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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CEO MESSAGE

덕산하이메탈 ESG보고서는 PDF로 제작되었으며, 독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관련 웹페이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게 구성했습니다.

홈이나 목차,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로의 이동 및 출력이 가능하며, 페이지 하단 좌측에 위치한 아

이콘을 클릭하면 원하는 기능을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본 보고서의 표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가능합니다.

www.dshm.co.k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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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 개요

덕산하이메탈은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심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

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기 위해 2022년에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시

작으로 덕산하이메탈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핵심

주제와 관련한 정성적 활동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의 활동을 수록하였으며, 주요 정량적 성과의 경우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2019~2021)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

-ds의 핵심적(Core)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 정보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덕산하이메탈의 국내 본사 및 사업장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작성 과정 및 게재된 정보는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에 관한 사항과 검증의견은 P.39-P.4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문의

담당부서 | 덕산하이메탈 경영기획그룹

홈페이지 | www.dsh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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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SG보고서 최초 발간을 맞이하는 덕산하이메탈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큰 격려

와 끊임없는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첫 번째 ESG보고서를 통해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책임을 다하는 경영 입니다. 이에 이번 첫ESG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환경, 사회를 위한 덕산하이메탈의 ESG경영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속과 여러 대외적 이슈가 많았던 2021년은 덕산하이메탈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선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고도화로 인한 솔더볼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증가와

더불어 신규 아이템인 솔더페이스트의 양산공급이 2021년 3분기부터 성공적으로 시

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 우주항공 전문 기술 기업인 덕산넵코어스㈜의 지분 60%

를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방산 / 우주항공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DS Myanmar 신규 설

립을 통한 제련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확대는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구성

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방향성을 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을 필두로 한 ESG의 중요도가 산업전반에 걸쳐 확대

되고 있으며, 고객, 투자자, 소비자 등의 주요 판단 기준의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

도 그룹차원에서 경영 전반에 이러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이슈를 반영하여 사

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덕산하이메탈은 지속적으로 고유한 ESG

전략 및 비전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둘째, 적극적 환경보호와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핵심가치 창출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제품의 생산, 운송, 소비의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사회 전

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결과는 전세계가 공유함에 따라

각 국가 및 사회집단, 투자자들은 ESG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

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에 발 맞추어 끊임없는 R&D를 통한 친환경소재

개발 및 점유율 확대전략 등을 세우고, 대내적으로는 공정 및 패키징에 있어 친환경 생

태계 구축 및 당사 산업과 연관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나

갈 계획입니다.

셋째,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의 경영이념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

써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의 지속가능경영

은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임직원, 협력사,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발전, 지역사회의 공헌을 통해, 당사와 연관된 모든 이

해관계자의 만족을 지향함으로써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을 응원해주시는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구성원 여러분, 

덕산하이메탈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성

장이 가능한 덕산하이메탈이 되도록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이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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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기업명

설립일

대표이사

본사위치 

업종

주요 사업

홈페이지

상장일

기업분류

기업신용 평가등급 

임직원 수

자본 총계

종속회사

218명

272,427천 원

덕산네오룩스, 덕산넵코어스, 

덕산에스지, DS Myanmar

(2021년 12월 31일 기준)

덕산하이메탈(주) (DUKSAN HI METAL CO.,LTD.)

1999년 5월 6일

이수훈, 김윤철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66 (연암동)

반도체 소재 생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제조 및 판매

www.dshm.co.kr

2005년 10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A+ 

이사회 구성

덕산하이메탈(주) 설립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업체 등록 양산공급

덕산하이메탈(주) 기술연구소 설립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KOSDAQ 상장

(주)루디스 흡수합병:화학소재사업부 신설

World Class 300 기업선정

기업 인적 분할 (덕산네오룩스)

지주회사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현지법인 DS MYANMAR CO.,LTD. 설립

덕산넵코어스(주) 인수

MSB공장 증설

업무 협약 (반도체 패키징 기술연구)

덕산하이메탈 - 한양대 – 메릴랜드대

1999. 05

1999. 11

2002. 06

2005. 03

2005. 10

2009. 08

2012. 05

2014. 12

2015. 09

2019. 06

2021. 03

2022. 07

2022. 08

덕산하이메탈 연혁

제품개발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지용 접합 소재인 솔더볼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솔더볼 (SB,

MSB,CSB) 및 페이스트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

레이향 ACF용 도전입자 (Conductive Particle)를 개발 및 양산 공급에 성

공하여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덕산하이메탈은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도체향 차세대 접합 기술 및

소재 개발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재를 보유, 육성하는 등 적극

적인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산하이메탈은 선제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552

2020

927

2021

518

2019

(단위:억원)매출액

153

2020

317

2021

112

2019

당기순이익 (단위:억원)



사업소개
주요 제품소개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지용 접합 소재 중심의 R&D 및 제조, 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솔더볼을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솔더 페이스트 및 도전입자

제품을 개발하여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세계 IT기술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사

회 및 고객 니즈를 적기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소재·부품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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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더볼(Solder Ball)

BGA (Ball Grid Array), CSP (Chip Scale Package)와 같은 반도체 패키지 접합 기술의 핵심 소재로, 칩과 기판을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 집약적인 제품입니다. 자체 개발한 독창적인 공법을 이용하여

반도체의 경박단소화 및 고기능화에 최적의 solution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어 솔더볼(Cored Solder Ball)

POP용 Package에 기존의 Solder ball을 대체하여 신호를 전달함과 동시에 Height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Core가 형성됨으로써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대한 내충격 특성을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

솔더파우더와 플럭스를 혼합한 크림 형태의 접합용 소재입니다.

도전입자(Conductive Particle)

고분자 비드 (Polymer Bead) 외곽에 금속이 무전해 도금되어 있는 입자로 * 이방성 도전 필름의 핵심 소재입니다.

* 이방성 도전 필름 (Anisotropic Conductive Film)

  도전입자가 접착 필름에 분산되어 패널과 칩 또는 PCB간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접속하여 필요한 부분에만 전류가 통하도록 하

  기위한 소재

도전입자 절연입자메탈입자 돌기입자

솔더볼

코어볼

마이크로 솔더볼 마이크로 솔더볼

Flux

Solder Paste
T4~T5 

Solder Paste
T6~T7

PCB



사업소개

제품 연구개발

덕산하이메탈의 기술연구소는 2002년에 설립되어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경쟁력 강화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분야에서 쌓은 경험 및 기술과 특화된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품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사업 아이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문적인 시장조사 및 경쟁사 동향분석을 통한 R&D 개발방향 도출과 산학연 및 국제협력 공동 연구개발 등 전략적

인 R&D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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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

덕산하이메탈은 1999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패키지 소재인 솔더볼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재 글

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반도체 소재의 연구개발을 통한 도전입자 국

산화를 이루어 2016년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SMT용 솔더 페이스트와 플럭스 R&D

에 투자하여 2021년도에 신규 사업을 런칭하였으며, 솔더 관련 소재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반도체 소재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겠습니다.

2021 R&D 성과

P&F

CP

영역

T6, T7 Lead-free
솔더페이스트&플럭스 개발

고강도 도전입자

과제명

●  초소형 부품 실장용 솔더 분말 및 Binder 국산화 및 양산

●  페이스트&플럭스 제품 다양

●  유/무기 하이브리드 도전입자 개발

개발성과 및 기대효과

(단위:건)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20

9

230

2019

21

4
10

2020

20

7

116

총계(누적)

연구소 조직도

솔더개발 P&F CP 신소재개발 연구기획

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조직 및 투자

세계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 덕산하이메탈은 꾸준히 매출액의 6%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32명의 연구인력이 솔더볼, 도전입자 (CP), 페이스트 등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술 차별화와 시장 트

렌드에 맞춘 신사업아이템 개발을 통하여 독보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 비중68.8%
연구개발 인력 중

석●박사 인원 비중 14.7%

(중대성 평가_핵심 이슈)



Sustainable
Impac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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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비전 및 전략

덕산하이메탈은 ESG 경영 구축 및 내재화의 원년으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ALL 바른 경영으로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ESG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의 전략

목표의 가치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이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높은 ESG 가치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덕산하이메탈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내·외부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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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trategy

●  기업 고객사

●  잠재고객 등

●  이사회

●  경영진

●  내부 직원

●  개인 투자자

●  기관투자자

●  외국인투자자

●  애널리스트 등

●  원자재 수급 협력사

●  기타 서비스 협력사 등

●  지자체

●  자선단체 등

정의 및 범주

●  제품 가격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제품 환경영향 저감

●  제품 특허권 침해 관련

●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복리후생 강화

●  임직원 소통 활성화

●  일과 삶의 균형

●  경영성과

●  지속적인성장

●  주주환원정책

●  리스크 관리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상생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지역사회 발전 기여

●  사회적 가치 창출

이해관계자 주요 관심사

●  고객미팅

●  홈페이지

●  경영설명회

●  노사협의회

●  임직원 소통 행사

●  만족도 조사

●  홈페이지

●  주주총회

●  IR 기업설명회

●  IR 컨퍼런스콜

●  사업보고서 공시

●  홈페이지

●  협력사미팅

●  홈페이지

●  사회공헌 활동

●  지역사회 인재 채용

커뮤니케이션 채널이해관계자

지역사회

협 력 사

임 직 원

고 객

주 주 및 

투 자 자

비전

Environmental

친환경 소재 개발

반도체 소재 분야의

친환경 생태계 구축

지속 성장을 통한

이익 창출

친환경을 핵심으로
가치 창출하는 기업

Social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

사회 공헌 활동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추진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Governance

투명 경영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윤리 경영 추진

투명 경영을 통한
신뢰 주는 기업

ALL바른 경영으로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ESG 선도 기업

전략목표

전략과제

E S G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덕산하이메탈은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 표준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원칙에 따라 중대성 평가 (Mater

-iality Assessment)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군 분석을 통해 구성된 21개의 이슈 pool을 토대로 국내 ●외 프레임워

크 지표 분석, 트렌드 리서치, 선진기업 벤치마킹, 내부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 세부 프로세스를 수행

하였습니다.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를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덕산하이메탈에 중요한 핵심 이슈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내·외 프레임워크
지표 분석 및 검토

GRI, UN SDGs, K-ESG, KCGS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내·외 이니셔티브 표준 지표 분석 및 검토

●  

이해관계자 관심도
파악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진행 및 이슈별중요
우선순위 조사

트렌드 리서치를 통한 잠재 이슈별 글로벌 관심도 분석

●  

●  

선진기업 벤치마킹
국내외 동종업계 선진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보고
주제 및 우선순위 분석

●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사업보고서, CEO Message 등 내부 현황 분석을
통한 관심사항 관련 이슈 검토 

●  

최종 핵심 이슈 도출
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결과
를 종합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6개 핵심 이슈 선정

●  

02

03

04

05

01

중대성 평가 결과

Material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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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

3

4

5

6

핵심 이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

윤리경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기술 혁신 및 R&D 역량 강화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구분

사회

사회

지배구조

경제

환경

환경

GRI Topic

403:산업안전보건

401:고용 / 404:훈련 및 교육

205:반부패

102:경제성과

306:폐기물 

305:배출

보고 페이지

p.22

p.18-19

p.26-27

p.7-8

p.16

p.14-15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개선

지속가능한 원자재 사용

수자원 관리 및 재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공급망 ESG 관리 강화

사업 성과 창출 및 경제적 성장

제품/서비스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

일반 이슈

대기오염물질 관리

분쟁광물 관리 체계 구축

환경경영 실천 및 관리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확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일반 이슈No.

7

8

9

10

11

12

13

14

No.

15

16

17

18

19

20

21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비즈니스 영향도

1

4

2
5

3

6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

윤리경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혁신 및 R&D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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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03
13 환경경영

14 기후변화 대응

15 환경영향 저감

덕산하이메탈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저소비의 구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며, 더 나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비즈니스 활동 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경영 전략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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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덕산하이메탈은 전 생산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ESH

방침을 수립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국제표준인 ISO14001 인

증을 획득하여 환경 경영을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 영향 저감 활동을 추진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지속적인 실천 및 모니터링을 통

하여 환경경영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SH 조직도

ESH 방침

ESH 방침

국내외 ESH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ESH를 최우선으로 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검토를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용 ∙ 발생되는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에 적극 노력한다.

모든 임직원은 ESH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ESH 경영활동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SH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든 임직원, 고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소통한다.

1.

2.

3.

4.

5.

6.

인증서 ISO14001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환경/안전보건 관리자
(운영지원그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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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활동

덕산하이메탈은 저탄소화 경제구조의 에너지원 사용자로서 탄소중립정책

을 준수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50 탄

소중립정책에 따라 지구온도 상승률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제조

공정에서의 공정 개선, 시설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사내 전체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대양한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클린 팩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규 장비로 교체하였으며, 공정별 분전함에 전력량계

를 부착하여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생산

량 대비 전력 사용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내 전체 LED전등 교체 원격 냉난방기 모니터링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

덕산하이메탈은 전 임직원이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관

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 조명, PC,

냉·난방기 OFF 활동을 시행 중이며, 사내 화장실 내 카운터 기능 조명을

설치하는 등 작은 곳에서부터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

히, 원격 냉·난방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냉·난방기의 적정 온도 설

정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 중 입니다. 아울러 사업

장 내 신축건물 및 공장 건축 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 자재를 채택하

여 냉·난방 효율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의 개선 제안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

해 사내 업무용차량을 내연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18 552
927

2,991

3,165 3,481

2019 2020 2021

매출액 배출량

(단위: tCO2eq )온실가스 총 배출량 실내 적정온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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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관리

덕산하이메탈은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최적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운

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후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년 반기

별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허용농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방지시설의 적절한 효율을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활성탄 교체를 진행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또한 최근 이슈화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차

량 및 납품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 검토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실현해나갈 예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덕산하이메탈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사업장으로 적법하고 안전하게 화학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보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화학물질 종합시

스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 관리 사이트에 취급 화학물질 등록 및 취급량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상반기

0.5

2021하반기

0.2

(단위:mg/S㎥)대기오염물질(PM) 자가측정 결과

4.6

2019

5.0

2020

6.3

2021

(중대성 평가_핵심 이슈)유해화학물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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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

덕산하이메탈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종이, 플라스틱, 캔

등 분리수거를 진행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지정폐기물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인가 받

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은 성분별로 분류하여 스

크랩업체를 통해 100% 재활용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중 폐유기용제 또한 100% 재활용 가능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및 폐수 관리

덕산하이메탈은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용수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사업장은 상수도 용수

를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사용량을 관리하고 용수 자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약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저장 탱크에 보관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및 특성 상사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여 적법한 처리기준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처리업체에 전량을 배출하여 수자원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향후 폐수 배출시설의 증설 및 폐수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사내 폐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공정수 재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대성 평가_핵심 이슈)화학물질 유출 관리 프로세스

31.6

2019

38.8

2020

36.4

2021

(단위: ton)폐유기용제 재활용량

유/누출 발생

No

Yes

방재활동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확인

관련 기관 신고
(소방서,가스안전공사)

경보 전파

관리자 보고

 화학물진 
유/누출 발생

비상연락망
가동

방재활동 실시
(흡착포, 방유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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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재경영

20 인권경영

21 공급망 관리

22 안전문화 조성

덕산하이메탈은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구성원의 인권,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채용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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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 정책

덕산하이메탈은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상호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여 소재부품 산업의 1st

INNO-Creator가 되기 위해 핵심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류 소재전문기업으

로 성장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수시 및 상시 채용 제도를 운영 중이

며, 자체 채용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지원서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자들과 소

통 창구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채널“덕산인”을 운영하여 지원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자와 회사간 직무 적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재경영을 이어 가겠습니다.

(중대성 평가_핵심 이슈)

덕산하이메탈 인재상

인재 역량 강화

덕산하이메탈은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 창출 및 인재 육성이 가능한 인사제도를 추구

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역량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며, 덕산하이메탈의 인재

상에 적합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성과창출형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직원의 호칭

을 “파트너”로 통일하여 직급이 아닌 직책 중심으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평

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 개인과 조직의 최대 시너지 발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인재

P

긍정적 사고

Positive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

C

창의적 사고

Creative

꿈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에 도전하는 인재

C

도전적 자세

Challenging

상위 레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적인 측정을 통한 승진 평가를 진행하며,

핵심 인재의 육성을 위해 조기 승진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위해기업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운영

합니다.

체계적 평가 제도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에 더불어

성취감, 인정, 자긍심 등 비금전적 보

상도 제공하고자 하며, 직원들의 동기부

여 및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발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자 주기적

인 피드백 활동을 통해 조직개인의 성과

달성 및 역량 성장을 지향합니다.

연봉/경영성과급 등 다양한 직간접 보상 제도

조직-개인 성과평가(년1회)

개인 역량평가(년1회)

직책자 리더십 다면평가(년1회)

승

진 평

가

보
상

피드

백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실현”



조직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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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조직 문화 조성

덕산하이메탈은 2021년, 직급체계 간소화를 추진하여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제도를 마

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 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현하

였습니다. 과거 5단계였던 직급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호칭은 연령이나 연차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파트너(PARTNER)’로 일원화하여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을 실현하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과 함께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

도록 휴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덕산하이메탈은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자부심 고취, 구성원과 그 가족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Refresh 하계휴양소 운영,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성실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01

02

03

04

05

사원/연구원

대리/선임

과장/책임

차장/책임2

부장/수석

직급 체계 간소화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운영

모성보호 법규 준수 및 적극 활용

조직문화 혁신

일과 삶의 균형

조직 활성화 재정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조직문화 소통

조직 문화 활성화

G2 G3G1

복리후생 제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주거지원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내 헬스센터 운영

복지포인트 지원,

동호회 운영

하계 휴양시설 지원

경조금, 경조휴가,

경조물품 지원

리더십/직무역량

글로벌역량 향상 교육 제공

본인 학자금 지원

자녀 입학 축하금 및 학자금 지원

주거안정

건강/복지

Refresh/여가

경조사

교육

학자금

Delightful Life
기쁨을 주는 일상

Stable Life
안정감있는 일상

  
   

   
   

건
강/복

지         
          주거안정                 출

산
/육

아
              교육                        

경조사   

   
   

   
  
  

Re
fre

sh
/여

가



인권 보호 환경 조성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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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스크 관리

덕산하이메탈은 매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

고, 인권 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지켜야 할 상호존중 실천

수칙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수칙은 포스터로 제작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

시하였으며,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발생시 피해자는 덕산 Clean 제보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내용을 신고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해자를 윤리경영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피

해 내용을 조사하는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덕산하이메탈은 임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중대성 평가_핵심 이슈) 상호 존중 실천 수칙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임직원 다양성 존중

덕산하이메탈은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꾸준히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안정

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가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채용 시 성별, 학연, 장애, 출신 지역 등의

불합리한 차별 없이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채용 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

를 우대하고 있으며, 수시로 장애인 전형을 진행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18명, 장애인 7명 충원 완료
(2021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3.1%)100%

2019 2020 2021

28
33

48+17.9%

+45.5%

일자리 창출



공급망 ESG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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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실천

덕산하이메탈은 협력사 선정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건

을 충족하는 협력사에 한하여 협력사 등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운용에 대한 정기적 거래 실태 조사를 실

시하고, 거래 조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실사 과정에서 별도로 기본적인 QSA (Qulity System Audit), QPA (Quality Process Audit)를 점검하고, 분쟁광

물 관련 제출된 자료의 유효성 및 적합성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선정 및 평가 

덕산하이메탈은 내부 기준인 체크리스트와 평가 기준에 따라 협력사의 선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과 결과

를 기준으로 협력사의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전사후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

능한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 우수 평가 업체에 대한 포상 제도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협력사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

분쟁광물 관리

덕산하이메탈은 분쟁지역의 환경오염 및 노동 착취,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RMI 인증된 광물만 사

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준

수하고,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여 전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광물 금지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채굴되고 조달된 광물을 구매하고 관리

하겠습니다.

분쟁광물 관련 구매 정책

당사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용인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기여하거나 촉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 고문, 학대, 인권 유린 / • 강요, 강제 노역 / • 아동 학대 / • 자유의 침해

 • 인권 침해, 인권 남용 / • 전쟁 범죄,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인류에 대한 범죄, 집단 학살

당사는 공급사가 위에 1번에 언급된 항목들 또는 기타 불법적인 항목들과 관련있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사인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당사는 반정부 무장단체 혹은 그들의 관계사에게 광물 구매, 대금 지급 혹은 기타의 장비 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정부 무장단체 혹은 그들의 관계사는 불법적으로 광산과 수송

경로, 광물을 점거하여 유통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금품과 광물을 갈취하는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1.

2.

3.
신규 업체 필요성 업체 기본 조사

선정 평가
(체크리스트)

업체 R&R
(종합 평가)

사후 관리
(정기 점검)

업체 등록 및
거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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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덕산하이메탈은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

록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훈련 및 전사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감독자 주관의 TBM을 활성화하여 작업 전 위험요

인을 사전 파악하고 작업 시,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중대성 평가_핵심 이슈)

안전보건 경영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

덕산하이메탈은 2010년 4월, 국제표준인 ISO 4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안전보

건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 관리자 및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의 자율 점검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앞으로도 임직원 뿐만 아니

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문화 조성

덕산하이메탈은 임원 및 그룹장으로 이루어진 직책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그룹원의 ESH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을 직책자의 인사 고과와 연동하여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전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발굴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도 등급에 따라 차등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0

0

2019

0

0

0

2021

0

0

0

2020구분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단위

명

명

%

산업재해율 현황

24

184

4,416

2019

36

218

7,848

2021

24

204

4,896

2020구분 단위

1인당 교육시간

교육 참여 임직원수

총 교육 시간 

시간/명

시간

시간

안전보건 교육 현황

제품 및 서비스 안전 강화

덕산하이메탈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국제표준인 IATF 1694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사적 품질 업무 지침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부서별 품질 리스크 식별 및 조치 계획에 따라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앞으로도 고객 및 소비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 관리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인증서 ISO45001

비상훈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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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05
24 지배구조

26 윤리경영

28 리스크 관리

덕산하이메탈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해 관계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며,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하이메탈은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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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덕산하이메탈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 및 이사의 책

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

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

사로 유지하며,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준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

영의 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사내이사 3년,

사외이사 3년을 보장하며, 재임기간 중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임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전문성

덕산하이메탈은 이사 선임 시 지속 성장, 기업 가치 제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

성을 고려하여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이사 후보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독립성

덕산하이메탈의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선정한 후 상법 등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에

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선출 시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성명 담당 업무 최초 선임 임기 만료 주요 이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수훈

김윤철

장세인

대표이사/사내이사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사회의장

사외이사

• 前) 동부일렉트로닉스 근무

• 現) 덕산네오룩스 대표이사

• 現) 덕산그룹 부회장

• 前) 덕산하이메탈 재무담당

• 前) 덕산하이메탈 그룹재무담당(부사장)

• 兼) 덕산홀딩스(주) 사장

• 前) 금양산업(주)전무이사

• 前) (주)에이스 경영 고문

• 前) 갑부산업(주)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계열사 임원

2024. 03

2025. 08

2023. 03

2009. 07

2019. 08

2020. 03

이사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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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

으로 개최되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

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참석률은 100% 였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평가 및 보수

덕산하이메탈의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

의된 연간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임이사의 보수는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 담당 업무, 기여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정하였으며, 기타 재무·비재무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

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차 의안내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의 건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타법인 주식취득의 건

제2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지점 이전 결정의 건

내부회계 관리 규정 개정 외 2건

가결여부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개최일자

2021.01.11

2021.01.29

2021.02.02

2021.02.09

2021.02.18

2021.07.06

2021.11.19

1

2

3

4

5

6

7

2021년 이사회 주요 부의 안건

344

172

사내이사 사외이사

1212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단위:백만 원)2021년 이사회 보수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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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추진 체계

윤리경영

이사회 전문성

덕산하이메탈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고자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 헌장 및 규범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윤리경영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

리경영 서약서를 제출받아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규범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

속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활동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윤리경영 규범 내 협력사와‘공정한 거래와 경쟁’및‘상호 신뢰에 의한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임직원에게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거래 계약 시 불공정

거래 조항 포함 여부 등 법무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구매 등

유관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매 및 하도급 계약서에 공정거래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정책

공정거래 Action Plan

회사 발전이 최고의“善”으로, 회사발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가치경영을 실천하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서며,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긍정적 사고, 창의적 정신, 도전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유지에 노력하며, 유 ∙ 무형의

회사 자산과 정보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전한 조직문화 및 동료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는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윤리규범윤리경영 서약서

덕산하이메탈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적극 추
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계약 검토 프로세스 개선
· 표준 계약서 정립

· 공정거래 교육
· 공정거래 캠페인

· 설문조사 실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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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문화 확산

윤리경영

윤리경영 프로그램 

덕산하이메탈은 임직원 및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덕산하이메탈의 부정·부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덕산 Clean 제보 센터’를 운영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

으로 윤리적 리스크 사전 예방하고 마인드 내재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임직

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윤리

경영 뉴스레터 게시 및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임직원이 보다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윤리경영 문화를 접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및 신고 채널

덕산하이메탈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덕산하이메탈의 부정·부실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

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 등을 제보할 수 있는‘Clean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어떠한 보복 행위도 받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산 Clean 제보 센터

웹사이트

http://www.dshm.co.kr/ethics

우편

서울 강남구 선릉로 813,
티그리스타워 총괄본부장 앞

이메일

ethics@oneduksan.com

1

2

3

4

5

제보 접수

제보 분류

조사 착수

결과보고 /승인

후속 조치

(내용 확인)

제보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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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리스크 관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기업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덕산하이메탈은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부서를 신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진행하였

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의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연 1회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 리스크 발생 예방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업무 개선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수립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윤리경영,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시행

하여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내재화를 하

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내 아차사고, 안전위험 사례

공유를 통해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

어 ESH 부문의 개선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우수 제안

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여 임직원의 동기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산하이메탈은 다양한 활동

을 추진하여 사내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내재화

덕산하이메탈은 중대 재해 및 환경 사고, 컴플라이언스 등 전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리스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및 전사적 주요 긴급·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 프로세스를 모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이를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전략적인 중장기 리스크

예방을 위해 향후 ESG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며, (비)정기적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적 중장기 리스크 관리

구분 리스크 유형 대응 전략 (방안)주요 내용

재무리스크

운영(비재무)

리스크

• 외화 거래에 따른 환율 리스크

•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이자율 리스크

• 원재료 조달 리스크

• 분쟁광물 거래 리스크

•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

• 안전사고 발생 및 법규 위반 리스크

• 공정거래, 반부패 등 법규 위반 리스크

• 국내·외 금융환경 및 환율 상시 모니터링

• 이자율 및 환율 SWAP 등 헷징 수단 활용

• 공급처와의 장기 계약 및 다변화 추진

• 분쟁광물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법규 모니터링 강화 및 환경시설 투자 확대

• 상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 투자 확대

• 윤리/공정거래 규정 및 프로세스 운영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임직원 교육

금융

원재료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유형별 리스크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조직도

내부통제그룹

대표이사

재무 구매 운영지원 제조/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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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보호

리스크 관리

정보보호 방침 및 관리 시스템

덕산하이메탈은 회사의 중요한 산업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전 임직원에게 상시 공유되고 있습

니다. 특히 내·외부 정보 침해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받지 않은 장

비의 반·출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정보보안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 제고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보안 뉴스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2회 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중요성 및 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화벽을 포함한

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네트워크 접속 보안을 위한 NAC (Network Access Control),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사설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문서중앙화 및 암호화 솔루션, 데이터 변경 방지를 위한 배포관리솔루션을 구축 및 운영하여 내부

리스크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LP (Data Loss Prevention),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출력

물보안 솔루션을 갖추는 등 사용자 단계에서의 정보 보안 및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활동 및 성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관리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총 교육시간 (단위:시간) 총 이수 임직원 (단위:명)

2019

184 184

2020

204 204

2021

218 218

정보보호 교육이수 현황

정보보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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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경제

자본과 부채 총계 323,669,193,153 230,047,798,197 210,168,584,821

제 23기 2021.12.31 현재

제 22기 2020.12.31 현재

제 21기 2019.12.31 현재

(단위: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261,901,243,294

4,543,700,200

94,745,014,724

(2,486,693,567)

(77,233,236,221)

242,332,458,158

10,525,515,086

272,426,758,380

217,249,630,959

4,543,700,200

94,745,014,724

(282,684,500)

(91,462,868,391)

209,706,468,926

(2,305,446,626)

214,944,184,333

202,290,172,319

4,543,700,200

94,745,014,724

43,920,072

(91,266,731,624)

194,224,268,947

(2,303,636,740)

199,986,535,579

자본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37,578,116,776

5,412,438,119

17,638,759,920

9,187,539,480

2,889,133,618

1,537,111,080

8,281,122,092

1,159,849,447

1,550,539,260

자본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유동수취채권

기타유동자산

유동파생상품자산

당기법인세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비유동수취채권

기타비유동자산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81,703,654,802

18,508,774,934

14,258,196,289

2,731,694,464

2,837,554,032

826,689,248

165,285,825

42,375,460,010

241,965,538,351

4,184,165,999

4,412,259,698

863,541,167

152,411,533,538

47,643,336,114

3,356,555,552

0

28,071,542,132

1,022,604,151

323,669,193,153

56,206,554,342

30,899,524,048

8,414,908,069

0

4,477,688,086

3,264,003,375

0

9,150,430,764

173,841,243,855

3,619,170,626

4,859,391,000

2,612,344,497

123,293,234,826

35,624,560,464

127,514,213

2,368,521,482

1,336,506,747

0

230,047,798,197

58,239,053,760

39,124,171,112

9,352,840,726

0

406,069,461

876,068,036

218,355,920

8,261,548,505

151,929,531,061

2,948,328,265

1,414,206,158

2,582,102,713

111,491,707,990

28,183,009,041

123,646,904

2,446,177,922

1,369,712,646

1,370,639,422

210,168,584,821

자산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기타유동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계약부채

유동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순확정급여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7,461,319,767

2,343,842,400

3,526,707,983

1,193,850,660

1,197,927

13,664,317,997

664,980,000

359,739,968

1,680,402,640

664,206,696

10,294,988,693

51,242,434,773

3,033,579,123

846,671,195

881,044,464

0

0

5,916,074,384

0

1,013,385,640

618,963,400

397,817,762

3,885,907,582

15,103,613,864

1,783,285,175

3,787,448,210

0

0

0

1,900,927,150

0

889,963,751

684,891,337

326,072,062

0

10,182,049,242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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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경제

제 23기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제 23기 2020.01.01부터  2020.12.31까지

제 21기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단위:원)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관계기업투자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실

92,723,328,726

69,616,199,182

23,107,129,544

17,113,721,410

5,993,408,134

14,369,562,041

1,949,799,493

1,577,506,320

970,637,955

18,044,144,329

37,064,183,376

5,329,918,445

31,734,264,931

0

31,734,264,931

(1,374,172,626)

55,234,078,655

35,701,944,068

19,532,134,587

13,155,401,409

6,376,733,178

5,949,094,507

788,071,079

855,284,318

1,646,721,401

10,602,755,341

21,349,074,864

6,081,833,225

15,267,241,639

0

15,267,241,639

(113,456,118)

51,758,112,615

40,502,820,088

11,255,292,527

7,182,298,780

4,072,993,747

1,231,019,279

756,749,041

1,345,773,586

717,955,382

7,075,106,743

12,250,188,932

1,027,569,289

11,222,619,643

0

11,222,619,643

(639,608,680)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실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703,644,251

126,192,190

　

(2,204,009,067)

30,360,092,305

　

31,862,486,690

(128,221,759)

　

30,421,980,165

(61,887,860)

　

1,502

1,502

　

414,376,959

(201,228,505)

(326,604,572)

15,153,785,521

　

15,269,051,525

(1,809,886)

　

15,155,595,407

(1,809,886)

　

765

765

　

(622,875,259)

(60,775,928)

　

44,042,507

10,583,010,963

　

11,238,649,171

(16,029,528)

　

10,599,040,491

(16,029,528)

　

563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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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지배구조

4

0

25.0

75.0

4

0

25.0

75.0

3

0

33.3

67.7

2019 20212020구분 단위

남성

여성

사외이사 비율

사내이사 비율

명

명

명

%

이사회 구성

9

95.6

11

4.3

6

100.0

6

4.5

16

100.0

20

5.5

2019 20212020구분 단위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호 평균 참석률

안건/보고 수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회

%

건

년

이사회 운영

586

574

12

850

838

12

356

344

12

2019 20212020구분 단위

보수 총액

사내이사 보수 총액

사외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경영진 보상 현황

3

0

3

0

2

0

2019 20212020구분 단위

남성

여성

명

명

사내이사 현황

1

0

1

0

1

0

2019 20212020구분 단위

남성

여성

명

명

사외이사 현황

1 1 1

2019 20212020구분 단위

산업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수 명

이사회 산업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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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환경

0

0

0

0

0

0

0

0

0

2019 20212020구분 단위

법규 위반 건수

법규 위반 벌금 총액

비금전적 제재 건수

건

백만 원

건

법규 위반

501.0

0

501.0

1,022.7

0

1,022.7

1,271.2

0

1,271.2

2019 20212020구분 단위

총 폐기물 발생량

일반 폐기물 총 발생량

지정 폐기물 총 발생량

ton

ton

ton

폐기물

785.3 648.4 775.5

2019 20212020구분 단위

총 원자재 사용량 ton 

원자재 관리

6,964 9,751 11,588

2019 20212020구분 단위

총 용수 사용량 ton

용수 소비

6,299.0

12.2

6,299.0

0

0

6,704.0

12.1

6,704.0

0

0

7,384.0

8.0

7,384.0

0

0

2019 20212020구분 단위

에너지 총 사용량

에너지 집약도

전력 

연료 

스팀

MWh

MWh / 억원

MWh

MWh

MWh

에너지 소비

2,991.3

5.8

54.6

2,936.7

3,165.4

5.7

39.6

3,125.8

3,480.5

3.8

37.8

3,442.7

2019 20212020구분 단위

온실가스 총 배출량 (Sope 2)

원단위 배출량

Scope 1 

Scope 2 

tCO2eq

tCO2eq/억원

tCO2eq

tCO2eq

온실가스 배출

0

0

0

0.015

0

0

0

0.006

0

0

0

0.004

2019 20212020구분 단위

SOx (황산화물)

NOx (질소산화물)

VOC (휘발성유기화학물)

먼지

ton

ton

ton

ton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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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사회

218

202

16

31

168

19

191

87.6

27

12.4

2021구분

전체인원

성별

연령별

고용 형태별

단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

임직원 현황

204

191

13

29

159

16

184

90.2

20

9.8

2020

184

168

16

28

146

10

170

92.4

14

7.6

2019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총 정규직 인원

총 정규직 비율

총 비정규직 인원

총 비정규직 비율

신규 채용과 이직

남성 이직인원

여성 이직인원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총 정규직 이직인원

총 정규직 이직비율

총 비정규직 이직인원

총 비정규직 이직비율

48

12.4

27

26

1

8

17

2

17

8.9

10

37.0

2021구분 단위

명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

33

6.4

13

11

2

3

9

1

11

6.0

2

10.0

2020

28

7.6

14

11

3

5

6

3

12

7.1

2

14.3

2019

채용

이직

총 채용 인원

전체 이직률

총 이직 인원

성별

연령별

고용 형태별

16

8.7

3

1.6

13

6.4

3

1.5

16

7.3

4

1.8

2019 20212020구분

여성

장애인

단위

명

%

명

%

임직원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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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사회

5

0

0

0

6

1

0

0

16

1

1

100

2019 20212020구분

출산휴가 사용자

육아휴직 사용자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자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 비율

단위

명

명

명

%

임직원 포용성

0

0

0

0

0

0

0

0

0

2019 20212020구분

산업 재해율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산업재해

단위

%

명

명

사업장 안전

0

0

0

0

0

0

2019 20212020구분

정보보안 위반 건수

정보보안 사고 발생 건수

단위

건

건

정보보안

42,924

8,266

184

168

16

233

44.9

184

552

3.0

184

184

1.0

184

4,416

24.0

10,578

7,581

204

191

13

52

37.2

204

612

3.0

204

204

1.0

204

4,896

24.0

11,560

12,946

218

202

16

53

59.4

218

654

3.0

218

218

1.0

218

7,848

36.0

2019 20212020구분

총 교육 비용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교육 참여 남성 임직원 수

교육 참여 여성 임직원 수

인당 교육 비용

인당 교육 시간

교육 참여 임직원 수

총 교육 시간

인당 교육 시간

교육 참여 임직원 수

총 교육 시간

인당 교육 시간

교육 참여 임직원 수

총 교육 시간

인당 교육 시간

단위

천 원

시간

명

명

명

천 원/명

시간/명

명

시간

시간/명

명

시간

시간/명

명

시간

시간/명

임직원 교육

임직원 교육

인권 교육

정보보안 교육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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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Standards (GRI 100)

GRI Standards Index

주제 공개자표 페이지 비고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6

102-17

102-18

102-23

102-28

102-33

조직 명칭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본사의 위치

사업 지역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시장 영역

조직의 규모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조직의 공급망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외부 이니셔티브

협회 멤버쉽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지배구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6

6-8

6

6

24-25

6

6

35

21

21

28

41

41

4

26-27

26-27

24-25

24

24-25

25,28

조직 프로필

전략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단체협약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Material Topic 리스트

정보의 재기술

보고의 변화

보고 기간

가장 최근 보고 일자

보고 주기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GRI 인덱스

외부 검증

중대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10

10

10

10

10

-

11

11

3

3

3

3

3

3

3

37-38

39-40

11

12, 17, 23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관행

경영 접근법

주제 공개자표 페이지 비고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103-1

103-2

2021년 사업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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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주제 공개자표 페이지 비고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사용된 원료의 중량과 부피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용수 사용량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관리

폐기물 발생

환경 법규 위반

신규채용과 이직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훈련

근로자 건강 증진

업무 관련 상해

업무 관련 질병

201-1

201-2

203-2

205-1

205-2

301-1

302-1

302-3

303-5

305-1

305-2

305-4

305-7

306-2

306-3

307-1

401-1

401-3

403-5

403-6

403-9

403-10

31-32

13-14

21

26-27

26-27

34

34

34

34

34

34

34

34

16, 34

34

34

35

36

36

22

36

36

경제성과

간접경제효과

반부패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및 폐수

배출

폐기물

환경고충처리제도

고용

산업안전보건

주제 공개자표 페이지 비고

위반 건수 없음

404-1

404-2

405-1

412-2

418-1

419-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36

18

20, 24, 35

20

36

-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인권평가

고객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덕산하이메탈 2022 ESG보고서’독자 귀중

지속가능경영연구소(이하‘검증인’)는 덕산하이메탈의 요청에 의해‘덕산하이메탈 2022 ESG보고서(이하‘보고

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의견서는 검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만 적용되며,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와 의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덕산하이메탈에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  중대성 평가를 통한 핵심 이슈의 선정 방법 및 결과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독립적인 외부 출처를 기반으로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신뢰성 평가

●  울산 본사 현장검증을 통해 주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근거 확인

검증 방법

본 검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독립성과 적격성

지속가능경영연구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검증기관입니다. 검증인은 본 보

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본 검증인은 상기의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재무 데이터

및 일부 비재무 데이터는 사업보고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를 통해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담당자를 통한 근거 확

인 및 인터뷰 등의 프로세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덕산하이메탈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가정하

에 진행되었으며,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검증의견서는 계약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검증인은 본 의견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책임 또는 공

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본 검증은 AA1000 AS v3 (2020)의 검증표준을 참고하여 진행되었으며,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
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유형은 Type 1, 검증수준은 Moderate Level로 수행되었

습니다.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일반 표준 (Universal Standards)

●  특정 주제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 GRI 201 :경제성과 (Economic Performance)

- GRI 302 :에너지 (Energy)

- GRI 305-1, 2 :배출 (Emissions)

- GRI 404-1:교육 및 연수 (Training and Education)

- GRI 403-5: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12-2:인권 평가 (Human Rights Assessment)

DS Hi-Metal
덕산하이메탈 2022 ESG보고서

39

       ABOUT THIS REPORT

       CEO MESSAGE

01   BUSINESS OVERVIEW

02   SUSTAINABLE IMPACT

03   ENVIRONMENTAL

04   SOCIAL

05   GOVERNANCE

06   APPENDIX
          ESG DATA
          GRI Standards Index 

        제3자 검증의견서

        협회가입 및 수상 현황



제3자 검증의견서

• 신설 예정인 ESG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ESG활동 추진을 기대하며, 신설된 ESG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보고서에 공개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 보고서의 균형성을 위해 덕산하이메탈의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공개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본 검증인은 덕산하이메탈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보고서 발

간 및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 하기의 내용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권고 사항

검증을 수행한 결과, 검증인은 덕산하이메탈의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따라 지속 가능경영활

동 및 성과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포괄성(Inclusivity):이해관계자의 참여

덕산하이메탈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5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참여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직원 및 고객사 만족도 조사, 주주총회,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보고서 내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Materiality):핵심 이슈의 선정 및 보고

덕산하이메탈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 측면에

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트렌드 조사 등을 포함하

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핵심 이슈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덕산하이메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검토 후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보고서 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 적극적으로 핵심 이슈에 대응

하기 위해 ESG위원회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증인은 핵심 이슈에 대한 덕산하이메탈의 활

동 및 향후 계획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향성(Impact):조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덕산하이메탈은 조직의 활동, 성과 및 결과가 경제, 환경, 사회, 이해관계자 및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ESG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

에서 보고 내용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 11. 28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대표 이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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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협회가입 및 수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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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연구기획그룹

연구기획그룹

연구기획그룹

IR/PR그룹

운영지원그룹

운영지원그룹

운영지원그룹

운영지원그룹

단체명

KICOX 글로벌선도기업협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

코스닥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환경보전협회

소방안전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1년

부서명

연구기획그룹

연구기획그룹

IR/PR그룹

운영지원그룹

운영지원그룹

운영지원그룹

운영지원그룹

단체명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KPCA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코스닥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환경보전협회

소방안전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