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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가온그룹은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첫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

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온미디어와 이의 주요 자회사인 가온브로드밴드를 통칭하

여 가온그룹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격년마다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범위 및 기간

본 보고서는 가온미디어와 가온브로드밴드의 국내 사업장(본사)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 동

안의 주요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가온미디어는 2019~2021년까지 3개년 데이터

를 제시하였고, 가온브로드밴드는 설립 이후인 2020~2021년까지 2개년 데이터를 제시하여 추이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중요한 정보의 경우 2022년 활동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가이드라인의

‘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 정보의 보고 기준 및 정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 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aa1000aS v3의 

4대 원칙(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에 입각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About this report

추가정보
본 보고서는 보고서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관련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렉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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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온미디어 대표이사 임동연입니다.

가온그룹의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맞아 그룹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연결합니다.

가온그룹은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ott,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2001년 설립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갑니다.

오늘날 기업 가치 평가의 중심축은 재무적인 요소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성은 전세계 모든 기업들의 필수불가결한 책무입니다.

가온그룹 역시 우리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적 규범 준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전사적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환경 규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저탄소 생산을 위해 제조라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경영 전반에서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온그룹은 주주와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온그룹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온미디어 대표이사  임동연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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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overview
가온그룹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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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소개

가온미디어는 2001년 설립된 ai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ott1),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통합 솔루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입니다.

ott 솔루션 업체 기술력의 척도가 되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제한시스템) 라이선스를 

국내 최다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들웨어 플랫폼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디지털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최단 기간에 ott 솔루션 풀 

라인업을 구축하였으며, 홈게이트웨이 제품을 중심으로 미래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 종속회사 케이퓨처테크㈜를 출범하고 차세대 xr 글래스 개발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1)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주요 정보  ✽2022년 3월 말 기준

기업명 가온미디어㈜

대표이사 임동연

설립연도 2001년 5월 11일

상장일(코스닥) 2005년 7월 12일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빌딩

주요 사업 방송장비단말, ai/ott 단말 및 솔루션 공급

매출액 533,119백만 원 (2021년 말 기준)

영업이익 28,381백만 원 (2021년 말 기준)

종업원 수 298명

종속회사 가온브로드밴드, 케이퓨처테크 등 10개 사

기업 소개

Knowhow

나는 내 분야의 프로로서

신중히 생각하고 
제때 결정을 내립니다.

Achievement

한번 시작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Ongoing Innovation

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Network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기업 가치를 

배가 시킵니다.

가온미디어는 업계 최고의 ai ott 솔루션을 
핵심 기반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업 가치 
혁신을 통한 플랫폼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vISION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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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온미디어는 세계 최초로 iptv와 ai를 융합한 ai 단말을 개발하며, 2017년 Kt 기가지니(GiGa 

Genie)를 시작으로 카카오 ai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홈 네트워크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단말/미들웨어/메니지먼트 솔루션

• 방송통신 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단말을 
 사업자에게 공급

• 하드웨어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End-to-end 솔루션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제공

AI 기반 스마트 홈 플랫폼

• 음성인식 기반 Home iot 플랫폼 기술

• linear tv, vod,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제공

• 홈네트워크 관리 및 고객 케어 솔루션

성장 전략

가온미디어는 ai 솔루션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동시에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업으로 가정 내 멀티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1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통신사업자와 ai 단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단말 혁신(업그레이드) 글로벌 AI 단말 시장 공략

멀티플랫폼 역할 확대

•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협업 확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 홈커넥티드 기능 
 강화로 댁내 
 멀티플랫폼 역할 
 강화

AI Platform

• 첨단 Kaon ai Hub 
 구축

• 가온그룹 및 타사 
 제품까지 융합하는 
 솔루션으로 가온 
 생태계 구축

수출 레퍼런스 확보

• 2021년 3월,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최대 통신사업자와

 ai 단말 공급 계약 
 체결

글로벌 시장 확대

• 90개국 150여개 
 방송통신사업자 
 네트워크 활용

• 글로벌 ai 단말 
 비중 확대

글로벌 확장 가속화

최신의 AI 솔루션 개발 능력

• 세계 최초 ai 기반 단말 개발 
 이력을 바탕으로 단말 혁신 
 지속

•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Kt ‘기가지니’ / SK ‘누구’등

 ai 단말 시장 점유율 85% 선점

국내 상용화 기술력/노하우

• ai 단말 국내 400만대 이상 
 상용화 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중동 시장 진출

• 글로벌 유통망 통한 시장 
 본격 확대

AI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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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서비스 플랫폼/솔루션

• ‘커넥티드 홈’을 위한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개발 및 공급

• 통일화된 규격의 오픈 스탠다드 플랫폼

• 원격 네트워크 관리

• 5G 융합서비스 (5G+wan to wi-fi 게이트웨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온브로드밴드는 전세계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다양한 cpE(고객 댁내 장치: xdSl, docSiS, 

pon, fwa, ap router 등)를 공급하며, 클라우드 기반 원격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인 KrmS 

(Kaon remote management Solution), 고객사와 소비자가 원하는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오픈 스탠다드 플랫폼 ‘QUantUm’, 통신망 융합 서비스인 5G hybrid gateway 

등을 통해 초고속 고품질 네트워크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온브로드밴드

가온브로드밴드 소개

가온브로드밴드는 2020년 7월 설립한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p router1), wi-fi repeater2), docSiS Gateway3), pon4), xdSl5) 등 Broadband cpE6) 전체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격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KrmS' 7)와 오픈 

스탠다드 플랫폼 'QUantUm'8)을 통해 고객이 네트워크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ap router (access point router) : 네트워크 유선신호(Ethernet)를 무선으로 전송 및 연결시켜 주는 디바이스

2) wi-fi repeater : wifi신호가 약한 구역까지 신호를 전달하여 무선네트워크 반경을 연장하는 디바이스

3) docSiS Gateway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네트워크 표준으로 
 이를 이용한 통신 디바이스 

4) pon(passive optical network) : 광케이블을 이용한 네트워크 표준으로 이를 이용한 통신 디바이스 

5) xdSl(digital Subscriber line) : 일반 구리 전화선을 통한 데이터통신 기술로 이를 이용한 통신디바이스

6)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 : 고객 홈 네트워크 장치

7) KrmS (Kaon remote management Solution) : 공급자 서버에서 전체 네트워크장치의 이상증상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 솔루션

8) QUantUm :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가능한 open-Source 기반의 운영플랫폼 솔루션

기업 주요 정보 ✽2022년 3월말 기준

기업명 가온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전대석

설립연도 2020년 7월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빌딩

주요 사업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 솔루션 공급

매출액 213,656백만 원 (2021년 말 기준)

영업이익 20,379백만 원 (2021년 말 기준)

종업원 수 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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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략

가온브로드밴드는 ai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구독형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KRMS-AI 기술 적용

QUANTUM-네트워크 오픈 마켓 구축

빅데이터축적

• 문제원인

• 해결방안

AI 진단분석

• 사전인지

• 사전해결

• 추가영업

고객 만족도 상승

추가 수익 창출

mobile
app

iot 보안 
및

통합관제

시청규제
(parental
control)

통합
음성인식

Guest
access

controls

고객사
가온

브로드밴드

QUANtUm Open market

오픈마켓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사용자경험(Ux) 제공

QUANtUm Platform

수익배분서비스 이용료

최종 소비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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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가온미디어㈜설립

2005
가온미디어 코스닥시장 상장

2010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출시

2012
SKBB, Kt(Skylife) iptv/Hybrid 단말 사업자 선정

2014
세계 최초 4K iptv 런칭

2016
Kt olleh tv air (4K video Bridge)
Best consumer centric wireless
Service innovation 수상

2017
세계 최초 ai 단말 런칭 (Kt)
국내 iptv시장 석권 (Kt, SK, lG 모두 공급)

2018
세계 최초 android tv oreo버전 런칭

2019
wi-fi alliance Easymesh 및 wi-fi 6 인증

5G 융합 단말 개발 정부과제 수주

2020
가온브로드밴드 출범

2021

(가온미디어)
-  ai 솔루션 첫 해외 수출(중동)
-  국내 최초 디즈니플러스 탑재 ott 디바이스  
 lGU+ 공급

(가온브로드밴드)
-  KrmS 3.0 & QUantUm platform 런칭

-  정부 디지털 뉴딜 ‘전국 학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수주

(케이퓨처테크)
-  케이퓨처테크 출범

-  5G XR 글래스 개발, 경찰 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 과제)

2022
- 케이퓨처테크 자율주행로봇 기술 특허 출원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기

차세대 기술을 융합해

방송통신 및 네트워크 시장 선도

3대 미래 사업영역 구축 완료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주요연혁

주요연혁

방송통신
2001~2012

AI, Network
2013~2019

솔루션, 플랫폼, x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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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독일, 중동, 인도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전세계 90개국 150여개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방송통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본사 : 한국

● 해외법인 : 브라질, 인도, 일본,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미국

● 해외지사 :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베트남

● R&D센터 : 한국, 미국, 헝가리

글로벌 네트워크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글로벌 네트워크

멕시코

미국

브라질

Korea HQ
아랍에미리트

인도

일본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베트남말레이시아
과테말라

칠레

콜롬비아

✽2022년 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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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및 네트워크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업종

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가온그룹은 전체 인력의 61% 이상이 r&d 인력일 정도로 연구개발활동

에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iptv·위성·케이블 등 다양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솔루션에 주력해왔으며, Kt GiGa 

Genie 를 비롯한 ai단말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네트 

워크 기술에 발맞춰 통신장비 및 솔루션 기술고도화에 집중 투자하여 wi-fi 6E, 5G hybrid, 10G 

등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선 기술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해가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지식재산권

가온그룹은 끊임없는 r&d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관련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온그룹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등록 건수 (건)

특허권 75

상표권 35

디자인권 14

세계 최초  wi-Fi Alliance easymesh™ 및 wi-Fi6 인증 AP라우터(router) 런칭2019

세계 최초  AI 단말 런칭2017

세계 최초 4K IPtv 런칭2014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출시2010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연구개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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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온미디어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533,119백만 원, 영업이익 28,381백만 원을 달성하였 

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한 비중은 ott 사업부문이 59.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부문은 40.3%, 기타 매출이 0.2%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사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150여 개 방송통신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 수출 비율은 

총 매출액의 약 60%입니다.

사업 현황  ✽2021년 말 기준

사업부문 용도 매출액 (백만 원) 비율 (%)

ott ai 및 디지털 방송 수신 서비스 317,352 59.5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서비스 214,531 40.3

기타 기타 1,236 0.2

계 533,119 100.0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12월 말 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유동자산 276,600 291,630 341,179

비유동자산 31,030 38,906 42,226

자산총계 307,630 330,536 383,405

유동부채 113,294 150,017 199,325

비유동부채 38,423 22,095 1,357

부채총계 151,717 172,112 200,682

납입자본 64,479 64,624 68,707

기타자본구성요소 (192) (479) (1,226)

이익잉여금 93,599 94,934 115,423

비지배지분 (1,973) (653) (181)

자본총계 155,913 158,424 182,723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601,042 483,136 533,119
매출원가 504,451 413,710 427,934
매출총이익 96,591 69,426 105,184
판매비와관리비 67,499 60,163 76,803
영업이익 29,093 9,263 28,381
금융수익 20,313 23,397 20,084
금융비용 24,615 29,248 23,351
기타수익 674 1,441 5,919
기타비용 1,940 3,729 5,14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524 1,124 25,889
법인세비용(수익) (5,727) (873) 7,083
당기순이익 17,798 1,997 18,806
기타포괄손익 (64) 1,987 (702)
총포괄손익 17,733 3,983 18,103

연결 대상 종속기업 ✽2021년 말 기준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지배관계 근거

Kaon middle East fZE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종속(출자)

Kaon india pvt ltd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Kaon do BraSil indUStria
ElEtronica ltda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Kaon Japan KK.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KaonmEdia dE mExico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next solutions inc.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Knl international B.v.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KaonmEdia SinGaporE ptE. ltd. ott 및 네트워크 솔루션 판매

모비케이㈜ 모바일 액세서리 개발 및 판매

가온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통신장비 제조 및 솔루션 공급업

가온솔브㈜ 솔루션 개발 및 공급

뉴스타가온제일차 주식회사 금융

케이퓨처테크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경영성과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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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가온그룹은 책임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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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경영

품질 경영 방침

‘전사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선행 품질개선 활동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에

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가온그룹은 2014년 tl9000 (정보통신산업 품질경영시스템) 및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최초 인증 취득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tl9000은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부터 개발, 생산, 구축 및 유지 관리에 이르는 it분야 전 과정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생산물량을 외주 임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물량만 브라질 생산법인을 통해 생산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제품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부품 수입검사, 생산공정 품질

관리, 출하품질관리 및 신뢰성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요소의 사전 방지 

및 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의 제품과 서비스는 주요 고객층인 유럽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품질 조직의 지원 하에 내부 품질 평가 및 품질 감리, 검토 조직 등을 독립화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는 최적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가온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ir 현황, 경영현황 및 주요 이벤트를 공개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에 

게는 뉴스레터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장 동향 조사 및 

고객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브로드밴드 월드 

포럼’에 참가하여, 유럽지역 브로드밴드 업계 고객 및 파트너들과 교류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해외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여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9월에는 ‘인터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컨벤션’에 참가하여 vidEo/ott 신제품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고객과의 

교류 및 신규 고객 발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2021년 브로드밴드 월드 포럼 

APPrOACh
가온그룹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 인수 검사 100% 충족을 목표로 품질 안정화를 추구하며,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고객

고객

2021년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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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가온미디어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가온미디어

연도
조사대상

고객사

만족도 점수

(100점 만점)
비고

2019년 millicom 100 Scm평가 1위

Kt 98 협력사 대상

2020년 millicom 100 Scm평가 1위

Kt 85 협력사 대상

2021년 millicom 100 Scm평가 1위

Kt 98 협력사 대상

개인 정보 보호

정보 보호 체계

가온그룹은 사내 보안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저장 및 관리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가온그룹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없었습니다.

정보 보호 조직

정보 보안 위원회는 전사 보안 책임자(경영지원본부 본부장)를 중심으로 총괄 보안 담당자(전산 

부서장), 부문 보안 담당자 및 팀 보안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 보안 규정에 따른 담당

자 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효율적이고 강력한 보안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및 의식 강화

가온그룹은 수시 교육 및 연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신규채용, 휴직 및 퇴직시 기타 보안상 필요사항이 발생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입사 및 퇴사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본사 상근 외주 직원도 협력 

직원용 보안 서약서 작성을 통해 보안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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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다양성

가온그룹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여성인력 비율과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온미디어의 2021년말 현재 여성 임직원 비율은 약 16%이며,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구성 현황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구성원 수 전체

명

385 298 281

고용형태별 임원 20 27 19
정규직 340 252 243
비정규직 25 19 19

정규직 비율 전체 % 88.3 84.6 86.5

성별 남성

명

342 260 237
여성 43 38 44

연령별 30 세 미만 22 17 26
30~50 세 334 250 224
50 세 이상 29 31 31

관리직

(파트장 이상)
남성

명
100 71 52

여성 7 4 4

장애인 고용현황 근무인원 명 11 10 7
고용률 % 2.9 3.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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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임직원

채용 및 이직 현황 ✽가온그룹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채용인원 국내
명

76 70 149
해외 0 0 0

이직현황 (자발적) 이직인원 명 88 96 87
이직률 % 23 32 31

평균근속년수 전체 년 4.8 4.7 4.1

직원 역량 개발

가온그룹은 임직원 모두를 직무 전문가로서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직군별 역량 교육,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러닝/ 

온라인 교육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교육 인원 전체 명 375 272 265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시간 1,125 1,088 1,060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3 4 4

교육비 총 교육비 천 원 22,670 10,510 12,547
1인당 교육비 천 원/명 60 39 47

APPrOACh
가온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기술의 혁신, 고객 요구의 다양화 등 내외부 경영 환경 속에서 
전문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춰 나가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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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소통과 상호존중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구분된 직급들을 모두 '매니저'로 통합하는 단일

직급체제를 도입하여 직원 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소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상호존중 및 건강한 기업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분기별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

니다.

유연근무제도

가온그룹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계획과 판단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시차 

출근제와 재택근무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직군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배려 문화

가온그룹은 여성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임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이나 출근 시간 변경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여성 배려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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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동료 사랑 캠페인 따뜻한 음료 릴레이 캠페인

가온인의 소중한 날은 가온이 챙깁니다!

당신의 소중한 날

업무에 바쁜 당신을 위해, 

가온이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 제공사항: 모바일 케이크 쿠폰(+카드메시지) 제공(연간 2회)

- 참여방법:  “HR시스템 / 전자결재 / 가정이벤트지원신청” 에서 등록

- 신청기한: 기념일 전월 25일까지(ex: 기념일이 2/14의 경우,  1/25까지 신청)  ●

●

●

가온 임직원

가정이벤트 제도

가온 임직원 가정이벤트

성과 평가와 보상

가온그룹은 직군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r&d 직군과 타 직군의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인사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보다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권 존중

가온그룹은 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경영 철학과 원칙을 담은 인권

경영 선언문을 제정했습니다. 차별 금지, 자발적 근로, 아동노동 금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본 선언문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지하고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 이슈 및 윤리 문제 발생 시 홈페이지 내 고충센터인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토록 

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문화

가온그룹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과 노사 간 소통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진행되며, 회사 제도 및 임직원 복리후생 등과 

같은 주요 사항의 안건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및 개인신상에 관한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서도 면담 

진행 및 관련 이슈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선언문

사이버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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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후생

가온그룹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 복리후생 추진 프로그램

주요 지원 제도 내용

사내 대출 제도 거래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주택 마련 및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조사 사우회비 지급

동호회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자녀 학자금 제도 자녀 학자금(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지원

콘도 지원 전국 대명콘도, 대명호텔

건강 검진 격년 단위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사택 지원 남녀 사택 운영

가정 이벤트 생일 케익 쿠폰(연 2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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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산휴가 사용인원 명 1 3 1

육아휴직 사용인원 명 2 2 2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1년 이상 근속인원 명 2 1 0

1년 이상 근속비율 % 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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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가온미디어의 주요 협력사 수는 20개사(21년 매출 20억원 이상)이며, 가온브로드밴드는 16개사 

(21년 매출 10억원 이상)입니다. 제품의 주요 부품(원재료)은 메인 칩(main chip), 튜너,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메모리(Sdram), 회로기판(pcB), 그리고 전원공급장치(Smp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은 반도체 경기 및 전자 업종 전반의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주요 부품의 경우 장기적 제휴관계 및 구매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상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Scm(공급망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였으며,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제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 납기 및 원가 관점에서 최적화된 글로벌 생산역량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생산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능력 및 원활한 납기의 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협력사 평가 및 관리

가온그룹은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행동규범을 제정했으며, 이의 준수여부를 평가 사항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 및 신용도 외에 기술개발, 노동현황, 환경관리 및 안전

보건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협력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가온그룹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지양하고 있습 

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항을 윤리규범, 구매규범 등을 협력사에게 공지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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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협력사

APPrOACh
가온그룹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협력회사를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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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공헌활동

가온그룹은 2021년 대한적십자사 ‘covid-19 lovE for 김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저소득층 

175가구에 1,400kg의 김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이천시와 성남

시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안전우산 1,000개를 기부

하였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트북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예가원(성인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사회공헌활동

가온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해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이어집니다. 동남아시아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온그룹 사회공헌 기부금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공헌 기부금 백만 원 82 65 69

투명안전우산 나눔 활동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지역사회

지역사회

APPrOACh
가온그룹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비영리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1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가온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 에너지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환경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하여 전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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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체계

가온그룹은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규제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과 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 저탄소 생산을 위한 제조라인 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 환경방침

1. 기업활동 전 과정을 통하여 안전사고 감소, 환경보전 및 생태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예방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국내외 환경, 안전관련 법규와 규제의 관리기준을 준수한다.

3. 안전사고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적개선을 추진한다.

4. 전 종업원이 환경, 안전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훈련 및 활동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화한다.

5. 환경, 안전 방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보장한다.

환경정책

가온그룹은 전사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까지의 전과정(life cycle) 관리 및 환경보호 활동 계획을 수립, 환경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법규 및 준수의무사항,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 중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방침과 목표를 수립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양하고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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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 관리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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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립

                           

                                               환경정보 관리 규정 체계
화

경영방침 
및 책임과 

권한

자재 목록 
정리

업체 정보 
정리

업무 절차 
완성, 관련 
서식의 구성

예외 및 
오류 항목 

정리

정보 수집/
승인 절차의 

간소화

환경 정보
규정 및 

메뉴얼 작성

대응 방안
및

교육

자체 평가
규정 및

평가 진행

9대 핵심전략

vISION

Green 경영

목표

효율적인 
환경정보 관리

극대화

APPrOACh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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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관리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

가온그룹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제도인 배출권거래제, 온실 

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 

으로 매년 측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보증을 위해 iSo 14064-1 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가온그룹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간접배출인 전기와 난방을 위한 

lnG 사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 건물내 적정온도 유지와 저층 엘리베이터 사용 

지양 등 에너지저감 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Scope 1 배출량

tco2eq

91.94 82.42 51.75

Scope 2 배출량 6,498.86 5,880.22 5,521,89

온실가스 총 배출량 6,590.80 5,962.64 5,573,64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억원 1.10 1.09 1.16

에너지 사용량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기

tJ

15.58 15.24 14.15

lnG 62.00 53.30 31.11

휘발유 0.11 0.13 0.12

경유 0.06 0.07 0.05

스팀 0.04 0.04 0.03

에너지 총 사용량 tJ 77.79 68.78 45.45

용수 관리

가온그룹은 매년 용수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용수 과다 사용 예방, 용수 재활용 등을 통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수 절감 활동으로는 화장실 절수형 양변기 설치, 우수의 

조경용수 활용으로 인한 수자원 절감 등이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취수량_상수도

ton

6,445.00 5,582.85 4,508.36

방류수 배출량 6,445.00 5,582.85 4,508.36

폐수 발생량 6.40 5.55 4.43

폐기물 저감 활동

가온그룹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입니다.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 재활용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옥에 수명이 더 긴 무정전 전원

장치(ups)배터리 제품으로 교체하여 배터리 폐기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량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 폐기물 ton 35.2 26.8 25.1

폐기물 재활용량 ton 22.9 18.0 17.2

폐기물 재활용률 % 65.2 67.3 68.5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환경

24



rohS

reACh 

erP
(eco-Design)

weee

rohS
• cd : 80mg/kg*
• pb, Hg, chromeiv : 800mg/kg*
• Hg, chromeiv : 700ppm
• pBBs, pBdES : 800mg/kg*
• dEHp/BBp/dBp/diBp : 700ppm
• it system - KGp - System

erP (eco-Design)
• 대기모드 : 1.0w 이하 /0.5w (운영)
• 운영모드 : 5.0w 이하

• Eco-design : 저전력 소모

reACh
• KGp 시스템을 통한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관리

weee
• wEEE 마크 표기

• 재활용 정보제공

• 재활용이 쉬운 디자인

환경규제 대응

환경규제 관리 시스템

EU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 rEacH(EU의 신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  

국내 ·외 환경규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고객사들의 제품환경 정보 요구 사항도 법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은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보의 관리와 규제대응에 원활한 조치를 위해 전문 환경 포탈 

시스템(가온미디어 환경포탈시스템, Kaonmedia Green portal System-KGp system)을 별도

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KGp 시스템은 EU의 roHS와 rEacH 규제에 대한 환경적 요구사항과 

다양한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입니다. 특히 다양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환경 시스템 전문 공급사를 통해 구축된 신뢰성 높은 시스템입

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질의 제품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 개발 

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제품내 환경유해물질의 함유여부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roHS 규제가 적용된 프탈레이트 4종(BBp, dBp, dEHp, diBp)에 대한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그 외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roHS 규제 

외 프탈레이트, 베릴륨과 그 화합물, 안티몬과 그 화합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WEEE

wEEE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제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지정된 전지전자제품별로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은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외 6개

(체코,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크로아티아) 폐기물 수거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온그룹 환경규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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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과정평가 (LCA)

가온그룹은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전과정(life cycle) 평가를 주요 제품에 적용,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환경정보 요구 대응 및 제품의 친환경성 향상을 위해 주력 

제품 (가온미디어 : KStB6130_oranGE Spain_pvr Hybrid, 가온브로드밴드 : ar1344E_

tElEnor dEnmarK_repeater)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5월 iSo 

14044, iSo1402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에코디자인 (Eco-Design)

가온그룹은 제품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없는 설계를 

통해 생산성과 재활용성을 높이고, 전동공구 미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하도록 

하며, 가능한 도금이 없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포장재에는 재생지 사용, 

콩/식물성 잉크 사용, 라미네이트 코팅(opp) 사용 지양, 재생지에는 수성코팅을 사용함으로써 

환경부하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용지 사용과 불필요한 인쇄물 사용저감, 제품 

포장 박스의 축소로 인해 이산화탄소발생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위반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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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체계

대외적으로는 사건ㆍ사고의 사회 이슈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와 전 임직원의 안전

보건 활동 참여, 성과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가온그룹은 2022년 4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취득하였으며, 안전보건 리스

크 및 기회 요인 분석, 전략수립 및 실행,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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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안전ㆍ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변경,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임직

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 안전 보건 활동에 대해 사측 인원 4명과 근로자측 인원 4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매 분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정된 안건을 협의함 

으로써 안전한 일터 조성과 쾌적한 작업환경 및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활동

구성 시행 계획 2021년 주요 진행사항

사측 4명

+

근로자측 4명

분기 1회

시행

(연 4회)

1분기 연구소 안전 관리 현장검사 대응, 건강검진시행안

2분기 건강검진 시행현황, 현장검사 수검 결과 보고

3분기 연구소 정밀안전 진단실시, 방역 수칙 시행현황 보고

4분기 건강검진시행결과보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비방안회의

목 표

방 침

• 안전사고 발생 0%
• 산재발생 0%
• 코로나19 청정지역 조성

안전사고 발생 0%

1. 위험요소의 조기발견을 위한

 상시 신고체 운영

2. 위험구역의 상시 순찰

3. 외부 공사전 안전교육 실시

4. 안전우선주의의식 고취

산재 발생 0%

1. 작업환경 연 2회 실시

2. 위연구소 안전점검(정밀점검)
 1회 실시

3. 안전보건교육 100%달성

코로나19 청정지역 조성

1. 상시 방역체제 구축

2. 외부 인원 통제

3. 전사인원 일일 상태 점검

APPrOACh
가온그룹은 통합적 안전보건 관리,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제로, 
산재발생 제로, 코로나19 청정지역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



COVID-19 관리

covid-19가 장기화에 접어들며, 확진자 발생 시 사업 연속성에 대한 위협이 내재하고 있습 

니다. 가온그룹은 covid-19 상시 대응체계 및 관리활동을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내용을 공지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출입하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실내 비접촉식 체온계를 설치하여 37.5℃ 이상의 고열자를 사전에 

차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사옥 전체의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분산근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만성 중증질환자 등 

covid-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직원들은 질병 확산 초기부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을 실비지원하고 

있으며, 확진 혹은 확진자 밀접접촉 임직원은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하고, 건강 이상, 시설 격리 

등 부득이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임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공정별 유해 위험요인과 생산 활동 시 발생하는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설비와 작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 및 재료를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공정별로 작업내용과 유해물질명,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분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가온그룹은 임직원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안전보건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으로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모든 임직원, 3시간/분기),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 교육(16시간/년),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8시간)을 개설하여 100% 수료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종합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전문의의 진료, 사후관리 및 사전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주요 관리 현황 ✽가온미디어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산업재해율 % 0 0 0

안전보건 교육 교육시간 시간 8,610 7,428 6,372

교육이수 인원 명 1,435 1,238 1,062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6 6 6

임직원 종합검진비용 백만원 77 29 85

관련 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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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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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가온그룹은 윤리경영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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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영 정책

가온그룹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헌장과 그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

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1.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한다.

3.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4. 우리는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5.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윤리 경영

윤리 경영

윤리 교육

매년 정기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갑질 근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추후 항목별 위반사항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입니다.

사이버 신문고

사이버 신문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홈페이지에 개설한 의견 수렴 창구

입니다.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과 비리에 

관한 피해나 건의 등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사이버 신문고 운영 현황

구분 신고 접수 건수(건)

가온미디어 0

가온브로드밴드 0

사이버 신문고윤리 강령 전문

APPrOACh
가온그룹은 임직원과 더불어 협력사, 사업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윤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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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기온미디어의 이사회는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를 효율적인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을 위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에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2022년 3월말 기준

구분 성명 성별 임기 주요 경력 선임배경 비고

사내

이사

임동연 남 2022.03.25
~2025.03.25

전) 가온미디어㈜ 경영지원본부

현) 가온미디어㈜ 대표이사

기획 및 관리업무,
글로벌 사업 총괄

신규 사업 확대

대표이사, 
cEo,
이사회 의장

정원용 남 2020.03.26
~2023.03.26

전) 신한은행

현) 가온미디어㈜ 상무이사

경영지원 업무총괄 상무이사

서동범 남 2022.03.25
~2025.03.25

전) 한국소니전자 연구개발/
      신사업 팀장

전) 가온미디어㈜ 
      국내 영업 팀장

현) 가온미디어㈜ 영업본부장

국내 영업 총괄 상무이사

사외

이사

심순선 남 2021.03.26
~2024.03.26

전)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품질/서비스 총괄 전무

회사 경영 전반 
조언 및 감독

-

corporatE ovErviEw Social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GOverNANCe appEndix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감사제도

2021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전날 

까지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현황 ✽2022년 3월말 기준

구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임화섭 외 2 인 2,310,515 14.30

자기주식 677,491 4.19

기타 13,167,555 81.50

합계 16,155,561 100.00

APPrOACh
가온그룹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으로서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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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가온그룹은 비즈니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경영활동에 끼치는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주ㆍ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ㆍ지자체그룹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 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사항 및 요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류 및 소통채널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지자체

• 주주총회

• 공시

• ir자료

• 홈페이지

• 전화

• 고객만족도조사

•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 전화ㆍ이메일

• 가온 그룹웨어

• 노사협의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력사 정기평가

• 전화ㆍ이메일

• 지역 사회공헌활동 • 간담회

•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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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중대성 평가 순위

순위 중요 이슈 보고 위치

1 연구개발(r&d) 12
2 윤리경영 29
3 제품 품질 확보 15
4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16
5 해외 시장 진출 확대 7~9, 11
6 고객 만족도 제고 16
7 인재 고용 및 육성 17

중대성 평가

가온미디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중요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에 따른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대내외 환경 분석에 따른 이슈 풀 구성, 미디어 조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는 2022년 2월 22일~3월 2일 사내 ·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 이슈 도출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방법 별 가중치를 부여한 후 중요 이슈를 도출하고 유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 27개에 대해 중대성 매트릭스를 도식화하였고, 그 결과 ‘연구개발(r&d)’, 

‘윤리경영’, ‘제품 품질 확보’ 등의 이슈 순으로 총 중요 이슈가 도출되었습니다. 중요 이슈로 

선정된 7개의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영역에서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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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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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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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도

비지니스 중요도SteP

1
SteP

3

내·외부 환경분석

국제 가이드라인, 
산업계 동향 등을 토대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구성함

중요 이슈 도출

내·외부 이해관계자

영향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7개
 중요 이슈를 도출함

SteP

2
SteP

4

지속가능성 이슈 선별

미디어 조사, 동종업계

벤치마킹, 당사 경영이슈

등을 통해 27개 지속가능성 
이슈를 선별함

유효성 검토

ESG tf, 외부 전문가를 
토대로 중요 이슈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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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배구조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유동자산 77,958 123,720

비유동자산 4,568 5,237

자산총계 82,527 128,957

유동부채 32,555 57,713

비유동부채 273 327

부채총계 32,828 58,040

납입자본 51,385 54,291

기타자본구성요소 0 4

이익잉여금 (1,687) 16,527

비지배지분 0 0

자본총계 49,699 70,917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매출액 62,411 213,656

매출원가 55,977 175,841

매출총이익 6,434 37,815

판매비와관리비 6,231 17,436

영업이익 203 20,379

금융수익 1,815 7,363

금융비용 4,477 5,290

기타수익 32 288

기타비용 3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430) 22,734

법인세비용(수익) (743) 4,520

당기순이익(손실) (1,687) 18,214

기타포괄손익 0 4

총포괄손익 (1,687) 18,218

연결 대상 종속기업 ✽2021년 말 기준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지배관계 근거

Kaon Japan KK. 방송 및 무선통신 기기 판매업 종속(출자)

가온브로드밴드 eS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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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브로드밴드 ES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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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직원 구성 현황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총 구성원 수 전체

명

95 146

고용형태별 임원 3 7

정규직 90 137

비정규직 2 2

정규직 비율 전체 % 94.7 93.8

성별 남성

명

89 136

여성 6 10

연령별 30세 미만 10 11

30~50세 83 127

50세 이상 2 8

관리직

(파트장 이상)
남성

명
21 45

여성 2 2

장애인 고용현황 근무인원 명 - 2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총 교육 인원 전체 명 87 141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시간 348 564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4 4

교육비 총 교육비 천 원 520 3,969

1인당 교육비 천 원/명 6 28

경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현황 ✽2022년 3월말 기준

구분 성명 성별 임기 주요 경력 선임배경 비고

사내

이사

전대석 남 2020.07.03
~2023.07.03

전) 가온미디어㈜ 상무이사

현) 가온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 
독립 경영 강화

대표이사, 
cEo,
이사회 의장

임용혁 남 2020.07.03
~2023.07.03

전) 가온미디어㈜ 상무(보)
현) 가온브로드밴드 경영지원

      본부장

경영지원 업무총괄 -

강영호 남 2021.08.31
~2024.08.31

전) 가온미디어㈜

현) 가온브로드밴드 영업1
      사업 부장

영업력 강화 -

사외

이사

문호원 남 2021.08.18
~2024.08.18

전) Kt파워텔 대표이사

현) 가온브로드밴드 사외이사

회사 경영 전반 
조언 및 감독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장

윤기준 남 2021.08.18
~2024.08.18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현) 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

현) 가온브로드밴드 사외이사

회사 경영 전반 
조언 및 감독

-

주주 현황  ✽2022년 3말 기준

구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가온미디어 8,000,000 97.71

미래에셋증권 187,500 2.29

합계 8,187,5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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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브로드밴드 ES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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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일반 폐기물 ton 7.9 13.0

폐기물 재활용량 ton 5.3 19.0

폐기물 재활용률 % 67.3 68.5

환경법규 위반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 건 0 0

안전보건 관리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산업재해율 % 0 0

안전보건 교육 교육시간 시간 1,068 2,802

교육이수 인원 명 178 467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6 6

임직원 종합검진비용 백만원 - 235

관련 법규 위반 건수 건 0 0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Scope 1 배출량

tco2eq

8.15 8.91

Scope 2 배출량 581.56 1,216.89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9.71 1,225.80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억 원 0.11 0.57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전기

tJ

1.51 3.11

lnG 5.27 6.83

스팀 0.0035 -

에너지 총 사용량 tJ 6.80 9.94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취수량_상수도

ton

552.15 494.82

방류수 배출량 552.15 494.82

폐수 발생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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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GrI Content Index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조직프로필 102-1 조직명 6, 8

102-2 활동,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7, 8

102-3 본사의 위치 6, 8

102-4 사업장 위치 6, 8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3, 30, 34, 35

102-6 시장영역 6~9, 11

102-7 조직의 규모 6, 8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7, 35

102-9 조직의 공급망 20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23, 27, 30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39

102-13 협회 멤버십 42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

102-15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 7, 9

윤리 및 청렴도 102-16 행동의 가치, 원칙, 표준 및 규범 29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29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30, 35

102-22 최고 지배조직과 이사회 구성 30, 35

102-23 최고 지배기구 의장 30, 35

102-24 최고 이사회 지명 및 선정 30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32

102-41 단체협약 18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32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2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이해관계자 참여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과 관심사

33

보고서 작성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13, 34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

102-47 중요 토픽 리스트 33

102-48 정보의 재기술 최초 발간

102-49 보고의 변화 최초 발간

102-50 보고 기간 2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최초 발간

102-52 보고 주기 2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102-55 Gri content index 37~38

102-56 외부 검증 40

경영접근법 103-1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5, 17, 20, 21, 23, 
26, 29, 30103-2 경영 접근방식과 그 요소

103-3 경영 접근방식의 평가

간접 경제 효과 203-1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21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29

205-3 확인된 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29

반경쟁 행위 206-1 반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20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24, 36

302-3 에너지 집약도 2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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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GrI Content Index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용수와 폐수 303-3 취수 24, 36

303-4 방류 24, 36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24, 36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24, 36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24, 36

305-6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배출량 없음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배출량 없음

폐기물 306-1 폐기물 생성 및 중대한 폐기물 관련 영향 24

306-3 폐기물 발생 24, 36

306-4 폐기처리로부터 전환된 폐기물

(재이용, 재사용)
24, 36

환경규제 준수 307-1 환경법 및 규제 위반과 비금전적 제재조치 25

고용 401-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17

401-2 주요 사업장 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19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19

보건 및 안전 403-1 산업보건안전 운영 시스템 26

403-2 작업 위험 인식,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27

403-3 작업 보건 서비스 27

403-4 작업 보건 및 안전에 있어 근로자 참여, 
협의, 커뮤니케이션

26

403-5 작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27, 36

주제 공개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건 및 안전 403-6 근로자 보건 증진 27

403-7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직접 연계된 작업 
보건 및 안전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완화

26

403-8 작업 보건 및 안전 운영 시스템에 의해 
보호된 근로자

27

403-9 업무상 재해 27, 36

훈련 및 교육 404-1 근로자 1인당 한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17, 35

다양성 및 기회 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 다양성 17, 35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해당 사례 없음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통한 운영

21

413-2 실제 및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해당 사업장 
없음

공공정책 415-1 정치헌금(직간접적인 현물, 금액) 정치기부금 
출현하지 않음

고객 보건 및 안전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25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미준수 사건의 수

위반사항 없음

마케팅과 라벨링 417-1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요구사항 25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에 관한 
법률, 자율규정 미준수 사건

위반사항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 
자율규정 미준수 사건

위반사항 없음

고객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16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위반사항 없음

38



SDGs 활동 보고서 페이지 SDGs 활동 보고서 페이지

성남시/이천시 빈곤가정 지원

동남아시아 저소득층 지원 
21 소외계층 지원활동 21

임직원 건강검진

covid-19 감염 예방활동

27 제품 에코디자인 25

해외 식수 공급 프로젝트 21 온실가스 저감 활동 2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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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UN SDGs

가온그룹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지합니다. 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와 연관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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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가온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가온그룹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

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가온그룹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

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

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 

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

(responsiveness)및 영향성(impact)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of topic Specific Standards)

 - Gri205: 반부패(anti-corruption)

 - Gri401: 고용(Employment)

 - Gri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Gri418: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가온그룹의 협력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가온그룹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

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가온그룹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온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독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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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온그룹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 

니다. 검증결과, 가온그룹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가온그룹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가온그룹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가온그룹은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가온 그룹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가온그룹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가온그룹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04. 대한민국, 서울

 

 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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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포상명 주관처 일자

세계일류상품 선정 산업자원부 2002.04

경기중소기업인상 수출상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02.08

2003 SUccESS dESiGn 상품 선정 한국디자인진흥원 2003.04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산업자원부 2003.07

수출중소기업인상 중소기업청 2003.09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상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3.10

벤처기업대상 표창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3.10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최우수 논문상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3.11

무역의 날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한국무역협회 2003.11

올해의 정보통신중소기업 정보통신부 2004.02

제4회 매경우수벤처기업대상 
전자정보통신부문 대상

매일경제 2004.04

제4회 산학협동산업기술대전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한국산업기술대 2004.09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산업자원부 2004.09

2005 Korea technology fast 50 은상 디지털타임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신용정보

2005.07

산업자원부 전자수출 1 억달러 공로상 산업자원부 2006.02

제1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 성남시 2006.10

제5회 it 전자의 날 은탑산업훈장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 2010.10

포상명 주관처 일자

2012 전자 it 산업 특허경영대상 전자신문사장 
표창

전자신문 2012.11

world class 300 선정 월드클래스기업협회 2013.05

Kt Best partner 2014, 우수협력사 선정 Kt 2014.01

Kt Best partner 2015, 우수협력사 선정 Kt 2015.01

Kt partner award 기술분야 우수상 Kt 2016.05

감사패, 우수협력사 선정 SKB 2016.07

성남시 관내 지속 나눔과 봉사실천 우수업체 시상,
성남시장 표창

성남시 2016.11

Kt partner award 기술분야 대상 Kt 2017.11

Kt 2018년 감사패 (GiGa Genie ai 관련) Kt 2018.02

Kt partner award 기술분야 우수상 Kt 2018.11

Kt partner award 상생협력분야 대상 Kt 2019.10

Kt Best partner 2020, 우수협력사 선정 Kt 2020.02

Kt partner award 고객 삶의 변화 우수상 Kt 2020.11

Kt commerce 우수협력사 선정 Kt 커머스 2021.03

Kt Best partner 2021, 우수협력사 선정 Kt 2021.04

동반성장 감사패 lG U+ 2021.12

동반성장위원회 감사패 동반성장위원회 2021.12

Kt partner award 주력사업분야 대상 Kt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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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기관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wifi alliance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Z-wave alliance

홈네트워크산업협회 vcci council

Kotra Broadband forum

한국무역협회 한국미래케이블포럼(Kfcf)

성남상공회의소 prpl found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통물류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ct convergence Korea 포럼

한국디지털컨버젼스 협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한국에너지공단

코스닥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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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빌딩

t. 031-724-8500     f. 031-724-8841

www.kaonmedia.com
www.kaonbroadb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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