성까지 5 년이 걸렸지만
카펫 제조업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7 년 캘리포니아는
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펫 제조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원래의
법률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펫 업계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길 원했기에 법이
폐지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세계 10 위 경제 대국에서
재활용 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른
캘리포니아 기반 및 국가 이해
관계자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2017 년
10 월까지 인터페이스는 캘리포니아
법안 (AB 1158)을 업데이트하고 카펫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무역 협회인 Carpet and
Rug Institute가 계획과 법률의 변경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인터페이스는 그들에게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해결이 계속 되지 않자
그것을 완전히 물리칠 잠재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는 무역 협회를
떠났습니다.
19

Interface®

L E S S O N 5:

변화:모두에게 필요한 것
발전 한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고 느끼도록 동기 부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hat we have learnt
재 능 있 고 열 정 적 인 Interface
직원들이 없었다면 회사의 발전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직원들이 Mission Zero®를
받아 들였을 때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 화 를 촉 진 하 는 것 은 interface 의
성공에 매우 중요했으며 조직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한 가지
접근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회사의 사명을 모든 직원들에게 먼저
인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제로
영향(Zero effect)에 미치는 사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투자하고
집중했습니다. Zero effect에 관해 연구를
했지만 주어진 임무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nterface 의 지 속 가 능 성 에 대 한
사명을 정기적으로 알리려 했지만
Interface 의 창 립 자 는 그 방 법 이
직원들 과 공감 하기에 는 부족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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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는 ‘시’ 형태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직원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Ray가 말하는 것을
듣고 Glenn Thomas라는 직원이 미래
세대의 “내일의 아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는 Ray와 Interface
미션이 창조한 환경 인식, 다음 세대을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회사의 사명에 대해
강력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Ray와 환경 팀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일부 직원이 Mission
Zero® 목표를 설정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커넥션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방법의 시도는 열정적인 직원을 탄생시킵니다.
또한 회사 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폐기물 절약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UEST
프로그램은 팀 학습을 사용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했는데 그 중 하나인 공장에서 폐기물을
줄였던 사례를 팀들과 공유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배당금을 지불했습니다. QUEST 프로그램의
누적 효과는 제조 폐기물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고 폐기물 방지 비용으로 수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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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SSADORS 생성 :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지속 가능성 미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열정적으로 배운 것을 가정에서 가족과
교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미션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그것을 ‘열반’
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인 직원이 학습을
통한 실천을 뛰어 넘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앰배서더(대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회사의 사명을 개인적인 일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고,
그것은 지식과 학습을 포함해야 하며 회사
내 팀들과의 학습도 활용 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보다 더 열정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은 지속 가능성의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Interface는 지속 가능성 학습과 기회를
추구하는 직원을 위한 혁신적인 3 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두 개의
필수 학습 수준을 마친 후 3 단계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습 완료에 대한 보상은
회사의 홍보 대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앰배서더는 회사를 대표하고 지속 가능성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 입니다. 직원들은
또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감안하여 모든
글로벌 직원에게 이러한 수준의 학습과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은 신입 직원이 Interface의
구성원이 되는 데 신속하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학습 프로그램은 기존
직원에게 지속 가능성의 학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직원이 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 설문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는지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직원을
앰배서더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는 2018년에 이러한 기초적인
지속 가능성 학습을 통합하여 신입
직원을 위한 글로벌 온 보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첫날부터
인터페이스 사명에 대한 인식을
구축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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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S S O N 6:
잘못된 방향도 때로는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인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의 모든 개척자들은 행로를 유지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일이 잘못 될 때도 계속 나아가야했습니다.

배우는 방법
1994 년 Mission to Zero ™를 출시했을 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야 할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더 적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원사 무게를 줄이고 나일론 섬유를 사용하지 않은
직조 바닥재인 솔레늄을 개발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지만 궁극적으로 성능 문제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초기 실험 중 일부는 실제로
우리가 의도 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1999 년에 카펫 원사의 나일론
섬유를 회수하기 위해 용해 기술을 사용하는
재활용 프로세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더
비쌌을뿐만 아니라 규격 미달의 재료로
만들어 졌고 실제로 환경 오염을 증가
시켰습니다. 현재 재활용 기술은 값 비싼 1
세대 버전입니다.

친환경 제품 도입을 목적으로 2004 년 바이오
기반 원사로 카페트 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내구성이 떨어졌기에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끝에
바이오 기반 원사와 기존 원사를 결합하는 등
재설계를 통한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품 성능을 양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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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지속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수년간 학습한 후에야 다른 사람에게 조언
할 수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 직원은 고객사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일했지만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와 무료로
지속가능성의 임무를 다하는 회사들
사이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상충되는 임무로 인해 컨설팅 회사는
확장되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essons for the Future

F A I R -W O R K S ™ 실패에서 NET WOR K S ™ 성 공으로
환경 및 사 회 적 혜택을 통한
공급 망 전 환

2008년에 포괄적인 공급망에 대한 첫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Fair-Works ™ 이니셔티브에 따라
인도의 장인 직공으로부터 공급받은 새로운
제품 라인, 다양한 친환경 잔디 및 대나무
직조 바닥 타일을 도입했습니다.

시장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고객들도
초기에 열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라인의 판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품이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고객들은
나일론으로 만든 카펫 타일만큼 유지
관리가 어렵고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했지만 Fair-Works
™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실패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공급망을위한
올바른 요소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이지 않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법과 지속 가능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4 년
후인 2012 년에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회적 공급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뒤 두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제품의 주원료인
나일론에 집중했습니다. Interface 나일론
공급 업체인 Aquafil 과 런던 동물 학회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와
파트너십을 맺어 Net-Works ™를
설립했습니다. Net-Works ™는 어망을
회수하고 이를 공급망에 통합하기 위해
해안 마을과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재활용
나일론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24 미터 톤
이상의 쓰레기 어망이 수거되었으며
현재 2,200 가구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상업적 성공를 이뤄냈습니다. 고객이
알고 있는 기존 당사 제품의 동일한
유형의 나일론에서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이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 고객들은 해양
오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Net-Works ™ 프로그램은
인터페이스가 Dell 및 HP와 함께
NextWave Initiative의 창립 멤버로,
재활용 및 바다에서 나온 플라스틱
재활용 경험을 다른 회원사와
공유합니다.

필리핀에서 최초의 커뮤니티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2 년에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어망을 수집 및 처리하고 그물 회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카메룬과 인도네시아로
파트너쉽을 확대했습니다.

23

Interface®

L E S S O N 7:

투명성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체 스토리를 전달하고 "전체 회사
메트릭"을 공유하십시오. 업계 영역 그 이상으로
확장 할 수있는 투명한 접근 방식을 추진하십시오.

HOW W E L E A R N E D T H I S
인터페이스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은 1997 년
지속 가능성의 최초의 기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측정했었던 과거의 방식은 오늘날의
표준방식에 비해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결과치에서 인터페이스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 하여 목표치를
인식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후 사고 방식이 전환되면서 근본적으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처음 결과치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처음부터 회사의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즈니스를 위한 야심찬 “Zero” 목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때때로 목표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만큼 투명성의 힘은
강력합니다. 인터페이스는 투명성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실행하여
운영했습니다. 주로 공장과 제품의
프로세스와 재료에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고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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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후반에 폐기물, 물, 에너지 및 기타
공장 설치 면적 측정으로 시작하여 Mission
Zero®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풋
프린트 메트릭스(footprint metrics)를 넘어
전체 비즈니스가 사용하는 재생 에너지 양과
같은 수치 인 ‘전체 회사 메트릭’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제품과 원자재에 대한
지표를 더 깊이 측정하고 공개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업계에서 재활용 또는 바이오
기반 콘텐츠를 보고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전체 비즈니스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의 “전체 회사 메트릭”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최고의
아웃라인을 창출합니다.

비즈니스와 가치 사슬의 일부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완전한 설명은 그것에
대한 영향력과 진행 상황을 모두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제품 성분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최초로 환경 제품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카펫
업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포함 된
탄소를 계산하고 공유하는데 있어 업계를
선도하여 제품의 탄소 발자취가 무엇인지
알렸습니다.
투명성은 고객이 구매를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이 동일한
기반에서 제품을 비교할 수 있을 때 가장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다른
제조업체와 회사가 함께 변화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중요한 시장 사인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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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품 선언의 투명성은 업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한 진전과 그것이 모든
제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만 가능합니다.
2004 년에 인터페이스는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제품 선언 (EPD)를 시험하는
큰 결정을 하게됩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와
제조 공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는 제품 라벨을 의미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처음으로 EPD를 수용하고
모든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확장합니다. 북미에서 EPD를 알림으로써 US
Green Building Council의 건물 평가 프로그램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및 기타 친환경 건물 표준에서 EPD를
널리 채택하도록 지원하여 이제 EPD
데이터를 사용하여 건물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인테리어를 의미합니다.
한 회사의 EPD가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는 없지만 EPD의
강점은 여러 공급 업체에서 사용할 때
고객이 유사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있는 공통 포맷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EPD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EPD는 이
시대의 모든 회사가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지 아닌지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EPD를 통해 제품 제조업체는
제품 성분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PD를 통해 재활용 된 콘텐츠가 실제로
수명주기를 감소시키는 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순수 플라스틱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것은
순수 미네랄 충전제를 재활용 충전제로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EPD를 사용하여 석유의 주요 영역과
영향력에 집중함으로써 공급망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영향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함량이 75 % 와
95 % 인 표준 나일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품 탄소 발자국을
69 %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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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되 면

그 것 은

곧

파 도 를

생 성 합 니 다 .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파급 효과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혼자서 목표를 달성 할 수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HOW W E L E A R N E D T H I S
인터페이스의 목표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시작 했을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지속 가능성의
발전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를 환경에 대한
‘영감’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Mission Zero®에서 영감을 받은
고객, 직원 및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Ray Anderson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도사로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기
위해 수천 건의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건축 환경 리더들의 친환경
건물에 대한 생각을 고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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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는 클린턴 대통령의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 공동 의장 및 기후 수행
프로젝트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Mission Zero®가 진행됨에 따라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Interface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리더를 초대하고 그들 자신의
지속 가능성의 슬로건을
설정하도록 장려했습니다. 2004
년에 Ray는 본사의 Wal-Mart
경영진 그룹에게 Interface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Interface가 사업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Interface를 방문했습니다.
Interface의 선구적인 성과와
결과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였고,
수익성이 높은 세계 최대 소매
업체(Wal-Mart)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다른
비즈니스에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여 더 강한
파급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 혜택은
회사를 넘어 지역 사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인터페이스로서 할 수 있는
일의 그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달성할 때 ,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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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 그것의 영향력

파급 효과에 대해 알고 있지만
25 년 전에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변화를 창조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회사에

영향을 주며 변화 시켜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파급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려는 새로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 대한 노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션 제로 ® (1996-2018
년)를 달성한 경험을 통해 파급 효과를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를 “손자국” SHINE
Handprint Methodology (Norris 2015)을
사용하여 외부에서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예는 공급망에서

1996 년에 인터페이스는 나일론 공급
업체에게 당시 구입한 버진 나일론보다
탄소 발자국이 적은 재활용 소재로
나일론을 만들도록 권장했습니다.
Interface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나일론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원사 공급 업체가 재활용
나일론을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Interface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4 년 동안 그 영향력은 334,000 미터
톤의 CO2e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유사한 공급 업체로도 뻗어나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조지아주 라그
레인지시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기반 매립지 가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발생했습니다. 천연 가스
대체품을 찾고
공장에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역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다년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공장의 매립 가스를 사용하여 천연
가스를 대체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습니다. 또한 초과된
매립 가스가 다른 지역 제조업체에
판매되었을 때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03 년부터 2018 년까지 684,000 미터
톤의 CO2e가 기록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재활용 재료와 매립 가스를
에너지로 만드는 프로젝트와 이들이
생성한 파급 효과로 활동 기간 동안
백만톤의 CO2e가 발생했습니다.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함으로써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탄소 발자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이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파급
효과를 측정 할 도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야망과
목표를 확장하는 동안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측정 해야 합니다.
리더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투자할 활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활용 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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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 목표를 변경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에 도전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HOW W E L E A R N E D T H I S
정상에서의 뷰는 산기슭에서 보는 뷰와는
다릅니다. 인터페이스 미션제로
프로젝트인 Mount Sustainability 목표의
정상에 가까워 지자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목표가
더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임무를
설정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Mission Zero®
목표를 달성하면서 인터페이스는 더
대담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음 도약을 위해
어디에 집중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를 위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페이스는 내부 체계를 살펴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문 조사와
일대일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리더와 직원들에게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28

Ray Anderson이 Mission Zero® 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 고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일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직원들의 대담한 도전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Interface에 대한
그들의 야망은 세계 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려는
새로운 사명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권한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난 25 년 동안 비즈니스를 변화시킨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에게 동기를 부여한
생태학적 도전, Mission Zero®는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이제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훨씬 더 급진적으로 새로운
지속 가능성 임무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인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 테이크 백 ™
삶에 적합한 기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문샷(목표)입니다. 그리고 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역전에 맞춰 각자의
사명을 선언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사명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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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P R O G R E S S ON
T H E N E X T MOONSHOT
HOW I N T E R F A C E I S CREATING
A CLIMATE F I T F O R L I F E

2017 년 6 월 제품의 프로토
타입을 공개했습니다.
Mission Zero®를 기반으로 할뿐만
아니라 Climate Take Back ™ 의 첫
번째 흥미로운 단계였습니다.
대기에 있는 과도한 량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일은 인터페이스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Proof Positive

Interface 의 카펫 타일은 기존 재료에
새로운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자재를 더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켰습니다. 원료 추출과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수명 주기를 측정하고
네가티브 탄소 발자국을 제 3 사로부터
검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본 네거티브 제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품을 위한 카본
네거티브 백킹의 상업화를 더욱 강화
할 수 있었습니다.
2018 년에 인터페이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탄소 네거티브 백킹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백킹은 재활용 또는 바이오 기반
재료에서 나오는 백킹 함량의 97 %를
가진 새로운 저탄소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백킹은 천연 오일과
수지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폴리머
층으로 구성됩니다.
재활용 석회석 필러 층의 이러한 식물
유래 재료는 기존 지지체의 재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보유하고 지지체의
탄소 발자국을 네가티브로 만듭니다.
여전히 탄소 네거티브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탄소 여행에 한 발자국
나가보는 것입니다.

™는 탄소를 자원으로 보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설계와 제조방식에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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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WHAT W E M E A S U R E
VALIDATE AND V E R I F Y

첫 단계부터 팀원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펫 제조 사업에서 비즈니스를
측정하고 개선 사항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을 배웠을 때
비즈니스의 물질적 영향을
파악하고 접근 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명주기
평가라는 더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 측정하는 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3자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측정 결과를
검증하고 그것의 가치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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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검증을 통해 직원과 고객은 통계
수치를 통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리포트는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와 그에 관한
공개 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귀중한 시간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Google은
이러한 상황의 위험성과 판독할 수
없는 보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자원 낭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웹
사이트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성공 사례들을
모든 팀원과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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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 R R E CY CL E D
CONT E NT N U M B E R S

O U R CARBON
FO OT P R I NT CLAI M S

OU R G R E E N H OU S E
EMISSIONS

당사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원료의
비율은 Bureau Veritas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원료의 비율은
연간 ISO-14001 인증의 일환으로 각 제조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됩니다.

당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Interface에서 생성한
각 LCA (Life Cycle Assessment)에 대한 제 3 자의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증됩니다.

당사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모든 Scope 1 및 모든
범위에 대해 WRI / WBCSD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표준에 따라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Bureau
Veritas 에서 매년 확인합니다.

OU R R E N EWAB L E
ENERGY U S E

OU R E N E R GY
E F F I CI E NCY

OU R WAT E R
USE

당사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전반적인 에너지 감사의 일환으로 Bureau
Veritas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의 재생 가능
에너지 데이터는 연간 ISO-14001 인증의 일환으로 각
제조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됩니다.

당사의 에너지 효율성 결과는 연례 에너지 감사의
일환으로 Bureau Veritas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간 ISO-14001 인증의 일환으로 각 제조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됩니다.

물 집약도 데이터는 지역 제조 팀에서 측정한
다음 물 집약도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물 청구서 검토, 데이터 수집 절차 검토를
포함한 연간 감사를 통해 지속 가능성 팀에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UL 환경과 IBU에서
관리하는 공용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환경 제품
선언 (EPD)에 사용 및 공개 데이터의 인증과 등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배출 및 기타 특정 Scope 3 배출 또한 당사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연간 GHG 배출 양식을 통해 제
3자가 검증한 Scope 1, 2 및 3 배출량과 모든 범위에서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개합니다

O U R CARBON
N E U T R A L CL AIM S
당사의 Carbon Neutral Floors ™ 프로그램은 Bureau
Veritas에서 매년 검증하여 당사 제품 LCA가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총 바닥재 판매량이 포함되었는지,
탄소 중립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 적절한 탄소
상쇄량을 구매부터 폐기까지 확인합니다. Carbon
Neutral Floors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구매하고
폐기하는 탄소 상쇄물은 검증된 탄소 표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하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CASE S T U D Y L I N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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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로셔는 100 % 재생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Europe, Middle East & Africa
AE
AT
BA
BE
BG
BY
CH
CZ
DE
DK
ES
EG
FR
GR
HR
HU
IE
IL
IT
KZ
NL
ME
MK
NO
PL
PT
RO
RS
RU
SA
SE
SK
SI
TR
UA
UK
ZA

+971 (0)4 8189077
+ 4 3 1 8102839
+3 8 7 33 522 534
+ 3 2 2 475 27 27
+ 3 5 9 2 808 303
+3 7 5 17 226 75 14
+41 44 913 68 00
+ 4 2 0 233 087 111
+ 4 9 2151 3718 0
+ 4 5 33 79 70 55
+ 3 4 932 418 750
+(202) 3760 7818
+ 3 3 1 58 10 20 20
+ 3 0 211 2120820
+ 3 8 5 14 62 30 63
+ 3 6 1 349 6545
+ 3 5 3 1 679 8466
+972 546602102
+ 3 9 02 890 93678
+ 7 495 234 57 27
+3 1 33 277 5555
+3 8 1 11 414 92 00
+ 3 8 9 2 323 01 89
+4 7 23 12 01 70
+ 4 8 500 151 101
+351 217 122 740
+ 4 0 21 317 12
40/42/43/44
+3 8 1 11 414 92 00
+ 7 495 234 57 27
+ 9 6 6 554622263
08-241 230
+4 2 1 911 104 073
+ 3 8 6 1 520 0500
+ 3 8 6 8 20 54 007
+ 9 0 212 365 5506
+38(044)238 27 67
+ 4 4 (0)800 3134465
+ 2 7 11 6083324

www.interf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