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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Reporting Principle

이 보고서는 SDGs 및 SP 핵심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이디의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앞으로도 ㈜재이디는 지속가능경영활동과 성과를 이해 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Reporting Period

이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주요 활동을 포함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량적 성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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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주)재이디는물 위생소외지역민을위하여

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

안전한살균수와살균수제조장치를

공급하겠습니다.

㈜재이디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믿음으로 항상 고객을 위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고품질의 안전한 소독제를

공급함으로써 전염병 및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품 연구 개발을

통하여 SDG 3.3과 6.2를 달성함으로써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내일에

보탬이 되길 소망합니다.

SDG 3.3 |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SDG 6.2 | By 2030, achieve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CEO’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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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with SDGs

㈜재이디는 소독제와 이 소독제를 생산하는 살균수 제조장치를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SDG 3.3과 6.2 달성에 기여합니다.

저희는 SDG 3.3을 해결하기 위하여 30초 내에 99.9& 살균하고 물이 되어

깨끗해지는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살균소독제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DNA와 효소를 빠르고 깊숙이 침투 및 파괴하여 살균할 수

있기에 기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SDG 6.2를 해결하기 위해 미산성차아염소산수(HOCI)를 제조하는

살균수 제조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OCI는 알코올계 소독제 보다

바이러스 사멸에 강하고, 차아염소산 나트륨보다 80배 이상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합니다. 당사의 제품을 통해 모든 식재료 및 오염이 있는 모든

곳에 살균 소독을 하여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SDG 3.8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도내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시청 등에 약 2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7,140개의 살균소독제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돕기 등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DG 3.3 & 6.2 : Disinfectants & Sterilizing Disinfection Water

SDGs 달성 목표

SDG 3.3

SDG 6.2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SDG 3.3)

㈜재이디는 전염성 질병으로 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살균소독제를 생산합니다.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

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SDG 6.2)

㈜재이디는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을 위하여 살균수

제조장치를 생산합니다

Business with SDGs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제공

(SDG 3.8)

㈜재이디는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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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Procurement

㈜재이디는 사업과 관련된 지속가능경영 분야 이슈를 파악 및 대응하고 그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중요 이슈를 도출하여 본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UNGM의 SP에서 제시하는 주요 사항들을 본 사의

지속가능경영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재이디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

경영시스템(ISO 14001)을 바탕으로 사업장 환경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생산의 전과정에 걸쳐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기업활동으로 파생될 수 있는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와 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이디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한다

기본 이념

인권 및 노동

㈜재이디는 임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이디는 정기적인 사측과

노조간의 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환경 개선과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이디는 회사와 임직원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한다.

기본 이념

자율적인 초과근무와 대체휴가 지급

㈜재이디는 임직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초과근무를 철저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대체휴가 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과근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2019 100

2020 100

100%

나는초과근무에대한수당또는휴가를지급받았다

2019 100

2020 100

100%

Sustainable Procurement

품질 관리

㈜재이디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와 살균수

제조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이디는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제품을 생산한다.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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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 | 젠더이슈와 장애인채용

㈜재이디는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문화가 기반이

될 때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취업,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회사의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임직원의

다양성과 포용 관련 만족도가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상사는부서원의가치관과개성을존중한다.

2019 76

2020 82

82%

우리부서원들은서로의인격을존중한다.

2019 82

2020 86

86%

다양성과 포용 프로그램

㈜재이디의 인사팀과 사업부 별 다양성/포용

담당자들은 여성, 장애인, 세대,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젠더이슈 | 리더십강화

㈜재이디는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과 간부의 수를

늘리고 여성 리더십 교육과 멘토링 등을

실시하면서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젠더이슈 | 임직원 네트워킹과 소통

㈜재이디는 여성 임직원을 위한 행사와 모임을

장려하여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이디의 임직원들은 여성 임직원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날에는 여성 리더와의 대화, 자원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 근무지원 제도

㈜재이디는 장애인이 회사 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장애인의 개인 니즈와 역량을 고려해 부서를

배정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직무와 생활

전반의 고충을 해결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젠더이슈를위해노력하고있다

2019 67

2020 76

76%

우리회사는장애인직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19 60

2020 72

72%

Sustainable Procurement



008 2021 JD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Major Businesses

㈜재이디는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이라는 SDG 3과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이라는 SDG 6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균소독제와 살균수제조장치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위생을 위한 ㈜재이디의 제품을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Disinfectant

재이디의 살균소독제는 자극적이지 않고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가까운

미산성으로 자극이 거의 없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고 식재료와 주방용품

등에도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9.9%
강력한 살균

30초
빠른살균

Zero
피부자극없이안전

Manufacturing system Product

재이디의 살균수제조장치를 통하여 자극 없고

강력한 살균효과를 가진 살균소독제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t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Major Businesses

SDG 3.3 |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SDG 6.2 | By 2030, achieve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99.9%
강력한 살균

30초
빠른살균

Zero
피부자극없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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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재이디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이디는 ISO 9001, ISO 1400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ertification

SDG 3.3 |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SDG 6.2 | By 2030, achieve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