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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대양전기공업㈜

대표이사 서 영 우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양전기공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1977년 창립 이후 45년간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조선산업의 조명분야에

진출하여 현재 동 산업분야의 선두주자로 입지하고 있으며, 군함, 잠수함 등에서

사용되는 통신시스템, 전기시스템 분야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은 자

동차용 센서에 진출하여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R&D 분야에 많은 투자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첨단

분야에 도전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주주와 경영성과를 공유하

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

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선산업의 불황이 회복되는 추세이

고 45년간 다져진 저력과 우수한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

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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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및 재무적 성과 하이라이트

 대양전기공업은 조명, 통신시스템, 전력시스템 및 센서 분야의 산업리더로서 45년 이상의 해
양 및 다양한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 북미, 남미, 유럽, 중국, 남아시아, 호주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객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최고 수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경영 목표는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끊임없
는 기술개발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 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경제성과 및 분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
표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재무성과와 이익배분을 만족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주요 항목
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최근 2021년까지 3년간의
경제관련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추세와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 주요
계정항목에 대한 대양전기공업의 경제성과 입니다.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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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회 사 명 • 대양전기공업㈜

본 사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45

사 무 소
현 황

• 2공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14번길 45-16 
• 3공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16 
• CRC 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14로 36                     

설 립 일 • 1977년 5월 2일

대 표
이 사 • 서영우

주 요
생 산 품

• 통신시스템, 전기시스템, 수중로봇, 조명기기, 철도차량부품,
압력센서

임직원

Organization

회사 소개(About Company)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인원
2) 임금 격차 : 남성직원의 평균 시간당 총소득 - 여성직원의 평균 시간당 총소득

기업개요

협력사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협력사 수

개

147 170 176

주거래 협력사 수 1) 11 13 7

신규등록 협력사 수 2) 10 16 17

1) 신규등록 후 1년간 거래실적 평가 후 주거래 협력사 등록
2) 단발성, 프로젝트성, 고객지정 포함 등록

협력사 수

1) CRC (Central R&BD Centre) : 2021년 12월 신축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직원수

명

396 381 373

업무
영역별

사무직 242 242 242

기술직 (현장) 154 139 131

고용
형태별

정규직 368 365 360

정규직 비율 % 93 96 96

비정규직 명 28 16 13

비정규직 비율 % 7 4 4

다양성

장애인 수 1) 명 4 3 3

장애인 고용비율
%

1 0.79 1

임원 중 취약근로자 비율 0 0 0

여성 직원 수 명 51 44 40

임직원 전체 중 여성 비율 % 12.9 11.5 10.7

여성 임원 수 명 0 0 0

임원중 여성 비율
%

0 0 0

이사회 여성 비율 0 0 0

평균 성별 임금 격차 2) 천원 988 1099 854

평균근속년수 개월 11년11개월 12년 7개월 13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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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05 대양전기제작소 설립(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977 12 선박용 전기장비 제조업체 지정(산업자원부)

1984 04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으로 확장이전 (현 본사위치)

1985 09 중견수출기업 선정(한국산업은행)

1988 12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1990 11 방위 산업체 선정

1994 03 방폭등 BASEEFA 인증획득

1995 08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산업자원부)

1996 12 ISO 9001 인증획득

2000 07 벤처기업선정(중소기업청)

2001 11 동탑 산업훈장 수훈 1000만불 수출탑 수상

Leading company 선정(산업자원부)

2003 02 우수제조 기술연구소 지정(산업자원부)

2003 09 방향탐지 측각도계 개발

2004 06 방폭등 BASEEFA 2001 ATEX 인증획득

2004 09 함내 무선 통신시스템 개발완료

2006 06 INNO-BIZ 인증획득(중소기업청)

2006 11 심해무인잠수정(UUV) 성능시험 성공(6,000m)

2007 01 크루즈 조명개발 디자인팀 서울사무소 설립

2007 05 방폭등 IECEx 인증획득

2007 07 방폭등 LCIE ATEX 인증획득

2008 11 ISO 14001 인증획득

2008 12 차세대 함정용 통합통신체계(ADICS-21) 개발 완료

2010 09 차세대 함정용 통합통신체계(ADICS-21) 

연구개발/국방규격제정 완료(국방부)

2010 11 “3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0 12 OHSAS 18001 인증 획득

2011 01 한국수력원자력 공급자 승인

2011 07 코스닥시장 상장

2011 11 2011년 11월 KEPIC 인증 취득 (대한전기협회)

2012 07 MDV(Mine Disposal Vehicle) 개발 완료

2012 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12-2,3번지로

기술연구소 및 SI 사업부 이전

2013 03 제47회 납세자의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 수상

2013 08 국제방폭유지보수기업인증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

2013 11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 획득

2014 09 국제공인시험기관(KS Q ISO/IEC 17025) 인증 획득

2014 10 LED 산업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5 05 원자력 전기 1 급 스위치기어(E208) 및

제어반 (J210) 제작자 KEPIC  갱신 등록 (대한전기협회)

2015 07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15 08 원자력 전기 1 급 스위치기어(E208) 및

제어반 (J210)  유자격 공급자 등록 (한국수력원자력)

2015 12 ”5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6 03 부산광역시 “모범 납세자” 선정

2017 11 산업통산자원부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2018 1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메세나패” 수상

2019 05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인증서(NET)” 획득

2019 11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 선정

2019 12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부산광역시 “부산고용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0 11 “신기술개발 우수업체 국무총리상” 수상

2021 03 ESG 1등급 획득 (NICE평가정보, QESG) 

2021 07 EcoVadis 실버등급 획득

2022 03 제56회 납세자의날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

Part 01

회사 연혁(History of DAE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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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Communication System (ICS)  
Refrigerated Container Monitoring System (RCMS)  
Power Cable Transmission System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INS) 
Electro-Magnetic Speed Logs (EM-LOG)  
Degaussing System

High & Low Voltage Switchboard  
Main Switchboard
Emergency Switchboard 
Starter Panel
Power Distribution Panel
Battery Charging and Discharging board
Engine Control Console
Bridge Control Console  
Switchboard for High Speed Rail

Pressure Sensor For Automobile
Metal Thin Film Pressure Sensor  MEMS 
Pressure Sensor

Indoor Light  
Outdoor Light
Navigation Light & Signal Light  
Hazardous Area Light 
Receptacle & Switch
Reefer Container Receptacle  
LED

Major
Product

COMMUNICATION 
NAVIGATION

LIGHTING

SENSOR

PANEL & SWITCHBOARD

주요 제품(Major Product)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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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1 (unit. Million won)

4,738

Total Assets
2021

Capital
2021

Sales volume
2021

2020

2020

2020

241,432

119,166

225,317

168,100

4,7384.738

223,739

168,100

2019

2019

2019

Part 01

재무 현황(Financi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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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단위 : 백만원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자산 225,317 223,739 241,432

부채 37,834 26,274 24,560

자본 187,484 197,465 216,872

단위: 백만원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154,348 168,100 119,166

임금 및 복지 25,201 25,434 24,508

영업이익 12,476 14,573 6,763

당기순이익 10,741 12,737 20,808

Part 01

경제 성과(Economic Performance)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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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Part 01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대양전기공업은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경영활동에 끼치는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 협력사, 주주, 정부,협회 등의 그룹을

도출하였으며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당사에 대한 기대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구분

소통
채널

기대
사항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협회

• 정기 주주총회

• 뉴스레터

• 전자공시

• 홈페이지

• 홍보자료

• 제품 동영상

• 제품 전시회

• VOC 청취

• 고객만족도 조사

• 전화 및 이메일

• 노사협의회

• 직원 만족도 조사

• 간담회

• 사내 그룹웨어

• 만족도 조사

• 홈페이지 게시판

• 전화 및 이메일

• 장애인 재활시설,

노숙자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돌봄기관

•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관공서

• 지역 학교

• 지역 소상공인

• 정기적 미팅 및 회

의 참여 등

• 경영성과 배분

• 안정적인 기업운영

• 투명한 정보 공개

• 장기적 성장성

• 고객만족서비스

• 정보보호

• VOC 반영

• 제품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자기개발 지원

• 복지확대

• 일, 가정 양립

• 조직문화 개선

• 안전보건 강화

• 인권존중

• 신속, 정확한 결제

• 상생협력

• 공정거래

• 장학금 지원

• 기부금 전달

•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 고용창출

• 정부정책 협조

• 협력과제 수행

• 공정거래

• 지속가능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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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프레임워크 및 중요성 평가 (파트별 분류)

PART 1. CSR 경영 소개 일반

보고영역 필수 보고영역 필수

CSR 추진의지 및 전략
(CEO 메시지, 비전 및 전략)

상 이해관계자 참여 상

회사소개 상 보고서 프로필 상

CSR 이슈 상 CSR 거버넌스 상

PART 2. 경제 및 CSR 환경성과

경제성과 환경성과

보고영역 중요성 보고영역 중요성 보고영역 중요성

직접 경제 성과 상 원재료/오염방지 상 배출 (대기오염) 상

에너지 상 폐수 및 폐기물 상

용수 상 유해화학물질 상

생물다양성 하 환경 컴플라이언스 상

PART 3. 사회성과

노동 관련 CSR 활동 인권 관련 CSR 활동 반부패 및 공정경쟁 관련 CSR 활동 시장 관련 CSR 활동

보고영역 중요성 보고영역 중요성 보고영역 중요성 보고영역 중요성

고용/삶의 질 상 다양성과 기회 균등 상 반부패 상 고객만족/ 마케팅 및 라벨링 상

훈련 및 교육 상 차별 금지 상 경쟁저해행위 상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상

노사 관계 상 인권 평가 상 정보보안/ 고객개인정보보호 상 지역사회(사회공헌) 상

안전 및 보건 상 고충 처리 상 공급망 관리(지속가능 조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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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프레임워크 및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대양전기공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과 이해관계자 관심도에 기반하여 국제표준 분석, 동종 산업 벤

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내부 자료 검토, 현업 인터뷰 등을 통해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러한 이슈를 상,

중, 하로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요성 평가 결과 ‘상’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슈를

주로 보고하며, 기타 회사의 경영상황 및 현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본 CSR 보고서에는 아래 영역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합니다.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

경제
• 직접 경제 성과

환경
• 원재료
• 에너지
• 환경투자
• 용수/폐수/폐기물
• 환경 컴플라이언스
- 화학물질 관리/환경오염 사고

사회
• 고용 / 삶의 질
• 훈련 및 교육
• 안전 및 보건
• 노사관계
• 인권 존중(다양성, 차별금지, 고충처리)
• 윤리경영(반부패 / 공정경쟁 저해 행위)
•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 고객만족 / 마케팅 및 라벨링
• 지역사회(사회공헌 활동)
• 공급망 관리(지속가능 조달)

비즈니스 영향도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하

중

상
(보고)



CSR
REPOR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환경성과 경영접근방법공시

(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대양전기공업은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보건(H), 안전(S), 환경(E) 경영을 가장 기본적

인 요소로 삼아 업무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HSE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방침을 수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환경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경영 국제표

준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환경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과 탄소 중립을 선도하여 ESG 경영 실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 하이라이트

 전 사업장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00% 획득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녹색건축인증 획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배수설비 시설 준공

 실외용 LED 등기구(2품목) 고효율에너지 인증 획득

 에너지절약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Par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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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오염방지(Raw Materials/pollution control)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자원
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관련 에너지관리, 제품 전과정 관리, 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임직원대상 교육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오염방지 및 환경투자비용

 환경오염 예방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입
니다. 대양전기공업은 환경오염예방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
니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관리 비용 및 환경투자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
습니다.

원재료 사용량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STAINLESS STEEL (304, 316L)

kg

369,132 325,675 383,123

AL (알루미늄) 40,629 32,044 29,889

STEEL (EGI, CR, SS400, S45C, SKD 등) 754,504 546,322 691,589

동 (순동, 황동, 청동, 인청동) 15,908 7,125 19,472

포장재 사용량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포장재 사용량 1)

kg
416 346 419

재활용량 2) 80 266 266

대기오염물질

환경 투자 및 관리비용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먼지 배출량

ton

0.129 0.066 0.089

황산화물(Sox) 배출량 0 0.003 0.003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0 0 0

기타 배출량 0.188 0.445 0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환경관리비용
(각종 처리비 등)

원
70,421,800 114,376,000 109,354,900 

환경투자비용 (설비 등) 32,390,000 66,983,000 36,741,793 

1) 비닐 완충재
2) 2019년 플라스틱 팔레트 재활용, 2020년부터 목재 팔레트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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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Green House Gas/Energy Reduction)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활동

 (신재생 에너지) 대양전기공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중립의 실현”을 환경방침에 추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전체에너지 사
용량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021년에는 서울에 위치한 Central R&BD Centre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점차적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추
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녹색건축인증)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
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도나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및 시공, 유지
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
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하였
습니다.

Part 02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Scope 1  
1공장 (신평)

tCO2-eq

201.3 190.7 169.2

2공장 (녹산) 188.9 173.4 181.2

3공장 (인천) 31.0 34.2 88.4

합계 421.2 398.3 438.8

Scope 2  
1공장 (신평) 963.4 865.0 858.5

2공장 (녹산) 358.9 340.2 359.0

3공장 (인천) 854.4 928.2 1076.3

합계 2176.6 2133.4 2293.8

전체 합계 2597.8 2531.7 2732.6

에너지 소비량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접에너지

도시가스

Mwh

1,252.7 1,174.7 1,453.6 

휘발유 334.3 352.2 311.9 

경유 457.5 405.0 402.3 

기타 0.0 0.0 0.0 

합계
2,040.2 

1,933.9 1,933.9 

간접에너지 전기 4,738.0 4,643.9 4,993.0 

합계 4,738.0 4,643.9 4,993.0 

에너지저감을 위한 활동

 대양전기공업은 에너지사용 관리를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매달 사용량을 모
니터링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팀별 개선 대책을 수립, 실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사 차원의 목표 및 성과 관리로 전년도 에너지 절
감 목표 대비 실적은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제품 고효율에너지 인증)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고효율에너
지 인증을 추진하여 실외용 LED 등기구(2품목)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하였습
니다. 

 임직원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수자원 절약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실천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기간 : 2021년 5월 26일 ~ 5월31일
- 교육비율 : 371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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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폐수/폐기물(Water/Waste Water/Waste)

용수사용량 및 절감 노력

 대부분의 용수는 생활용수로써 상수도 용수로만 100% 충당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매달 사용량을 체크하고, 누수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
의 설치, 관리) 및 시행규칙 제3조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을 설치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 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처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
방,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배수설비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폐수배출량 및 관리방식

 제조공정 (프레스라인 세척기 및 분체 도장라인)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위탁
업체에 전량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435㎥), 수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
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의 방지 및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환경보
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및 관리방식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폐페인트, 폐유, 폐분체도료이며, 일반 폐기
물은 폐합성수지류 입니다. 

 (지정폐기물과 기타폐기물) 지정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을 줄
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 )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폐기
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시스템 : 환경부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폐기물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Part 02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용수 소비량
Kl

9,116,000 8,752,000 9,137,000

용수 재활용량 0 0 0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폐수 배출량 ton 373 478 435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폐기물 배출량

지정폐기물

Ton  

44.14 43.66 39.02

일반폐기물 22.72 15.32 12.2

기타 10.7 0 0

계 77.56 58.98 51.22

폐기물 처리현황

소각 57.55 54.31 22.45

매립 0 0 0

재활용 20.01 4.67 28.77

계 77.56 58.98 51.22

용수

폐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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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화학물질 관리/환경오염사고 건수(Chemicals/Environment Accidents)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사고 건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폐분체 도료이며 위탁처리를 통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규 및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해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반기별 준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침을 통해 지역 환경오염 감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최근 3년간 중요한 환경법규 위반 건수, 환경오염사고 건수, 유해물질
유출 건수 등은 일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공장도 추가로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여 2022년 05월 31일 인증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종 사업장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에 ISO 45001 인증을 100%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art 02

유해화학물질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해물질 유출 건수 건 0 0 0

위험화학
물질 배출량

물질 A (폐분체 도료)

ton

5.58 1.98 2.95

물질 B 0 0 0

물질 C 0 0 0

합계 5.58 1.98 2.95

환경 법규 위반 및 벌금 또는 처벌 사실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환경오염 사고 건수 건 0 0 0

벌금 액수 원 0 0 0

비 금전적 제재 건수

건

0 0 0

법규 위반 건수 0 0 0

제기된 소송 건수 0 0 0

생물 다양성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주변의 생물다양성 보호 종 수
개

0 0 0

생물다양성 훼손 건수 0 0 0

제품환경

 대양전기공업은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생산 제품과 구매 원부자재 내
유해물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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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사회성과 경영접근방법공시
(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 인권존중, 고충처리, 차별금지, 공정한
고용, 삶의 질, 사회적 대화, 인재개발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을 바탕으로 Great Workplace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 및 보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함께 지속가능조달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하이라이트

 COVID-19로 인해 사외교육이 위축되었으나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직원 1인당 교육시간이

2020년 대비 11시간 증가

 최근 3년간 차별 및 반부패 사건 0건

 고객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95.5점 (전년대비 2점 상승)

 전 사업장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00% 획득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강화 및 안전관제센터 구축 (ERP)

 고객 안전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0건

 사회공헌 지출 비용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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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고용/삶의 질(Employment/Quality of Work Life)

Part 03

임직원에 대한 철학 및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로 사회 및 국가에 헌신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기술혁신은 내부의 임직원들을 통해 실현되므로, 인재를 중시하며

육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창립 후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당사 복리후생 제도 URL: http://www.daeyang.co.kr/Sites/main/Page/Sub.aspx?MenuCode=37)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경조금 지급) 구성원 또는 가족의 결혼, 회갑, 사망 시 지급
 (학자금 지급) 재직 중인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취학 자녀의 학자금 지급
 (의료보험 및 의료비 지급)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직접 또는 보험,

환급 등의 의료비 지급
 (생일 상품권 지급) 재직 중인 직원의 생일에 매년 상품권 지급
 (동호회 지원) 구성원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활동

하며 동호회 인원 및 성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비 지원
 (정기포상제도) 창립기념일과 연말에 대양인상과 모범사원을 선정, 포상하고

있으며,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포상
 (수시포상제도) 신제품개발 및 특허, 실용신안 출원, 개선 제안, 품질분임조, 공로

상 등 수시로 개인의 능력을 인정 포상
 (휴가제도) 본인 및 가족의 경조일에 유급휴가, 여름휴가, 포상에 따른 특별휴가

를 실시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계획하에 연차 휴가제도 운용
 (법률 상담) 회사의 고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시로 법률상담 지원
 (통근버스 지원) 바쁘고 번잡한 출퇴근길에 통근버스 지원
 (재택근무 지원) COVID-19 등급에 따라 근무자의 10~50% 수준으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사업장 내 감염을 차단하였고 재택근무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방식의 새로운 변화에도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육아휴가 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기간, 출산
기간, 양육기간에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휴가 또는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연근무, 여름 휴가비 지급, 매출구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우리사주
제도 등

채용 및 퇴사현황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채용 명 56 25 31

이직률 1)

%
5% 3% 11%

퇴직률 2) 8% 10% 13%

1) 이직률= (당해이직자수/전년말근로자수)*100
2) 퇴직률= (당해(정년)퇴직·해고자/전년말근로자수)*100

복리후생

1) 해당 연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인원 (실제복직자/복직예정자)*100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복리후생비 천원 2,090,776 2,213,629 2,144,589 

건강보험 가입자 수 명 381 386 371

유연근무제 총 사용자 명 0 0 0

출산휴가 사용자 남성

명

0 0 0

여성 1 2 0

계 1 2 0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명

0 1 0

여성 1 2 2

계 1 3 2

육아휴직 후 복귀자 남성

명

0 1 0

여성 1 0 3

계 1 1 3

업무휴직 후 복귀 비율 1) % 5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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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종업원 훈련 및 교육 정책

 인사규정 제9장 제32조(교육훈련) : 모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직원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
야 합니다.

 취업규정 제6장 제33조(교육훈련) : 사원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인식,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경력개발 지표를 제시하고 최저 필수시간 의무 교육 이수제 운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areer Path 및 학점이수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경력이동(전환배치)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경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업무 적격성 평가 및 경력개발 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직원들의 필요한 역량
을 파악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단/장기 경력개발 및 업무 성과를 개
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역량을 공통역량, 리더역량, 기능역량으로 분류하고 직급에 따라 필요한
공통역량, 리더십역량을 배양하고, 업무 또는 경력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
술 강화를 위해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COVID-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에 제약이 있어 비대면 교육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인당 평균교육시간이 증가(+11시간) 하였습니다.

임직원 역량개발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교육시간 시간 12,806 4,618 8,607

1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시간 32.3 12.1 23.1 

총 교육훈련비 천원 189,807 31,153 38,128 

1인당 연평균 교육 비용 천원 479 82 102 

공통 역량 리더 역량 기능 역량

Capability

• 성실성
• 혁신
• 성취지향

• 전략적 방향 설정
• 변화주도성
• 추진력
• 의사결정/판단력
• 조직관리
• 팀원육성
• 비전 제시

• 설계, R&BD팀 기능 역량
• 품질팀 기능 역량
• 생산팀 기능 역량
• 영업팀 기능 역량
• 사무직 기능 역량
• 생산직 기능 역량

Career Path

직급(사무직) 경력개발 FOCUS 부서 이동

임원 리더십 강화
전문성 심화 -

책임
리더십 강화 / 직능기능
폭넓은 업무 경험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

직군 간 이동

선임
리더십 능력
유사 직종 경험, 다양한 직무경험, 
역량에 맞는 직무 발견

직군 간 이동

조직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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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노사관계(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

 (임직원 간담회) 대양전기공업은 임직원 보건안전, 근로조건, 교육 및 경력관리,
기타 인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임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
히 정기적인 간담회에서는 직접 직원들의 고충을 접수한 뒤 관련부서에서 사
안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감안하여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연1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를 통해
조직문화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업무 환경 중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요
소를 개선해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근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신뢰와 협력의 노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노
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복지, 고충처리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노동관련 분쟁 및 파업 건수는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
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충 접수 및 처리노사관계(사회적 대화)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임직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이에 직원의
보건 및 안전, 근로조건(임금 및 인센티브,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교
환 및 참여), 임직원의 경력관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관련 규정 :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관리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충 처리 접수 건수 건 115 208 128

고충 처리 해결 건수 건 58 108 76

* 임직원 만족도 및 임직원 간담회 자료 활용

노동관련 분쟁 및 파업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분쟁 및 파업 건수 건 0 0 0

<고충처리 접수 건수 유형별 분류>
유형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 및 장비 건 39 75 41 

복리후생 건 14 58 32 

업무 건 38 57 43 

기타 건 7 17 12 

합계 건 98 207 128 

조직문화 만족도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임직원 만족도 조사 점 75 7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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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Health/Safety)

안전보건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
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작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에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회사의 노력

 (전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인증 획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공장 및 종 사업장인 한국특수전지㈜도 추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여 전 사업장에 ISO 45001 인증을 100% 획득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직 강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부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위험구역, 공정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연1회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위험성은 등록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 설비/장비 및 주변환경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
취 및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제센터 구축)
전체 사업장 안전점검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ERP 프로그램을 구축
하였으며, 안전문제에 대해 즉시 확인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있습니다.

1) 산재율 : 산재요양 승인 기준
2) LTI 빈도율 : 재해발생 건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3) LTI 심각도 : 근로손실 일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

산업안전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안전교육을 받은 원원 수 명 396 381 373

안전사고 건수 건 1 0 1

재해자 수 명 1 0 1

부상률 % 0.25% 0.00% 0.27%

산재율(재해율) 1) % 0.25% 0.00% 0.27%

LTI 빈도율 2) - 416.67 0.00 416.67

LTI 심각도 3) - 35.0 0.0 35.4

안전 보건 법규 위반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안전보건
영향 위반 건수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건 0 0 0

관련 규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벌금액

천원 0 0 0

제품안전/리콜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안전 관련 리콜 이슈 발생 건수 건 0 0 0
안전 관련 리콜로 인한 회수 제품 수량 개 0 0 0
제품 안전 관련 금전적 제재 액수
(벌금, 과태료 등)

원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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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Human Rights) 정책

우리는 우리의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열린 경영을 통해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문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대양전기공업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써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

짐한다. 

<대양전기공업㈜ 인권경영 헌장>

하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별(성 소수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힘쓴다.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2021년 01월 04일

대양전기공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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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시스템 및 성과

임직원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대양전기공업은 인권경영 헌장을 명문화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별(성 소수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강제노동에 대한 금지조항을 취업규정에
명문화하였으며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
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 제정) 회사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지침을 제정
(2022.05.11)하였습니다.

임직원 인권존중 강화 프로그램

 (인권 교육 실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교
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차별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교육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임직원의 100%가 인권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아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아동인권 관
련 교육을 2021년에 팀장급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전 직원
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및 윤리경영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슈퍼도우미)을 운영하고 비
윤리적 행위 및 차별에 대한 제보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근무편의성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휠체어 경사
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장애가 있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아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차별 발생건수 건 0 0 0

신고 접수 건 0 0 0

인권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 수 1) 명 396 381 373

인권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 비율 % 98.2 100 100

아동 및 강제노동 사고 건수 건수 0 0 0

1)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교육 참여 인원 수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근무편의성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휠체어 경사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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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투명하고 적법한 기업윤리를 실천하고,기업과 사회의 공동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지침을 명문화하여 부패, 이해 상충, 사기, 돈세
탁, 반경쟁 행위, 정보보안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영속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을 위한 회사의 노력

• 대양전기공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의 기술 및 기
술자료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기술자료 요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 경쟁업체와의 담합,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 금지 등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하
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최근 3년간 공정경쟁 관련 법규 위반 및 벌금
납부,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 모두 한 건도 없습니다.

• 향후에도 국내외 모든 사업 영위지역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경쟁업체와
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를 위한 회사의 노력

 (내부고발 시스템)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직원 부패 및 비위 행위, 허
위공사, 부실공사, 자재납품 관련 비리, 갑질, 차별 및 기타 예산낭비 및 품위
손상 사례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에 신고 채널(슈퍼도우미)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윤리경영 교육) 매년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윤리경영서약서를 받아, 부패 예
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1년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부정청탁 금지법)을 임직원 100%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공정경쟁저해행위, 독과점등불공정거래에대한법적조치건수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벌금 총 금액 원 0 0 0

비금전적 제재 건수 건 0 0 0

소송제기 건수 건 0 0 0

윤리경영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확인된 부패 발생 건수
건

0 0 0

부패 조치 건수 0 0 0

반부패 내부 고발 및 접수
건

0 0 0

조치 건수 0 0 0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임직원 명 396 381 373

윤리강령 서약서 작성 비율 % 100 100 100

윤리교육 이수자 명 396 381 373

윤리교육 이수 비율 % 100 100 100

내부고발(슈퍼도우미) 처리 프로세스

접수
인트라넷(슈퍼도우미) 신고/

고충신고서 접수

조사
제보 내용,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관련자 면담, 직접 조사 등

조사결과 보고
부정행위 여부, 

조치 계획

조치
인사위원회 개최

종결
인사조치 확정

제보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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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고객 개인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Customer Privacy)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정보보안 및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의 윤리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정보관리 규정 등을 통해 명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안관리 규정 및 방위산업 기술보호 규정 등을 통해 정보보안 및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 위반

정보보안/사이버보안 위반

정보보안 교육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부 규제기관으로부터 받거나 입증된 불만 건수
건

0 0 0

제3자 외부기관으로부터 받거나 입증된 불만 건수 0 0 0

관련 규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벌금액 천원 0 0 0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보보안/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건수

건

0 0 0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안 위반 건수 0 0 0

정보보안 관련 법률 위반 건수 0 0 0

회사 데이터 침해의 영향을 받은 고객 수 0 0 0

정보보안/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지급된
벌금/과태료 총액

원 0 0 0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보보안 관련 교육 횟수 건 8 9 32

정보보안 관련 교육 이수자 수 명 8 9 32

정보 보안을 위한 회사의 노력

 (고객 개인 정보 관리) 고객의 동의를 득해야만 개인정보의 처리, 공
유, 보유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경우 개인정
보보호 동의서에 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분쇄기를 이용해 모
든 관련 문서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점검 실시)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1회 정보보
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하기관인 기술지킴센터로부터 해킹과 침입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 결과를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슈퍼 도우미라는 익명성 보장 신고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기술정보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고객 정보 관련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발생하
지 않았습니다.

 (정보보호 서약)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매년 임직원들에게 서약
서를 받고 있으며, 제3자 정보보호 주의 의무를 위해 당사 업무와 관
련이 있는 외부업체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보호 관련 서약서를 받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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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마케팅 및 라벨링(Customer Satisfaction/Marketing and Labeling)

고객만족을 위한 회사의 노력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대양전기공업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보

증하기 위해 ISO 9001 인증을 획득/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및 BEFORE SERVICE)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의 의견 청취 및 고객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납품 후 기술지

원 및 BEFORE SERVICE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의견 수렴

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활동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고객의 높아지는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가 증가되고 있고, 2021년은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2점)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

관련팀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제품 정보 (회사 제품 홍보 브로셔, 동영상, 제품 매뉴얼) 획득 지원을

위해 다운로드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daeyang.co.kr:16603/Sites/main/Page/Sub.aspx?MenuCode=31)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고객 만족도 점수 86.9 93.5 95.5

책임감 있는 홍보 ㆍ마케팅을 위한 회사의 노력

 대양전기공업은 불법 및 과대광고를 지양하여, 고객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사 제품 홍보물과 관련된 거짓, 과장이나 허위광고 관련 법 위반으
로, 행정처분이나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마케팅/라벨링 관련 위반 건수
(법 위반)

0 0 0

마케팅/라벨링 관련 위반 건수
(자체 발견만)

0 0 0

관련 규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 또는 벌금 액수

0 0 0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마케팅/라벨링 관련 위반 건수

 조사 시기 : 2021년 11월
 조사 범위 : 국내 (9개사), 해외 (9개사), 군수 (5개사)

86.9

93.5
95.5

2019년 2020년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

https://www.daeyang.co.kr:16603/Sites/main/Page/Sub.aspx?MenuCod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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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Community Involvement)  

사회공헌 정책

 기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 및 개발 활동은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책임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
업의 성공이라는 이념 하에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장학사업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1) COVID-19 지원금 (마리아마을, 천마재활원, 사하구청), 신평시장 방역장비 기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여직원단체 “한아름회”는 지역 노숙자 복지시설 마리아마을과 결연을 맺고, 매년
명절과 연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마리아마을로부터 오랜 기간 변함없는 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받았습니다.

 봉사단체 “대양사랑나눔회”는 인근의 장애인 재활 시설인 천마재활원을 찾아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구호물품을 전달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단체 들에
기부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였고, 매년 사회공헌 비용 지출을 확대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 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2020년, 2021년에는 COVID-19로 인해 봉사활동 대신 비대면 구호물품 전달

임직원 봉사활동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봉사활동 참여 인원 명 18 - -

1인당 봉사활동 참여 시간 시간 25 
구호물품 전달1)

(비대면)
구호물품 전달1)

(비대면)

사회공헌 지출비용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부산공고 장학금

원

20,000,000 20,000,000 20,000,000 

마리아마을 9,000,000 9,000,000 11,280,000 

소년동아일보 600,000 600,000 600,000 

천마재활원 4,440,000 2,590,000 4,440,000 

아이리더 후원금 - 4,000,000 4,800,000 

기타 1) - 37,200,000 -

계 34,040,000 73,390,000 41,120,000 
 후원 감사패 (마리아마을)

(2022년 05월 19일)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공헌 비용 (기부금) 34,040,000 73,390,000 41,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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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지속가능 조달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급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회(인권, 노동관행 등) 및 환경을 고려한 조달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조달 정책)

 관련 정책은 대양전기공업의 조달에 관여하는 임직원 및 부서에 해당되며, 또한 대양전기공업을 대신하여 조달 및 구매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
서 및 해당 임직원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우수한 제품품질은 물론 지속적인 우수 협력사 선정을 위하여 내부 지침 (협력사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조달을 위한 회사의 노력

 (협력사 CSR 평가 실시) 당사의 모든 협력사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
키도록 계약서에 CSR 행동강령을 포함시켰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2021년 부터 협력사 CSR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제정)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
사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쟁광물 관리정책
을 제정 (2022.05.12) 하였으며, 협력사로부터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협력사 사후평가표에 분쟁광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담당자 지속가능 조달 교육 실시) 지속가능 조달 관련하여 담당자 교육
을 2022년에 2명이 수료하였으며 올해 전원 이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CSR 교육 프로그램을 주요 공급업체에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
니다. 

 공급망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증진하고 여성소유기업, 소수자/취
약계층 소유기업 등과 협력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협력사 선정 시 차별하
지 않도록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개정하고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조달 성과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협력사 CSR 행동강령
계약 체결

계약 받은 업체 수 개 25 29 15

비율 % 100 100 100

협력사 CSR 평가 1)

(설문조사)
평가받은 업체 수 개 0 0 3

현장실사 받은 업체 수 개 0 0 0

개선조치 업체 수 개 0 0 0

평가 목표대비 실시율 % 0 0 60

지속가능조달 관련
하여 교육받은 구매
담당자 비율

대상자 2)

명
6 6 5

이수자 0 0 0

비율 % 0 0 0

협력사 경영지원 우수협력사 수 개 4 4 4

비율 % 2.7 2.4 2.3

공정거래 표준협약서
체결 협력사 수

체결 협력사 수 개 8 9 9

비율 % 5.4 5.3 5.1

1) 협력사 CSR 평가는 2021년부터 시작
2) 구매팀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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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 지속가능 조달 정책(1/2)

1. 배경
1) 본 정책의 목적은 국제적인 CSR 가이드라인인 UN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ISO 26000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ISO 20400 (지속가능

조달 가이드라인)을 대양전기공업㈜의 조달과정에 전면 적용하기 위함이다.

2)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전기 및 전자산업의 CSR 이니셔티브를 준수하여 대양전기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2. 목적
1) 대양전기공업㈜의 공급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적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

2) 대양전기공업㈜의 모든 비즈니스 측면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3) 대양전기공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결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 대양전기공업㈜의 지속 가능한 근로조건과 업무 관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대양전기공업㈜의 조달에 관여하는 임직원 및 부서에 해당된다.

2) 또한 대양전기공업㈜을 대신하여 조달 및 구매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서 및 해당 임직원에게도 해당된다.

4. 정의
1) 이 정책에서 명칭하는 지속가능조달은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직의 요구를 충족하는 구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이는 구체적으로 대양전기공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에 그들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계약에 반영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제정일: 2018년 01월 05일>



32

Part 01Part 03

대양전기공업㈜ 지속가능 조달 정책(2/2)

2018년 01월 05일

대양전기공업주식회사

5. 궁극적 목표
1) 모든 구매과정에서의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성과를 개선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직원들이 조달 및 구매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노동조건을 적용하고 지속가능 평가 기준의 모범사례 구축을 지원

한다.
4) 우리의 지속가능조달 정책과 의무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6. 기본원칙
1) 환경과 인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필수 상품과 서비스를 확보한다.
2) 지속가능 구매 관행의 증진을 위해 협력사, 비즈니스 파트너,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한다.
3) 지속 가능한 조달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4) 적용대상 조직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한다.
5) 보다 상세한 사항은 7조의 세부지침을 통해 달성한다.

7. 세부지침
1) 대양전기공업(주)은 협력사 CSR 행동강령을 통해 그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은 모든 계약 시, 대상자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며, 우수 협력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은 정기적으로 협력사의 CSR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은 공급망내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그들의 자체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지속가능조달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6) 본 규정은 구매팀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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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 협력사 CSR 행동강령(1/2) <제정일: 2018년 01월 05일>

Ⅰ. 개요

1. 대양전기공업㈜은 모든 협력사 (계약업체, 공급업체, 기타 대리인 포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사 CSR 행동규
범’을 제정한다.

2. 대양전기공업㈜의 ‘협력사 CSR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윤리, 임직원 존중 및 보호, 작업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협력
사들이 지켜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3. 대양전기공업㈜은 협력사 CSR 평가 결과를 협력사의 신규 선정 및 계약 유지 단계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규범의 제. 개정 권리는 대양전기공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양전기공업㈜이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협력사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리는 대양전기공업㈜이 진행하는 정기 감사나 기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은 대양전기공업㈜이 아니라 협력사에 있다.

5. 본 규범과 협력사 자체의 규범 간 상호 내용이 상충 될 시에는 본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Ⅱ. 세부 원칙

1. 윤리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올바른 제품정보, 고객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제품,  공정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존중
하고 이익을 도모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선정과정의 투명성 유지, 지속가능경영 지원 및 동
반성장을 지향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윤리경영은 물론이고 협력사들의 윤리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윤리경영 관련 제보 및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및 보호 제
도를 실시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내부통제 및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에 의해 윤리적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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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 협력사 CSR 행동강령(2/2)
2. 인권 존중 및 보호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ILO의 핵심 5대 원칙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지지, 단체협상권 인정, 차별 금지) 을 지지하고 준수하

며,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인권 및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며, 자발적인 근무 및 자유로운 퇴사를 보장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가 규정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저 수준을 상회하는 임

금을 지급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인권노동정책에 대해서 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내의 인권 및 노동 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임직원이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8)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사 인권노동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

구조치를 취한다.
9)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3. 환경안전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와 지역의 환경, 보건 및 안전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온실가스, 각종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발생량, 수자원 사용량 등을 감축하고 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을 위해 노력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제품의 환경, 안전, 보건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환경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여, 이에 대한 예방, 관리, 개선, 보고 절차와 시스템을 운용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 전담 책임자 혹은 부서를 설치하여, 자사 정책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환경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8)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정기적으로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9)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환경안전보건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10)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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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 분쟁광물 관리 정책(1/2)

분쟁광물 관리정책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
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
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정일: 2022년 05월 12일>

대양전기공업(주)은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
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주)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양전기공업(주)은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양전기공업(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2)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모든 제련소 명칭

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협력사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

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6)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

지속가능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36

Part 01Part 03

대양전기공업㈜ 분쟁광물 관리 정책(2/2)

분쟁광물 관리정책

대양전기공업(주)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
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
야 합니다.

1) 협력사는 대양전기공업(주)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
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협력사는 대양전기공업(주)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 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양전기공업(주)이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대양전기공업(주)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주)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05월 12일

대양전기공업주식회사

지속가능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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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1/4)

대양전기공업의 보고서는 글로벌 CSR 성과보고 기준(GRI Standards)의 핵심적 접근(Core Option) 방식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미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점차 공개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GRI Standard Disclosure Page
GRI 102:
General
Disclosures  

조직개요 102-1 회사명 6p

102-2 활동,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p, 7p, 8p 

102-3 본사의 위치 6p

102-4 사업 지역 6p

102-5 소유 구조의 특성 및 법적 형태 6p, 7p

102-6 시장 영역 6p

102-7 조직의 규모 6p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6p

102-9 조직의 공급망 6p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6p

102-11 사전 예방 원칙 및 접근 4p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38p~44p

102-13 협회 멤버십 -

전략 102-14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3p

102-15 중요한 영향, 위험, 기회요소 5p, 9p

윤리와 투명성 102-16 기업의 가치, 원칙, 표준, 행동 강령 3p, 24p, 26p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메커니즘 -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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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 Page

GRI 102:
General
Disclosures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리스트 11p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1p

102-43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11p

102-44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11p, 12p

보고관행
102-46 보고서 내용 및 주제의 경계 정의 2p

102-47 중요한 주제 목록 2p

102-49 보고의 변화 NA

102-50 보고 기간 2p

102-51 최근 보고서 날짜 2p

102-52 보고 주기 2p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p, 48p

102-54 GRI 표준에 따른 보고 방식 2p

102-55 GRI 콘텐츠 인덱스 38p~41p

102-56 외부 검증 -

GRI 201: 경제 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10p

201-4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 -

GRI Content Inde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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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 Page 

GRI 203: 간접 경제 영향
203-1 지원되는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NA

203-2 중대한 간접 경제 영향 NA

GRI 205: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교육 26p

205-3 부패가 확인된 사건 및 조치 26p

GRI 206: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 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26p

GRI 301: 원재료
301-1 무게 또는 부피 기준으로 사용되는 재료 15p

301-2 재활용 재료 사용 -

GRI 302: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16p

GRI 303: 용수
303-1 수원지에서의 취수 NA

303-3 물 재활용 및 재사용 17p

GRI 304: 생물다양성
304-1 보호 지역, 기타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내 혹은 근처에서 소유, 임대, 관리되는 운영 현장 NA

304-2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동 및 제품 및 서비스의 중대한 영향 18P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NA

GRI 305: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16p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 15p

GRI 306: 폐수 및 폐기물

306-1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17p

306-2 유형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17p

306-3 유해물질 유출 18p

GRI 307: 환경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 법규 위반 18p

GRI 308: 공급업체 환경 평가
308-1 환경 기준을 사용하여 선별된 신규 공급 업체 -

308-2 공급 사슬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 및 조치 31 ~ 36p

GRI Content Index(3/4)



41

Part 01Appendix

GRI Standard Disclosure Page 

GRI 401: 고용
401-1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교체 20p

401-3 육아 휴가 20p

GRI 402: 노사 관계 402-1 운영상의 변화와 관련된 최소 공지기간 22p

GRI 403: 직업 보건 및 안전 403-2 부상의 유형과 부상의 비율, 직업병, 결근일, 결근 및 업무 관련 사망자 수 23p

GRI 404: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교육 시간 21p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21p

GRI 405: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405-1 거버넌스 기관 및 직원의 다양성 6p, 24p, 25p

GRI 406: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 26p

GRI 407: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 -

GRI 408: 아동노동 408-1 아동 노동 사고의 중대한 위험에 처한 운영 및 공급 업체 -

GRI 409: 강제노동 409-1 강제노동의 중대한 위험에 처한 운영 및 공급 업체 -

GRI 412: 인권 평가
412-1 인권에 대한 검토 또는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된 운영 업체 -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25p

GRI 413: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29p

413-2 지역 사회에 실질적이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GRI 416: 고객 건강 및 안전
416-1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보건 및 안전 영향 평가 23p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보건과 관련한 법규 위반 23p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417-1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을 위한 요구 사항 28p

417-2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한 법규 위반 28p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법규 위반 28p

GRI 418: 고객개인정보 보호 418-1 고객 개인 정보 침해 및 고객 데이터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불만 제기 27p

GRI 419: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 및 경제 분야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위반 -

GRI Content Index(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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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10대 원칙 Index

대양전기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UN 차원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10대 원칙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원칙 내용 페이지

인권
(Human Right)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4p, 25p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5p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지지한다. 24p, 25p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24p, 25p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24p, 25p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24p, 25p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14p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15p~18p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신을 촉진한다. 16p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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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UN SDGs Index(1/2)

구분 보고서 내용 UN SDGs 목표번호

경제 성과
경제성과 8

고용현황 1, 5, 10

환경 성과

원재료/오염방지 7, 13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7, 13

용수/폐수/폐기물 6, 14, 15

화학물질 관리/환경오염 사고 건수 15

사회성과

고용/삶의 질 1, 3, 5

훈련 및 교육 4

노사 관계 3, 10

안전 및 보건 3 

인권 존중 5, 16

윤리경영(반부패/공정경쟁) 5, 10, 16

정보보안/고객 개인정보 보호 16

고객만족/마케팅 및 라벨링 12, 16

지역사회(사회공헌 활동) 17

공급망 관리(지속가능경영 조달) 3, 4, 5, 6, 7, 8, 10, 13, 14, 15, 16, 17

대양전기공업㈜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ESG 성과와 연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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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NSDGs(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세부 내용
핵심
주제

구분

0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빈곤 사회

02 기아종식,  식량안보달성,  개선된영양상태의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기아 사회

03 모두를위한 전연령층의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복지 사회

0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 증진 교육 사회

0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양성평등 사회

0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물 환경

0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에너지 환경

0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경제/노동 경제/사회

0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경제 경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불평등완화 사회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주거 사회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지속가능소비 사회/환경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환경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바다 환경

15 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 증진,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육상생태계 환경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를 위한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구축

사법 구현방법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파트너십 구현방법

ESG & UN SDGs Inde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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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수상 현황(1/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실외용 LED 등기구 2종)

 녹색건축인증
(서울 R&D 센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서울 R&D 센터)

(2021년 11월 02일)

(2022년 05월 04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03월 03일)

(2021년 12월 21일)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고용대상 최우수상 수상
(부산일보사)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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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 인증

• 한국특수전지(주)
- 인증기관 : SBC인증원
- 유효기간 : 2023.03.02

• 대양전기공업(주)
- Location : 인천공장
- 인증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유효기간 : 2023.09.01

 IATF 16949 인증

• 대양전기공업(주)
- Location : 녹산공장
- 인증기관 : TUV Rheinland
- 유효기간 : 2024.08.101

 ISO/TS 22163 인증

• 대양전기공업(주)
- Location : 신평공장, 녹산공장, 인천공장
- 인증기관 : LRQA
- 유효기간 : 2023.09.30

인증 및 수상 현황(2/3)

• 대양전기공업(주)
- Location : 녹산공장
- 인증기관 : 방위사업청
- 유효기간 : 2022.11.28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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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전기공업(주)
- Location : 신평공장, 녹산공장, 인천공장
- 인증기관 : LRQA
- 유효기간 : 2023.05.17

 한국특수전지(주)
- 인증기관 : SBC인증원
- 유효기간 : 2022.11.09

 대양전기공업(주)
- Location : 신평공장, 녹산공장, 인천공장
- 인증기관 : LRQA
- 유효기간 : 2022.12.20

 한국특수전지(주)
- 인증기관 : SBC인증원
- 유효기간 : 2025.06.02

인증 및 수상 현황(3/3)

 ISO 14001 인증

 ISO 45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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