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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방 침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서비스의 전 부문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이행하는데 주력하며, 부서별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국제 환경 경영 규격인

ISO14001:2015/KS A 14001:2015 요구사항 및 국내외 환경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환경 친화적 경영체제 정립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공정 및 제품 환경법규 준수

환경 관리수준의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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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목표/실적

⚫ 환경 목표 달성율* : 100 %(총 16개 관리 지표, 9개 부서)

관리지표(총 16개)의 실제 달성율의 총합( 1,600%)

※ 환경 목표 달성율* = ------------------------------------------------------------- × 100(%)

관리지표(총 16개)의 목표 달성율의 총합(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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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BOM관리 생산기술 물류 경영지원 ODM/외주관리 국내사업 자재 프로세스품질

단위 : %

환경 목표 세부 목표(관리 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율 평가 방법 세부 내용 일정

친환경 제품

친환경 공정 점검 100% 100% 100%
Pb free Solder적용 수

-------------------------× 100(%)
점검 대상 건 수

- EMS 업체별 Pb free 적용 점검(SMT, PTH, Repair Line)
- Pb free solder, EU향 제품 공정물질(부자재) RoHS 2 적용

월 1회

공정 부자재
친환경 재질 점검

100% 100% 100%
RoHS 2 적용 제품 수
--------------------------× 100%

점검 대상 제품 수
- 공정 부자재 RoHS 2 적용
- 공정 부자재 증빙 자료 접수 및 점검

반기 1회

폐기물 최소화

분리 수거 월 1회 월 1회 100%
실행보고서 실적 건 수
-------------------------×100(%)

대상 건 수

-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
- 산업 폐기물 최소화

지속

외주업체 폐기 최소화 99% 100% 100%
Scrap 규정 준수 Lot수
------------------------- ×100(%)

생산 총 Lot수
- 외주업체 폐기 대상품 재작업 시 양품화 추진
- Scrap 규정 준수

반기 1회

포장재 최소화 75% 85.2% 100%
Set 납품 수(개별 포장X)
----------------------- × 100(%)

총 납품 수

- 납품시 포장재 최소화(납품시 공통부 실장 후 납품)
- 개별 포장 사용장비 축소 및 생산/납품단계에서 최소화
- 주요 품목 Chassis 기준

지속

장기 재고 소진/감축 25% 30.9% 100%
실제 소진 금액

---------------------- × 100%
목표 소진 금액

- D등급 부품 재고 감소(D등급 재고 4.2억원 중 1.05억원 감축)
- 유상 판매 등으로 폐기 부품 최소화

지속

재활용율 향상

제품 적재 파렛트
재활용

50% 72% 100%
재활용 가능 수량

--------------------------×100(%)
발생 수량(기존+신규)

- 제품 적재 파렛트 재활용율 향상
- 재활용업체를 통한 정기적 재활용 가능 수량 관리(업체 인계)

월 1회

부품 포장용기 재활용 66% 66.7% 100%
재활용량(Kg)
---------------×100(%)
발생량(Kg)

- 입출고시 발생 박스 및 완충제 재활용 비율 향상
- 플라스틱 PLT, Tray 재활용율 향상

지속

사무용품/집기 재활용 반기 1회 반기 1회 100%
실행보고서 실적 건 수
------------------------×100(%)

대상 건 수
- 사무용 집기 수리 재사용
- 퇴사자 사무용품 재사용, 피복 수거 및 재활용

지속

납품 포장재 재질변경 75% 83.7% 100%
종이재질 적용 납품수
------------------------ × 100(%)

총 납품 수
- 스위치류 포장재 변경 추진(스위치류 기준)
- 기존 스티로폼재질→종이재질로 변경(스위치류 기준)

지속

친환경

/유해물질 교육

친환경 대외 교육 이수 1건 1건 100%
친환경 교육 수료(건)
------------------------------×100(%)
친환경 교육 이수목표(건)

- 국제 친환경 규제 및 동향 등 교육 이수 연 1회

친환경/유해물질/법규 교육 반기 1건 반기 1건 100%
교육실시 건수
------------------×100(%)
교육목표 건수

- 부서 담당자 및 환경 담당자 대상 친환경 교육
- 환경 관련 법률/규제, 환경 규격 등 교육

연 2회

유해물질 취급 교육 1건 1건 100%
교육실시 건수
------------------×100(%)
교육목표 건수

- 유해물질 취급자 대상
- MSDS 교육

연 1회

환경 법규 준수

환경법규 파악/공유 반기 1건 반기 1건 100%
업데이트 및 공지 건 수
--------------------------×100(%)

평가대상 건 수
- 환경 법규 및 정보 파악 및 업데이트
- 환경관련 정보 사내 공유(관련기사 및 Site 정보 外

반기 1회

폐기 업체 관리 수준 향상 70% 95% 100%
평가 점수(획득 점수)
--------------------------×100(%)

평가 점수(만점)
- 폐기물 처리 업체 Audit
- 폐기물 처리 계약, 허가증 등 관리

연 1회

폐기물처리 법규 준수 점검 분기 1회 분기 1회 100%
모니터링 실적 건수
-----------------------×100(%)
모니터링 대상 건수

- 폐기물처리 법규 준수 모니터링(폐기물처리법)
- 제품 불량으로 인한 폐기 및 시험 제품 폐기 기준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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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계획 수립)

Do
(실행)

Check

(측정 및 감사)

환경 목표 수립

추진 조직 및 자원계획 수립

환경 관리계획 수립

계획 대비 이행

주기적 점검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환경 실적 측정

환경 내부감사

환경 경영검토

환경 방침 수립

Action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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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영 조직 체계

구매

환경경영대리인

환경경영 Board

대표이사

품질경영

R&D

Sales

생산

법무

경영지원

인재경영

환경 감사 및 Monitoring

친환경 부품 구매/업체 관리

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관련 고객요구사항

환경 법규

친환경 제품 평가 및 생산

환경 교육 및 지원

환경 법규 등록

환경 방침 수립

환경관련 대외 창구, 환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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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ycle에 따른 대응 방향

Raw material

Raw material

• 부품 선정

• 원자재 분석/비교

Production

• 공정 설계

• 공정 운영 최적화
Product Development

• 제품 개발

• Design
Strategic Planning

• Supply chain planning 

• Purchasing 
Production

Product Development

Innovation 

Management

Corporate 

Management

• Supply chain analysis

• Green purchasing 

•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Product realization

(Raw materials, Production, Purchases)

Innovation with 

Supplier & 

Stakeholders

Social Responsibility

• 친환경 원료

• 순환 원료

• 친환경 공정 설계

• 신개념 및 대안 공정
개발 등

• 친환경 제품

• Eco design

Marketing

• 그린 마케팅

•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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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제품 유해물질 관리

제품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물론, 제품의 생산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은 RoHS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 및 고객 요구사항에 의해 규제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 내 부품 등에 함유된 환경관리물질을 파악하여, 해당 물질을 사용 금지 및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내부적인 관리 이외에도 당사로 공급되는 협력회사의 부품 등에도 적용됩니다. 

구분

최대 허용농도(mg/kg)

Pb Cd Hg Cr+6 PBBs PBDEs DBP BBP DEHP DIBP

유기물
플라스틱,잉크, 

종이,접착제 등
800 80 800 800 900 900 900 900 900 900

무기물

금속류 800 80 800 Negative - - 900 900 900 900

세라믹, 유리 등 800 80 800 800 - - 900 900 900 900

solder bar, wire, ball, 

cream(paste)
800 75 500 500 500 500 - - - -

Packaging material Pb+Cd+Hg+Cr+6 < 100   (Cd<50) - - - - - -

RoHS 규제 물질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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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사항
1) 고객 지속가능성 평가 및 ESG평가, 내부 감사 반영
2) TL 9000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은 QuEST Forum Sustainability Assessment Model 참고

지속 가능성 평가

구분1) 평가 항목 현황 비고

환경

환경경영 조직 친환경 조직도 및 부서 업무 분장 환경 경영대리인, 부서 담당 지정(15명)

환경 정기 교육 친환경 교육 연간 2회 실시(4월, 9월) 친환경 조직 담당 포함 총 27명, 26명)

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ISO 14001) 2005년~2022년, 2022년 갱신 완료

환경 법규 위반 사례 최근(5년) 환경 법규 위반 사례 없음 환경 법규 등록 및 준수 평가(연 1회)

환경 문제 법정 분쟁 환경 법규 위반 법정 분쟁 사례 없음 최근(5년) 환경 법정 분쟁/소송 없음

공정 독성 물질 취급 보장 MSDS 취급 교육 및 안전보건 정기 교육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온실가스 측정 LCA 기준 CO2 측정 고객 제안 시 제출(해당 제품)

환경영향 저감 목표 환경 목표 관리(폐기물 등) 연 1회 목표 수립 및 반기 1회 실적관리

에너지/물 사용량 측정 건물 에너지 사용량 측정 건물 전력, 수도, 난방 등

폐기물 데이터 측정 폐기물 배출량 측정 폐기물 처리업체/배출량 기준

환경 성과 측정 환경 목표 대비 실적 관리 연 1회 목표 수립 및 반기 1회 실적관리

경영

임직원 보상체계 급여 규정 등에 따른 보상 체계 부가급여 조항. Spot award/스톡옵션 등

지속가능경영 조직 기업경영 조직 내 관리, 준법감시인 안전 보건/법규 준수 등(법규 준수평가)

행동강령/부패 방지 임직원윤리경영규범(Code of conduct) FCPA 임직원 계약, 부패방지 조항 포함

선물 제공 금액관리 상생윤리규범 포함 윤리경영실천 지침(다산 그룹-홈페이지)

윤리규범 교육 윤리규범 정기 교육 연 1회(FCPA 기준)

윤리규정 위반 신고 전담 제보 및 신고 채널 다산 그룹 사이버신문고 운영

윤리규정 위반 신고 보장 전담 제보 및 신고채널 익명성 보장 개인 정보 없이 제출 가능(홈페이지 등)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 지속 가능 경영 KPI 수립, 대외 성과 공개 및 협력사 법규 모니터링 보완 필요

구분1) 평가 항목 현황 비고

경영

윤리규정 위반 신고 보장 전담 제보 및 신고채널 익명성 보장 개인 정보 없이 제출 가능(홈페이지 등)

지속가능경영 KPI 수립 환경 등 일부 분야 목표 수립 환경 이외 KPI 수립 필요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개 자발적 성과 공개 실적 없음 지속가능경영 공개 필요

경영활동 리스크 관리 조직 기업경영 조직 내 관리 정기적 임원 회의

협력사 법규 모니터링 협력사 환경법규 관련 계약 포함 예정 이해관계자 등 모니터링 보완 필요

사회

임직원 직무능력배양 교육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어학/직무교육 등 비용지원

최저임금 준수 임금관련 법규 준수 표준 고용계약서 활용

직원 노동조합 가입 자유 주니어보드(노사협의회) 운영 주니어보드 운영규정 및 정기 운영

성별, 종교, 인종 차별금지 고용 계약 시 비 차별, 인권 보장 취업규칙

노동법 관련 법규 위반 노동법 관련 위반 사례 없음 최근(5년) 위반 사례 없음

노동법 관련 법정 분쟁 노동법 위반으로 법정 분쟁 사례 없음 최근 법정 소송 건 없음

근로자 보건 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분기 1회(온라인, 사무직 기준)

건강/안전 관련 평가 작업장 안전 정기 평가 외부업체(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 평가

전사적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 전사 안전보건경영조직 기준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전사 안전보건경영 체계

제품
제품 사용 안전검사 제품 사용 관련 내부 및 외부 검사/시험 내부 및 외부 공인기관 시험

제품 사용 안전 인증 제3자 안전 인증 시험기관 안전검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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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등급* : 위험도관리규정(DS-QMP-7340)에 따라 위험 평가 및 등급 부여(High : H/Medium : M/Low : L), BCM 부문은 RA규정(DS-QMP-7370) 위험 평가 및 BCP 수립 건 기준(High 등급 부여)

- 품질/환경 : 위험 관리 계획 및 결과서 기준으로 연 1회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BCM** : ISO 22301 BCP 수립 및 Exercise & Testing 실시로 위험 경감 활동 실시

위험 및 대응 현황

부문 위험 위험 등급* 대응 계획 진행 상태 주관 부서

품질 고객 요청에 따른 현장 대응으로 검증 내부 Resource 부족 M 원격 환경 구성으로 긴급 대응, 정기 회의로 고객 Needs 충족 완료 TQA/TAC
품질 신규 Feature(Protocol) 에 따른 knowledge Transfer 요청 증가 M 원격 교육 진행 완료 TAC
환경 폐 포장재 및 시험용 케이블 폐자재 적법 처리 M 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 처리 완료 해당부서
환경 MSDS 신규화학물질 취급 관리 미흡 M 정기 MSDS 교육 실시 완료 품질보증
환경 폐기물 업체 관리 미흡 M 폐기물 처리 업체 평가 완료 품질보증
환경 EMS업체 RoHS 2 미준수 M 정기 점검 및 EU제품 공정물질 증빙자료 접수/RoHS2 적용 완료 생산기술
품질 개발 제품 양산성 검토 시 긴급 납기 대응 미흡 M 품질 양산성 Check List 활용 검토 완료 품질관리
품질 초도 품질 요구사항 품질 불만 H 품질(검사) 기준서 확보 완료 품질관리
품질 장애출동 시 대체 PBA 확보 문제 M RMA 예비품 활용 완료 TAC
품질 신기술에 대한 지식 정보 미흡 H 신기술 교육 완료 R&D

BCM** 대형 화재에 따른 IT 서비스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IT경영
BCM 화재 발생 시 개발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R&D
BCM COVID-19 등 대형 전염병 발생으로 업무 중단 상황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인재경영
BCM 대형 화재에 따른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경영지원
BCM 협력사 파업/화재로 핵심부품 공급 중단(Main chip)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구매
BCM 물류창고 대형화재(폭발)로 인한 물류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물류, 환경
BCM 외주사 화재/자연재해/도산에 따른 제품 공급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Outsourcing
BCM 화재/폭발에 따른 QA, AS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품질관리
BCM 전쟁 발발로 인한 제품 공급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Sales
BCM 전산 장비 장애로 인한 IT 서비스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IT경영
BCM ODM업체 화재/도산에 따른 제품 개발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R&D
BCM 파업으로 인한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인재경영
BCM 지진 붕괴에 따른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경영지원
BCM 협력사 파업/화재로 핵심 부품 공급 중단(메모리)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구매
BCM 물류 창고 지진 붕괴에 따른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물류, 환경
BCM 고객 불만/품질 불량으로 인한 납품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품질관리
BCM 입찰 실패에 따른 사업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Sales
BCM 지진에 따른 IT 서비스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IT경영
BCM 협력사 파업/화재로 핵심부품 공급 중단(PCB)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구매
BCM 협력사 파업/화재로 핵심 부품 공급 중단(Connector)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구매
BCM 협력사 파업/화재로 핵심 부품 공급 중단(Optic)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구매
BCM 전염병 발생으로 물류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물류, 환경
BCM 전염병 발생으로 품질 관리 업무 중단 H 대응 계획 수립(BCP) 및 모의 훈련 완료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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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해관계자의 요구 사례 증가 : 경쟁 업체 대비 강점 및 영업 기회로 활용

- KT : ESG 지속 평가, 기술 평가 시 환경 경영 체계/운영 관리(ISO 14001 포함) 부문 확인 및 ESG 자체 평가 후 실사(연 1회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

- SKB : ESG 최초 평가 실시, 환경 경영 체계/운영 관리(ISO 14001 포함),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 인증(ISO 27001) 반영하여 평가(향후 연 1회 평가 예정)

- LGU+ : ESGF 최초 평가, 공급사 등급 평가(지속) 및 RFP 제안 시 품질 및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ISO 9001, ISO 14001) 평가

- Rakuten : Sustainability assessment 시 Environment Management 및 운영 실적(ISO 14001 포함) 부문 평가(Supplier's Business Continuity Certificate 대응)

- 기업 신용 평가 및 회계 감사 : 회계법인, 신용 평가 기관(이크레더블) 인증/제출

- DZS US/EMEA : 해외 법인의 고객 대상 TL 9000, ISO 14001 등 경영 시스템 인증을 Pre-sales시 활용

- 해외/국내 신규 고객(프랑스 Bouyges Telecom, Genexis, KCOM 등) : 고객 제안/업체 등록 및 audit 시 품질, 환경, 사업 연속성 등 경영 시스템 인증 포함/제출

■ 사내 표준 제,개정 현황 : 총 100종 검토 완료 및 최신본 사내 표준 시스템 등록(기존 Tahiti Process Landscape → 변경 SharePoint Process Landscape)

- 품질/환경매뉴얼(DS-QMM-1000) : TL 9000 규격(Requirements R6.3) 및 사내 환경(조직, 회사 일반 사항 등) 변경에 따른 개정(프로세스품질팀, 2022.04.07, Rev.17)

- 기술지원업무규정(DS-QMP-7120) : 기술지원 실적 관리 시스템 변경(CTI → Salesforce)에 따른 개정(KR TAC, 2022.06.09, Rev.8)

- 외주관리규정(DS-QMP-7260) : 외주 생산업체 평가 주기 변경(1회/년 → 1회/2년)에 따른 개정(정보시스템팀, 2023.01.10, Rev.6)

- 수입검사규칙(DS-QMP-8071) : 협력업체에 대해 사급 자재의 수입검사성적서 전달에 대한 내용 추가로 개정(Tech&QA, 2021.10.25, Rev.8)

- 경영검토규정(DS-QMP-5030) : TL 9000 규격(Requirements R6.3) 적용(지속가능성 부문)에 따른 개정(프로세스품질팀, 2022.04.07, Rev.10)

- 기존 사내표준 임직원 공유 및 등록 시스템 변경 : 프로세스 기능별 분류 및 프로세스 Mapping 약 60% 진척 (프로세스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f

: 기존 타히티 “Process Landscape” → 변경 SharePoint “DZS Korea Process Landscape

사내 표준 변경 사항

경영 시스템 변경 및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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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사항
- 법규 관리 규정(DS-QMP-5060)에 따라 당사 관련 법규 파악하여 법규 등록부 등재 및 Process Landscape “Compliance”에 등록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
- 임직원 법정 의무 교육을 통한 법규 준수 인식 수준 향상 실시, 협력업체 대상 EU RoHS2 규제 기본 교육 및 EU Products의 유해물질 검증을 통해 Declaration of Conformity 고객 제출
- 최신 법규 내용은 법제처 및 국제 환경 규제 사전 대응 지원 사이트 참고

No 법규명 기관명 최근 시행일 최근 제/개정 사유 준수 여부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2022.12.27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22.08.18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준수

3 EU RoHS 2 EU 지침 2019.07.22 기존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PBDE 6대 유해물질에서 프탈레이트계열 4종 유해물질 추가 준수

4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 EU 지침 2003.12.17 포장재의 재활용율 정의 준수

5 관세법 기획재정부 2022.01.01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 반영하여 관세율표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준수

6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2021.02.05 타(방위사업법)법률에 따른 개정 준수

7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2021.09.16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준수

8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환경부 2019.01.01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

준수

9 특허법 특허청 2022.10.18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 준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21.12.16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준수

11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2020.09.12.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등 타법 개정 등에 따른 개정 준수

1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021.11.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 교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사항 보완.

준수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19.03.19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 도입 준수

14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2020.08.05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준수

15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2022.02.18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준수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22.06.10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준수

17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 환경부 2022.12.11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준수

18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규정 국가정보원 2017.0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변경에 따른 개정 준수

19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노동부 2019.10.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

준수

20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2022.07.12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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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ESG 평가 시 환경 경영 시스템, 환경 조직, 환경 운영 실적 요구 → ISO 9001, ISO 14001 인증 유지

기술 평가 시 품질, 환경 및 정보 통신 분야 인증 기업은 가산점 대상→ ISO 14001, TL 9000 인증 유지

SKB : ESG 평가 시 환경 경영 시스템 및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 인증 기업 평가 점수 반영 → ISO 14001, ISO 27001 인증 유지

LGU+ : 정기 품질 평가, 장비 제안 시 품질 및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포함 → ISO 9001, ISO 14001 인증 유지

ESG 평가 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기업 평가 점수 반영 → ISO 14001 인증 유지

SB : CSR 평가 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포함 → ISO 14001 인증 유지

Rakuten : 지속 가능 경영 평가 시 품질, 환경, 정보보안 체계 및 운영 실적, 인증 포함 → ISO 9001, ISO 14001, ISO 27001 인증 유지

BCM부문 질의 시 체계, 인증 포함 → ISO 22301 인증 유지

Bouygues Telecom : RFP 평가 시 LCA 부문, CO2 산출 자료 요청 → ISO 14001 인증 유지

지속가능 경영평가, ESG/기술평가 : EU Ecovadis(지속가능 경영평가), NICE평가정보(ESG/기술평가) 고객 평가 대행 → ISO 9001, ISO 14001, ISO 27001, ISO 22301 인증 유지

DZS US, DZS EMEA, DZS Vietnam, DZS India : 신규 고객 제안 시 ISO 9001, ISO 14001, ISO 22301, ISO 27001 인증서 제출 → 인증 유지(Pre-sales 포함)

회계 법인, 신용 평가 기관 : 기업 신용 평가 시 경영 시스템 인증서 제출 → ISO 9001, ISO 14001, ISO 27001, ISO 22301 인증 유지

EU 고객 : 업체 평가 및 RFP 시 친환경 정책, 환경 경영 시스템, LCA(Life cycle assessment) 등 환경 부문 평가 및 친환경 제품 요구 → RoHS, LCA(CO2 산출) 등

특히, EU 일부 고객(Bouygues Telecom, NOKIA 등)은 EU 지속 가능 경영 부문 평가기관(EcoVadis)을 통해 최소한 평가 등급(Bronze) 요구

일본 고객 : 지속 가능 경영 평가 및 RFP 시 친환경 정책,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에너지 관리 부문 평가 등 요구 → 환경 법규 준수/운영 실적 등

국내 고객 : ESG 평가 및 RFP 평가 시 친환경 조직/체계, 환경 경영 시스템 /운영 실적 등 환경 부문 평가 → 친환경 법규 준수, 친환경 조직/기준 등

경영 시스템 부문(고객/이해관계자)

친환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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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경영 시스템(ISO 14001)

<ISO 14001 인증서>

- 인증 번호 : E05-002

- 최초 획득 : 2005년 7월 25일

- 인증 갱신 : 2022년 7월 5일

- 인증 유효 : 2025년 7월 4일

- 인증 기관 : KQL 인증원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ISO 14001)

<ISO 14001 Certificate>

- Certificate Number : E05-002

- Initial Certification Date: 25 July 2005

- Issue Date : 05 July 2022

- Expiry Date : 04 July 2025

- Certification body : KQ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