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RON 비즈니스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LIGHTRON Inc. (“LIGHTRON”)은 다수의 광통신 부품 및 디바이스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본 

행동규범은 RBA (The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에서 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LIGHTRON 및 

LIGHTRON 협력사에 적용할 목적으로 재 제정되었습니다. RBA 행동규범은 전자산업 또는 전자 제품이 주

요 구성요소인 산업, 그리고 그들의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제정한 기준입니다. 

 

본 규범의 취지에 해당하는 전자산업 기업이란 전자제품을 설계, 판매, 제조하는 업체들 또는 전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입니다. 전자산업계 기업, 그 기업의 부

품 납입 업체 및 계약 용역 업체를 포함한 하청 업체들 누구라도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

다. 

  

(1) 근로자의 노동 관련 규범 (Labor) 

참여 기업들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규범의 작성에는 별첨에 있는 공인 기준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로부터 유용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항목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① 자발적 취업 (Freely Chosen Employment)  

② 연소근로자 (Young Workers)  

③ 근무시간 (Working Hours) 

④ 급여 및 혜택 (Wages and Benefits)  

⑤ 직장 내 인도적 대우 (Humane Treatment)  

⑥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⑦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2) 보건 안전 (Health and Safety)  

참여 기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

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

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의 세부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안전 (Occupational Safety)  

② 비상사태 대응 방안 (Emergency Preparedness)  

③ 직장 내 산업재해 및 질병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④ 직장 내 위생 (Industrial Hygiene)  

⑤ 육체 노동 (Physically Demanding Work)   

⑥ 기계 설비의 안전 유지 (Machine Safeguarding)  



 

⑦ 위생, 식품 및 주거 (Sanitation, Food and Housing)  

⑧ 보건, 안전 및 커뮤니케이션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3) 환경 보호 (Environment) 

참여 기업은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제조 공정에

서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

야 합니다. 본 규범의 작성에는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규격) 및 환경경영감사제도(Eco 

Management and Audit System, EMAS) 등 공인 경영기준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로부터 유용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8가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① 환경허가 및 보고 (Environmental Permits and Reporting)  

②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 (Pollution Prevention and Resource Reduction)  

③ 유해물질 (Hazardous Substances)  

④ 고형 폐기물 (Solid Waste) 

⑤ 대기 배출가스 (Air Emissions)  

⑥ 물질 규제 (Material Restrictions)  

⑦ 물 관리 (Water Management)  

⑧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4) 직장 내 윤리 (Ethics)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① 성실/청렴 (Business Integrity)   

② 부당 이익 금지 (No Improper Advantage)   

③ 정보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④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⑤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Fair Business, Advertising and Competition)   

⑥ 신원 보호 (Privacy (Protection of Identity))  

⑦ 보복 금지 (Non-Retaliation)   

 

(5) 회사 경영 관리 시스템 (Management System)  

라이트론은 ISO 9001:2015와 ISO 14001:2015 두 가지의 경영 관리 시스템을 채용/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국제 기구의 규정을 참조하여 세부 시행 규범을 제정하여 회사 경영에 선택적으로 적

용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년 갱신을 위한 Audit 및 시정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