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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인권/윤리 방침 및 CSR 목표

CSR Secretariat Goals in 2020
1. 100% compliance with working hours
1) compliance with continuous working hours
2) Compliance with 52 hours overtime per month

2. Zero law violation
3. Implementation of safe workplace
4. Strengthening law-abid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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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al Audit Plan and Result

1. Purpose :  To make sure to be suitabl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Labor Law & Regulation Requirement,

RBA Code of conduct & Human Rights, Labor, Customer requirement

2. Audit Schedule : 2019.10.17∼2019.10.18 (Audit Period : 2018.4Q∼2019.3Q)

3. Audit Scope : Whole factory line employees and suppliers related to A, LV, S companies.

4. Auditor : CSR team (Mr. Jeon)

5. Audit Criteria : RBA Code of conduct / Requirement of Law, Regulation and Customer

◎ Labor

▷ Voluntary employment ▷ Prohibition of child labor ▷ Working Hours ▷ Wage & Welfare

▷ Humane Treatment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 Freedom of association

◎ Management System

▷ Corporate Declaration of Compliance ▷ Duty & Responsibility ▷ Requirement of Law & Customer

▷ Risk Management ▷ Personal Target ▷ Education & Communication ▷ Feedback from employees

▷ Audit & Evaluation ▷ Process of corrective action ▷ Record & Documentation ▷ Responsibility of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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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dit Result & Corrective Action

Div Major Minor Audit Result

Labor
Rights

0 0

Environmental 
Safety

0 5

1. Need to post in picture color in MSDS

2. Emergency evacuation requires re-establishment.
3. It is necessary to attach a prohibition sign for non-distributors
4. The expiration date of the respirator mask and the disposal of the opened 

filter are required
5. Require compliance with English MSDS crabs and national regulations

Ethics 0 0

TOTAL 0 5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reful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workers,
but overall it is well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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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improvement targets prepared for the CSR

improvement in 2019,  The interior has stabilized a lot, but we need to focus on horizontal 

deployment of other sites.

Div Plan Result Remark

Labor
Rights

conform to retirement payment date

(Change of employment rules,
Open IRP Account)

1. Revision and declaration of employment rules
2. Receive IRP accounts together when subscribing 

to retirement pension

Supplier Audit
(Zero Violation)

1. Stun , Eunsung, , SI-Semicon
Completed Audit 3 Supplier

Ethics
transparency of reporting
(Prevent false reporting)

1. automatic program development
1) E** Automatic Aggregation Program Development
2) Application and review of the system after request 

for development
3) Absenteeism and tardiness system interlocking

2. Reinforcement of transparency Audit

4. Result for Improvement

※ Labor Rights / Ethics Improvement Resul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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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 for Improvement

※ Energy Saving Resul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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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unication

5.1 In 2019, internal stakeholder groups posted bulletin boards, Smock rooms, and delivery 

training. Active communication with external stakeholders. (TOTAL 41th item Complete)

일련
번호

정 보 접 수 조 치 사 항

접수일
접수
방법

접수자 발신처 내용 일자 통보처
통보
방법

내용

1 2019.01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1.16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2 2019.01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812기준 산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019.01.22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3 2019.01 우편/이메일 김다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년(201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019.01.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자)신고 및 납부

4 2019.03 이메일 박양제 Apple

Code / Standard 업데이트
- Gift Giving
- Nighttime Work
- process Safety Management
- Responsible Sourcing of Materials Standard

2019.03 CSR 사무국 교육 업데이트 사항 사무국 인원 교육

5 2019.02.01 우편 양동진 경기도환경보전협회 2019년도 환경특별교육 참석안내 2019.02.01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이메일 참석자명단 제출

6 2019.02.03 우편 양동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 안내 2019.03.30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실적등록

7 2019.02 이메일 김재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1월 조사서 2019.02.12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1월 고용현황

8 2019.02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2.19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9 2019.02.15 E-mail 인선영 서부지역안전보건협의회 서안회 임원진 정기회의 일정 안내 2019.02.22 안전보건공단 서부지사 참석 인선영 참석

10 2019.02.15 우편 이동진 경기서부지사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신청서 2019.02.28 안전보건공단 서부지사 Fax 사업설명회 참석

11 2019.02.26 우편 양동진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실적자료 체출안내 2019.03.31 자원순환관리 시스템 실적등록

12 2019.03.05 우편 양동진 경기도 2019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실시 안내 2019.02.28 전국오염원 조사 홈페이지 실적등록

13 2019.03 이메일 김재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2월 조사서 2019.03.08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2월 고용현황

14 2019.03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3.1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15 2019.03.15 우편 이동진 고용노동부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위험대비 화재 대피훈련 실시 안

내
- - - -

16 2019.03.15 우편 이동진 고용노동부
2분기 위험경보제 사고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전산입력 안
내

- - - -

17 2019.04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4.09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18 2019.04 이메일 김재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3월 조사서 2019.04.09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3월 고용현황

19 2019.04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2019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19.04.19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2019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20 2019.04 우편/이메일 김재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보고서 2019.04.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온라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보고서 SSC / SVC

21 2019.04.02 입사자 강연 간접직 입사자 입문교육 - 3대투명성, 레드휘슬, 감사사례, 내부정책 등

22 2019.04.09 전사 방송 정보유출 신고포상 제도

23 2019.04.29 협력사 디스티 메일 레드휘슬 홍보공문 발송

24 2019.05 이메일 김재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4월 조사서 2019.05.09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4월 고용현황

25 2019.05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5.1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26 2019.06.04 전사 방송 경쟁사 이직 피해사례 공유

27 2019.06.10 전사 방송 투명성 위배자 사례 공유

28 2019.06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7.15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29 2019.07.09 전사 방송
레드휘슬 신고 홍보 및 뉴스소개
-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 기업에 칼 뽑았다(매경)

30 2019.07.30 전사 방송
산업기술유출예방 홍보영상
최근이슈-대기업 기술 탈취

31 2019.07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 부가조사 조사표 2019.07.15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 부가조사 조사표

32 2019.07 우편/이메일 김재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8.2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33 2019.09.10 전사 방송
크리스탈 경영 - 금품, 향응 수수금지
- 명절 선물 받지 않기

34 2019.10' 이메일 박경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9월 조사서 2019.10.08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4월 고용현황

35 2019.10' 우편/이메일 박경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2019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19.10.15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36 2019.11' 이메일 박경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10월 조사서 2019.11.08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4월 고용현황

37 2019.10' 우편/이메일 박경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11.08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38 2019.11' 이메일 박경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11월 조사서 2019.11.22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서울반도체 4월 고용현황

39 2019.11 우편/이메일 박경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12.15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라인 사업체노동력조사 SSC / SVC

40 2019.11.20 이메일 CSR팀 Amazon Amazon Social Responsibility Newsletter 2019.11.21 CSR사무국 이메일 관련 내용 공유

41 2019.11.20 이메일 CSR팀 Amazon Supplier Code of Conduct 2019.11.27 CSR사무국 교육 관련 내용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