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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1
Part

개요

1-1. CEO Message 

CEO Message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ESG 전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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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원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1
Part

개요

1-2. ESG 전담 조직도

이사회

홍보팀EHS팀 감사팀 자금팀구매팀

지배구조

회계팀 법무팀픔질관리팀 인사총무팀

ESG위원회

환경

사회

환경

지배구조

지배구조 사회

사회

사회

사회 환경

지배구조

사회

EHS팀

ESG外¹
안전, 보건, 
중대재해

경영관리팀

• ESG外
안전, 보건, 중대재해

사회

사회환경

1) ESG外 : ES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원가혁신실

환경

CEO Message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ESG전담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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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1
Part

개요

1-3.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급속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대비하는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

• 親환경 경영 정책 고도화

• 환경 에너지 관리 효율화

• 환경 성과 확대

• 지역 사회 환경 보호

• 인권∙노동 중시 경영

• 안전 보건 철저

• 윤리 준법 강화

• 사회공헌 활성화

• 기업지배구조 고도화

• 주주 권익 확대

• ESG 경영 안착

親환경 & 先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VISION

전략목표

전략방향

중점영역

ESG 경영 트렌드

E 환경
(Environment)

환경 친화 경영 고도화 윤리&공헌 경영 확대

S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G 지배구조
(Governance)

CEO Message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ESG 전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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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 중점영역(E)

E 환경
(Environment) :  환경 친화 경영 고도화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1
Part

개요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CEO Message 

ESG 전담 조직도

중점영역 실행과제 세부실행 과제

親환경 경영 정책 고도화

환경 방침 및 목표 수립 • 환경 목표 달성률 관리 및 주기적 검토

환경 투자 계획 수립
• 환경 투자 계획 집행 및 관리

•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공급업체 관리 • 공급업체 환경 경영 역량 강화 지원 및 관리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대기환경관리 • NOx, SOx, 먼지 배출 최소화

수질관리 • 공업 용수 재이용, 상수도 자체 정수처리, 절수기 사용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CO₂, CH₄, N₂O 배출 최소화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준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 강화

구매관리 • 녹색구매방침 제정 및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

환경성과 확대 친환경 활동 강화

• 친환경 제품 매출 확대

• 청정생산기술 확대 도입

• 지역 생태계 보호 활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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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 중점영역(S)

S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  윤리&공헌 경영 확대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1
Part

개요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CEO Message 

ESG 전담 조직도

중점영역 실행과제 세부실행 과제

인권∙노동 중시 경영

인권보호강화

• 인권교육실시, 내부신고제도 강화

• 여성, 장애인 고용 비율 상향

• 인권영향평가 실시

임직원 교육, 복지 향상

• 임직원 On-Line 교육 참여 독려

•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안전 보건 철저 안전기준 강화

• 산업재해 제로 달성

• 안전교육 강화, 임직원 보건 상담 정례화

윤리 준법 강화

내부 윤리의식 강화

• CP프로그램 고도화

• 내부신고 제보 접수현황 공개

협력사 상생 관계 발전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사회공헌 활성화 사회 공헌 활동 강화 • 사회공헌 가치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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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 중점영역(G)

G 지배구조
(Governance) :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1
Part

개요

taihan’s
2022 ESG 경영전략

CEO Message 

ESG 전담 조직도

중점영역 실행과제 세부실행 과제

기업지배구조 고도화 투명한 경영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마련

•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선진화 노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 이사회 RISK 관리 체계 이행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지속 관리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교육 참가 독려

• 감사위원회 내부 감사계획 고도화

•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간

주주 권익 확대 주주의 알 권리 및 편의성 확대 • IR(기업설명회) 개최 확대

ESG 경영 안착

ESG 경영 전략 수립
•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이사회 검토 상정

• 외부기관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개선안 마련

투명 경영 지속을 위한 지배구조 공개

• 이사회 정보 홈페이지 게시

• ESG Report 공개
(대한전선 ESG 경영 전략 및 평가등급)



Part 2 : 환경(E)

2-1. 환경 경영 정책

2-2.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2-3. 환경 성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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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환경 경영 정책 및 추진 조직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경영정책

환경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환경 성과 확대

대한전선은 생산 활동 및 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안전보건매뉴얼’을 바탕으로 환경 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 경영을 위한 전사적 의사결정 조직

구성은 물론 실무 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계획-실행-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매뉴얼목적

주요 목차

환경안전보건매뉴얼은 제품, 개발, 설계, 생산 및 운송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 환경 측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요 환경안전보건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개정표 및 목차

제2장 개요

제3장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

제4장 조직상황

제5장 리더십

※ 2021년 2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전선 안전보건계획”을 승인 득함

제6장 기획

제7장 지원

제8장 운용

제9장 성과평가

제10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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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환경 경영 정책 및 추진 조직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경영정책

환경

대한전선은 환경 경영을 위한 추진 조직으로 생산안전총괄(COO/CSO) 임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전사적 의사결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설비-기술-연구-품질 등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요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 추진 조직

※ CSO : Chief Security Officer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환경 성과 확대

E&C
사업부

생산안전총괄(COO/CSO)

기술
연구소

전력기기
부문

품질
관리실

소방 (1명)

EHS팀소재
사업부

통신
사업부

원가
혁신실

케이블
생산본부

생산
기획팀

설비팀

환경 (2명)안전 (4명) 보건/화학물질 (1명)시공안전(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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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환경 방침 및 목표 수립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경영정책

환경

대한전선은 환경 경영 정책에 근거하여 환경 방침을 공표하고 환경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실적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사고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ISO14001, ISO45001 인증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환경 방침
환경 목표/실적

대한전선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조화＂를 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안전한 생산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1.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기업경영

2. 인간과 안전, 보건을 고려한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

3. 관련 법규의 준수

4. 정량화된 목표설정 및 운영

5. 투명경영

중점 실천사항

※ 목표 설정 기준 :  전년5개년 평균 X (1-목표절감%)
※ 관리 기준 : 원단위 기준(연간 사용량 / 연간 생산량)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환경 성과 확대

구분 20년 실적 21년 목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사용량(TOE/MT) 0.116 0.113 0.111 0.112

구분 20년 실적 21년 목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사용량(Ton/MT) 0.87 0.96 0.94 1.02

재활용(%) 0.18 0.15 0.24 0.17

구분 20년 실적 21년 목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폐합성수지 38.9 30.2 36.7 32.6

폐목 29.5 26.5 22.2 26.0

(단위 : kg/MT)

구분 20년 실적 21년 목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전력(Mwh/MT) 1.98 1.96 1.97 1.93

LNG (㎥/MT) 37.3 38.1 37.6 37.2

1. 온실가스

2. 용수

3. 에너지

4. 폐기물

환경법규 위반 내역

2020년 : 0건 2021년 : 1건

주요 내용 처분일자 조사결과 사후 조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
2021. 01. 07

담당자
단순 실수

과태료 50만원 납부, 담당자 마감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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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환경 투자 계획 및 관리 정책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경영정책

환경

대한전선은 환경 경영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환경 투자 계획 및 실적 2022년 환경 투자 계획

투자 항목
22년
계획

세부 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1.0억원

산업전선공장 흡착탑 1기 설치

SCR 용해로 집진기 여과백 교체

다이옥신 저감 시설의 촉매 교체

대기오염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0.6억원

오수처리시설 예방 점검

오수처리시설 간이스크린 설치,

배관 교체 공사

오수처리시설 막 분리조 세정, 

농축 슬러지 처리 등

투자 항목
21년
계획

21년
실적

세부 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1.3억 1.2억

다이옥신 저감 시설의 촉매 교체

SCR용해로 집진기 여과백 교체

대기오염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0.8억 0.6억

오수처리시설 예방 점검

오수처리시설 자동제어판넬 교체

오수처리시설 막 분리조 세정,
농축 슬러지 처리 등

대한전선은 공급업체에 대한 환경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해 환경 경영 교육을 통한 환경관리능력을 항상 시키고, 

향후 환경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환경 관리 정책 - 공급업체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환경 성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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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대기 환경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경영 정책

환경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대한전선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 및 배출허용농도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표준 및 시설관리규칙에 따라 NOx, SOx, 먼지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표준 목적

관리 및 배출 실적

시설관리규칙 목록

본 표준은 대한전선에서 설치되어 운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관리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 AI-00-028_여과집진기 관리규칙

• 2-2 AI-00-030_온실가스 관리규칙

• 2-2 AI-00-031_용해로집진기 관리규칙

• 2-2 AI-00-034_흡착탑 관리규칙

1.13 0.72 2.39 

3.46

2019 2020 2021

1.56 

0.30 
0.03 

2019 2020 2021

0.85 

0.35 0.40 

0.23

2019 2020 2021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먼지

(단위 : 톤)

※ 21년 대기환경보전법 측정 설비 기준 변경(보일러 추가)으로 실적 증가

기존기준

측정설비기준변경에따른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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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0.938
0.867 0.941

2019 2020 2021

2-2-2. 수질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대한전선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비의 교체와 최적화된 운영

조건을 통해 처리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 기준의 30%이하로 개선하였습니다. 공업용수는 공정 증발량을 제외하고 전량 회수하여

재이용하고 있으며, 절수기 설치 및 물 소비 절약 홍보를 통해 천연 자원인 ‘물’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관리 및 사용 실적

용수 사용 실적(원단위) 용수 재이용 실적

(단위 : 톤)

6.8

2.7

0.3

2019 2020 2021

SS (부유물질량)

7

2.2

0.83

2019 2020 2021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단위 : ton)

※ 오수 – 생물학적 처리시설 이므로 BOD로 측정 / 법적 기준 : BOD, SS 10ppm, 이하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SS(Suspended Solid)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 공업용수 – 공정 증발량 제외 전량 재이용 (무방류)
※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미발생으로 해당사항 없음

수질오염물질 배출 농도 (오수)

공업용수 (재이용)

상수
공업용수

125,344 115,519
136,962

사업장 취수원 취수량

당진 케이블공장
상수도 26,048

공업용수 110,914

당진 전력기기공장 지하수 *7,200

사업장별 취수원/취수량

※ 2개월 평균 12개월 환산치

21,016
18%

32,433
24%

(단위 : 톤/MT)

19,864
16%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실험실폐수(H-4) 1.48

기타(EX) 288.05 173.64

계 288.05 175.12

폐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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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에너지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대한전선은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량을정량화하고제3자검증을통하여신뢰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또한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총량및

원단위감축에대한관리및목표를수립하고있으며온실가스배출량의감축을위한투자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관리 및 발생 실적

16,630 16,622
17,787 

2019 2020 2021

에너지 사용량 실적

(단위 : TOE)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0.117 0.116
0.111

2019 2020 2021

에너지 집약도

(단위 : TOE/MT)

* MT: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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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온실가스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대한전선은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량을정량화하고제3자검증을통하여신뢰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또한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총량및

원단위감축에대한관리및목표를수립하고있으며온실가스배출량의감축을위한투자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관리 및 발생 실적

34,667 34,901 36,823 

2,199 

2019 2020 2021

온실가스 배출 실적

0.110 0.111 0.109 

2019 2020 2021

SCOPE1(직접)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 21년 온실가스관리법 변경: 국내 사업장 추가(20년 이전 당진 → 21년 당진, 안양, 서울, 건설현장 추가)
※ 온실가스 에너지운영에 관한 지침 내 N20(아산화질소) 배출계수 변경: 20년도 0.0000027 → 21년도 0.0000085

0.170 0.172 0.163 

2019 2020 2021

SCOPE2(간접)

(단위 : tCO2eq)

34,489 34,710 38,699 

2019 2020 2021

CO2(이산화탄소) 발생 실적

112

125 123

2019 2020 2021

CH4(메탄) 발생 실적

66 66

176

2019 2020 2021

N2O(아산화질소) 발생 실적

(단위 : tCO2eq)
(단위 : tCO2eq/MT)

기존기준

관리법기준변경에따른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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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폐기물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대한전선은생산활동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최소화하고, 발생된폐기물의적법한처리를위하여발생, 보관, 운반, 배출및처리등에관한

관리기준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적법한폐기물처리업체를선정하기위하여실사를통해위탁처리업체를선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감량을위해매년감량화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고있으며, 다양한재활용방법을통하여재활용을늘려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폐기물관리표준 목적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본 표준은 대한전선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장

내부 및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 생

관 리

운 반

보 관

폐 기

 공정 중 주요 발생 폐기물
: 폐유, 폐목, 연재, 폐합성수지, 폐공드럼, 

폐흡착제, 분진, 폐유기용제 등

 성상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보관

 모든 운반자는 유출에 대한 대책 및 조치 후 운반
 운반자 : 사무실-청소 요원 / 현장- 지정 담당자

 적법한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

 보관장 청결 유지 및 유출 방지
 폐기물 관리법의 보관기간 내 처리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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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폐기물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대한전선은생산활동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최소화하고, 발생된폐기물의적법한처리를위하여발생, 보관, 운반, 배출및처리등에관한

관리기준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적법한폐기물처리업체를선정하기위하여실사를통해위탁처리업체를선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감량을위해매년감량화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고있으며, 다양한재활용방법을통하여재활용을늘려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관리 및 배출 실적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단위 : 톤,%)

2019 2020 2021

폐기물 재활용 실적

2,771톤
74%

2,260톤
69%2,050톤

75%

(단위 : 톤)

2,313
3,184 2,815 

399

563
457

2019 2020 2021

폐기물 배출량 실적

지정
일반(사업장)

2,712

3,747
3,271

(단위 : 톤/MT)

0.0205

0.0261

0.0190

2019 2020 2021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 MT: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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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3

52

2019 2020 2021

3,04

5 

1,96

1 

4,35

1 

2019 2020 2021

24 28
23

2019 2020 2021

2-2-5. 화학물질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대한전선은화학물질관리에대한사회적·법적책임을공감하고올바르게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시스템과절차를

구축하여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가취급물질의유해성·위험성에대해알권리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고, 취급과정도중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통해화학물질사고를예방함으로써근로자및주민들의안전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표준 목적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

본 표준은 대한전선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적정 수준 관리하여 유해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 톤)

보관

취급

폐기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은 주 1회 아래 사항을 체크, 
이상 발생 시 EHS팀에 보고

보호장비 비치 밸브 등 누출

주의사항 부착관리책임자 표시

별도 용기
및 장소에

보관

전문업체
위탁 처리

담당 부서
처리 의뢰

점검
항목

 유해화학물질 사용 PROCESS

 폐기물 처리 PROCESS

MSDS 검토 및 취급자 안전교육

보호구, 방재 도구 비치

자재 입고 및 시건

적법 사용 및 법적일지 작성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취급 및 배출실적

0.1

0.03
0.04

2019 2020 2021

(단위 : kg)

배출

IPA

취급

납 및 그 화합물

배출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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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구매 관리 및 원가혁신 활동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녹색구매방침 및 친환경 자재 구매 실적 원부자재 사용량

274 

1,560 1,441 

2019 2020 2021

(단위:백만원)

118,910 

131,514 

2020 2021

(단위:MT)

• 대상 품목

- 고드럼 및 PE&PVC 스크랩 recycle 

- END CAP(환경표지인증 자재)

협력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추진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실적및절감

환경 성과 확대

대한전선 녹색구매방침

대한전선은 2021년 녹색 구매 방침 수립하였고,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친환경 자재의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는 물론 비영업활동(사무용품, 행사 물품, 관리용품 구매 등)에도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행하는 TOP 활동의

일환인 BOM 최적화를 통해 원∙부자재 사용량을 절감하고 LOSS를 최소화하여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사용량 (CU+AL)

2020 2021

104
0.08%

704
0.59%

재생원료 사용량

• 21년 주요 원가절감 활동

- 다이옥신 저감장치 설치로 수밀도체 scrap 재사용

- 연선공정 Cu/Al 사용량 최적화를 통한 Loss 절감

- 동테이프 피치 조정을 통한 동테이프 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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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친환경 제품 및 청정생산기술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2
Part

환경 경영 정책

환경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환경성과확대

대한전선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인증제도(환경표지제도)를 보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및 매출 실적

207 

308 

426 

2019 2020 2021

• 환경표지제도 인증 획득 제품

① 450/750V HFIX 절연전선 1.5㎟~10㎟

(단선, 원형연선)

② 0.6/1kV 및 6/10kV HFCO, HFCCO류

(단위 : 억원)

COBRA HFIX 케이블

• 용도
- 450/740V 이하의 주로 일반 전기

시설물이나 전기 기기의 배선에 사용

• 장점
- 저독성 난연케이블로 친환경 제품
- 포설과 탈피가 용이함(당사 강점)

• 제품인증 : 한국산업규격

HFCO 케이블

• 용도
- 0.6/1kV 이하의 주거 및 건물 내 전력
및 조명용 회로에 사용

• 장점
- 저독성 난연케이블로 친환경 제품

• 제품인증
- 한국산업규격 / 전기용품 안전인증

친환경 제품 개발(R&D)

친환경 에폭시 및 전자식 변성기 적용 Spacer

친환경 Polypropylene(PP) 기반 전력선 개발

• 정부출연과제(산업기술평가원 개발수행(’23년)
• 투자: 21년 실적 3억 /22년 6억 예정 (정부출연기금 포함)
• 용도 - 초고압 GIS에 적용되는 전자식 변성기 내장형 스페이서
• 장점
- 제품 제작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

(약 60%↓)
- 기존 설비 대비 소형/경량
- 기존 대비 측정 신뢰성 향상

• 22.9kV 배전급 전력선 자체개발(’18년)
• 154kV 초고압 전력선 개발 정부출연과제

(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20년)
• 22.9kV 절연피복 가공선 개발 정부출연과제

(산업기술평가원) 수행 중(’22~’25)
• 투자 예정금액: 4억(정부출연기금 포함)
• 장점
- 재생이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
- XLPE 대비 운영온도 증대(90→110℃)
- 가교/건조 공정이 없어 탄소배출 저감(약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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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영 정책

환경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환경성과확대

대한전선의 ‘내열성 향상된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및 반도전 전력케이블 제조 기술’은 2021년 환경부의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설계-생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켜 全공정에 대한 환경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생산기술

연소 시 온도 및 산소 농도를 조절하고 방출열을 재활용

하여 연소 효율을 높여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

는 저녹스 버너를 보일러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저녹스 버너

녹색인증

• 기술명 : 내열성 향상된 비가교 폴리프로필렌(PP)

절연 및 반도전 전력케이블 제조 기술

• 특 성

- 기존 XLPE 자재 대신 PP(폴리프로필렌) 자재로 절연 및 반도전을

변경하여, 내열성 향상 및 케이블 운영온도 증대를 통해 송전용량 확대.

• 환경측면

- 건조 공정 생략 →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및 전력사용 절약

- 송전용량 증대 → 에너지 효율화

(2021년 9월 2일 부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획득)

대한전선은 수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수처리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의 용수는 90% 이상 냉각수로

사용 중이며, 고도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전량 재이용

하고 있습니다.

폐수 무방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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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해 당진시 환경정화활동, 해안가 청소 등 사업장 주변의 생태환경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장 진입로 및 주변 도로의 청소와 제초작업을

통해 토사 등 비산먼지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의 일안으로 분기별로

주변 해안가 정화활동을 하며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관하여 재활용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목적

으로 연1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1사 1로 클린제해안가 청소 *나눔장터
환경성과확대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 21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해 진행 취소 → 정부기관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재개 예정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활동

대한전선은 생산공장이 위치한 당진시의 생물종다양성 보전을 위해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는 우리

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보호종이며, 서식지를 잘 떠

나지 않기 때문에 서식지 파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에 금개구리

의 주요 서식지인 당산저수지를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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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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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한전선은 국내 2개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당진 케이블 공장의 환경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진 전력기기 공장의

경우 환경정보비공개 사업장이나 외부 검증을 받기 위해 ESG Report 및 Annual Report에도 환경 분야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대한전선은 향후 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국내 TOP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국제 이니셔티브(CDP, 

탄소정보공개 PJT) 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 받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생산기지

당진 케이블 공장

환경정보공개 비대상 사업장

→ 정보 공개 검토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2021.09 가입

폐기물, 수질, 대기, 온실가스, 유해화

학물질의 관리 및 배출량에 관한 정

보와 환경경영활동 내역 등이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니셔티브

당진 전력기기 공장

환경성과확대

환경 경영 정책

환경&에너지
관리 실적 및 절감



Part 3 : 사회적 책임(S)

3-1. 인권 노동 경영

3-2. 안전 보건 경영

3-3. 윤리 준법 경영

3-4. 사회공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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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인권보호 정책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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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경영

사회

대한전선은 ‘대한전선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윤리 경영 교육 등을 매년 실시 중에 있으며, 인권 이슈별 Check-List를 제정하여 유관 부서 구성원들과의 주기적 면담,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대한전선 인권정책

2021년 인권 상담 및 처리 실적

인권 상담 및 요청

• 홈페이지 : 사이버 신문고
• 사업장 : 고충처리실, 익명건의함
• 온라인 : 제보전용 이메일

대한전선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입

니다. 이에 당사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UN 세계인권선언⦁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OECD 다국적기업 가

이드라인⦁UN 아동권리 협약⦁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 등 여러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윤리규정과 세부실행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활동상에서 인권보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제보 내용 검토

결과 회신

• 전담부서 상담 및 내용 검토
(감사팀/인사팀)

• 웹/이메일 결과 회신
• 제보자 보호 및 익명성 절대 보장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

셋째, 대한전선은 각 국가의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본 정책을

당사와 거래 하는 모든 공급업체와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적용 범위

운영지침

금지

둘째, 대한전선은 국제기구의 인권

보호 및 노동기준을 존중하며, 모든

구성원을 성별⦁인종⦁국적⦁종교 등

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첫째, 대한전선은 모든 구성원의 인

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준수
보장

• 강제노동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차별 금지

• 근로시간 준수
• 최저임금 보장
• 결사의 자유
•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인권상담제보건수 제보내용 조사결과 사후조치

1건 전화응대 예절 불만족 고객응대 소흘 관련자 교육실시 →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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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경영

사회

2021 인권보호 활동

인권 이슈별 Check List 프로세스

인권
ISUUE 선정

개선사항?
내부(또는 외부)

평가
개선사항 확인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시행 조치
결과 확인

이행사항 보완

주관
부서

이행
부서

경영진

시정 요청 결과 피드백

최종 결과 보고

최종 결과
확인

<선정 대상 ISSUE>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등

YES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NO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2021년 4월, 6월 인권 보호 교육 실시(타사 사례) 직장내 괴롭힘: 직장상사의 상습적인 부당행위 지시금지

수질오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업무편의성에 우선(화물트럭의 지정장소 세차)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작업지침에 의한 설비가동(2인1조 작업규정 준수) 

2021년 10월 내부신고제도 교육 실시 제보 대상 유형: 인권침해 행위 포함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2021년 12월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제출 전 임직원이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2021년 5월 환경/안전/소방 정기점검 실시 당진공장 정기점검 실시

- 공장 외곽지역 수질 오염 조사: 비점오염 저감시설 점검

- 유해화학물질 보관 실태 점검: 세척실 외부의 화학물질 보관함 설치

- 소방장비 사용가능상태 유지: 소화전 등 고정 소방시설을 고려한 설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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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경영

사회

인권영향평가 실시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구분 현황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

조직구축과행동지침수립 ⦁ 감사팀이 정기업무점검과 협력업체 정기방문 및
제보 감사 시 인권경영 위반사항 여부를 모니터링함 ⦁ 회사규모의 성장에 따라, 부서별 인권경영정책의 세분화 실시

인권경영평가
⦁ 2년 마다 1회, 인권경영평가를 실시, 인권침해 여부를 경영진 보고
⦁ 해외지사와 생산법인 등 격오지 조직에 상시적인 유선통화를 실시, 

현지조직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
⦁ 정기방문을 통한, 인권 경영평가를 실시

안전교육과사후관리 ⦁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업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 지급 ⦁ 교육방법의 다양화 → 교육의 질적 개선

협력업체인권관리 ⦁ 협력업체의 국내외 인권 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실시 ⦁ 협력업체와 선정 시, 인권경영항목을 명문화

지역주민과의사소통 ⦁ 지역주민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 지역주민과 다양한 의사 소통 채널 구축

인권 리스크 및 개선 과제

구분 내용 항목수

인권경영체계의구축
⦁ 인권경영정책 ⦁ 조직 구축 등

11
⦁ 인권침해 제보 절차 ⦁ 인권경영평가

국내외규범

임직원고용
및안전

⦁ 채용절차 ⦁ 임금/복리후생의 공정성

14⦁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실시 ⦁ 인사제도의 공정성

⦁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교육과 사후처리

금지노동행위
⦁ 근로시간과 휴가기준 ⦁ 외국인 근로 기준

9

⦁ 미성년자 고용기준 ⦁ 계약직 고용기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 협력업체 인권관리 ⦁ 작업장 주변 환경/지역주민과 의사소통

16 
⦁ 품질관리/부적합관리 ⦁ 환경정책 수립과 비상대책 계획

점검 내용

목적

1. 인권침해 행위의 사전예방

2. 인권경영의 대∙외 홍보강화

기 간 : 2022. 04 ~ 2022. 05

대 상 : 인권경영 체계와 국내∙외 규범의 준수 여부

2022년 인권경영 목표

번호 내용 목표

1
주요 협력사 인권 관련 방문 점검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
60개 社

2 내부 구성원 인권 관련 교육 실시 2회

3 외부 협력업체 인권 관련 교육 실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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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경영

사회

대한전선은 임직원 개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인재 육성에 대한 종합적 Master Plan과 Road-Map을 수립하여,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On-Line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의 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인재 육성 Master Plan 

구분 공통교육 계층별 역량 교육 직무 관련 교육 외국어 교육 기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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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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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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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경영

사회

대한전선은 퇴직자 대상 촉탁직 전환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후에도 근무를 연장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는 퇴직 후 일시적 고용이

아닌 매년 계약 갱신 검토를 통해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현재 14명의 촉탁직 근로자가 재직중 입니다. 

교육훈련 현황

75백만원 42백만원 69백만원

178백만원
181백만원

42백만원

2019 2020 2021

임직원 역량계발 사업 수행 관련

교육훈련비 실적

2021년 총 임직원 수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883명 13만원

임직원 On-Line 교육 참가자

퇴직자 지원제도

구 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전환자 2명 3명 3명 2명 1명 3명 1명 15명

촉탁직 전환 현황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128명

*147명

2021 2022

↑15%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참가자 5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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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직무별 연령별 학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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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경영

사회

대한전선은 근로자의 다양성 존중을 위해 성별, 직무, 연령, 학력 정보를 공개하며 나아가 남녀 구분에 따른 직위별 임금 차별이 없으며, 제조산업 특

성상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의 여성 우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 비율도 장애

인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 여성, 장애인 임금 수준 및 고용 비율

10.73%
6.68%

13.23%

업종 평균 당 사 당 사

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

3.10%
1.37%

법정 기준 당 사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69.65% 66.47%

업종 평균 당 사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 전선 제조업 특성 상 기능직 군에는 여성근로자가 없으나, 관리직 군의
정규직 여성근로자(58명) 비율은 약 13.2% 수준으로 업종 평균을 상회함.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2021 근로자 다양성 정보

구분 2021 %

총 임직원 수* 883 100.0%

성별
남성 822 93.1%

여성 61 6.9%

직무별
관리직 446 50.5%

기능직 437 49.5%

연령별

20대 120 13.6%

30대 301 34.1%

40대 283 32.0%

50대 이상 179 20.3%

학력별

고졸이하 316 35.8%

초대졸 154 17.4%

대졸이상 413 46.8%

퇴직률
총 퇴직자 48 5.4%

자발적 이직자** 41 4.6%

여성

남성

기능직

관리직

50대

40대

30대

20대

대졸이상

초대졸

고졸이하

(관리직)

* 총임직원 수 : 등기임원 6인 제외
** 자발적 이직자 : 이직, 학업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 인원(정년퇴직, 계약종료 등에 따른 사유는 제외됨)

구분 2021

정규직* 889

기간제 17

도급 278

파견 1

일용직 67

합 계 1,252

2021 고용형태별 근무 인원

* 정규직 : 등기임원 6인 포함

(단위 : 명)

(단위 : 명)

※ 관리직 이상 여성 임직원 비율 1.5%_(팀장 1명 / 전체 67명)
(21년12월 말 기준 당사 임직원 중 팀장 직급 이상 직책자)

2022년근로자다양성목표

목표 상세

1. 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 증대 연 초 61명 → 연내 64명 (6.7%→7%)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대 연 초 12명 → 연내 14명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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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노동 경영

사회

안전보건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대한전선은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시차

출근제 운영, 47%의 임직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등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3년간 무 분규를 유지 중이며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 고용안정화 활동

10.8년
11.5년

2020 2021

기간제

비기간제
1.9%

가입자

비가입자
47%

가족친화기업 인증서평균 근속년수

기간제 근로자 비율 노동조합 가입률

+0.7년

복리후생비 지출

2,889

백만원

3,625

백만원

2020 20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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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2019 2020 2021

대한전선은 2021년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재정립하였고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매년 감소 중이며 산업재해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제보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3-2-2.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3
Part

사회

2021 안전 근로 환경

안전보건활동

3개년 산업재해 건수

인권 노동 경영

안전보건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안전교육

비상대응훈련 근로자 보건 상담

임직원 건강검진

2022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목표

분야 목표 상세

안전
중대재해 0건
산업재해 0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ISP(내부안전작업절차) 운영

보건
소음 발생 공정 저감 조치

소음부스 설치(통신공장 및 산업전선공장)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비상조치 대응능력 강화 AED 및 응급구조 KIT 사용방법 교육 및 훈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고 사망자 수 0건 0건 0건

중상해 재해자수 2건 2건 1건

3개년 주요 협력업체 근로자 재해 건수

*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7개 社 기준

번호 제보내용 위반사항 조사결과 사후조치

1. 협력사의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해당사항 없음 협력사의 내부문제 협력업체 대표와종업원의 갈등 중재→ 합의종결

2021년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당사 홈페이지 제보 건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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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웨어로블 로봇 투자 및 도입

인권 노동 경영

안전보건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비상대응훈련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H/W, S/W 설계/구축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협업, 실증, Testbed

MOU체결

투자금 집행

- 국내 최초 유압식

웨어러블 로봇 개발

- 세계 최초 모듈형

작업맞춤 웨어러블

로봇 상용화

대한전선은 웨어러블로봇 제작기업인 ㈜에프알티와 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3月)하고, 투자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일터, 행복한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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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ESG Repo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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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리준법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대한전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조성 ∙ 확산을 도모

하고, 법규 위반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교육, 사전/사후 모니터링, 사이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이란?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대한전선 및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과 대한전선 임직원의 업무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놓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서입니다.

목차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현황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2. 운영지침

3. CP 8대 구성요소

4. 대한전선㈜ CP소개

Ⅱ.공정거래법

Ⅲ.하도급법

Ⅳ.부록

1. 체크리스트

2. 대한전선㈜ CP운영규정

3.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법령

(2021. 01.~ 2022. 05)

※ 2021년 8월 자율준수편람 제정 후, 총 4회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
(반기 1회 이상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 서약 캠페인

 주요 협력업체 대상 CP 안내문 발송

 임직원 대상 교육 진행 (10회)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법규 위반 사전/사후 모니터링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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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정거래 원칙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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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전선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담 조직인 자율준수운영팀을 설치하였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임을 인식하여 자율준수편람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원칙 유의사항

※ 자율준수편람 II. 
회사 주요업무별 주의사항 中

내부거래 협력업체 경쟁업체

하도급거래

• 부당한 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 공시규제

•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 입찰가격담합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수의계약 유도
• 수주 물량 등의 결정
• 경영간섭

• 서면의 교부
•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선급금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 검사 및 통지 의무

• 부당한 특약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금지
• 보복조치 금지

의무 금지

자율준수관리자
(재무부문장-CFO)

자율준수운영팀
(법무팀)

자율준수프로그램 전담 조직

각 부서 담당자

 CP 총괄 운영

 운영 권한/책임 부여

 편람 및 규정 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각 부서 모니터링 담당

 자율준수운영팀과 협업

※ CP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윤리준법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2022 공정거래준수를위한목표

목표 상세

1. 불공정거래 / 부정경쟁 관련 임직원 교육 강화
가. 정기교육 4회 실시
나. 외부강사초빙교육 : 2획 실시

2. 협력사 대상 CP관련 내용 전파 CP안내문 발송, 사이버신문고 안내, 방문 소개 등 (200개 社 이상)

3. 유관기관 시정조치 제로 달성 공정위 등 관련기관 시정조치 연간 0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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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반부패 프로그램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3
Part

사회

대한전선은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글로벌 반부패 규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율준수편람에 CP의

소개와 회사주요업무별 주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감사팀에서 임직원 교육을 포함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P(Compliance Program)의 필요성

최고경영진의
의지 표명

윤리규정 제정

위험의 상시 평가

규정 Up-Date

반부패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

협력업체
(간접적인 부패행위 차단)

내부감사 실시
(Internal Investigation)

반부패 프로그램
Feed-Back

1단계 2단계 3단계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반부패
사전예방활동

상시 점검

반부패 프로그램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ON-LINE 윤리교육(연4회)

 윤리경영 소식지(연4회)

 선제적 사전예방(연2회)

 공정투명거래 동의서 징구

 정기감사(연○○회)

 수시감사(연○○회)

 운영 실적과 모니터링 결과

반영 → 지속 개선

※ 감사 실시횟수는 대외비 사항으로 비공개함.

윤리준법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내부신고(사이버신문고) 제보 접수현황

연도 건수 위반사항

2019 1 담당자 관리소흘

2020 1
해당사항 없음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2021 2

단순과실

해당사항 없음
(협력사 내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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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전선은 자율준수편람에 따라 회사 및 임직원의 법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CP관련 교육

대한전선은 CP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분기별 정기교육, 신규 입사자 교육,외부 강사 초빙 교육,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독,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용함에

있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의 핵심인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 또한 자율준수 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 합니다.

운영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 합니다.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현장 교육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활용

예정이며 교육은 반드시 분기당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기타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운영

※ 자율준수편람 I.3.6) 내부감시체계 구축中

※ 자율준수편람 I.3.5) CP관련 교육中

윤리준법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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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소비자 권리 증진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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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전선은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방침에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결함이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KS인증 보유를 통해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안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대한전선(주)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조화”를 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안전한 생산을 기업경영의 최우선가치로 선정한다.

이를 위한 실천 사항으로,

1.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기업경영

-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등이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시한다.

2. 인간의 안전, 보건을 고려한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

- 제품과 서비스는 인간의 안전, 보건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공급한다.

3. 관련 법규의 준수

- 국내외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4. 지속적인 개선 및 오염방지 활동 추진

- 경영활동에 있어서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차기목표에 반영한다.

5. 투명경영

- 관련 자료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본 방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여 최적의 환경안전보건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소비자 공정거래원칙

대한전선은 B2B회사의 거래구조로 소비자를 거래처, 협력사로 포괄 해석하여 각각의 공정거래원칙을 CP편람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자율준수편람 II) 

윤리준법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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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협력사 관리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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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전선은 협력사선정에 있어 윤리경영을 중시합니다.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배포함과 동시에 개선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원칙을 제정,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물적, 지적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상생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협력사 관리 현황

윤리 경영 행동강령 배포 및 동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윤리 경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및 행동강령 준수 동의 확약

• 정기 평가시 행동강령 준수 유무

조사를 기반으로 업체 평가

인권 존중

환경보호
비지니스

원칙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및 실천프로그램 : 자율준수편람 II.5 

행동 강령

윤리준법경영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명절대금
조기 지급

(어음만기일 단축)

우수협력사
포상제도

본사와 동일
on-line 교육

제공

상생협력
&

기술개발 제안

2019년 0건

2020년 1건 제보 내용 위반사항 조사결과 사후 조치

업체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해당사항 없음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업체선정 절차 검증 → 확인내용 통보

2021년 0건

3개년 홈페이지 접수 협력사 불만제보 현황 공동개발∙원가 절감 등 유공 우수협력업체 시상
• 21년 4개 社 149만원 포상
• 22년 5개 社 304만원 포상

우수 협력사 On-line 교육 비용 지원

• 22년 현재 42개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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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의견 청취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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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공헌활성화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사회공헌가치체계

대한전선은 창립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공헌 가치체계를 재편했습니다.

<연결된 세상, 함께하는 행복> 이라는 신규 비전 아래, ‘사람의

연결’, ‘공간의 연결‘, ‘시간의 연결’ 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 세대 성장, 그리고 친환경 활동 확대라는

구체적 전략에 맞춰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합니다.

임직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및 지인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및 임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전

추진 전략

연결된세상, 함께하는행복
Connected World, Connected Happiness

근무시간내봉사활동진행을통한임직원참여독려

사람의 연결 (People)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창출한다.

공간의 연결 (Space)
지역과 경계를 넘어선 나눔으로
소외없는세상을 만든다.

시간의 연결 (Time)
오늘에서 내일로, 세대에서 세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한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삶의질향상에 기여

교육

미래세대성장 지원과
교육의 기회제공

환경

환경보호인식 제고및
친환경 활동확대

목표

중점 영역

임직원 봉사 촉진제도

대한전선은 창립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전선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공헌 가치체계를 새롭게 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ᆞ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연결된 세상,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신규 비전은, 사람과 공간, 

시간의 연결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소외 없는 세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려는 대한전선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 세대 성장, 그리고 친환경 활동 확대라는

구체적 전략에 맞춰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합니다.

임직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및 지인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및 임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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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의견 청취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3
Part

사회

사회공헌활성화

대한전선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 '교육', '환경’이라는 중점 영역과 각각의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헌혈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이 위치한 당진지역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주니어 전기 교실을 개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년 1사 1연안 해안가 청소,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 활동, 폐 건전지

교환 캠페인 등 환경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를 재무적, 비재

무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향후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임직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대한전선 임직원 113명이 참여했으며, 총 17곳의 기관에 기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인권 노동 경영

안전 보건 경영

윤리 준법 경영

지역사회복지관 연계 활동(분기별) *당진시 주니어 전기 교실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연 1회 / 본사, 당진공장, 전격기기공장)

사회공헌활동소개

<호반사랑나눔이>
- 113명 참여, 월 129만원 적립(대한전선)
- 17개 기관 기부

<환경> 
- 폐 건전지 교환 캠페인 : 136명 / 2,773개 수거
- 1사 1연안 해안가 청소
-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 활동

<지역사회> 
- 지역 연계 사회공헌 : 3회 (기부금, 봉사활동)
-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감사패 수상

2021년 주요 성과

※ 21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해 당진시 주니어 전기 교실 진행 보류 → 22년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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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의 2022년 5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 및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헌장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하여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

ESG 평가

대한전선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헌장

기업지배구조 헌장이란?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투명한

경영문화의 실천을 목적으로 대한전선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공표하여

대 한 전 선 의 기 업 문 화 로 만 드 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주주

제2장. 이사회

제3장. 감사기구

제4장. 이해관계자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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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이사회 구성 _ (2021년 기말 기준)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의 (2021년 12월 말) 이사회는 기타비상무이사 2인(이우규, 김준석)과 사내이사3인(나형균, 김윤수, 이기원), 

사외이사 3인(박경서,이병국, 이창재),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직 명 성 명
활동분야

(담당업무)
선임 임기

*임원책임
배상 보험

상근여부 경력

기타
비상무이사

*이우규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2021-05-18 2년 가입 비상근

現) 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
前)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김준석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2021-05-18 2년 가입 비상근

現) 호반자산개발 대표이사
前) 호반건설 전략기획팀장, 한국수력원자력

사내이사

나형균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경영총괄

2021-05-18 2년 가입 상근
現) 대한전선㈜ 대표이사
前) 대한전선㈜ 대표집행임원, 안셀코리아㈜ 대표이사, ㈜마이다스 대표이사

김윤수
생산안전총괄
(COO/CSO)

2021-05-18 2년 가입 상근
現) 대한전선㈜ 부사장, 생산기술총괄(COO)
前) 대한전선㈜ 집행임원 / 초고압사업부장, 대한전선㈜ Quality Center 센터장

이기원
재무부문장

(CFO)
2021-05-18 2년 가입 상근

現) 대한전선㈜ 전무이사, 재무기획총괄(CFO)
前) 대한전선㈜ 집행임원 / 재무기획실장, ㈜효성 중공업PG 전략본부 상무이사

사외이사

박경서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2021-05-18 2년 가입 비상근

現) 한국유엔협회 고문
前) 제29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법원 대법관 추천위 위원장,

초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동국대 교수

이병국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2021-05-18 2년 가입 비상근

現) 이촌세무법인 회장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이창재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2021-05-18 2년 가입 비상근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제59대 법무부 차관, 서울북부지방검창철 검사장

* 임원책임배상보험 :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21. 10. 27 ~ '22. 10. 26 (매년 갱신)
* 이우규 이사는 2022.05.02일 부 사임하였습니다.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

ESG 평가

이사회및위원회구성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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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이사회 활동_ (2021년)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 이사회는 연 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분기별 보고를 규정화 하여 분기별 실적 및 리스크 영향 분석을 정례화하

였습니다.

이사회 활동

회차 개최일자
정기 결의

의 안 내 용
가결

/임시 /보고 여부

1 2021.01.13 임시 결의 덴마크 지사 설립의 건 가결

2 2021.02.24 정기

결의

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의 건

집행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수입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 보고

2020년도 4분기 이행보증 리스트

3 2021.03.26 임시 결의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4 2021.04.07 임시 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의 건

가결
전자투표 도입 승인의 건

5 2021.05.11 임시 결의
집행임원 상여금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집행임원 보수한도 증액의 건

6 2021.05.18 정기 결의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지점 설치의 건

투명경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확대∙개편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차 개최일자
정기 결의

의 안 내 용
가결

/임시 /보고 여부

7 2021.06.09 임시
결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수입신용장 및 외화지급보증 한도 약정의 건

보고
2021 ESG 경영전략 및 2020 ESG Report

보고
내부회계관리 규정 일부 변경

8 2021.07.07 임시 보고
영문 상호 변경에 따른 해외 제출용

이사회 서류 준비의 건
보고

9 2021.08.18 정기

결의 수입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가결

보고
2021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및

연간 경영실적 추정 보고
2021년도 2분기 이행보증 리스트

10 2021.09.08 정기 결의 수입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가결

11 2021.10.13 임시 결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가결

T.E.USA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미국 PSEG LI 35kV MV 프로젝트)
T.E.Australia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호주 AUSGRID 132kV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현장사무소 설립의 건

12 2021.11.10 정기

결의
자본감소(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채택의 건

보고
2021년도 3분기 경영실적 및 연간 경영실적 추정

보고
2021년도 3분기 이행보증 리스트

13 2021.12.08 임시

결의 단기 차입의 건 가결

보고

차입금 상환 및 만기 연장의 건

보고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
2021년 하반기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14 2021.12.22 임시 결의
채권은행 약정 만기 연장의 건

가결시설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유상증자 결정의 건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

ESG 평가

이사회및위원회구성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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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이사회 활동_ (2022년 5월부)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 이사회는 연 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분기별 보고를 규정화 하여 분기별 실적 및 리스크 영향 분석을 정례화하

였습니다.

이사회 활동

회차 개최일자
정기 결의

의 안 내 용
가결

/임시 /보고 여부

1 2022.01.12 임시 결의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연지급수입(USANCE) 기존 한도 증액의 건

신규 외화지급보증 한도 약정의 건

2 2022.02.23 정기

결의

제6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의 건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수입신용장(USANCE) 한도 증액의 건

수입신용장(USANCE) 신규 한도 취급의 건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변경의 건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평가 보고

2021년 4분기 이행보증 리스트

3 2022.04.13 임시
결의 해저케이블 공장부지 토지매입의 건 가결

보고 해저케이블 임해공장 사업성 검토 보고 보고

4 2022.05.11 정기 보고
2022년도 1분기 경영실적 및 상반기 경영실적 추정

보고
2022년도 1분기 이행보증 리스트

① 부서별 대내외
경영 영향 요소 취합

② 기대효과/리스크
영향 분석

③ 리스크 대응방안 강구

④ 이사회 보고 및 검토

⑤ 이사회 피드백

이사회
사무국

이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

ESG 평가

이사회및위원회구성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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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이사회 내 위원회_ (2021년 기말 기준)
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2021년 12월부 대한전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ESG경영 활동 및 강화를 위해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활동 및 세부내용은 ‘공시자료 :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우규 이사는 2022.05.02일 부 사임하였습니다.

위원회명 구성
성명

(위원장)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주요 내용 규정공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기타
비상무이사

2인

*이우규
(위원장)

김준석

사외이사후보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타비상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

천할 권한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는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최종 후보로 상정되게 됩니다.

홈페이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이병국
(위원장)

박경서
이창재

회계 및 업무 감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

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업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팀의 내부감사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

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ESG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이창재
(위원장)

박경서
이병국
이기원

내부거래 투명성 심의,
주주가치 중대한 영향을 주

는 경영사항 심의,
ESG 정책 심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 건의

ESG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ESG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기존 투명경영

위원회를 ESG위원회로 새롭게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목적에 더하여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 심의∙검토, ESG관

련 정책 사항 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역할을 합니다.

홈페이지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

ESG 평가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이사회및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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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은 현재 주주총회의 의안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4주전, 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개하는 소집 공지는 2주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 주주의 효율적인 투표와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

대한전선은 2020년부터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공시를 시행하여 주주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일

~30일 이전 공시를 진행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잠정) 실적 공시

2021년 공시 실적 2022년 실행 계획

공시 일자 공시 내용

2021.01.22 2020년 4분기 실적

2021.04.30 2021년 1분기 실적

2021.07.30 2021년 2분기 실적

2021.10.29 2021년 3분기 실적

공시 일자 공시 내용

2022.01.28 2021년 4분기 실적

2022.04.29 2022년 1분기 실적

2022.07 (예정) 2022년 2분기 실적

2022.10 (예정) 2022년 3분기 실적

ESG 평가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주주총회및공시, 배당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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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은 최근까지 경영 정상화와 재무 실적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대규모의 IR 대신 소규모로 진행되는 기관사/기업탐방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춰 대규모 IR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IR 및 기업설명회

대한전선은 기존 누적결손에 따른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부족으로 최근 5개년 배당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상법상 배당가능재원 확보 시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익규모 및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배당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배당금 - - - - -

주당배당금 - - - - -

배당수익률 - - - - -

배당성향 - - - - -

배당종류 - - - - -

(단위 : 원, %)

주주총회및공시, 배당

ESG 평가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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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SG 평가2021-2022
대한전선 ESG Report

4
Part

지배
구조

대한전선은 2021년 6월 ESG 위원회 및 이사회에 ‘ESG경영 전략 수립 보고’를 통해 지속성장기업으로 한층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이사회에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보고, ESG 레포트 발간 및 ESG 등급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대한전선 주주 및

외부기관에게도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전선 ESG평가 등급

 당사는 2020년 통합등급 B+ → 2021년 A+로 한 단계 상승을 통해 전선업계 최초 A등급 달성

평가년도 ESG 통합등급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2021 A A A+ A

2020 B+ B B+ B+

2019 B B C B

2018 B B+ B B

2017 B B+ B B

※ 최근 5개년 평가등급 공개 ※ 출처 :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년 이크레더블 ESG 평가 종합 1등급 획득

주주총회 및 공시, 배당

ESG 평가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