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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CEO MESSAGE

덕산네오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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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sneolux.co.kr

본 보고서의 표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가능합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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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 개요

덕산네오룩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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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네오룩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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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네오룩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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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P.4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문의

담당부서 | 덕산네오룩스 전략기획그룹

홈페이지 | http://www.dsneolu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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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덕산네오룩스는 인재의 중요성을 매우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조성, 지역인재육성 기부, 소아환우 후원 기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st INNO-Creator 라는 비전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무한 가

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덕산네오룩스의 미래에 이해관계자 여러분

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속에 올해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덕산네오룩스

의 결실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덕산네오룩스가 계획한 비전과 목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지난 3년간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유

연함과 신속함으로 매출 약 2배 증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

다.

2021년도 OLED 소재 시장에서 매출액 1914억 원을 기록, 세계 2위의 위치

에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명실상부

OLED 재료 전문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OLED 발광소재인 Red 호스트와 프라임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

았으며 업계 최초로 편광판을 없앨 수 있는 ECO² OLED의 핵심 친환경 소재

인 Black PDL 소재 개발의 성공과 상용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덕산네오룩스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덕산네오룩스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및 주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친환경 소재의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

여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기업이 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네오룩스는 항상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 공헌을 통한 긍정

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경영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ESH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친환경적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글로벌한 친환경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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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기업소개

덕산네오룩스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공정 노

하우 및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OLED Display 선

도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OLED용 유기발광 재

료를 공급하며 국내외 경쟁사 대비 공급우위를 지

적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해외 Major 기업과 국내 대기업 중심의 업체가 경쟁

하는 OLED 재료 시장에서 덕산네오룩스는 독보적인

제조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경

쟁사와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와 개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

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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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법 인 명

본사 소재지

대표이사

설 립 일

기업분류

업     종

기업신용등급

홈페이지

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 (DUKSAN NEOLUX CO.,LTD.)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쑥골길 21-32

이수훈, 이범성

2014년 12월 31일

중소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A+(이크레더블/2021년 결산 데이터 기준)

www.dsneolux.co.kr

종업원 수

상 장 일

자본총계

주요사업

종속회사

244명(2022년 10월 기준)

2015년 2월 6일

2,871억원(2021년 결산연도 기준)

전자, 전기부품 제조

티그리스투자조합42호

사업 재정비 및 장기비전 수립생산 능력 확대 및 생산성 증대OLED사업 인수 및 시작

설립기 성장기 도약기

2010

2012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천안 공장 준공     이전

World Class 300 선정
(지경부)

N·E·X·T 2020 비전 선포식

자체 IP Red Host 최초 
양산공급

IP-R&D 전략 최우수상(특허청)

기업분할 결정
(DSHM     DSNL)

DSNL신규 상장 (KQ213420)

6th Display Day 
‘산업포장’ 수상 

(OLED 소재 국산화 유공)

2017

2019

2019
  

2020
  

2020

2020

2021
  

2021

2021

2021

2021

2022

자체 IP Red Prime 양산공급

한국IR대상 우수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장 수상

자체 IP Green Prime 
양산공급

QD TV HTL 채택

한국IR대상 대상 수상

Black PDL 자체 개발 및
양산공급

한국IR대상 대상 수상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모범납세자 수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사회적 가치부문 수상

2016

2018

삼성디스플레이 
베스트 파트너 수상

1999

2000

2005

2008

2009

2009

덕산하이메탈 (DSHM) 설립

DSHM     삼성 
솔더볼 공급개시

DSHM 상장 (KQ 077360)

Ludis 인수 (DSHM)
DSHM-EL소재 사업부 편입

SMD
HTL, CPL 소재 공급 개시

ISO/TS 16949:2002 인증

시장 지배력
강화

신시장
진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지속적인 신사업 추진”

 “
국

내 점
유율1위 업체 지위 공고화

”
“

고

객사 및 신규아이템 확

대
”



주요 제품소개

사업소개
주요 사업소개

덕산네오룩스는 Display용 OLED 재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는 덕산의 핵심 계열사로, R&D 및 제조 부문의 지속적

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OLED 재료 사업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자체 IP Red Host OLED 소

재 개발 양산 납품에 성공하며, OLED Display 시장의 성장과 함께 대표적인 글로벌 OLED 재료 전문기업으로 성장

해 온 당사는 고객가치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신규 Application 용 재료 등 개발 분야 및 적용 Solution
을 확대 하며 미래 성장 전략을 구축해 나가며, 무한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다이오드)

의 핵심 구성요소인 유기재료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으

로 HTL(Hole Transport Layer)와 Red Host, Red Prime, Green Prime을 양

산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여타 유기재료 개발에 힘쓰

고 있습니다. OLED 적용 분야는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TV, 차량용까지 더

욱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OLED 소재 시장 또한 증가

하는 수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LED소재(유기발광재료) PDL 소재(Black PDL)

덕산네오룩스는 해외에서 주로 공급하던 기존 PDL에서 여러 특성을 업그

레이드한 비발광 소재인 Black PDL(Pixel Define Layer)를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무(無)편광 구조인 Pol-less
기술구현이 가능하며, 기존 구조에서 두께가 얇아져 폴더블에 유리하게 적

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인성을 높여 발광효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소

비전력 또한 25%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플라

스틱 사용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소재인 Black PDL이 향후 다양

OLED 제품으로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D (퀀텀닷)재료

덕산네오룩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QD(퀀텀닷-Cd-free) 소재를 개발

하여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우수 특성을 확보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른 색을 내는

QD(퀀텀닷)은 OLED와 달리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은 휘도와 색 표현

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TV시장에서 주류 기술로

진입한 QD(퀀텀닷) 재료는 현재 QD-OLED로 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자발광 퀀텀닷(QLED)으로 진화가 전망됨에 따라 차

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의 QD 재료 시장 진입을 통한 사업 확장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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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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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Dopant)

ETL (전자 수송층)

A-ETL (보조층)

Si

Substrate

Cathode
Encapsulation

Cover window

Black PDL Emission layer

Color filter

VIA

Buffer
Gate insulator

Anode

Insulator
Passivation

GateDrain Source

Black
           matrix



연구개발 운영 체계

덕산네오룩스 연구소는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사

업의 기술력 강화와 소재, 부품 1st INNO-Creator라는 비전 아래 신규 사업의 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OLED 시장의 유일한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특성을 지닌 유기재료 개발을

통해 OLED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차세대 재료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성장기반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OLED
유기재료 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소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제품 다변화를 위

한 신소재사업팀에 총 109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임

직원의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현황 연구개발 투자 현황

덕산네오룩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임에도 매년 매출액의 약

10% 수준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OLED 소재를 양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확보한 자금을 다시 선제적 대응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투자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R&D 센터를 신축을 통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디딤돌을 마련하였고, 2021년에도 매출액의 11.13%에 이

르는 21,305백만 원의 비용을 R&D에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덕산네오룩스는 2014년 자체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적색 발광층 소

재 개발성공에 이어, 적색 보조층과 녹색 보조층의 소재 개발을 성공함으

로써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21년 OLED
소재 시장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

기소재뿐만 아니라 비발광 소재인 Black PDL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OLED 패널 시장의 패러다임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전략적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다수의 핵심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를 보

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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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 등록 건 수 현황

누계

1,427

535

2019

171

81

2020

173

111

125

114

2021

(단위:건)

~2018

958

229

구분

출원

등록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9

13,688

13.99

2020

14,142

9.81

21,305

11.13

2021구분

연구개발비용 계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 인력 현황

박사

8

2

10

석사

56

16

72

학사

6

1

7

전문학사

14

6

20

합계

84

25

109

(단위:명)

구분

연구소

신소재
개발팀

합계

사업소개

2021 R&D 성과

과제명

발광 소재

비발광 소재

개발 성과 및 기대 효과

모바일 및 TV 향(向) 재료 채택

Black PDL 소재 세계 최초 양산



Sustainable
Impac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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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속가능경영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11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경영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미션&비전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

덕산네오룩스는 혁신적이고(Innovation) 창의적인(Creative) 자세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으로 미래 소재와 부

품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자

원, 제품, 정책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

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외부 이

해관계자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덕산네오룩스는 지속가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였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

션 채널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내 ∙ 외부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

고 있으며, 이를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끊임없이 도전하는 
소재·부품 1st INNO-Creator

“기술”을 통한 “미래”의 창조

“감동”을 통한 “고객”의 행복

“책임”을 통한 “사회”의 발전

“나”를 통한 “우리”의 실현

기술경영 프로세스 경영공감경영책임경영신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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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범주 이해관계자 주요 관심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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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고객사
●  잠재고객 등

●  이사회
●  경영진
●  내부 직원

●  개인 투자자
●  기관투자자
●  외국인투자자
●  애널리스트 등

●  원자재 수급 협력사
●  기타 서비스 협력사 등

●  지자체
●  자선단체 등

●  고객미팅
●  홈페이지

●  경영설명회
●  노사협의회
●  임직원 소통 행사
●  만족도 조사
●  홈페이지

●  주주총회
●  IR 기업설명회
●  IR 컨퍼런스콜
●  사업보고서 공시
●  홈페이지

●  협력사미팅
●  홈페이지

●  기부금 등 사회공헌 활동
●  지역사회 인재 채용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협 력 사

임 직 원

고 객

주주 및 
투 자 자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경제·환경·사회 등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이슈를 전략

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덕산네오룩스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 표준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원칙

에 따라 중대성 평가 (Materiality Assessment) 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내·외 프레임워크 지표

분석, 산업이슈 분석 등을 통해 18개의 이슈 pool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잠재 이슈들을 기반으로 트렌드 리서치,

선진기업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내부 현황 분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이해관계

자 관심도’및‘비즈니스 영향도’의 정량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덕산네오룩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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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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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영향도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

윤리경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개선

기술 혁신 및 R&D 역량 강화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

사업 성과 창출 및 경제적 성장

수자원 관리 및 재이용

공급망 ESG 관리 강화

환경경영 실천 및 관리 체계 구축

잠재 이슈

대기오염물질 관리

지역사회 환원 및 사회공헌 활성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확대

잠재 이슈No.

7

8

9

10

11

12

No.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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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

3

4

5

6

핵심 이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술 혁신 및 R&D 역량 강화

윤리경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개선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 강화 

구분

사회

환경

경제

지배구조

사회

환경

GRI Topic

403:산업안전보건

302:에너지 / 305:배출

201:경제성과

102-16,17:윤리성 및 청렴성 / 205:반부패

401:고용

306:폐기물 

보고 영역

21-22, 37

14, 35

7-8

27-28

17-18, 36-37

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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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03
13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

15 환경영향 저감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국제사회가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덕산네오룩스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경영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수질 오염물질 저감 활동과 고효율 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환경경영 추진 조직도

1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환경 규정 및 법규를 파악하고 준수한다.

2   환경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3   경영활동 전 과정에 걸쳐 잠재위험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4   전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관리체계 및 문화를 정착한다.

환경경영 방침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덕산네오룩스는 2021년 12월 환경경영체계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14001
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영향 요인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

으며, 나아가 환경영향 저감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심사원

육성을 통해 환경 관련 추진계획 및 실행조치에 대해 점검하고 매년 환경경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덕산네오룩스는 전력 사용량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원단위’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단위

매출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산출 값은 18.27% 감소하며 목적 사업 영위 과정에서 효율성 개선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산출 값은 10,861.135tCO2eq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2021년

매출 증가 (2020년:1,442억 원 → 2021년 :1,914억 원) 및 연구소 신축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결과

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전략

덕산네오룩스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해결이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주요 사용자

로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현재 우

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전략

덕산네오룩스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녹색환경이 온전히 물려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자원, 제품,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하는 환경경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을 실

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국내·외 환경규제 (REACH, RoHS, 고객사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월별 그룹 합동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절감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처분 5.83%과 순환이용률 77.6%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저한 배출 물

질과 사내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중대 환경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

축-2,200종) 환경 경영시스템 내부 심사원 양성을 위해 부서별 전담 인원을 설정하고 전문 교육을 수료하여 환경

경영 체계 관리 인원의 전문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덕산네오룩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 정보를 이

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환경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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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본부

제조본부

연 구 소

ESH부서

CEO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활동

친환경 전기차의 증가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덕산네오룩스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미래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4기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고객이 편리

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내 전기차 충전소

(단위: tCO2eq/억원)

단위매출당 온실가스 배출량

4.839 

3.955 

5.676 

2019

2020

2021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활동

덕산네오룩스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형광등을 모

두 LED로 교체하였으며, 유틸리티 설비에 고효율 인

버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절전타이머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고효율 설비 교체

절전타이머 인버터

LED 교체 효과

사양(W)

소비전력(W) 

대수(EA)

점등시간(h/년)

연간전력사용량
(kWh/년)

구분

52

52

1,126

5,500

322,036

개선 전(형광등)

39

39

1,126

5,500

241,527

개선 후(LED)

인버터 설치 전/후 월간 전력 사용량 절감 기대효과

(단위:kWh)

설치 전 설치 후

191,563 

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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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저감
대기오염물질 관리

덕산네오룩스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투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

출 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을 항상 준수하고 있으며

IoT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배출 및 방지 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덕산네오룩스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를 환경경영 체제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관계법 준수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최소

화를 위해 매년 폐기물에 대한 자원 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주로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일반 생활 쓰레기 및 폐지이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제조공정 중 발생되는 폐기물로 액상 및 고상으로 분류됩니다. 발생

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위탁 업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하고 재

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덕산네오룩스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위해 취급자 교육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

전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작업 공정에 맞게 지급하여 작업자들의 건강 및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보관 및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 보건자료,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표) 를 배치하고

정기적 관리 및 최신화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화재에 대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화학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산네오룩스는 지역사회

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화재대비 소방훈련

(단위: ton)

수자원 관리

덕산네오룩스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용수 및 폐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폐수배출 5종 사업장으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이화

학 시험시설로 일 배출량 5.3ton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

출 시 폐수저장탱크로 저장되며, 전량 위탁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폐수처리 조사표 및 실적 보고를 관할 시청으로 보고하고 있

으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 시스템인 물바로를 사용하여 인계관리를 준

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도사용은 전량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30

2019

292

2020

279

2021

10.2

2019

7.6

2020

2.6

202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먼지) 배출량 (단위: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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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량

재활용률

구분

ton

ton

%

단위

90.11

40.34

44.77

2019

330.37

251.49

76.12

2020

442.34

408.73

92.40

2021

연도별 폐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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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04
17 인재경영

19 인권경영

21 안전문화 조성

23 상생경영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직원입니다.

이에, 덕산네오룩스는 협력사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즐거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역량 개발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권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인재채용

덕산네오룩스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당사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1년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나이, 학력

등의 자격요건보다는 긍정, 창의, 도전 정신을 보유한‘성장 잠재력’과 유기재료 합성 및 정제,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라면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연구, 사무, 기술, 생산”등 역량에 따른 직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인재육성

덕산네오룩스는 연간또한, 20년부터 기존의 직급체계를 폐지함으로써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직책 발령을, 직급 연차 승급을 통해 역량 있는 구성원의 빠른 성장을, 직군 전환을 통한 새로운 직무에 대한 도전

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단계별, 직무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인재상

P 긍정적 사고

Positive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인재

창의적 정신

Creative
C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

C 도전적 자세

Challenging
꿈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에 도전하는 인재

P.C.C를 실천하는 1st INNO-Creator

인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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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임원, 직책자 리더십 육성 교육

비직책자 계층별 리더십 육성 교육

직무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기획보고, 프로젝트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재무 및 내부회계관리 교육

외국어 역량 강화 교육

구분

리더 육성

직무 역량 강화

신규입사자

직책/직급별

직무별

조직내재화를 위한 OJT교육

리더십 개발 교육 

산업동향, 직무전문지식,  비즈니스 스킬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250

200

150

100

50

0

50%

40%

30%

20%

10%

0%

17% 19%

26%

2019 2020 2021

181
194

241

30 36
62

인재채용 현황

총 직원 수 총 직원채용 신규채용 비율



인재경영

조직문화 혁신

덕산네오룩스는 구성원 중 약 85%가 30대 이하로 구성된 젊은 조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MZ 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가 구성

원의 과반 이상인 덕산네오룩스의 조직 특성은 MZ 세대의 고유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덕

산네오룩스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전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되고자 자유

롭고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를 지향하며,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복리후생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임직원 및 배우자 대상 격년 건강검진비 지원

전염성 질환(ex. 코로나19 등) 유급휴가 지원

●  

●  

경조사 
경조사 지원

결혼, 부고, 출산, 졸업 관련 경조금 및 경조휴가 제공

장례용품 지원

●  

●  

학자금 
학자금 지원

자녀 입학 축하금 및 학자금 지원

본인 학자금 지원

●  

●  

주거 안정 
주거비 지원

단신 부임자 주거지원비 지원(6년)

신입사원 보증금 지원(3년간 1,000만원)

●  

●  

여가 지원
복지포인트,
하계휴양소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포인트 지원(연간 100만원)

하계 성수기 휴양소 무료 지원

●  

●  

일과 삶의
균형

조직 문화
활성화

●  전직원 대상 시행
●  필수근무시간10:00~16:00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지원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100% (출산한 여성근로자 기준)
●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  태아 검진시간 유급 지원(1회 기준 4시간)

모성보호 법규 준수 및
적극 활용

●  매월 단위조직별 조직활성화 비용 지원(회식비, 회의비, 워크샵)
●  직책자 활동비 매월 지원(월 10~20만원)
●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조직 활성화 재정 지원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  사내 휴게실 운영(안마의자 설치)
●  사내 체육시설(풋살장, 농구장) 운영
●  사내 헬스장 운영

조직 활성화 공간 지원

●  대표이사 주관 경영설명회 정례 실시(분기 1회)
●  전직원 대상 조직문화 서베이 실시(연 1회) 
●  임원, 직책자 리더십 다면진단 실시(연 1회)

조직문화 소통

●  시무식/창립기념일/종무식 기념 이벤트 정례 실시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내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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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신변 보호 및 비밀보장 의무 준수
●  제보 결과 피드백 의무 준수
●  제3자 제보 가능

덕산 Clean 제보센터 운영원칙

인권경영

덕산네오룩스는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징계 절차 및 처분 수위 등을 취업규칙

등의 사내 규정에 명기하여 전 구성원이 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프

그램을 진행하여 인권 침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 있으며, 21년 기준 임원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수료하여 수료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덕산네오룩스는 구성원의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덕산 Clean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뉴얼 오픈한 덕산

Clean 제보센터는 구성원 누구든지 신고 및 구제받을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및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금지 

4   풍기문란 및 유언비어 유포 금지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 명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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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처리 절차

제보 내용 확인 조사 개시 조사 완료/종결제보 접수

신고 채널을 통해
근로자 의견 및

고충수렴

제보 내용 확인 제보 내용 조사
및 사실 확인

종결 시 결과
통보 처리

인권 보호 환경 조성

덕산 Clean 제보센터 제보 방법 ●  홈페이지, 우편, 전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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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임직원 다양성 존중

덕산네오룩스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인종 등에 차별

을 두지 않고 오직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평

가, 승진,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동종의 소재산업

평균 대비 여성 직원 고용 비중이 높고, 남녀 직원 간의 평균 근속연수 차

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또한, 덕산네오룩스에 재직 중인 외국인은 총 5명

(21년 기준)으로, 단순 노무직이 아닌, 임원, 사무직, 연구직 등 지식근로

직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종 및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그들의

보유 역량에 따른 직무에 배치하여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

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포용성

덕산네오룩스의 구성원 중 약 85%가 20-30대이므로 결혼, 출산, 육아라

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구성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지원함으로

써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및 업무복귀 현황

육아휴직 사용자

육아휴직 사용자(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구분 2019

1

0

1

100

2020

1

1

0

100

2021

3

0

3

100

단위

명

명

명

%

(단위:%)

18.8 18.6
21.4

9.5
12.1 10.6

2019 2020 2021

여성 직원 비중

덕산네오룩스 소재 산업 평균

(단위:년)

1
0.9

1.4

5.9 5.5
5

2019 2020 2021

남녀 평균 근속 연수 차이

덕산네오룩스 소재 산업 평균



21

       ABOUT THIS REPORT

       CEO MESSAGE

01   BUSINESS OVERVIEW

02   SUSTAINABLE IMPACT

03   ENVIRONMENTAL

04   SOCIAL
        인재경영

        인권경영

        안전문화 조성

        상생경영

05   GOVERNANCE

06   APPENDIX

DS Neolux
덕산네오룩스 2022 ESG보고서

안전문화 조성

덕산네오룩스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가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있으며,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선제

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안전보건경영

하나,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

셋,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넷, 안전보건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다섯, 구성원 모두가 실천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만든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2022년 2월

덕산네오룩스 대표이사 부회장 이수훈

덕산네오룩스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가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있음을 경영방침으로 선언한다.

안전보건 조직 체계

덕산네오룩스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대표이사 산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안전 전담조직은 각 부서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로 구성되며, 구성된 조직은 적절한 보고를 통하여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부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책임자
각 임원EHS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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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조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덕산네오룩스는 실질적인 관리자인 그룹장, 파트장을 대상으로 직책자 안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책자 안

전점검, 5분 행동 관찰일지를 통하여 현업부서에 맞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전사 사업장 점검

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진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 주관부서

에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다양한 법정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

여 이를 바탕으로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위험장소에서는 허가된 화기작업만 한다. 

작업에 맞는 안전 수칙을 제정하고 절차를 준수한다.

화학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 후 취급한다.

반응성 물질 취급(폐기) 시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 절차를 준수한다.

작업 전 사용하는 설비·기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안전 증진을 위한 소통에 적극 참여한다.

사내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작업(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1.

2.

3.

4.

5.

6.

7.

8.

9.

10.

안전! 기본을 지키자

안전보건 교육 현황

이수자

인당 교육시간

이수율

구분 2019

181

24

100

2020

194

24

100

2021

241

24

100

단위

명

시간

%

제품 안전성 강화

덕산네오룩스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준수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

영 하여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를 위

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을

통해 2021년 12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 취득하였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혁신 활동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

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보건 정기교육



상생경영
사회공헌 정책

덕산네오룩스는 벤처기업부터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창업주의“벤처정신”을 이어가고자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가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사람(人)’을 위한 후원과 투자를 통해 지

역과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삼고“소외계층에 대한 후원, 산업 인재의 발굴 및 육성 ”등 다방

면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덕산네오룩스는 매년 이공계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후원 중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이 산업의 인재로 활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사내 인턴십 활동과 채용 시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 인재로의 육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발전 기금을, 의료 분야의 소외계층인 중증질환 소아 환우의 완화 치

료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등의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

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주관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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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수상

사 람

(人)
인재 발굴

지원
소외 계층

지원
인재 육성

지원

80

2019

70

2020

160

2021

사회공헌 성과 (단위:백만 원)



상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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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덕산네오룩스는 외부 공급망 프로세스에 의한 협력업체 관리 지침 상의

서류평가와 협력업체 실태조사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신규 업체를 등록하

고 기존 업체의 정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

를 위해 협력업체 환경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정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성적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사 간 공정거래 협약서를 매년 갱신하고 있

으며, 정기적인 사내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자 힘

쓰고 있습니다.

협력사 선정 및 평가

덕산네오룩스는 협력사의 경영 및 재무 측면을 평가하고 품질경영 관련 공

급업체 평가표를 통해 수준 점수를 평가하여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1회/년 이상 정기 심사를 진행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우수 협력사에 발주 우선권 및 거래 품목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하

여 우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현황

덕산네오룩스의 주요 협력사의 주 업종은 OLED 유기재료의 합성을 전문

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덕산네오룩스의 협력회사는 국내 및

국외 총 31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준을 수립하여 분쟁 및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광물 미사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매년 미사용 준

수 선언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평가표

경영 및 조직 평가 구성

1   Supplier Evaluation Summary 

2   Company Profile 

3   Technology 

4   Quality 

5   Manufacturing Capability 

6   Delivery & Cost 

7   Safety, Health & Environment 

8   Material Environment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고객 불만 처리

수입검사관리

Vendor 관리

공정 검사관리

출하검사관리

원부자재관리

표준 및 이해

검사원 관리

계측기 관리

부적합품 관리

자재관리

제품 관리

설비관리

평가공정

60%

80%

80%

70%

70%

70%

80%

70%

70%

70%

70%

80%

70%

80%

70%

80%

Cut Off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Total

단위

개사

개사

개사

개사

2020

16

4

2

22

2021

25

3

2

30

국내 매입

국내 외주가공

해외 매입

총 합계

구분



덕산네오룩스 2022 ESG보고서
DS Neolux

25

Governance05
26 지배구조

27 윤리경영

29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립과 윤리 규정 준수는 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덕산네오룩스는 전문성 있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통해 조직의 윤리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문별 핵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 보고 및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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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덕산네오룩스의 이사회는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및 현안을 감독 의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

결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 및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

를 포함한 이사진 중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

하고 있으며, 경영의 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사내이사 3년, 사외이사 3년을 보장하며, 재임 기간 중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덕산네오룩스는 지속성장, 기업가치 제고,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한 후 상법 등 관계법

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

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선출 시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문화적 배경 등

에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

니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하였습니다.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

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활동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

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

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로 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

의 1이상의 수로 안건이 결의됩니다. 2021년에는 총 1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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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구성 현황

現, 덕산네오룩스 대표이사

兼, 덕산하이메탈 대표이사      

     덕산홀딩스 등기이사

現, 덕산네오룩스 대표이사

前, 덕산네오룩스 연구소장

現, 연세대학교 화학과 정교수

이력구분

이 범 성

이 수 훈

김 병 수

성명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회 평가 및 보수

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의 상임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결정되며, 연간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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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DS Neo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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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사회 주요 부의 안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회차

2021.01.25

2021.02.18

2021.02.18

2021.03.19

2021.04.01

2021.06.01

2021.07.20

2021.07.30

2021.10.25

2021.11.18

2021.11.24

2021.11.24

2021.12.30

개최일자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제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기업일반대출 차입의 건

자금대여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건

자금대여 연장의 건

자금대여의 건

신규사업부지 투자에 관한 건

신주발행의 건(제3자배정 유상증자)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자금 대여의 건

의안내용 가결여부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윤리경영 체계 구축

덕산네오룩스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

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기본원칙을“법규 준수”와“윤리적 행위”에 두고 있으며, 전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규정 내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명시하여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

내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확고한 윤리적 비전을 제시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윤리경영을 조직 내 안

착시켜 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고객 신뢰 구축, 고객감동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실현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솔선 수범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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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네오룩스 윤리규범



상담 및 신고채널

덕산네오룩스는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임직원 관련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덕산 Clean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산 Clean 제보 센터는 지주회사의 감사조직이 직접 제보 접수를 함으로써 보다 객관

적이고 공정하게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 확인 후 처분 조치는 인사부서에 이관되고 징계 규정에 의거

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거래 준수 방침

덕산네오룩스는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단계별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으

며,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협약서는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담당 구성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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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위반 행위 신고 제보처리 프로세스

조사결과 회신 • 징계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 후 제보자에게 조치결과 회신

조사실시
• 정식조사 개시

• 객관적 근거확보 및 관련자 면담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

접수사실 확인
• 예비조사 후 정식조사 개시여부 결정

• 제보자에게 피드백

제보접수
• 그룹 홈페이지 내 제보
• 우편, Email, 전화  /  • 익명, 제 3자 제보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회사 자산의 횡령, 유출, 도용 등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풍기문란 등

•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청탁

• 이해관계자 간의 금품, 향응, 금전거래,
  개인적 편의 제공 등의 수수 및 요구

• 공금 및 예산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

• 회사 영업비밀 및 전산자산의 무단 훼손

• 회사 영업비밀의 사적 보관 및 외부 유출

• 사실에 대한 왜곡 및 조작

• 허위 사실 보고 및 묵인

• 직권을 남용한 갑질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지시, 집단따돌림 등)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풍기문란

• 근거 없는 소문 생성 및 유포



리스크 관리 체계

덕산네오룩스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

고 운영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정의하고 전사적으로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무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협

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핵심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내용을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며 리스크 발생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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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핵심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 (방안)

●  제품 생산 관련 발생 가능한 위기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 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운영

●  품질 관리 체계 강화

●  공급처(협력사)와의 계약 추진

●  원재료 공급처 다변화 추진

●  법규 모니터링 및 준법 프로세스 강화

●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환경시설 투자 확대

●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시장 환경 상시 모니터링

●  전방산업 기술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  금융환경 및 환율 상시 모니터링

●  이자율 및 환율 리스크 헷징 수단 활용

●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

내용

●  제품 생산 중단

●  원재료 조달 리스크

●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

●  안전사고 발생 리스크

●  영업 활동 제한 및 중단 판매 리스크

●  진화하는 전방산업 기술에 대한
  요구기술 부재 리스크

●  외화거래에 따른 환율 리스크

●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이자율 리스크

●  공정거래, 반부패 등 회계 부정 리스크

담당 부문

제조 및 품질

구매기획

인프라

영업

연구소

재무기획

리스크 유형

생산/제품 품질

공급망

환경/안전

영업활동

연구개발

금융

재무기획 구매기획 인프라 영  업 연구소 제조/품질

대표이사

리스크 관리 조직

덕산네오룩스는 각 부문별 최고 책임자를 주축으로 리스크 대응 조직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대표

이사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주 1회)을 통해 부문별 핵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담당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분석 및
핵심 리스크 도출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

STEP
3

정보보호 관리 체계

덕산네오룩스는 회사의 경영정보, 영업 비밀, 지적재산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들을 중요 정보자산으

로 취급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리스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안관리에 집

중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STEP
1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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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활동/성과

덕산네오룩스는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보 보안 교육과 홍

보 활동을 지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전 구성원 대상 정보 보

안 교육을 진행하고, 신규 입사자, 퇴직 예정자 등 정보의 주체별 맞춤형

정보보호 담당 조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보안 수칙, 정보

보안 사고 사례 등을 전파하여 일상보안 문화를 확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보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관리자 (정보기획그룹장)

정보보안담당자 (정보기획그룹)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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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가입 현황

ESG Data 경제

부채와 자본 총계 336,665,713,371 220,912,869,319 181,310,980,033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자산총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유동수취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수취채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336,665,713,371

188,013,438,934

133,623,796,577

12,749,112,819

2,063,556,400

5,163,985

958,924,979

38,612,884,174

148,652,274,437

18,195,300,212

11,626,764,358

3,922,964,201

1,656,555,230

76,489,132,030

36,402,130,182

359,428,224

220,912,869,319

90,912,923,450

50,590,834,314

11,594,189,168

718,625,191

1,456,902

1,580,028,981

26,427,788,894

129,999,945,869

12,469,709,110

5,612,524,753

2,268,533,044

487,473,105

72,429,558,256

36,574,364,550

157,783,051

181,310,980,033

78,405,873,368

38,904,477,071

10,698,174,309

276,336,277

2,242,003

5,312,759,319

23,211,884,389

102,905,106,665

12,381,424,990

5,392,889,110

-

-

53,851,271,633

30,959,655,733

319,865,199

제 8기 2021.12.31 현재

제 7기 2020.12.31 현재

제 6기 2019.12.31 현재

(단위:원)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부채총계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전환사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

49,559,148,183

22,650,637,362

5,396,901,410

1,000,000,000

5,135,846,448

3,936,103,393

7,181,786,111

26,908,510,821

17,294,943,716

2,461,884,660

922,507,462

403,657,698

5,825,517,285

28,157,053,090

19,881,932,676

7,739,845,680

1,000,000,000

4,531,846,600

3,322,176,518

3,288,063,878

8,275,120,414

- 

2,316,526,712

971,023,579

789,776,178

4,197,793,945

21,368,228,323

16,063,252,944

3,437,524,640

1,000,000,000

5,137,935,579

5,379,082,732

1,108,709,993

5,304,975,379

-

571,644,857

383,015,976

426,019,017

3,924,295,529

자본총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287,106,565,188

287,006,714,287

4,966,235,800

138,602,045,860

2,403,620,037

141,034,812,590

99,850,901

192,755,816,229

192,755,816,229

4,802,002,400

93,774,660,970

311,490,537

93,867,662,322

-

159,942,751,710

159,942,751,710

4,802,002,400

93,774,660,970

311,490,537

61,054,597,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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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경제

제 8기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제 7기 2020.01.01부터  2020.12.31까지

제 6기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단위:원)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191,358,001,344

123,502,879,861

67,855,121,483

16,879,560,216

50,975,561,267

2,262,688,088

744,313,044

4,439,660,766

899,219,328

301,229,558

56,335,607,307

9,501,268,811

46,834,338,496

144,162,647,179

90,515,696,130

53,646,951,049

13,534,469,116

40,112,481,933

1,044,148,132

2,141,541,963

2,030,255,402

3,271,487,142

(12,526,895)

37,761,329,467

4,417,794,618

33,343,534,849

97,873,417,668

64,608,288,589

33,265,129,079

12,503,632,129

20,761,496,950

908,833,854

805,730,265

1,232,707,547

1,316,129,587

0

20,781,178,499

1,624,143,381

19,157,035,118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총포괄손익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귀속

비지배지분귀속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

46,834,487,595

(149,099)

332,662,673

332,662,673

332,662,673

47,167,001,169

47,167,150,268

(149,099)

1,946

1,946

33,343,534,849

 0 

(530,470,330)

(530,470,330)

(530,470,330)

32,813,064,519

32,813,064,519

0

1,389

1,388

19,157,035,118

0

(160,215,008)

(160,215,008)

(160,215,008)

18,996,820,110

18,996,820,110

 0

798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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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지배구조

3

0

33

67

3

0

33

67

3

0

33

67

2019 20212020구분 단위

남성

여성

사외이사 비율

사내이사 비율

명

명

명

%

이사회 구성

9

93

9

4

5

100

6

5

13

100

13

5

2019 20212020구분 단위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호 평균 참석률

안건/보고 수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회

%

건

년

이사회 운영

950

914

36

1,064

1,028

36

1,185

1,149

36

2019 20212020구분 단위

보수 총액

사내이사 보수 총액

사외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이사 보수 현황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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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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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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0

3,680

330.00

5,284

4,992

292.00

6,166

5,887

279.00

2019 20212020구분 단위

총 용수 사용량

용수 소비량

폐수 배출량

ton

ton

ton

용수 소비

4,736,414

4,839

5,701,613

3,955

10,861,135

5,676

2019 20212020구분 단위

온실가스 총 배출량 (Sope 2)

원단위 배출량

tCO2eq

tCO2eq/억원

온실가스 배출

10,310

10.53

12,411

8.61

23,642

12.35

2019 20212020구분 단위

에너지 총 사용량

에너지 집약도

MWh

MWh / 억원

에너지 소비

19.79 25.30 33.74

2019 20212020구분 단위

총 원자재 사용량 ton 

원자재 관리

10.2 7.6 2.6

2019 20212020구분 단위

먼지 ppm

대기오염물질

90.11

15.77

74.34

40.34

44.77

330.37

15.48

314.89

251.49

76.12

442.34

20.00

422.34

408.73

92.40

2019 20212020구분 단위

총 폐기물 발생량

일반 폐기물 총 발생량

지정 폐기물 총 발생량

총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재활용률

ton

ton

ton

ton

%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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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사회

241

190

51

85

147

9

234

97

7

3

2021구분

전체인원

성별

연령별

고용 형태별

단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

임직원 현황

194

158

36

61

126

7

189

97

5

3

2020

181

147

34

50

125

6

175

97

6

3

2019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총 정규직 인원

총 정규직 비율

총 비정규직 인원

총 비정규직 비율

62

55

88.7

7

11.3

15

36

33

3

19

16

1

25

0.11

11

1.57

2021구분 단위

명

명

%

명

%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

신규 채용과 이직

36

31

86.1

5

13.9

10

19

14

5

4

11

4

18

0.10

1

0.20

2020

30

24

80

6

20

9

16

12

4

5

11

0

15

0.09

1

0.17

2019

채용

이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이직률

총 이직 인원

성별

연령별

고용 형태별

총 채용 인원

총 채용 비율

총 채용 인원

총 채용 비율

남성 이직인원

여성 이직인원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총 정규직 이직인원

총 정규직 이직비율

총 비정규직 이직인원

총 비정규직 이직비율

총 채용 인원



연결 재무상태표

DS Neolux
덕산네오룩스 2022 ESG보고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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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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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사회

34

18.8

2

1.1

36

18.6

3

1.55

51

21.2

2

0.83

2019 20212020구분

여성

장애인 비율

단위

명

%

명

%

임직원 다양성

1

1

1

100

1

1

1

100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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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70 160

2019 20212020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단위

백만 원

사회공헌

47,715

3,254

303

17.98

263.62

13,271

2,766

216

14.26

68.41

76,999

9,216

811

38.24

319.50

2019 20212020구분

총 교육 비용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참여 임직원 수

인당 교육 시간

인당 교육 비용

단위

천 원

시간

명

시간/명

천원/명

임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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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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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ties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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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Topic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10

10

10

10

10

6

3

11

3

3

3

3

3

3

3

38-39

40-41

11

12, 16, 25 위반 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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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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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6

6

6

6

6

6

24

24

29-30

42

42

4

27-28

28

26-27

26

27

27, 29

조직 프로필

전략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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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개자표 페이지 비고

201-1

201-2

203-1

203-2

205-1

205-2

301-1

302-1

302-3

302-4

303-5

305-2

305-4

305-7

306-1

306-2

306-3

306-4

306-5

307-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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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 절감

용수 사용량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관리

폐기물 발생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환경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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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erformance (GRI 200)

Environmental Performance (GRI 300)

환경고충처리제도

경제성과

간접경제효과

반부패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및 폐수

배출

폐기물

주제 공개자표 페이지 비고

401-1

401-3

403-1

403-4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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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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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412-2

413-1

419-1

신규채용과 이직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훈련

업무 관련 상해

업무 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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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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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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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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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컴플라이언스

지역사회

인권평가

다양성과 기회 균등

훈련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

고용

Social Performance (GRI 400)

위반 건수 없음



‘덕산네오룩스 2022 ESG보고서’독자 귀중

지속가능경영연구소(이하‘검증인’)는 덕산네오룩스의 요청에 의해‘덕산네오룩스 2022 ESG보고서(이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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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된 정보와 의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덕산네오룩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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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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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네오룩스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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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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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반부패 (Anti Corruption)

- GRI 302 :에너지 (Energy)

- GRI 305 :배출 (Emissions)

- GRI 306 :폐기물 (Waste)

- GRI 401 :고용 (Employment)

- GRI 403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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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 향후 보고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여 정량 데이터를 취합하고 공개함으로써 보고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 보고서의 균형성을 위해 덕산네오룩스의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공개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본 검증인은 덕산네오룩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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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네오룩스의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따라 지속 가능경영활

동 및 성과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포괄성(Inclusivity):이해관계자의 참여

덕산네오룩스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참여 체계를 정립하

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주주총회,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보고서 내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Materiality):핵심 이슈의 선정 및 보고

덕산네오룩스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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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검증인

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핵심 이슈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덕산네오룩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투명하

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조직의 활동 및 성과가 보고서에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향성(Impact):조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덕산네오룩스는 조직의 활동이 경제, 환경, 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

고 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보고 내용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 10. 28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대표 이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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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협회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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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반 확보에 요구
되는 기초기술과 미래 원천기술 선도 및 산업 기
술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학회

관련 각종 포럼과 연구회에 적극 참여 중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의 종합적인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
하고, 소부장 업체의 기술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확립을 도모 중

1981년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간 원활한 협력 관
계를 유지하고, 정보 교환과 공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1차 협력회사 39개사가
모여 설립한 단체

삼성전자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

2009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거래소
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상장기업의 IR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도
모하고 회원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1~2022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협성회(삼성디스플레이 협력회사 협의회) 한국IR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