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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2010년 LS엠트론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
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속가능경영 통합추진체계
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LS엠트론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서, 2009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제시한 계획과 비교하여 2010년도
에 추진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보고하고, 아울러 2011년도 추진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매년 발간됩니다.

- LS엠트론 보고 원칙
LS엠트론은 다음 5가지 보고원칙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합니다.
• Contents(공시자료로서 적절한 항목 구성)
• Commitment(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약속 제시)
• Comparability(비교 가능한 정량적인 성과 제시)
• Credibility(정량적 자료관리에 대한 보고체계 수립)
• Communication(이해관계자의 접근 용이성 강화)

- 보고내용 정의
이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을 분석하여 규명한 ‘지속가능경영 6대 중대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중대영역에서는 한 해의 성과와 더불어 중대영역의 중기 전략방향 및 이
듬해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고기간 및 범위
이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2010년 회
계연도)입니다. 그러나 정량적 정보의 경우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한 2009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성적인 정보에서는 2011년 3월까지
의 활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추가 정보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범위는 LS엠트론 본사 및 국내 4개 사업장이며, 해외법인과 지사의 활동도 일
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가능경영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보고범위
를 해외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LS타워 11층
TEL. 031)689-8232

- 보고서 작성 및 검증 프로세스

FAX. 031)689-8279

이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에 따라 사내 지속가능경영 협의

E-mail. sm@lsmtron.com

체와 사무국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위원회가 주관하여 작성하였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일정

으며,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가이드라인

이전 보고서: 2010년 6월 1일

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자료 및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독립적 외부

본 보고서: 2011년 4월 20일

전문가의 검증 심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는 독립 검증보고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012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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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기계 및 부품분야에서 확보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Lead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LS엠트론의 제품과 서비스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쾌적한 삶을 구현하여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Look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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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처나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

Technology

엠트론의 제품과 서비스가 만드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앞선 기술

Innovative

Partner

끊임없이 최고를 추구하는 혁신

고객과 글로벌 세상의 진정한 동반자

핵심가치

핵심역량

신뢰

열정

Global 인재상

기술경쟁력

도전

세계시장 이해

변화 선도

최고 전문가

열린 마음,
유연한 자세

적극적
변화 추진

Beyo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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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LS엠트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계의 힘을 믿습니다.
LS엠트론의 믿음은 보다 편안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기계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출시
스템
사업
부

팀
사업
특수

트랙터
강력한 파워! 세계적인 농기계

트랙
터사
업부

부
사업
공조

기계사업부문

업부
품사
전자부

회
로
소
재
사업
부

FC
CL사
업팀

부품사업부문

팀
업
사
UC
자동차부품사업부

LS엠트론은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편리한 환경친화적 부품으로
거대한 세상을 움직입니다. 수많은 LS엠트론의 핵심부품들이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TV
애칭성, 밴딩성을 갖춘 High Grade 제품, FCCL

카메라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정보전달을 위한 교량, 커넥터

Trustful PartneR
휴대폰
무선 송수신시스템,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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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젊은 기업 LS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LS가 추구해야 할 경영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모든 LS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갈 새로운 가치

함께 해서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존중과 배려, 신뢰를 기반으로, 주인의식으로 충만한 인재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탁월한 성과를 만들고 성장하는 것

LS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LS인은...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

M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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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상생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Chairman Mess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많은 기업에게

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LS엠트론의 모든 구성원

이어지고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이 경영활동의 최우선 고려

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지속가능경영을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LS엠트론은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2010년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장상황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채널이자 우리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열린 창과 같습니다. 이번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저에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보고서를 통해서 발전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주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기능별 활동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만족 활동으로 연계하는

있도록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체계
를 구축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동시
에 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친환경제품의 정의와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친환경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발목표에 따라 친환경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파트너십 데이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대표이사 회장 |

구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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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회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President Message
2010년은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각 기능별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역할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착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내외

쉽도록 구성방식도 더욱 체계화하였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약속했던

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계획의 달성 내용과 그에 따른 향후의 계획을 보고서 앞부분에 따로 모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성함으로써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성과와 계획을 한눈에 보실

채널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 있게 하였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기업연차보고서 요약본
과 UN 글로벌 콤팩트 성과 보고서의 수록, ISO 26000 사회책임경영 국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의 활용 등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자 하였

일상 업무에서 주요 이슈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활용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두 달마다 진행하여 폭넓은 개선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특히,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업무지원과 주요 이슈에 대한

지속가능경영은 이제 기업경쟁력의 핵심이자 조직역량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관리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개의 소위원회(녹색경영, 친환경

있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이야말로 이해관계자

제품, 품질 및 고객만족,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소위원회)를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인 성장과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게 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 평가체계에 반영하고 주요 관리이슈를

앞으로도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을 회사의 미래 생존전략으로서 더욱

KPI로 삼아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업무수행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까지 매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조 원, 영업이익 10%라는 LS엠트론의 중기 목표를 달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 더욱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LS엠트론은 지속가능한 Value-Chain의 구축과 친환경제품의 확대라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적
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6개의 중대영역(통합 지속가능경영

감사합니다.

관리,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
통합 리스크 관리)과 그에 따르는 22개의 핵심 관리이슈를 선정하여 체계
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명된 기대와 요구사항들도 우선순위에 따라 22개의 관리이슈 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

심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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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소개
LS엠트론은 2008년 7월,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제조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회사개요 ]

[ 비전 ]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 나가는

회사명

LS엠트론㈜

대표이사

구자열, 심재설

업종

제조업

LS엠트론은 2009년 3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설립일

2008년 7월 1일

세상’이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

총인원

1,669명/4,167명(LS엠트론㈜/출자사 포함)

신용등급

한신정평가㈜A/한국신용평가㈜A

총매출

9,263억 원/1조 3,920억 원(LS엠트론㈜/출자사포함)

총자산

8,719억 원

자본

4,667억 원, 자기자본비율: 53.5%

부채

4,052억 원, 부채비율: 86.8%

주요 수출지역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사업부문(사업영역)

- 기계부문(트랙터/사출시스템/공조/특수)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는 지속
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소망
이 담겨 있습니다.

- 부품부문(전자부품/회로소재/자동차부품/UC/FCCL)
* 2010년 12월 31일 기준

[ 경영이념 ]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 2015 목표 ]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0%

[ 경영방침 ]
- 북미/중동 등 주력시장 확판, 글로벌 대형고객 발굴
글로벌
시장 확대

• 글로벌 성장 가속화

- 중국사업 승부, 법인/지사 등 해외거점 지속 확충
- 생산능력 확장으로 글로벌 시장 수요 신속 대응
- 고객 선도 일류제품·기술 확보 및 녹색성장 준비
- 글로벌 인재 육성
- 성과 창출과제 집중해결로 이익 기여도 제고

비상(飛上)

혁신활동
성과창출

• 지속적인 사업체질 강화로 성과 창출

- 사업성격, 과제특성에 맞는 맞춤형 혁신활동 체질화
- 현장경영 활성화, 전문가 육성 등 혁신인프라 개발

경영

- 성과관리 프로세스 정립으로 성과주의문화 확립

- 시장 동향과 고객 Needs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소통
Speed
경영 정착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촉진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선제 대응
- 남보다 앞선 실행으로 사업기회 선점
- 적극적 사고 및 변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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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현황 ]
LS엠트론㈜

LS엠트론

•안양: 본사, 전자부품, R&D CENTER

해외법인/지사
출자사

•전주: 트랙터, 공조, 사출시스템, 특수

•인동: 자동차부품, Ultra Capacitor

러시아 지사

슬로바키아 지사

•정읍: 회로소재, FCCL

대한민국:
대성전기공업㈜, 캐스코㈜
에이스냉동공조㈜

대련 캐스코
중국(연태): YTLS
중국(청도): LSAE, LSEQ, LSAS
중국(무석): LSMW

일본 사무소
미국: LSTA
청도 대성전자

중국(심천)지사

무석 대성전자
대성전기 인디아

[ 조직도 ]

대표이사(CEO)

사업부문

Staff(스태프)부문

기계사업부문
트랙터사업부

공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부

특수사업팀

부품사업부문
전자부품사업부

* 2011년 1월 기준

회로소재사업부

자동차부품사업부

UC사업팀

FCCL사업팀

재경부문(CFO)

전략기획부문(CSO)

지원부문(CHO)

기술개발부문(CTO)

경영진단팀

혁신추진팀

품질경영팀

중국지역부문

상생협력부문(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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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추진 개요

LS엠트론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당연히 추구해
야 할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LS엠트론은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 속한 모든 부서는 격월로
열리는 협의체 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연간목표 대비 진행실적을 공유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본 보고
서는 LS엠트론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서 2010년에 진행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2011년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0년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
2010년은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한 해였습니다. LS엠트론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는 정책의 수립
과 제도의 구축, 협의체 운영, 전담인원 및 부서별 담당자 선정, 성과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세부 활동영역: 혁신추진
활동, 상생협력활동,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 통합 리스크 관리 등 ‘6대 중대영역’
을 규정하고, 각 중대영역별로 운영체계 수립 등 22개 관리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이를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2010(매년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과 관리이슈를 나타내고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담당부
서는 2010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중대영역별 성과 보고
LS엠트론은 2010년 6대 중대영역별로 총 40개의 정량적 실적지표를 선정하고,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22개 관리이슈의 활동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관리이슈는
주로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정기 프로그램 진행 등에 관한 것으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완료, 부분완료, 미 실시로 구분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이슈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슈는 상시활동으로 구분
됩니다. 성과평가는 ‘2009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계획으로 제시했던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내리
고,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이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2010년 말 최종 성과평가 결과
로 총 53건의 계획 중, 7건의 상시 활동을 제외하고 37건가 완료되었고 부분완료는 8건, 미 실시는 1건이 있었습니다. 성과평가 결
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년도 부서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활용되며, 부분완료와 미 실시 건에 대해서는 중대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 2011년 추진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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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영역별 실적 및 2010년 관리이슈 주요 활동

0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6대 중대영역별 관리이슈 선정

22건

22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 횟수/인원

3회/22명

5회/22명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참여

6
 5명/오프라인 진행

104명/94명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지
 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 제정

Steering Wheel 구축

신규 지표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지
 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운영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5회)

·지속가능경영 전사 추진체계 구축
·2
 009년 중대성평가 및 지속가능경영 		

비고
2011년 23건

평가

·소위원회 5개 구성/운영(5회)
·2010년 중대성평가 실시 및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개정

·지
 속가능경영 진단모델 개발 및 모니터링 제도 구축

·6대 중대영역 추진, 22개 관리이슈 운영
·이해관계자 오프라인 대화 실시
·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 실시(198명)

·지
 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수행(ISO 26000 적용)

·자체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완료
·ISO 26000 7대 핵심영역/35개 쟁점 분석

·임원 및 부서별 담당자 지정

중대영역별 R&R 규명

·전사 운영규정 검토

·2011년 상반기 전사규정으로 등재 예정

·부서별 R&R 수행 및 결과 보고

·각 부문별 부서장 정기보고 실시(5회)
·지속가능경영 실적 업무평가(CM) 반영

·업무책임 규명
·지
 속가능경영 협의체 집합교육(1회)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경영 전사 교육수행

·지속가능경영 교육(전사 윤리경영 교육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정보공개 채널 확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관련 대외 수상(4건)
·각종 미디어에 지속가능경영 성과 소개
·인트라넷 팝업 게시
·사보게재/웹사이트 개편 등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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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혁신추진활동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혁신활동 재무가치 창출

168억 원

213억 원

혁신과제1 수행 건수

98건

235건

혁신인재 확보 인원

78명

178명

혁신활동 제안

16건/인

30건/인

분임조테마 완료 수

113건

171건

비고

1. Big Y, 6시그마, LPS, VE 등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혁신추진 통합체계 운영

·맞
 춤형 경영혁신모델 Mtron6 정립

·혁신보유 방법론 지속 개발

·혁신과정 개발(7개)

·육성분야별 핵심인재 확보(78명)
·조직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평가

·혁신교육센터 울림터 개원(5월)
·조직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C
 EO 현장경영(분기 1회/총 4회)
·성과공유 및 우수과제 포상(12월)
·혁신제안(30.2건/인, 참여율 100%)
·국
 가품질경영대회 동상 수상				
(분임조 경진대회 부문 _ 사출시스템 헤비분임조)

맞춤형 혁신활동

·맞
 춤형 혁신추진 활동 전개

·혁신인재 육성

·육
 성분야별 핵심인재 확보(178명)

·혁신활동 영역확대: 영업, 마케팅

·영
 업혁신 전개(5개 사업부)

- LPS 2 전개
- 6시그마

·영
 업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180명)
·재무성과 과제 집중지원: 맞춤형 혁신활동

·사
 업부별 맞춤형 혁신활동 전개 		
(연간 성과 299.3억 원, 영업이익 기여금액 213억 원)

- 원가혁신

- Big Y: 59.9억 원 - LPS: 10억 원 - 6시그마: 19.9억 원

- 현장혁신

- 원가혁신: 209.5억 원
·성과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2. LPS: LS엠트론 Production System

·연간 검증체계 구축
: 완료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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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상생협력활동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협력회사와의 대화1

15건

15건

비고

협력회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투자2

9.4억 원

16.3억 원

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

17건

33건

협력회사 LS엠트론 윤리경영수준 조사

183개사

210개사

협력회사 Q-파트너 선정

18개사

32개사

신규지표

상생협력 소위원회 운영

-

1회

신규지표

1.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2. 경영지원 컨설팅, 교육, 구매조건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등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

·상
 생협력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서 제정

·협력회사 평가 및 관리세칙 지속가능경영 평가요소 반영

·Q-파트너 평가지표 가감점 반영 체계 구축

평가

·전
 담조직 신설

·Q
 -파트너 평가주기와 인증기간 일치

·Q
 -파트너 선정(18개사)

·Q
 -파트너 선정 및 현금 결제 100%(32개사)
·상
 생협력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상
 생협력활동 추진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구
 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실행(3건)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R
 &D펀드 과제 실행(3건)

- 공동 연구개발 수행

·협
 력회사 품질 및 생산 교육실시(67개사/105명)

- 혁신활동 확산

·경
 영컨설팅 완료(15개사)

-상
 생협력펀드 조성

·직
 접대출 5억 원(3개사), 상생펀드 42억 원 자금지원(14개사)
·주
 요 협력회사 월 2회 결제(83개사)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통합구매시스템 내 의견수렴 채널 구축

·정기적 대화 채널 구축 및 진행

·정기 대화 운영(15회)
·협
 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12월 )

·협력회사 관련 정책 전달 채널 구축
·상시 의견수렴 및 대응 강화

·통
 합구매관리 시스템 내 상생협력 게시판 운영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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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해외사업장 포함)

88%

100%

비고

고객 참여 및 대화 1

18회

18회

협력회사 품질개선 지도

-

49회

신규지표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운영

-

1회

신규지표

1. 고객 인터뷰, 설문조사, 제품 관련 주요 행사 등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품질향상 추진체계 운영

·품
 질방침 선포

·품질경영시스템(QMS 2) 평가체계 구축

·평가 대상 프로세스 선정 완료

·ISO 9001, ISO/TS 16949 시스템 운영

평가

·평가 체계 구축 중(2011년 8월 완료 예정)
·해외법인 품질인증

·LSAE(중국법인, 트랙터) ISO 9001 인증

·품질인재 육성

·품질인재 육성체계 구축 중(2011년 9월 완료 예정)
·품질인재 육성교육 운영(4개 과정)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실
 패비용 목표수립 및 모니터링

·협력회사 품질향상

·협력회사 품질협력 체계 진단(KSA) 완료(17개사)

·실패비용 목표수립 및 모니터링

·품질 실패비용 목표수립 완료
·실적 모니터링(매월)

·품
 질혁신 한마당 개최
·협
 력회사 품질 간담회/개선실적 평가

·글로벌 품질경영 체계 구축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품질 관련 대외 세미나 참가(4건)
·제품 품질개선 활동(14건)
·품질관리 체계진단(22건)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지도(32개사/49회)
·해외법인/사내 QMS 정비(3/1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C
 RM 시스템 및 VOC 관리

·사업별 맞춤형 고객만족활동 전개

·O
 n-Line 고객대응 교육
2.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사업별 CS 활동 및 관련 교육(13건)
·제품 전시회/세미나 참석/주관(16회)

·제
 품 관련 행사(13회)
·사업별 VOC 수집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 완료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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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2억 3,000만 원

2억 9,7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운영

-

1회

비고

신규지표

* 2009년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재기술: 문화/예술 증진 등 사회공헌활동 관련 기타비용 포함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사회공헌활동 전략 수립

·사
 회공헌활동 운영체계 구축

·사업장별 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 구축

·사
 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전
 략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지
 역사회 대화 채널 기획

평가

·사
 업장별 사회봉사단 코디네이터 지정
·성과관리 및 내·외부 공개 활성화

·전사

성과관리체계 구축
·각
 종 성과공개 채널 구축 및 홍보

·지역사회 현안 공유, 사회공헌활동 리뷰 진행

·사
 업장별 이해관계자 상시 대화

·국내 사회공헌활동 지속

·직
 접 프로그램 운영 및 23개 후원활동(약 2억 9,700만 원)

· 해외 신규 사회공헌활동 추진

·L
 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시작(베트남)

- 전주사업장 중심(그 외 사업장 대화채널 확보 계획)
 내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국
- 지역사회 복지 증진
- 문화/예술/체육 발전
- 임직원 자원봉사
- 미래인재 육성 등
: 완료

04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녹색경영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친환경 공정개선 투자1

6.5억 원

7.6억 원

온실가스 배출량(CO2톤)

비고

89,250 CO2톤

98,875 CO2톤

직접에너지

119 TJ

134 TJ

간접에너지

1,586 TJ

1,775 TJ

합계

1,705 TJ

1,909 TJ

폐수 재활용률

54.8%

65.4%

폐기물 재활용률

80.8%

83.3%

녹색경영 소위원회 운영

-

1회

신규지표

친환경제품 매출(비중)

-

2,211억 원(24%)

신규지표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운영

-

1회

신규지표

에너지사용량

1. 대기/폐기물/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기후변화 대응

·온
 실가스 배출량 자체 현황 파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목표 설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평가

·에너지 진단을 통한 감축잠재량 파악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

친환경제품 개발

·친
 환경제품 설계기준 수립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

·사업부별 대상제품 선정 검토

·친환경설계 프로세스 도입

·친환경제품 범주 정의 및 설계인자 선정(23개)
·제품개발 시, 친환경 설계인자 반영여부 검증

·친환경제품 출시 확대 기반 마련

·사업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반영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2010년 친환경제품 매출 2,211억 원 달성
선진 ESH

·전
 사통합 ESH 경영체계 인증

·해외법인 ESH 경영체계 구축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및 진단실시

사업장 운영

·녹색기업 지정(전주사업장)

·환경 원단위 개선활동 강화

·녹색경영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환경 원단위 개선 및 지역환경 보존활동

·전사 공통 목표 관리지표 설정
·설비투자 환경안정성 평가체계 구축
: 완료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15

지속가능경영 Summary

05

임직원 가치 증진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총 임직원 현황(LS엠트론㈜/국내외 출자사 포함)

1,472명/3,618명

1,669명/4,167명

신규 고용 현황(남/여)

167명(145/22)

296명(255/41)

여성 임직원 현황

48명(3.3%)

71명(4.2%)

장애인 고용 현황

35명(2.4%)

36명(2.1%)

현지인 채용 현황

833명

1,305명

임직원 역량 개발 관련 시간

145시간/인

132시간/인

윤리경영교육 참여

916명

1,610명

산업재해 발생

2건(0.127%)

2건(0.118%)

노동조합 가입 현황

611명(39.9%)

616명(41.1%)

임직원과의 대화1

-

24회

노경관계 개선 협력채널 개최2

53회

55회

비고

해외법인

신규지표

* 실적범위: 2010년 말 국내 기준, 일용ㆍ파견직은 제외함
1. CEO/사업부장 간담회, 사업장 내 간담회 등 2. 참여 및 협력 증진 협의회, 노경실무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인사제도 선진화

·인사제도 개선(우수 역량 보유자)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및 유지

·신입/경력사원 신규채용(296명)

·현지인 해외 법인장 취임/우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장제도 개선(현장 관리 역량 강화)

평가

·경력사원 유지제도 운영
·현지법인 인사제도 글로벌 규정 제정

·LSAE(중국법인, 트랙터) 취업규칙, 평가제도 수립
·LSAE, LSMW(중국법인, 사출시스템) 직급체계, 임금체계 수립

·퇴직연금제도 도입

·임직원 설명회 개최(동의율: 92%)
·2011년 1월 1일부 퇴직연금제도 시행

임직원 역량 개발

·사후 진급자 교육과정 강화

·중장기 및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각
 종 노경협의체 운영 상설화/				

·진급 대상자 교육 강화

·직급별 교육과정 운영(4개/143명)

·외국어 역량 강화

·22개 과정 운영(130명 참가)

·직접 대화채널 확대

·CEO/사업부장/CHO 간담회 등(24회)
·노경관계 개선 협력채널 개최 등(55회)

노경공동 활성화 행사 개최
·정책 및 제도의 정기적 리뷰, 상시 모니터링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5개/7명)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2개/19명)

·임직원 외국어 역량 강화

·고충처리 대응체계 구축

·전주/정읍사업장 심리상담실 설치
·심리상담사 채용 완료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국제 노동규범 대응체계 구축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선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해외법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

·해외법인 안전 교육 및 훈련 지원

·정기 현장 합동점검 및 개선활동 실시

·계층별 안전교육 강화

·전사 통합 계층 교육 실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단일화학물질에 대한 GHS 대응 완료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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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통합 리스크 관리

주요 실적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전사 리스크 시나리오 선정(리스크 이슈)

8개

14개

비고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통합 리스크 규명 및

·통
 합 리스크 이슈 규명

·통합 리스크 이슈 규명 및 점검

·전
 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에 의한 주요 이슈 관리

대응체계 도입

·정
 책과 제도 마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 및 정기적 리뷰

·전
 사 리스크 관리 운영체계 수립 중

·통
 합 리스크 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도입
·담
 당부서와 고위 관리자 책임 규명

평가

·정
 기적 정책 리뷰 및 개선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부
 서별 직무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1차 발굴 완료

·시나리오 타당성 분석

·1
 차 발굴 리스크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진행 중

·리스크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 구축

·타
 당성 분석 후 이슈별 매뉴얼 개발

·일상관리 및 중기 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추진

·지
 속가능경영 추진체계에 의한 이슈 관리

(팀별 2개 이상)

임직원 교육, 훈련 및

·일
 상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추진

·부
 서별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및 매뉴얼 개발 중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임직원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매
 뉴얼에 따른 임직원 교육계획 수립
: 완료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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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1년 지속가능경영 계획 보고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차년도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전년도에 사전 수립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수립된 2011년 목표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연간 전략지표에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표비중
은 본사조직(스태프부문)으로 편재되어 있는 CFO(재경부문), CHO(지원부문), CTO(기술개발부문), CSO(전략기획부문), CPO(상생협력부문) 등 5
개 부문조직과 CEO 직속 2개 팀은 10%, 9개 사업부(사업부문) 조직은 5%씩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단위조직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제도적으
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실행력 강화는 물론 업무 내재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속가능경영 세부계획은 내·외부 지속가능경영 환경분석(1단계),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2단계),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3단계) 등 총
3단계의 중대성평가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성평가 결과에 따라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2011’을 구축하였습니다. 전
년과 비교하여 중대성평가 프로세스가 간소화된 이유는 기초자료 수집체계, 전담조직 신설, 업무체계 정비, 전사 추진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LS엠트론이 운영하는 관리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
으나 중대성평가에서 도출된 다양한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1단계 ] 내·외부 지속가능경영 환경분석
내부환경 이슈

외부환경 이슈

·LS엠트론 비전 및 중기전략

·지속가능경영 관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 검토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의결사항

: GRI(G3), ISO 26000, UNGC 10대 원칙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규정에 따른 추진방향

·지속가능경영 관련 동종업계 미디어 리서치

·2010년 지속가능경영 관리이슈 목표달성 여부

·지속가능경영 자문그룹 의견

·지속가능경영 자체 진단평가로 발굴한 개선과제

·경쟁사 및 선진기업 지속가능경영 동향

·웹사이트 관심도 등

·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지표 등

[ 2단계 ]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_ 중대성평가 2단계(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
습니다.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는 먼저 이해관계자를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규명하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그 성과를 다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성과관리 및 이해관계자 보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①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화채널 정례화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분석하는 것
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②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은 크게 ①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화채널 정례화,
②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에 기술한 ‘관리

지속가능경영
계획수립 및 활동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구축

이슈:통합지속가능경영추진체계구축’부분에서설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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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고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은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시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02-2

이슈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경영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사회책임투자 현황, 경쟁사 및
선진기업의 비즈니스 방향 등 외부적인 요인과 자체 진단평가에서 도출한
개선점, 부문별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임직원 설문조사, 부서별 미팅 및 경
영진 검토 등 내부적 요인이 포함됩니다. 한편 2010년의 자체 진단평가 항목
에는 11월에 발효된 ISO 26000 7대 핵심영역과 35개 쟁점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05
03

01
04

관
심
도

비지니스 영향도

[ 2010년/2011년 관리이슈 비교 ]
관리이슈
중대영역
2010년

2011년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중대영역별 R&R 규명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정착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및 인식 확산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02-1. 혁신추진활동

•혁신추진 통합체계 운영
•맞춤형 혁신활동

•소통문화 확립
•실질적 효과 창출

02-2. 상생협력활동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협력회사 동반성장문화 정착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 지원
•협력회사 참여 및 대화

02-3.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품질향상 추진체계 운영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성과 개선체계 운영
•품질경영 역량 강화
•고객 참여 및 대화

•사회공헌활동 전략 수립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활동 대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지속적 참여 및 지원
•임직원 봉사단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제품 개발
•선진 ESH 사업장 운영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제품 확대
•선진 ESH 사업장 운영

05. 임직원 가치 증진

•인사제도 선진화
•임직원 역량 개발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인사제도 선진화
•임직원 역량 개발
•임직원 참여 및 인권존중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06. 통합 리스크 관리

•통합 리스크 규명 및 대응체계 도입
•임직원 교육, 훈련 및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통합 리스크 규명 및 대응체계 운영
•임직원 교육, 훈련 및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02.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03. 사회공헌활동

04. 녹색경영

*관리이슈변경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각중대영역별추진체계에서설명하고있습니다.
이보고서는2010년관리이슈를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2011년관리이슈에대한계획도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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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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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영역별 2011년 관리이슈 주요 계획

0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정착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운영

세부 계획

기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격월 운영, 총 6회)

연중

·소위원회 5개 운영(분기 1회 운영)
·부서별 R&R 수행 및 성과관리 체계화

·23개 관리이슈 업무 R&R 상시 관리

연중

·정기적 성과 관리 및 보고(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보고)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수행(ISO 26000 적용)

·지속가능경영 원칙과 운영규정의 정기적 리뷰와 개선

·자체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실시(해외사업장 포함)

6월

·ISO 26000 7대 핵심영역 및 35개 쟁점 분석과 진단

12월

·2012년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 수립

12월

·지속가능경영 원칙과 운영규정 정기 검토 및 개선

5월

·전사규정화 및 시스템 등재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사 실행 역량 강화

인식 확산
·지속가능경영 공감대 확산 및 성과 공유

·지속가능경영 전 사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3월

·지속가능경영 직무별 맞춤교육

9월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개 채널 확대

연중

·인트라넷 및 사보 활용/웹사이트 지속적 보완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2011년 중대성평가 실시

·중대영역과 관리이슈 규명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Update

11월

·핵심 이해관계자 대화 진행
·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 실시

02-1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혁신추진활동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기한

소통문화 확립

·혁신활동 영역 확대

·사무직 혁신활동 전개

연중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출자사/해외법인/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
·CEO와의 만남 운영
·CEO 현장경영 운영
·SNS1, 뉴스레터를 활용한 소통 및 홍보

실질적 효과 창출

·운영체계 효율화

·전사 KPI 관리체계 구축

3월

·VE활동 강화

·VE활동 강화

연중

- 공정 VE활동 추진
- 협력회사 CDM2활동 강화
·생산성 관리체계 개선

연중

1.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상의 인맥 형성 및 강화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대표적
2. CDM(Cost Down Method):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원가절감 활동 후 절감된 원가를 배분하는 활동

02-2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상생협력활동

관리이슈

2011년 계획

협력회사 동반성장문화 정착 ·공정거래문화 정착

세부 계획

기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재체결, 이행도 평가 85점 이상 달성

연중

·협력회사 자금 안정성 확보 지원

·협력회사 자금 안전성 확보 지원제도 현행 유지(Q-파트너 현금결제 100%, 협력회사 현금성 결제 100%)

·협력회사 평가시스템 구축

·협력회사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소위원회 운영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 지원

협력회사 참여 및 대화

·상생협력활동 추진

·협력회사 역량 강화 관련 교육(150명)

- 역량 강화 지원

·협력회사 역량 강화 관련 컨설팅(20개사)

- 기술 지원, 품질개선 지원 등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과제 발굴(10개)

-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협력회사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 대화채널 구축 및 진행

·상시 의견수렴 및 대응 강화

연중

·사업부별 간담회 개최(분기 1~2회)

상시

·연말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

12월

·Q-파트너 협의체 발족

상시

·통합구매관리시스템 내 상생협력 게시판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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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품질성과 개선체계 운영

·품질비용 절감

·각 사업부 및 출자사 품질 실패비용 목표 수립

1월

·실적 모니터링

매월

·각 사업별 중요/취약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10건)

연중

·지속적 품질개선

기한

·제품 품질 개선활동
·품질관리 체계 진단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지도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운영
품질경영 역량 강화

·품질혁신 체계 강화

·품질인재 육성

고객 참여 및 대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각 사업별 VOC 접수

03

·품질경영시스템(QMS) 평가체계 구축

8월

·품질인재 육성체계 구축

9월

·품질 혁신리더 양성(15명)

6월

·품질교육(9개 과정)

연중

·각 사업별 고객과의 정기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10월

·각 사업별 고객만족활동 지속 전개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11월

세부 계획

기한

사회공헌활동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운영 ·해외·국내 대표 프로그램 운영

·해외: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진행(베트남 초등학교 건축 완료, 임직원 봉사단 베트남 파견)
·국내: 대표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지속적 참여 및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속 지원 및 확대

임직원 봉사단 체계화

04

6월
12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지원

매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대한사이클연맹 후원

10월

·1사 1촌(추동마을), 1사 1교(봉동초등학교) 등 지속 진행

상시

·지역사회 복지단체 연계 봉사활동 진행

상시

·사업장별 봉사단 구성

·전사 봉사단 운영체계 구축 및 사업장별 봉사단 구성

4월

·임직원 봉사활동 실천

·사업장별 봉사단 정기활동 진행

12월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운영

12월

녹색경영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기한

기후변화 대응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및 운영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3자 검증 실시

연중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사업장/사업부별 중장기 감축목표 및 저감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제품 확대

·친환경제품 확대

·R&D Project Gate Review1 시 점검활동 강화

연중

·사업부 중장기 친환경기술 개발 로드맵 진척도 점검
·주요 친환경제품 및 기술 발굴, 외부 인증 및 수상 신청
·친환경제품 매출목표 대비 실적 평가
·친환경제품 R&D투자 및 매출계획 수립
- R&D투자: 141억 원, 48%/ - 매출: 3,825억 원, 41%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운영
선진 ESH 사업장 운영

·전사공통 환경지표 원단위 개선 활동 강화

·환경지표에 대한 총량 및 원단위 절감/저감 방안 수립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개선활동 수립 및 모니터링 전개
·2010년 해외법인 진단 결과 후속조치 실시
·해외법인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진단 실시
·녹색경영 소위원회 운영

1.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각 단계의 마지막에 실시하는 활동으로,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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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치 증진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인사제도 선진화

·우수인재 확보/유지

·대학과의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

연중

·해외법인 직위/보상제도 개선

·산학장학생 지원제도 개선

1분기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채용확대 추진

3분기

·해외법인 직무가치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연중

임직원 역량 개발

임직원 참여 및 인권존중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리더십 역량 강화

·전 사원 지속가능경영 오프라인 교육 실시

연중

·구성원 글로벌 역량 강화

·전사 팀장 리더십과정 운영

1분기

·직무 역량 강화

·리더십 학습자료 제공(팀장 이상)

연중

·중장기 및 글로벌 외국어과정 운영

3분기

·사내 외국어과정 지속 지원

연중

·2011년 영업사원 1인 2영업 교육과정 운영

3분기

·전사 생산직군 교육체계 수립

4분기

·임직원 참여/소통 활성화

·경영진과 사원간의 직접 소통 채널 상시 운영 (CEO 간담회, CHO 간담회, 사업부장과의 대화)

·인권존중 강화

·국제 표준 노동규범(ILO 등) 반영

하반기

·임직원 편의 증진

·인사·복리후생 관련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하반기

·위험요인 정밀 관리

·전사 특별안전보건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상반기

·화재 발생 대응절차 강화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화재 발생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사업장 진단

06

기한

연중

연중
하반기

통합 리스크 관리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기한

통합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이슈 상시 관리체계 구축

·전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에 의한 주요 이슈 상시 관리

연중

대응체계 운영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
·정책/제도의 보완 및 정기적 리뷰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제도 보완

6월

·관련 정책과 제도의 리뷰 및 개선
·부서별 직무 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규명

·부서별 직무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및 핵심 리스크 규명

·시나리오별 타당성 분석

·리스크 시나리오별 영향과 기회요인 분석

8월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부서별 핵심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11월

임직원 교육, 훈련 및

·일상관리 리스크 대응문화 확산

·일상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모니터링

연중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임직원 리스크 대응 실무교육 및 정기적 훈련 실시

·매뉴얼에 따른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 계획 수립

12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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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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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혁신추진활동

31

02-2 상생협력활동

35

02-3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41

03 사회공헌활동

46

04 녹색경영

52

05 임직원 가치 증진

60

06 통합 리스크 관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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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Integrated Sustainability Management

모양은 달라도 모두가 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들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그 줄기에서 꽃과 잎과 열매를 피웁니다.
LS엠트론은 무성한 잎을 피울 수 있도록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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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01

IS

Integrated Sustainability Management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통합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전반의 전략적
내재화 및 성과관리의 통합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비롯한 핵심 이해
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문 – 관
 리책임자: 전력기획부문장(CSO), 			
담당부서: 경영기획팀(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중기 관리방향
•통합 추진체계 운영 및 중장기 추진전략 관리
•임직원 인식변화 및 실행력 강화 유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

2010 achievement
is

2009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주요 활동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 제정

2010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운영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5회)

·지속가능경영 전사 추진체계 수립
·2
 009년 중대성평가 및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구축

: 완료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소위원회 5개 구성/ 운영(5회)
·2
 010년 중대성평가 실시 및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개정

·지속가능경영 진단모델 개발 및 모니터링 제도 구축

·6대 중대영역 추진, 22개 관리이슈 운영
·이해관계자별 오프라인 대화 실시
·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 실시(198명)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수행(ISO 26000 적용)

·자체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완료
·ISO 26000 7대 핵심영역/35개 쟁점 분석

중대영역별 R&R 규명

·임
 원 및 부서별 담당자 지정

·전사 운영규정 검토

·2011년 상반기 전사 규정으로 등재 예정

·부서별 R&R 수행 및 결과 보고

·각 부문별 부서장 정기보고 실시(5회)
·지속가능경영 실적 업무평가(CM) 반영

·업무책임 규명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지
 속가능경영 협의체 집합교육(1회)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경영 전사교육 수행

·지속가능경영 교육(전사 윤리경영 교육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정보공개 채널 확대

·지
 속가능경영 추진 관련 대외 수상(4건)
·각종 미디어에 지속가능경영 성과 소개
·인트라넷 팝업 게시 ·사보 게재/웹사이트 개편 등

2011 plan
is
관리이슈

주요 계획

2011
2011년 계획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정착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운영

세부 계획

기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격월 운영, 총 6회)

연중

·소위원회 5개 운영(분기 1회)
·부서별 R&R 수행 및 성과관리 체계화

·23개 관리이슈 업무 R&R 상시 관리

연중

·정기적 성과 관리 및 보고(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보고)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수행(ISO 26000 적용)

·지속가능경영 원칙과 운영규정의 정기적 리뷰와 개선

·자체 지속가능경영 진단평가 실시(해외사업장 포함)

6월

·ISO 26000 7대 핵심영역/35개 쟁점 분석 및 진단

12월

·2012년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 수립

12월

·지속가능경영 원칙과 운영규정 정기 검토 및 개선

5월

·전사 규정화 및 시스템 등재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사 실행 역량 강화

인식 확산
·지속가능경영 공감대 확산 및 성과 공유

·지속가능경영 전 사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3월

·지속가능경영 직무별 맞춤 교육

9월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개 채널 확대

연중

·인트라넷 및 사보 활용/웹사이트 지속적 보완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2011년 중대성평가 실시

·중대영역과 관리이슈 규명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Update
·핵심 이해관계자 대화 실시
·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 실시

* 중대영역별 각 업무의 R&R 규명은 완료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함.
* 2011년 관리이슈 변경: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사항 대응 체계 구축)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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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담당임원, 11개 부서장,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으로
구성 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격월에 한 번씩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공유하고 LS엠트론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경영 방향을
모색합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완
점을 찾고 개선활동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2010년에는 총 5회의 협
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로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 정착 및 사업부 확대 방안,
친환경제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S0 26000 대응_ LS엠트론은 2010년 11월에 발효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속가능경영협의체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를 LS엠트론의 지속
가능경영 추진방향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SO
26000에서 제시된 7가지 핵심주제(Core Subject)와 35개 쟁점(Issue)에 대
해 자체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이슈와 비교하여 중대
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0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주요 안건 및 조치 결과
구분

주관/참석자

주요 논의 안건

의사결정 사항 및 조치결과

제 1차

CFO/경영기획팀장 외

·지속가능경영 관리 프로세스구축 논의

·협
 의체 운영 일정 확정(격월 홀수달)

(4월)

11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리뷰

·본
 사/사업장 지속가능경영 전담 인력 선정

·부서별 2009년 성과와 2010년 계획 점검

완료
5월 3일

- 본사: 팀장 및 실무자 1인
- 사업부: 기획팀장 및 실무자 1인

제 2차

CFO/경영기획팀장 외

(5월)

12명

·지
 속가능경영 실행력 강화 및 사업부 참여 방안 논의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내 소위원회 구성

5월19일

- 5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
·이해관계자 대화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대화채널 구축/대화 진행

지속

- 직접대화, 설문조사(198명) 진행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활용 방안 및 홍보 활동

·국
 문 919부, 영문 586부 1차 배포 완료

6월 2일

·보
 고서 발간 시점 내・외부 홍보 활동 전개

6월14일

- 보도자료 배포, 인트라넷 팝업, 사보 등
제3차

CFO/경영기획팀장 외

·상반기성과와 하반기계획및소위원회운영방안 공유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성과보고 양식 통일

(7월)

11명

·부서별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리
 스크 시나리오 발굴 및 매뉴얼 수립1차 미팅 진행 (8개 팀, 각 팀장 참석)

·친환경제품 기준 및 중기 전략방향 설정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운영

7월 30일
9월 6일 ~10일
9월 3일

- 사업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적용 완료
제4차

CFO/경영기획팀장 외

·지속가능경영과 기업활동 연계성 강화 방안

·2011년 사업계획 지침서 검토 및 업무평가(CM) 반영 안 논의

12월 16일

(9월)

11명

·U
 NGC 가입및 ISO 26000 발표 예정에 따른 		

·2011년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시 적극 반영

12월 27일

후속조치 방안

·UNGC(COP) 제출용 보고서 작성

·친
 환경제품 확대 및 정착 방안

·2010년 실적 집계를 위한 기술개발자 Gate Review 매뉴얼 숙지

지속

제5차

CFO/경영기획팀장 외

·지
 속가능경영 보고서 기획및 작성 방안 공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일정 계획 수립 완료

(11월)

12명

·지
 속가능경영 원칙 규정화

·전사 표준화 프로세스에 따라 등재 예정

·지속가능경영 교육 진행

·전사 공통교육과 기능별 세부교육으로 진행

·지속가능경영 부문별 목표지표 설정

·본사 5개 부문장 10%, 사업부장 5% 반영

12월 16일

·지속가능경영 목표지표 선정 완료

12월 27일

·업무책임 및 역할 재정비

·IS0 26000 검토 후 중요히 예상되는 이슈 규명 및 업무분장

12월 10일
2011년
2011년

2011년

25

0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1.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LS엠트론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역할은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통합 추진쳬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이해관계자의 참여폭을 넓혀
추진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통합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 역할 및 기능

통합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소위원
회・사무국은 임직원의 활동과 지속가능경영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된 기구들입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에 구축 된 5개의 지속가능경영 소위

・구성: 담당임원, 경영기획팀 외 10개 부서장,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역할: 지속가능경영 관련 의사결정 및 방향 제시
・운영: 격월 단위

원회는 이해관계자 만족 및 성과창출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의 지속가능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본사와 사업부가 지속가능경영에
관해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구성: 경영기획팀장 및 전담인력 2명
・역할: 지속가능경영 실무
・운영: 상시 조직

이러한 통합 추진체계 아래에서 LS엠트론은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 통합 리스
크 관리 등 6대 중대영역은 물론 일반영역에 속하는 윤리경영, 지배구조에
대한 담당부서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주관부서)

・구성: 녹색경영(녹색경영팀), 친환경제품(기술경영팀)
사회공헌활동(업무지원팀), 상생협력(상생협력팀)
품질 및 고객만족(품질경영팀)

・역할: 사업부 지속가능경영 실행력 강화 관리 및 지원
・운영: 분기 1회(필요 시 추가)

[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도 ]
이사회



CEO

담당임원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경영기획팀(지속가능경영 사무국)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

통합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지배구조

혁신추진팀
상생협력팀
품질경영팀

업무지원팀

녹색경영팀
기술경영팀
생산기술그룹

인재개발팀
녹색경영팀

경영기획팀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경영진단팀

금융팀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녹색경영

친환경제품

품질 및 고객만족

상생협력

사회공헌활동

각 사업부(팀), 연구소 및 해외법인
트랙터

공조

사출시스템

특수

전자부품

회로소재

자동차부품

FCCL

UC

중앙연구소

해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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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이해관계자 기대와 요구사항 설문조사 실시(조사기간: 2010년 8월 9일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자 중대성평가의

~2010년 9월 30일)_ LS엠트론은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구/생태 및

핵심과정으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관련 산업 전문가 등 총 198명을 대상으로, LS엠트론이 현재

관심도 분석의 목적은 경영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이슈와 새로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LS엠트론의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관리이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선정/조정되고, 관리이슈의 세부적인

하였습니다.

실행계획과 활동의 결과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해관계자에게 보고됩니다.

1.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화채널 정례화_ LS엠트론은 회사와 직・간접적으
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이들 이해관계자

[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

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와 일반 이해관계자로
나누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고객, 임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지구/생태이며, 일반 이해관계자는 주주/투자자,
NGO,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LS엠트론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다양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성과관리 및 이해관계자 보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1.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화채널 정례화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화채널을 발
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 이해관계자 참여

2. 이해관계자 참여_ 2010년 LS엠트론은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결연, 웹
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경영 참여를 증진하
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간담회, 협의회와 같은 직접 대화형태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활동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구축

의 채널은 대부분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채널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대화에 일부 제약이 따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위해 기존 채널과는 별도로 정기
적인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LS엠트론 이해관계자 ]

[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
고객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수립
(관리이슈 조정 반영)

원
임직

NG
O

자
/투자
주주

협력
회사

단체
자치
지방
/
부
정

이해관계자 이슈별 참여 진행
(직접대화, 협의회, 정보공개 등)

공통 설문조사 진행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정리
(비즈니스 영향도, 관리이슈 성과 검토 등)

사회
지역

핵심이해관계자

지구/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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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해관계자 대화채널 및 유형
이해관계자

채널명

유형

채널명

유형

채널명

유형

고객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고객의 소리(VOC) 접수

웹사이트

제품 설명회 개최/전시회 참가

설명회

임직원

참여 및 협력증진협의회

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노경실무협의 및 회의(전사/전주)

협의회

CEO현장경영

공개대화

노경간담회(안양/정읍/인동)

간담회

사이버 신문고

웹사이트

임직원 소통 간담회

간담회

조직역량 조사

설문조사

산업보건안전 위원회 및 회의

위원회

Mtron6 Festival

공유회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

간담회

협력회사의 소리(VOC) 접수

웹사이트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공유회

지역사회

지역자치단체(안양시, 완주군청)

협의

1사 1교, 1사 1촌(전주)

결연

지역사회 문화, 체육, 복지지원

기부,결연

지구/생태

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설명회

참여

늘푸른 안양 21 도시환경 위원회

위원회

환경 NGO 간담회 및 환경기술인 협의회

협의회

녹색성장 위원회(정읍)

방문

녹색기업 정보 공개(전주)

보고서

ESH 시스템

인트라넷

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

설문조사

협력회사

공통

*지역명칭은 사업장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 이해관계자 기대와 요구사항 설문조사 실시 결과(5점 척도, N=198) ]
이해관계자 통합

핵심이해관계자별상위3개이슈

기대와 요구사항

점수

기대와 요구사항

점수

이해관계자

기대와 요구사항

점수

1.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4.50

13.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통합관리

4.19

고객

1.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4.80

2.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4.46

14. 지배구조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4.16

2.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4.45

3. 맞춤형 경영혁신 활동 전개

4.44

15. 임직원 역량 개발 강화

4.14

3. 고객 참여 및 대화 확대

4.40

4.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4.40

16. 기후변화 대응

4.11

1. 임직원 참여 및 대화 확대

4.50

5. 친환경제품 확대

4.39

17. 인사제도 선진화

4.10

2.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통합관리

4.47

6.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관계 증진

4.37

18.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제고

4.05

3. 임직원 역량 개발 강화

4.30

7.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지원

4.31

19.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공감대 형성

4.01

1.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4.87

8. 고객 참여 및 대화 확대

4.26

20. 선진 ESH 사업장 운영 확대

3.98

2.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관계 증진

4.63

9. 지속가능경영 경영진 모니터링

4.24

21.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확산

3.55

3.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4.60

10. 임직원 참여 및 대화 확대

4.24

22. 지역사회 현안 기부 확대

3.49

1. 기후변화 대응

4.63

11. 윤리경영(임직원 윤리의식 향상) 강화

4.23

2. 친환경제품 확대

4.60

12. 국내외 법규 준수

4.19

3. 맞춤형 경영혁신 활동 전개

4.53

[ 고객 ]

임직원

협력회사

지구/생태및지역사회

1

2

3

4

5

6

7

8

9

1.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 신제품 소개 및 고객 대응
2. 사출고객초청행사 		
		 - 고객 초청 사은회
[협력회사] 3. 공급망 품질경영 진단 간담회 		
		 - 품질체계 구축 및 문제요소 개선방안 논의
4. 협력회사 간담회 		
		 - 품질 목표, 생산 계획 및 R&D펀드 운용 공유
[임직원]

5.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 인사・복리후생제도 개선 등
6. 임직원 소통 간담회 		
		 - 사업부 및 유사직급 간 교류 활성화
[지구/생태] 7.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 주도기업 현황 파악 및 의견 공유
[지역사회] 8. 보성지역 이장단 협의회 		
		 - 지역 유대증진 및 신제품 소개
9. 전주소리축제 후원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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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영역별 R&R 규명

LS엠트론은 통합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중대영역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각 중대영역별 관리이슈의 특성에 따라 담당부서를 명료
하게 규명하였고, 세부적인 업무 R&R에 따른 추진방향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사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지속가능경영 실적 업무평가(CM) 반영

LS엠트론은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

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

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략지표에 반영하기로 하였습

에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LS

니다. 전략지표가 반영된 부분은 업무평가의 가장 상위에 있는 각 부문별 임

엠트론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2010년이 통합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

원 및 사업부장 평가입니다. 전략지표는 2011년 기간 중 부문 및 사업부별로

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 해였다면, 2011년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실행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로서, 지속가능경영의 특성을 고

력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부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역량

려하여 이슈에 대한 체계 구축 및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세부평가항목으로 선

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법인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정하였습니다.

확대하여 글로벌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 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체계 구축과 가치사슬 정립
Leading Solution Leading Sustainability

[ 전사 전략 목표 및 중대영역별 추진방향 ]
중대영역별 R&R은 지속가능경영 추진개요, 중대영역별 활동 및 계획(1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영역

2010년

2012년

•지속가능경영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실행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경영 전사 실행 역량 강화
- 지속가능경영 전사 평가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사업부 공감대 확장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관리체계 강화
- 해외법인 지속가능경영 확대
- 지속가능경영 영업, 마케팅강화

•지속가능경영 중기 관리이슈 규명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운영
•지속가능경영 업무 R&R 규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매년)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 제도화
•지속가능경영 전사 교육 및 이해도 향상
•지속가능경영 평가체계 구축
•해외사업장 지속가능경영 진단

•해외사업장 지속가능경영 추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지원 확대

혁신추진활동

•혁신 보유방법론 지속 개발
•인재육성 및 역량 확보
•재무성과 과제 집중 지원
•성과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혁신활동 영역확대
•운영체계 효율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성과창출형 혁신 체질 강화

•Mtron Way 정착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소통문화 정립
•지식창출 인프라 정립

상생협력활동

•공정거래질서 확립
•협력회사 인프라 지원
•상생협력 순환체계 정립

•평가시스템 온라인화
•맞춤형 상생지원 체계 구축
•협력회사 의견수렴 시스템 정비

•해외동반 진출 지원
•맞춤형 상생지원 확대
•협력회사 의견 실행 연계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품질 실패비용 개선
•협력회사 품질협력 체계 진단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운영

•품질성과 개선체계 운영
•품질경영 역량 강화
•고객 참여 및 대화 추진

•글로벌 품질경영체계 구축
•지속적 품질개선 추진
•고객 참여 및 대화 확대

•사업장 사회공헌활동 기반 마련
•해외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전개

•국내사업장 사회공헌 봉사단 운영
•국내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전개

•국내・외 대표 사회공헌활동 브랜드화
•자율적 1인 1공헌활동 전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전사 공통 목표관리 지표 중기계획 수립
•친환경설계 프로세스 개발

•전사 환경관리지표 관리 및 정착
•온실가스 인벤토리 해외법인 확대
• 사업부별 친환경제품 생산기반 강화

•글로벌 통합 온실가스 시스템 운영
•ESH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녹색구매시스템 도입

•글로벌 인사규정 제정
•핵심인재 육성(중장기 중심)
•경영층-사원 직접채널 확대

•해외법인 직무급 도입
•전 사원 가치 내재화
•구성원 직무 역량 강화
•참여/소통 채널 다양화

•해외법인 직무중심 인사제도 도입
•임원/팀장 리더십 역량 강화
•임직원 참여/소통 체계 정착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리스크 시나리오 매뉴얼 정립
•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른 교육훈련 강화

•리스크 대응훈련 정례화 및 해외법인 확대

전사 지속가능경영
전략목표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11년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

통합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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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지속가능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올바른 인식

3.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이 중요합니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추진방향을 모든 임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실행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3T 시스템

지속가능경영 교육 로드맵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3T 시스템은 모든 임직원이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

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3T 시스템은

해 지속가능경영 교육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식강화, 실행강화, 문

지속적인 교육, 평가, 진단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임직원이 지속가능경영을

화정착 단계로 구분하여 공감대 형성부터 직무별 역량 강화, 해외법인 확산

업무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중기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
다. 2010년과 2011년은 지속가능경영 실행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

지속가능경영 공감대 확산활동

에 있으며, 2010년에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진행하였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

습니다.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시기에 맞추어 인트라
넷 팝업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회사의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를 사보에 지

지속가능경영 대외 수상

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임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도 제고에 힘

LS엠트론은 2009년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선포하였으며, 추진체

쓰고 있습니다. 또한, LS엠트론 웹사이트에 지속가능경영 메뉴를 신설하여

계 구축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First-M Story’를 발간하였습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이외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

니다. LS엠트론은 2010년 동안에 개최된 지속가능경영 대외 행사에서 총 4개

하고 있습니다.

상을 수상하여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상 시 외부 전문가,
NGO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되었던 피드백을 2011년 추진전략에 반영하
여 추진하였습니다.

[ 지속가능경영 3T 시스템 ]

[ 지속가능경영 교육 로드맵 ]

Training(교육)

Testing(평가)

•전사 일반 교육

•임직원 교육과정 이행도 평가

인식강화단계

지속가능경영 실행기반 구축(2010~2011)
•지속가능경영 인식 및 공감대 형성 목표

•임직원 이해도 및 몰입도 평가

•팀별 맞춤형 교육
•해외법인/출자사 			
교육 지원

•해외법인/출자사 진단 평가 등

지속가능경영
3T 시스템

부서별 성과 극대화(2012~2013)

실행강화단계

•부서별 주요관리이슈 성과 극대화 목표
•해외법인 지속가능경영 교육 지원

지속가능경영 기업문화 정착(2014~2015)

문화정착단계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별 전문화 교육

Tracking(진단 및 모니터링)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마인드 고취 교육

•지속가능경영 통합 진단 모델 개발

•주요 협력회사 대상 교육 및 실행 지원

•전사 및 이슈별 실행수준 진단 프로세스 구축
•개인 및 팀 목표에 필수 반영

[지속가능경영 대외 수상내역 ]
행사명

주관

수상내역

제5회 지속가능경영대상1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최초 발간 최우수상

제7회 로하스경영대상 2

환경재단

•통신, 전자 제조업 우수상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3

한국표준협회

•대
 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전기, 전자 제조업 부문 1위
•대
 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제조업 부문 최초 발간 우수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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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Economic & Social Value Creation

생명력을 가진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LS엠트론은 스스로 혁신하고 비와 햇빛과 거름을
조화하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여가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02-1. 혁신추진활동
02-2. 상생협력활동
02-3.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31

02.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1. 혁신추진활동

02-1. 혁신추진활동

02-1

IA

Innovation Initiative Activity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고객만족 및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맞춤형 혁신활동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새로운 미래
를 열어가는 혁신사고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정착하여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Key Driver가 되겠습니다.

•CEO – 담당부서: 혁신추진팀

2010 achievement
ia

중기 관리방향
• 혁신을 통한 소통문화 확립 및 변화관리
• 맞춤형 혁신활동으로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

주요 활동

2009

2010

: 완료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혁신추진 통합체계 운영

·맞
 춤형 경영혁신 모델 Mtron6 정립

·혁신보유 방법론 지속 개발

·혁신과정 개발(7개)

·육성분야별 핵심인재 확보(78명)
·조직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혁신교육센터 울림터 개원(5월)
·
 CEO 현장경영(분기 1회/총 4회)

·조
 직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성과 공유 및 우수과제 포상(12월)
·혁신제안(30.2건/인, 참여율 100%)
·국가품질경영대회 동상 수상
(분임조경진대회 부문_사출시스템 헤비분임조)

맞춤형 혁신활동

·맞춤형 혁신활동 전개

·혁
 신인재 육성

·육성분야별 핵심인재 확보(178명)

·혁
 신활동 영역 확대: 영업, 마케팅

·영
 업혁신 전개(5개 사업부)

- LPS1 전개
- 6시그마

·영
 업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180명)
·사
 업부별 맞춤형 혁신활동 전개

·재
 무성과 과제 집중지원: 맞춤형 혁신활동

(연간 성과 299.3억 원, 영업이익 기여금액 213억 원)

- 원가혁신

- Big Y: 59.9억 원 - LPS: 10억 원

- 현장혁신

- 6시그마: 19.9억 원 - 원가혁신: 209.5억 원
·연간 검증체계 구축

·성과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2011 plan
iA

주요 계획

2011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기한

소통문화 확립

·혁신활동 영역 확대

·사무직 혁신활동 전개

연중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출자사/해외법인/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
·CEO와의 만남 운영
·CEO 현장경영 운영
·SNS 2, 뉴스레터를 활용한 소통 및 홍보

실질적 효과 창출

·운영체계 효율화

·전사 KPI 관리체계 구축

3월

·VE활동 강화

·VE활동 강화

연중

- 공정 VE활동 추진
- 협력회사 CDM3 활동 강화
·생산성 관리체계 개선
1. LPS: LS엠트론 Production System
2.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상의 인맥 형성 및 강화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대표적
3. CDM(Cost Down Method):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원가절감 활동 후 절감된 원가를 공동으로 분배하는 활동

연중
*추진체계는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함.
*2011년 관리이슈 변경:
- 소통문화 확립(혁신 추진체계 가속화)
- 실질적 효과 창출(맞춤형 혁신활동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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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추진 통합체계 운영

2010년 LS엠트론은 혁신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
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2010년도 3대 경영방침 가운데 하나로 ‘혁신활동 성과 창출’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혁신 추진 통합체계 운영’을 관리이슈로 선정하여 전사
적인 혁신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부별로 맞춤형 혁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 혁신활동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선정

[ 영역별 문제해결 전문가 육성 ]

(단위: 명)

2010년 LS엠트론은 ‘혁신활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혁신활동의 가이드가 될 3대 추진방향과 6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

(6시그마)

습니다. 2011년부터는 ‘전사 혁신활동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혁
신추진조직을 CEO 산하로 이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LPS)

95

74

65
GB1: 50
BB2: 37

혁신활동 보유방법론 개발

KE4: 25

MBB3: 8

LS엠트론은 임직원의 혁신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LS엠트론 고유의 혁신활동
2009년

보유방법론을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에는 LS엠트론

KL5: 40

0

2010년

2009년

2010년

의 혁신철학을 전파하고 VE활동을 확대 전개하기 위해 7개의 혁신과정을 개
(VE)

발하였고, 5월 12일에는 LS엠트론의 혁신철학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분임조)
12

위해 혁신센터 ‘울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GB: 3
4

혁신인재 육성 및 역량 확보

2009년

5
0

BB: 9
2010년

지도위원

2009년

2010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인재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LS엠트론은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 한
해 동안 각 영역별로 178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

1. GB: Green Belt

4. KE: Kaizen Expert

2. BB: Black Belt

5. KL: Kaizen Leader

3. MBB: Master Black Belt

니다. 특히 사업부가 주도하는 혁신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8명의 MBB를 양
성하였습니다. 또한, 분임조 지도위원 및 품질명장을 양성하여 사업부의 변
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인당 제안건수 ]

(단위: 건)

VE교육 실시_ UC사업팀과 중앙연구소를 대상으로 VE(Value Engineering)

30.2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VE는 설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가 설계내용의 경제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

10.2

15.7

는 것으로, 이 교육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함으로써 재료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혁신활동 추진 방향 ]

2008

2009

2010

[ 보유방법론 개발 과정 ]

실질적
효과 창출

세부 추진 과제

활동

개발과정

대상

실시

혁신 기본

전사원 즉 실천 과정

전 사원

31차수 운영

LSM 혁신기본 과정

신규 입사자

경력사원

1. 재무성과 과제 집중 지원

(해외법인 포함)

2. 혁신활동 보유방법론 개발

신입사원
LSMW(중국 법인, 사출시스템)

3. 혁신활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혁신활동 성과 창출

맞춤형

인프라

혁신활동의 확산

개발 지속

4. 혁신활동 성과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LPS1

LSMW 팀장 즉 실천 과정

법인팀장

5. 혁신인재 육성 및 역량 확보

6 시그마

Easy Sigma 과정

개선 전문가

하반기 GB교육 적용

6. 혁신활동 영역 확대

VE2

VE입문 과정

연구소, UC

1박 2일 과정 운영

1. LPS: LS엠트론 Production System
2. VE: Value Engineering

5박 6일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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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1. 혁신추진활동

혁신활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동상 수상 _ LS엠트론은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LS엠트론은 혁신활동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높이고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출전하여 분임조 경진대회부문에서 ‘풍력 베

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CEO가 직접 분기

드플레이트 작업방법 개선에 의한 가공리드타임 단축’ 테마를 발표한 사출

1회씩 모든 사업장을 방문하는 CEO현장경영은 일종의 혁신활동 회의체로

생산팀 헤비분임조가 기계금속부문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 산

서, 혁신리더를 격려하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업체에서 한 해 동안 이룩한 품질경영활동 성과를 총결산하는 이 행사에서

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편 사업부 혁신활동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트랙

LS엠트론은 사출생산팀 안효범 사우가 품질명장상을, 트랙터품질보증팀 이

터, 사출시스템, 전자부품사업부를 대상으로 현장관리와 개선, 설비보존, 제

영준 부장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이번

조품질 등 총 6개의 모듈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11월에 공유하

수상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품질혁신문화를 더욱 더 확산시킴으로써 앞으로

고 2011년 혁신과제를 도출하는 데도 반영하였습니다.

도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혁신활동 킥오프 및 혁신간담회 _ LS엠트론은 혁신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Mtron6 Festival 2010 개최 _ LS엠트론은 2010년 12월 LS미래원에서

2010년의 경영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혁신활동 킥오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

‘Mtron6 Festival 2010’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출자사, 협력회사,

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0년 혁신활동 추진방향과 개선전문가 육성계획을

해외법인, 계열사, 자매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사업부의 우수한 혁신활동

공유하였으며, 이어서 사업부장 주관으로 열린 혁신간담회에서는 정읍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축제로, 한 해 동안 수행한 맞춤형 혁신활동의 결실을 확인

장의 GWP(Great Work Place) 달성을 위한 GWP운동 추진방안도 공유하였

하는 자리입니다. 총 230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초청강연, 사업부별 과제발

습니다.

표, 우수제안 발표, 만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사 혁신제안 수렴 _ LS엠트론은 혁신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촉진하
고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에 몰입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
수제안자 포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1년간의 제안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등급 제안을 포함한 최다 건수 제안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에는 1인당 평균 30건 이상의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율은 100%
입니다.

1

2

3

4

5

6

1. VE교육
2. 정읍사업장 혁신활동 킥오프 및 혁신간담회
3. 혁신센터 ‘울림터’
4.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5.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6. Mtron6 Festival 2010

34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 맞춤형 혁신활동

혁신활동의 목적은 실질적인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2010년 LS엠트
론은 사업에 기여하는 맞춤형 혁신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사원을 대상으
로 ‘즉 실천과정’을 실시하여 맞춤형 혁신활동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맞춤형 혁신활동을 회사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체질 강화
를 위해 활발한 혁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재무과제 집중 지원

영업사원 ‘즉 실천 교육과정’ 운영_ LS엠트론은 전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LS엠트론은 각 사업부별 혁신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하

‘즉 실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80여 명의 영업부문 직원들이 참

기 위해 맞춤형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과제를 실행하고 있습

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은 B2B산업 마케팅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

니다. 2010년에는 총 235개의 과제를 실행하여 299억 원의 과제성과를 달성

업사원들의 영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기 위

하였으며, 재무성과로는 전체 영업이익(446억 원)의 47%에 이르는 213억 원

해 마련하였습니다.

을 기여하여 경영성과 창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출자사 및 해외법인 혁신활동 확대 및 지원 _ 2010년에는 혁신활동의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자 출자사 및 해외법인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활동 영역 확대
영업/마케팅 영역_ LS엠트론은 혁신활동의 영역을 기존의 설계, 구매, 생산
등 제조중심에서 영업/마케팅의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전 부문이
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트랙터, 공조, 사
출시스템, 전자부품, 회로소재사업부의 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각 사업부의
현재 영업역량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

특히 출자사 직원들에게 3정 5S 지원, VE 교육, LPS KL 등을 실시하여 혁신방
법론을 전파하였고, 중국 현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장 즉 실천 과정’,
‘중국법인 신규전입자 과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활동 성과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여 이를 개선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개선과제는 Global Top Player가 되기

2010년 LS엠트론은 혁신활동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

위한 기초역량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적인 성과와 사업체질개선
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혁신활동의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분석
한 다음 그 결과를 다음해 혁신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정립하여 운영하

설계

구매

생산

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별 성과검증 전문인력(FEA: Financial Effect

영업/마케팅

Analyst)을 선정, 검증의 전문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무성과 산
6시그마, VE1

LPS2, 6시그마 등

출정확도가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략과제도출

1. VE: Value Engineering

2010년 확장

2. LPS: LS엠트론 Production System

주요 5개 사업부영역 확대

[ 사업부별 맞춤형 혁신활동 추진 성과 ]

[ 혁신활동 재무성과 ]

(단위 : 억 원)
사업부(팀)
트랙터
공조
사출시스템

Big-Y

LPS

6시그마

원가혁신

24.0

0.1

7.1

41.9

73.1

7.3

-

-

46.4

53.7

4.8

3.1

-

34.1

42.0

회로소재

-

-

12.0

38.0

50.0

전자부품

20.6

-

-

38.4

59.0

3.2

4.2

-

10.7

18.1

자동차
특수
계

(단위: 억 원)

합계

-

2.6

0.8

-

3.4

59.9

10.0

19.9

209.5

299.3

446
299.3

10

19.9

LPS

59.9
6시그마
209.5

Big Y

213

영업이익
기여금액

원가혁신(VE 등)
과제성과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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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상생협력활동

WP

02-2

Win-Win Partnership Activity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협력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생협력부문 – 관리책임자: 상생협력부문장(CPO), 담당부서: 상생협력팀

상생협력 소위원회
•목적: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
•주관부서(유관부서): 상생협력팀(법무팀, 금융팀)
•2010년 실적: 공정거래위원회 TCP 이행도 측정 설명회 내용 공유 및 준비 내용,
R&R 배정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도 추진방향

중기 관리방향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관계 형성
•글로벌시장 경쟁역량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확장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참여 및 실행 확대

설정/상생협력 추가 프로그램 개발 협의/금융기관 연계 상생펀드 추가 조성

2010 achievement

주요 활동

wp

2009

2010

관리이슈

2009 주요 활동

2010 계획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

·상
 생협력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서 제정

·협
 력회사 평가 및 관리 세칙 지속가능경영 평가요소 ·Q-파트너 평가지표 가감점 반영 체계 구축

·전
 담조직 신설

반영

: 완료

: 부분완료

2010 주요 활동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Q
 -파트너 평가주기와 인증기간 일치

·Q
 -파트너 선정(18개사)

·Q
 -파트너 선정 및 현금 결제 100%(32개사)
·상
 생협력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상
 생협력활동 추진

·상
 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구
 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실행(3건)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R
 &D펀드 과제 실행(3건)

- 공동 연구개발 수행

·협
 력회사 품질, 생산 교육실시(67개사/105명)

- 혁신활동 확산

·경
 영컨설팅 완료(15개사)

- 상생협력펀드 조성

·직
 접대출 5억 원(3개사), 상생펀드 42억 원 자금지원(14개사)
·주
 요 협력회사 월 2회 결제(83개사)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통
 합구매시스템 내 의견수렴 채널 구축

·정
 기적 대화 채널구축 및 진행

·상
 시 의견수렴 및 대응 강화

2011 plan
wp
관리이슈

·정기 대화 운영(15회)
·협
 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12월 )

·협
 력회사 관련 정책 전달 채널 구축

·통
 합구매관리 시스템 내 상생협력 게시판 운영

주요 계획

2011
2011년 계획

협력회사 동반성장문화 정착 ·공정거래문화 정착

세부 계획

기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재체결 및 이행도 평가 85점 이상 달성

연중

·협력회사 자금 안정성 확보 지원

·협력회사 자금 안정성 확보 지원제도 현행 유지 (Q-파트너 현금결제 100%, 협력회사 현금성 결제 100%)

·협력회사 평가시스템 구축

·협력회사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소위원회 운영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 지원

협력회사 참여 및 대화

·상생협력활동 추진

·협력회사 역량 강화 관련 교육(150명)

- 역량 강화 지원

·협력회사 역량 강화 관련 컨설팅(20개사)

- 기술 지원, 품질개선 지원 등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 발굴(10개)

-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협력회사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정기적 대화 채널 구축 및 진행

·상시 의견 수렴 및 대응 강화

·사업부별 간담회 개최(분기 1~2회)

상시

·연말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

12월

·Q-파트너 협의체 발족

상시

·통합 구매관리시스템 내 상생협력 게시판 운영 활성화
* 추진체계는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함.
* 2011년 관리이슈 변경:
- 협력회사 동반성장문화 정착(상생협력 추진체계 고도화)
-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 지원(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
- 협력회사 참여 및 대화(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 중요성 증대)

연중

36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1.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문화를 정착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을 관리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동반성장을 위해 전략적 파트
너를 육성하는 Q-파트너 제도는 LS엠트론 고유의 차별화된 상생협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 TCP 3대 가이드라인 ]

LS엠트론은 2009년 10월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

•계약체결 및 변경 시 서면계약서 교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서(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를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써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행위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합리적 단가산정 조정 방식에 의한 대금결정 및 조정

협력회사
선정(등록)ㆍ운용 가이드라인

•협력회사 선정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
•협력회사 선정 및 취소기준, 절차, 결과 공개
•공평한 입찰 참가기회 부여

Q-파트너 제도 운영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LS엠트론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에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10억 원 이상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사전심의

기반을 두고, 협력회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협력회사를 발굴

•협력회사 선정, 등록, 최소기준 및 절차 적절성 심의

하여 전략적인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Q-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2010년 LS엠트론의 Q-파트너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32개사로 전년보다 14
개사가 확대되었습니다. Q-파트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간
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협력회사 평가주기와 합치시켰으며, Platinum
과 Gold로 인증등급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Q-파트너에게는 전액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기회를 우선부여하고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
완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동반성장의 문화를 정착해가고 있습니
다. 또한 LS엠트론의 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협력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Q-파트너 현판식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파트너 현판식

[ 상생협력 기본모델 ]

[ 협력회사 상생협력 추진방향 ]

“전략적 파트너 관계 강화 통해 동반성장 추구”

협력회사 역량 강화 지원
·인력, 교육훈련 지원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환경안전 교육 및 컨설팅
- 우수 협력회사 벤치마킹 등
·경영지원및 기타 지원
- 컨설팅 지원 확대
- 우수 협력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

Q-파트너

핵심 협력회사

기술 지원 및 품질개선 지원

전문/특성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우수 협력회사(유형/기능별)

협력회사 자금 안정성 확보
·하
 도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현금성 결제비율 유지및 현금 결제조건 유지
- 결제기일 단축 등
·금융(자금) 지원
- LS엠트론 직접 지원
- 금융기관 연계 지원
·보름합 제도 확대

의견 수렴 및 대화채널 운영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
·협력회사 협력회및 간담회
·LS엠트론 상생센터

•Q-파트너의 의미
	Quality: 기업 차원의 품질/파트너: LS엠트론의 동반자 관계

성과관리

•인증등급: Platinum Partner/Gold Partner

Q-파트너

신규

IN

상호신뢰 기반 성과공유

일반

경쟁력 강화 지원

OUT

퇴출

열린 네트워크 구축

제도

•선정기준 및 대상
연간 거래금액 3억 원, 거래횟수 10회 이상			
(2010년 총 거래금액의 73% 차지)/원자재, 외주가공, 상품, 설비업체
•평가기준
품질, 원가, 납기, 재무, 혁신과제, 사업관리, 2차 협력회사 지원,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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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LS엠트론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LS엠트론은 협력회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의 사업체질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역량 강화 지원

기술 및 품질개선 과제 추진실적

협력회사 컨설팅_ LS엠트론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고 있
는 생산성 경영인증(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OJT 컨설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사업을 도입하여 13개 협력회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할 테마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및 사

•과제당 최대 10억 원, 개발기간 3년
•LS엠트론 펀드자금 200억 원 조성
•정부 50%, LS엠트론 25%, 협력회사 25%
•수행실적

후관리를 지원하는데, 2010년 사전진단 시 2~3 PMS level인 협력회사를 4~5
PMS level로 상승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10년(3건, 총 개발비 20.6억 원, 개발 중)

		

: 2011년(13건, 총 개발비 80억 원, 과제 개발 중)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협력회사 임직원 역량 개발_ LS엠트론은 협력회사가 생산 및 품질 분야의
문제해결기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스스로 제조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
고,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과 함께 품질관리, 생산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협력회사 임직

•과제당 최대 5억 원 지원, 개발기간 2년
•정부 55%, LS엠트론 20%, 협력회사 25%
•사업 프로세스
		

: RFP작성 ▶ 과제 지원 ▶ 과제 수행 ▶ 성공(구매)

•수행실적

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과정에는 총 67개사 10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교육, 특허교육, 해외 연수, CEO 특강 등 협력회사 역량 강화
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협력

		

: 2008년(2건, 총 개발비 6억 원, 성공)

		

: 2009년(2건, 총 개발비 10억 원, 개발 중)

		

: 2010년(3건, 총 개발비 20.4억 원, 개발 중)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회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회사 역량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술 및 품질개선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_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할 때 중소기업청이 개발비(최대 5억 원)를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R&D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

지원하고,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해당 대기업이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적
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협력회사 생산 및 품질 교육 실적 ]

[ 2010년 기술 및 품질개선 과제 세부 추진실적 ]

인원(명)

구분

과제명

과정

교육기간(시간)

품질관리

8월18일~ 8월 20일(21)

23

생산 및 품질관리

9월 08일~ 9월11일(30)

25

·자
 동차용 유압식조향장치용 콤팩트 오일쿨러

생산관리

9월15일~ 9월17일(21)

24

·터
 보엔진용 CAC덕트 블로워몰딩기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일
 체형브레이크 호스 피팅개발

·다
 중모드/다중밴드 일체형칩안테나 개발

총 개발비(LS출연금)
10억원(2.5억원)
5억원(1.3억원)
5.6억원(1.4억원)
7억원(1.5억원)

품질관리

10월11일~10월13일(21)

19

생산관리

10월 20일~10월 22일(21)

14

·터
 보엔진용 레조네이터개발

8.9억원(2.9억원)

총계

총 5회(114)

105

·고
 효율 그린열교환기국산화

4.5억원(0.9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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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_ LS엠트론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
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하

협력회사 자금 안정성 확보

였습니다. LS엠트론, 삼성전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각 200억 원, 한국항

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자로 자금대출 혜택을 주기 위해 2010년에 LS상생펀드

공우주산업은 1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하기 어려

10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42.5억 원을 14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 기술을 개발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기술개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하도급 어음 지급 기일을 60일에서

발이 성공할 경우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45일로 단축하였고, 100% 현금성 결제로 지급하였습니다. Q-파트너 이외의

따라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인력・기술・장비를 지원받을 수

주요 협력회사 83개사에게도 월 2회 결제를 시행함으로써 현금흐름 개선에

있게 되고 LS엠트론은 우수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마

기여하였으며, 긴급 경영자금 대출(1건/2억 원), 설비투자 및 대여(3건/12억 원),

련되어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자재 구매대행(570억 원)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회사가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일기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색 사출기용 고속, 고정밀 인덱스 유닛 개발)
연구개발 성과
• 150톤, 250톤급 이색 사출기용 인덱스 유닛 개발
(납품 테스트 완료 → 2010년 현재 운용가동 중)
• 2010년 총 3대 LS엠트론 납품(150톤 1대, 250톤 2대)
• 공동특허 출원 2건
: 스토퍼가 구비된 인덱스 회전부를 가지는 사출성형기
: 비접촉 회전이 가능한 인덱스 회전부재를 가지는 사출성형기

어음 결제
450

•150톤, 250톤 인덱스 유닛의 국산화 개발기술 확보
• 450톤 이상의 독자모델 설계능력 및 시험평가기술 확보
•이색사출기 인덱스 유닛 제품 수입대체 효과

'10.01
'09.11

400
350
300

기대효과

(단위 : 건)

[ 협력회사 현금성 결제 변화 추이 ]

'10.07

'10.05

'10.03

'10.10

'10.04
'09.10

'09.12

'10.09

'10.06

현금성 결제

'10.11

'10.02

250

'10.08

200
150

50

'10.03

'10.08

'10.06

'10.04

100

'10.05

'10.07
'10.0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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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협력회사 생산 및 품질 관리 교육
2.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R&D 협력펀드 결성식
3. 협력회사 성과공유회(태일기계 발표)
4. 고속/고정밀 인덱스 유닛을 장착한 사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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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높이고자 사업장과 본사
로 나누어 협력회사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이러한 참여 및 대화 문화를 정착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
습니다.

협력회사의 참여 및 상호 대화

상생협력 온라인 게시판 구축 _ LS엠트론은 2010년 통합구매시스템 내에

LS엠트론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15회의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게시판(http://eproc.

협력회사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참여할

lsmtron.com)을 개설하였습니다. 게시판의 공통부문에는 변화된 정책과 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수급에 관한 현안뿐만 아

도 및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부문별로는 프

니라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

로세스 개선, 연구개발 등 제안사항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

2011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유익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및

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 _ LS엠트론은 전주사업장에서 ‘2010 협력
협력회사 품질목표 공유 _ 자동차부품사업부는 주요 자재를 납품하는 11개
협력회사 대표들과 함께 협력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2010년 자동차시장 전망과 품질목표, 생산계획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날
상생협력 방안 및 R&D 협력펀드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협력회사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회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회째를 맞는 협력회사 성과공유회는
협력회사의 혁신활동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Q-파트너 인증을 통해 협력회사
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
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LS엠트론과 협력회사 임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지속가능경영과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를 다지고, 한 해 동안 협력회사의
혁신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Q-파트너 인증
식에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32개사 대표에게 인증서 및 시상금을 수여

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 _ 트랙터사업부는 협력회사와 간담회를 갖

하였습니다.

고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협력회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자리로, 현재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역
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협력회사 혁신전문가과정 운영 등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4월의 생산실적을 리뷰하여 성과분석 및 보
완점을 논의하였고, 2~4분기 및 중장기 전망을 통해 사업방향을 수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협력회사 참여 채널 ]

협력회사의 의견 수렴(웹사이트)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간담회)
사업설명회(설명회)

사업부

전사

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설문조사)
Mtron6 Festival(공유회)
협력회사 성과공유회(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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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공통 설문조사 실시 _ LS엠트론은 2010년 하반기에 LS엠트론의

[ 지속가능경영 참여방식 선호도 조사 ]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LS엠트론에 대한 요구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

참여방식

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협력회사부문에서는 협력회사 간담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안활동

27

32

에 참석하는 주요 협력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거래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온라인 게시판 의견 제시(웹사이트)

25

30

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2010년 지속가능경영 관리이슈 선정에 반영하였
습니다. 또한,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에 협력회사가 선호하는 참여방식과
정보공개채널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협력회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득표(명)

비중(%)

설문조사 응대

19

22

경영진 및 협의회 참여

11

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참여 및 리뷰

2

2

e-mail 상시 활용

1

1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참여방식 및 정보공
개채널의 확대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조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
시하여 향후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회사와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 정보습득 채널 선호도 조사 ]
득표(명)

비중(%)

직접 대화(간담회 주최 등)

정보습득 채널

24

32

미디어 홍보 및 광고 활동

16

22

웹사이트(www.lsmtron.com)

14

19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책자)

11

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e-book)

5

7

기타

4

5

1

2

3

4

1. 자동차부품사업부 협력회사 간담회
2. 트랙터사업부 협력회사 간담회
3. 2010년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4. Q-파트너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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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02-3

CS

Customer Satisfaction and Quality Management Activity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고객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을 전개
함으로써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EO – 담당부서: 품질경영팀

중기 관리방향
•고객지향 경영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경쟁력 확보
•고객과의 접점 확대 및 서비스 강화

2010 achievement
Cs

고객 및 품질 경영 소위원회
•목적: 고객만족 활동 및 품질경영에 대한 전사 추진방향 제시 및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전략 수립 및 관련정보 공유 등을 위해 개최
•주관부서(유관부서): 품질경영팀(품질보증팀)
•2010년 실적: 지속가능경영 활동 소개 및 각 사업별 고객만족 및 품질경영 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도출, 검토, 보완 방향을 수립/‘2010년 품질혁신 한마당’ 실시
계획 공유(일정, 실패사례 도출, 성과포상 등)

주요 활동

2009

2010

: 완료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품질향상 추진체계 운영

·품
 질방침 선포

·
 품질경영시스템(QMS1) 평가체계 구축

·평가 대상 프로세스 선정 완료

·ISO 9001, ISO/TS 16949 시스템 운영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평가 체계 구축 중(2011년 8월 완료 예정)
·해외법인 품질 인증

·LSAE(중국법인, 트랙터) ISO 9001 인증

·품질인재 육성

·품질인재 육성체계 구축(2011년 9월 완료 예정)
·품질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4개 과정)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실
 패비용 목표수립 및 모니터링

·협력회사 품질 향상

·협력회사 품질협력 체계 진단(KSA) 완료(17개사)

·실패비용 목표수립 및 모니터링

·품질 실패비용 목표 수립 완료(1월)
·실적 모니터링(매월)

·품
 질혁신 한마당 개최
·협
 력회사 품질관리 간담회/개선실적 평가

·글로벌 품질경영체계 구축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운영(1회) ·품질 관련 대외 세미나 참가(4건)
·제품 품질개선 활동(14건) ·품질관리 체계진단(22건)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지도(32개사/49회)
·해외법인/사내 QMS 정비(3건/1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C
 RM 시스템 및 VOC 관리

·사업별 맞춤형 고객만족활동 전개

·O
 n-Line 고객대응 교육

·사업별 CS 활동/관련 교육(13건)
·제품 전시회/세미나 참석/주관(16회)

·제
 품 관련 행사(13회)
·사업별 VOC 수집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1. Quality Management System

2011 plan
Cs

주요 계획

2011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품질성과 개선체계 운영

·품질비용 절감

·각 사업부 및 출자사 품질 실패비용 목표수립

1월

·실적 모니터링

매월

·각 사업별 중요/취약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10건)

연중

·지속적 품질개선

기한

·제품 품질 개선활동
·품질관리 체계 진단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 지도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운영
품질경영 역량 강화

·품질혁신 체계 강화

·품질인재 육성

고객 참여 및 대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각 사업별 VOC 접수

·품질경영시스템(QMS) 평가체계 구축

8월

·품질인재육성 체계 구축

9월

·품질 혁신리더 양성(15명)

6월

·품질교육(9과정)

연중

·각 사업별 고객과의 정기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10월

·각 사업별 고객 만족 활동 지속 전개

상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11월

* 추진체계는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함.
* 2011년 관리이슈 변경 : 품질경영 역량 강화(품질향상의 전반적 역량강화 체계 강화)/고객 참여 및 대화(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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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향상				
추진체계 운영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LS엠트론은 품질향상 성과창출을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시로 개선, 최적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
적인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전 임직원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체계 구축

협력회사 품질역량 강화 지원

LS엠트론은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군별

공급망 품질협력체계(SCQM) 진단 _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 공조사업부,

특성에 맞는 평가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여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

사출시스템사업부, 전자부품사업부는 17개 협력회사에 대해 KSA(한국표준

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기준인 ISO 9001, ISO/TS 16949 품질

협회)와 함께 공급망 품질 협력체계(SCQM)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SCQM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평가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수립하고 있

은 모기업과 협력회사의 품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으며,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각 사업별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수준을 측정하

서, 품질경영 혁신모델인 ‘말콤 볼드리지(리더십, 전략기획, 인적자원 중시,

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평

고객과 시장 중시, 프로세스 관리, 정보와 분석, 경영성과)’의 7개 분야를 진

가결과를 활용하여 각 사업별 품질경영시스템 운영방식 간에 상호 벤치마킹

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진단을 계기로 LS엠트론과 협력회사는 더

의 기회를 제공, 제품품질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욱 탄탄한 품질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협력회사 품질개선반 운영 _ LS엠트론 공조사업부는 주요 3개 협력회사와
LSAE,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_ 2010년 10월 트랙터사업부 중국

함께 품질개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개선반의 목표는 고객불만 방

법인인 LSAE(LS Agriculture Equipment Co., Ltd.)는 ISO 9001:2008 품질

지, 협력회사의 품질 확보(안정화), 공정개선활동 및 지도, 전진검사, 부품품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LS엠트론은 해외사업장을 포함

질 검사체계 재수립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제조품질 안정화, 무결품 입고를

한 전 사업장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공조사업부와 3개 협력회사는 발대식을 통해 품질개선반
활동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를 거쳐 품질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각 협력회사별로 구체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현장투어와 현장상황에 알

품질인재 육성

맞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LS엠트론은 지속적인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사업별 개발/생산/품질보증
분야의 임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2개, 전문과정 2개의 정기 품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외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200여 명의 임직
원을 대상으로 ‘품질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의 품질혁신 방향’이란 주제의
교육을 전주사업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원 자격을 갖춘 품질혁신 리더 인원 3명을 추가로 육성하였습니다.

2

1

3

1. ‘품질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의 품질혁신 방향 ’ 초청 강의
2. 사출시스템사업부 C/S팀, 해외 에이전트 교육
3. LSAE ISO 9001:2008 인증서
4. 트랙터사업부, 상반기 영업 및 서비스 사원교육
5. 전주사업장, 공급망 품질경영(SCQM)
진단결과 발표회
6. 협력회사 품질개선반 발대식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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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

LS엠트론은 품질경쟁력 확보야말로 고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토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품질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보다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품질실패비용 개선

제품 안전성 향상

LS엠트론은 매년 초 품질실패비용 절감목표를 수립하고 각 사업별 실적을

LS엠트론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 판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트랙터사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

부가 전년 대비하여 고객불만손실률 31%, 내부실패비용률 97%를 개선하였

기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 또는 재산

고, 자동차부품사업부는 고객불만손실률 65%, 내부실패비용률 87%를 개선

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및 해외의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객의 사용특성과 사용조건을 고
려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평가 및 제거하는 활동을 지

품질경쟁력 지속 확보

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법규 및 사내

LS엠트론은 지속적인 제품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품질 불량 개선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불건 건 수는 없습니다.

동, 품질경영체계 진단 및 개선활동, 품질경영시스템 정비활동, 협력회사 품
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

2010년 품질혁신 한마당 개최

니다 .

LS엠트론은 전주사업장에서 ‘2010년 품질혁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
다. 이 행사는 품질관리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불량제품 전시, 고
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

[ 2010년 주요 품질경영횔동 실적 ]

(단위: 건)

써 한 해 동안의 품질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LS엠트론만의
고유한 품질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트랙터사업부가 한 해 동안 최고의 품질개선 성과를 달성한 사업부에게 주
어지는 품질경영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품질혁신활동 우수자 및

14(15.7%)
4(4.5%)
22(24.7%)

우수팀이 품질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이 행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가 품질경영의 핵심요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2011년에도 품
질혁신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49(55.1%)

제품 품질불량 개선
품질경영시스템 정비활동
품질경영 체계 진단 및 개선활동
협력회사 품질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지도(32개사)

사업부(팀)

개선활동

전자부품

커넥터 사출 반제품 충진 부족 개선

자동차부품

TCI 호스 절단 Loss 절감 및 불량률 개선

UC

공정감사 및 제안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회로소재

일반박 수율 향상 및 친환경 액계 전환

트랙터

공정 개선활동을 통한 조립품질 향상
LSAE 기술지도를 통한 부품품질 향상

공조

협력회사 품질개선을 통한 Hidden Cost 감축

2010년 품질혁신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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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LS엠트론은 고객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고객만족
및 고객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품 및 서비스 향상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특히, 고객 관련 정보는 보안성이 뛰어난 전산시스템(IN4CRM)에 축적하여

LS엠트론은 고객이 LS엠트론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부족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열람할 때는 보안 관련 사내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부분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전자부품사업부, 트랙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

하여 고객정보의 도용, 침해, 유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부, FCCL사업팀의 사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품질, 납기, 마케팅, 서비스 항목

2010년에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과 관련된 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전
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1년에는 전

영업 및 서비스 사원교육

사업부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에 최

LS엠트론은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 우선

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영업 및 서비스 사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2010년에는 총 10회에 걸쳐 고객만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고객불만 관리

를 통해 전문 CS담당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사

LS엠트론은 제품에 관한 고객의 모든 불만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신속

출시스템사업부 등은 LS엠트론 임직원뿐만 아니라 해외 에이전트와 고객사

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화, 팩스,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직원들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신제품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클레임

고객의 문의, 상담, 불편사항 등을 관련 사업부 및 해당 부서에서 전산시스템

처리와 고객서비스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RP)에 등록하거나 오프라인 관리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내부로 전파할 수 있는 채널

제품정보 제공 및 마케팅

을 구축하여 개선사항을 고객만족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불

LS엠트론은 제품 판매 시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량으로 인해 대형 고객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품에 대한 설명서

즉각 보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및 사용 매뉴얼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제품 관련 최신 정보를 웹사이

있습니다.

트에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정기적으로 고객을 초청하여

고객정보 보호

신제품 설명회/전시회 및 시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

LS엠트론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고객의 신뢰

게 제품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및 광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

에서 표시광고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2010년 한 해 동안 경쟁사

니다.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비방광고, 허위 및 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대형 수열원 히트펌프 시연회 개최 _ 공조사업부는 3000RT급 대형 수열원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림산업 등 관련업계 관계자 70명

[ 고객불만 대응 프로세스 ]

고객불만
접수

[ 2010년 주요 제품 정보제공 활동 ]

정보 분석/
대응 정책
결정 및 실행

고객 만족
확인

사업부

활동명

트랙터

T-7000 신제품 설명회

공조

터보 2000RT급 시연회

AMT* 트랙터 신제품 설명회

수열원 3000RT급 히트펌프 시연회
*AMT : Automatic Manual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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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_ 3.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사업장에서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품개발

VIP 우수고객 사은회 개최 _ 사출시스템사업부에서는 고객만족도를 더욱

로 요크나 캐리어 등 해외의 일부 기업만이 진출해 있던 국내 대용량 히트펌

높이고 고객과의 동반자관계를 유지・발전시켜가기 위해 사출분야의 회사

프시장에 진출하여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재생 에너

대표 및 VIP 고객을 초청하여 사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고객초청 사

지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은행사는 고객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 직접 고객의 소리를 듣고 유대를 강
화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과의 동반자관계를 향상・발전시켜가
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사은행사는 부산영업소를 시작으로 서울・경인영

고객참여 활동
LS엠트론은 고객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고객특성에 따른 대응채널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사업별 제품 및 기술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해 고객과의 의견 교류를 활성
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을 초청하여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
해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사출시스템사업부, VIP 우수고객 사은회
4. 트랙터사업부,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박람회 참가
5. 트랙터사업부, 2010 대한민국 골프대전 참가
6. 회로소재사업부, 넵콘 재팬 2010 전시회 참가
7. 회로소재사업부, 국제 전자회로 전시회 참가
8. 공조사업부, 대형 수열원 히트펌프 시연회 개최
9. 자동차부품사업부, 상하이 GM한국자동차 부품 구매 상담회 참가

업소, 중부 영업소, 광주영업소, 대구영업소 등 지역별로 5회에 걸쳐 총 280
명의 고객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는데, 향후에도 LS엠트론에 대한 고객의 관
심과 우호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고객만족 활동의 하나로 적극 활
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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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마음,
구석진 곳도 넓게 볼 줄 아는 자세.
LS엠트론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항상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웃과, 사회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정성 들여 나눔의 경영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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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공헌활동

03

SC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부문 – 관리책임자: 지원부문장(CHO), 담당부서: 업무지원팀

•목적: 사회공헌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장으로서,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주도하고 본사 및 사업장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촉진하며
세부 진행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
•주관부서(유관부서): 업무지원팀(각 사업장 업무지원 관련 부서)
•2010년 실적: 2010년 사회공헌활동 및 2011년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계획 공유/본사 및 사업장 사회봉사단 구성 및 조직활성화 의견수렴/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채널 구축방안 협의/사회봉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제언 및 건의사항 수렴

중기 관리방향
• 대표 사회공헌활동 브랜드화로 기업 명성 제고
• 지역사회 유대관계 유지 및 신뢰 강화
• 임직원 CSR 마인드 고취 및 봉사활동 확대

2010 achievement
SC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주요 활동

2009

2010

: 완료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사회공헌활동 전략 수립

·사회공헌활동 운영체계 구축

·사업장별 사회공헌활동 추진 조직 구축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전략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지역사회 대화 채널 기획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사업장별 사회봉사단 코디네이터 지정
·성과관리 및 내·외부 공개 활성화

·전사 성과관리체계 구축
·각종 성과공개 채널 구축 및 홍보

·지역사회 현안 공유, 사회공헌활동 리뷰 진행

·사업장별 이해관계자 상시 대화

·국내 사회공헌활동 지속

·직접 프로그램 운영 및 후원 활동(23개) 			

·해외 신규 사회공헌활동 추진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시작(베트남)

- 전주사업장 중심(그 외 사업장 대화채널 확보 계획)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국내 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 복지 증진
- 문화/예술/체육 발전

(약 2억 9,700만 원)

- 임직원 자원봉사
- 미래인재 육성 등

2011 plan
SC
관리이슈

주요 계획

2011
2011년 계획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운영 ·해외·국내 대표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계획
·해외: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진행(베트남 초등학교 건축 완료, 임직원 봉사단 베트남 파견)
·국내: 대표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지속적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속 지원 및 확대

지원

임직원 봉사단 체계화

기한
6월
12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지원

매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대한사이클연맹 후원

10월

·1사 1촌(추동마을), 1사 1교(봉동초등학교) 등 지속 진행

상시

·지역사회 복지단체 연계 봉사활동 진행

상시

·사업장별 봉사단 구성

·전사 봉사단 운영체계 구축 및 사업장별 봉사단 구성

4월

·임직원 봉사활동 실천

·사업장별 봉사단 정기활동 진행

12월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운영

12월

* 전략 수립의 결과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대표 프로그램 선정하여 운영함.
* 2011년 관리이슈 변경: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대표 프로그램, 지속적 참여 및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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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헌활동 			
전략 수립

LS엠트론의 사회공헌활동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명확한 목표
와 인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사 및 국내·외 사업장 주변의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임직원 봉사단 체계화 _ LS엠트론은 현재 각 사업장 단위로 자발적인 지역

LS엠트론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방향은 크게 대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사회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사 차원에서 봉사단을

지속적 참여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사회공헌활동 대표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직원 봉사단 체계화’를 관리이슈의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LS엠트론

로 선정하였습니다. 봉사단은 국내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운영의 효율화

만의 고유브랜드로 정착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회 지속적 참여 및

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은 본사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

조직될 예정입니다.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참여활동
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지역주민의 니즈에 기반을 둔 사회공헌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대화

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들과 윤리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공유하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본사 및 사업장에서는 약 10개의 협의기관과 대화채널을 확보하였으며, 향
후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체계도 ]

지역사회 지속적

대표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목적 : 지역사회 유대관계 강화

목적: 사회공헌활동 브랜드화

프로그램: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L
 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지원,

캠페인(해외)

미래 인재 양성 지원 등

자발적 참여 및 프로그램 지원

임직원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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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공헌활동

2.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LS엠트론은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사회공헌활동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대표 프로그램

미래인재 육성 지원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_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

LS그룹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_ 2010년에 6회째를 맞는 ‘LS그룹 대학생

인은 LS엠트론 사회공헌활동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글로벌 사회공헌활

해외봉사단’은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대학생들에게

동입니다. 해외시장에서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추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체험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

역할을 다하고자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의 낙후지역인 뛰엔꽝성 반

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에도 LS엠트론은 LS그룹 주요 계열사

푸초등학교에 8개의 교실을 갖춘 2층 교사를 건축하고 최신 교육기자재를 공

및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1년에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베트남 봉사단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7월 27일부

을 파견해 학교 건축 현장에 일손을 보태고 학생들과 함께 체육대회, 음악교실,

터 8월 6일까지 11일간 아동교육, 학교와 마을 시설 보수, 태권도 시범, 사물놀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LS엠트론은 이번 프로그

이 공연 등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LS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2회

램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무대에

씩 방학을 이용해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계획

서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입니다.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

문화/예술/체육 진흥 지원

보성지역 이장단협의회 전주사업장 견학 _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는 8월 보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행사 후원 _ LS엠트론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성 전 지역의 이장단을 대상으로 전주사업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14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을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

전주사업장이 위치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와 전

고 트랙터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트랙터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는 기

주세계소리축제는 LS엠트론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LS엠트론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입니다. LS엠트론은 이러한 지역사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브랜드 이

이장단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존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신 농기계 정보를 공유하고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사업장 고구마 캐기 행사 _ 전주사업장 임직원 20여 명과 가족들은 1사
1촌 결연마을인 추동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고구마 캐기 농촌 체험행사를 가졌

[ LS엠트론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

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지역으로 이전한 임직원의 가족들이 1사 1촌 활동을
통해 농촌을 체험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임직원 가족
들이 지역주민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도록 돕고 임직원 가족
간의 화합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사업장은 앞으로도
임직원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농촌 체험행사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정착시켜나갈 방침입니다.

임직원 봉사단 활동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사회공헌활동
문화/예술/체육
진흥 지원

프로그램

미래인재 육성 지원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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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봉사단 활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_ LS엠트론은 2008년 연탄나누기 행사와 2009

사랑나눔회, 양지의 집과 나들이 _ LS엠트론 전주사업장의 봉사모임인 사랑

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이어 2010년에도 직원들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회 회원 22명과 직원 가족, 여성봉사자 등은 군포시에 위치한 뇌성마비 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주사업장 생활관에서 공장장과 노조위원장을

애인 재활시설인 양지의 집 어린이들과 함께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관람

비롯한 50여 명의 임직원이 손수 김치를 담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전

하였습니다. 현재 사랑나눔회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다애공동체와

달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따뜻하고 정겨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번 나들이는 LS엠트론이 전주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운 연말연시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전 6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던 양지의 집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오랜만에 함
께 한 행사였습니다. LS엠트론은 앞으로 사랑나눔회 외에도 각 사업장의 임직
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수생산팀 상록수분임조 봉사활동 _ LS엠트론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생산팀 상록수분임조 6명은 전주 해바라기봉
사단과 함께 삼천2동 공원 및 주변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
다. 이번 봉사활동은 분임조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삼천2동
해바라기봉사단에 제안하여 이뤄졌습니다. 향후에도 상록수분임조는 해바라
기봉사단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 ]

[ 미래인재 육성 지원 ]

지역

월

주요활동

지역

월

주요활동

본사

1월

사랑의열매후원

본사

7월

LS그룹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

전주

4월

장애인연합회(삼례)행사지원

10월

글로벌인재포럼후원

4월

자매결연우수마을견학지원

10월

세계지식포럼후원

8월

보성지역이장단사업장견학

5월

전북대학교장학금지원

지속

1사1촌농산물구매및주말농장운영

5,9,10월

1사1교봉동초등학교지원

지속

저소득층지원(봉동초등학교학생및추동마을독거노인)

11월

청도이공대학장학금지원

[ 문화/예술/체육 진흥 지원 ]

전주

중국

[ 임직원 봉사단 활동 ]

지역

월

주요활동

지역

월

프로그램명

주요활동

본사

3월

대한사이클연맹후원

전주

4월

상록수분임조봉사활동

전주삼천2동주변청소및독거노인식사대접

5월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후원

6월

양지의집나들이

양지의집어린이와함께서울나들이동행

4월

전주국제영화제후원

6월

상록수분임조봉사활동

다애공동체방문및봉사

8월

대한노인회수영강습지원

12월

사랑의김장김치나누기

김장김치지역사회전달

10월

전주세계소리축제후원

3월

양지의집봉사

양지의집자원봉사활동

전주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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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공헌활동

1
4

5

2

3

6

7

8

9

1. 임직원 우수리 기금 활용
2, 3.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4, 5. 하이 서울 자전거대행진 후원
6, 7. 봉동초등학교 자매결연(1사 1교)
8. 사랑나눔회 봉사 활동
9. 보성지역 이장단 사업장 견학

10
13

11
14
17

10. 상록수분임조 봉사활동

12
15

16

11, 12. 추동마을 자매결연(1사 1촌)
13, 14. LS그룹 대학생 해외봉사단
15, 16. 전주사업장 사랑나눔회와 양지의 집 어린이들의 나들이
17. 전주세계소리축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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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녹색경영
Green Management

숲이 아름답고 편안한 것은 그 곳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LS엠트론은 친환경제품과 선진 ESH 경영을
통해 생명의 숲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아름답고
편안한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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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녹색경영

04

GM
Green Management

선언

녹색경영 소위원회

LS엠트론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과 그린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하여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분야의 글로벌 리딩 녹색기업으로 더욱 성장
하겠습니다.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사업장 실현을 위한 전사적 방향을 제시, 		
세부 전략수립 및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해 개최
•주관부서(유관부서): 녹색경영팀 (상생협력팀, 설비관리팀, 기술경영팀 외)
•2010년 실적: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간 보고/전사 공통 환경지표 논의 및 방향
수립 /친환경 전략 구매 구축 논의 등

중기 관리방향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제품 및 그린비즈니스 영역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관리체계
•지원부문 – 관리책임자: 지원부문장(CHO), 				
담당부서: 녹색경영팀(기후변화 대응, 선진 ESH 사업장 운영)
•기술개발부문 - 관리책임자: 기술개발부문장(CTO), 			
담당부서: 기술경영팀(친환경제품 개발)

2010 achievement
GM

•목적: 전사 차원에서 친환경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 관리를 위해 개최
•주관부서(유관부서): 기술경영팀(사업부 연구소, 중앙연구소, 녹색경영팀 외)
•2
 010년 실적: 지속가능경영 전사 추진현황 공유/친환경제품 개발 관련 과제
제안 및 Gate Review 시 친환경 설계인자 반영 실시/친환경제품 분류기준 설정 및
개발목표 수립

주요 활동

2009

2010

: 완료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현황 파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목표 설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에너지 진단을 통한 감축잠재량 파악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친환경제품 개발

·친환경제품 설계기준 수립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

·사업부별 대상제품 선정 검토

·친환경설계 프로세스 도입

·친환경제품 범주 정의 및 설계인자 선정(23개)

·친환경제품 출시 확대 기반 마련

·제품개발 시, 친환경 설계인자 반영여부 검증
·사업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반영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2010년 친환경제품 매출 2,211억 원 달성

선진 ESH 사업장 운영

·전사통합 ESH 경영체계 인증

·해외법인 ESH 경영체계 구축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및 진단실시

·녹색기업 지정(전주사업장)

·환경 원단위 개선활동 강화

·녹색경영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전사 공통 목표 관리지표 설정

·환경 원단위 개선 및 지역환경 보존활동

2011 plan
GM

·설비투자 환경안정성 평가체계 구축

주요 계획

2011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기후변화 대응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및 운영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3자 검증 실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기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사업장/사업부별 중장기 감축목표 및 저감계획 수립

연중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제품 확대

·친환경제품 확대

·R&D Project Gate Review1 시 점검활동 강화

·사업부 중장기 친환경 기술개발 로드맵 진척도 점검

·주요 친환경제품 및 기술 발굴, 외부 인증 및 수상 신청

·친환경제품 매출목표 대비 실적 평가

연중

·친환경제품 R&D투자(141억 원, 48%) 및 매출(3,825억 원, 41%)계획 수립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운영
선진 ESH 사업장 운영

·전사공통 환경지표 원단위 개선 활동 강화

·환경지표에 대한 총량 및 원단위 절감/저감 방안 수립

·해외법인 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및 진단 실시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운영 지원

·해외법인 2010년 진단 결과 후속조치 실시

·녹색경영 소위원회 운영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개선활동 수립 및 모니터링 전개
1.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각 단계의 마지막에 실시하는 활동으로,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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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LS엠트론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의 실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LS엠트론은 2010년 본사 및 국내사업장(전주, 정읍, 안양, 인동), 중앙연구소,

[ 2009년~2010년 전사 배출량/원단위 ]

영업소 등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2009년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인벤토

원단위(CO2톤/백만원)

(단위: CO2톤)
0.167

2010년

0.139

98,875

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향후 지속
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출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LS엠트론 온실가스 가이드라

89,250

인 및 QA/QC 규정 등 관련기준을 정립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3자

73,405

검증 성명서를 취득하였습니다.

67,319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0년 LS엠트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성장에 따른 설비증설 및 제품생

14,845

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10.8%(9,625CO2톤) 증가하였으나, 노

12,487

후 스팀 트랩 개선, 부하에 따른 냉동기・공조기 가동 조정 관리, 사택 노후 보

10,625
9,444

일러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냉매 자동회수장치 투자 확대를 통한 냉매 사

정읍

전주

안양/인동/기타

계(전사)

용량 및 누출량 저감,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양한 온실가
스 저감활동을 실시하여 매출액 기준 배출량의 원단위는 20% 개선되었습니다.
배출원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전력구매 등에 따른 간접배출원(Scope2)이

[ 2010년 배출원별 구성 ]
Scope1

92.6%(91,552CO2톤)로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연소
(보일러, 가스히터의 연료원인 LNG 등), 이동연소 등 직접배출원(Scope1)이

(단위: CO2톤)

6,043(6.1%)

고정연소

1,280(1.3%)

이동연소

Scope2

간접배출

7.4%(7,323CO2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LS엠트론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해외법인의 인

총 배출량
98,875(100%)

벤토리 구축을 위해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91,552(92.6%)

녹색경영소위원회운영

온실가스인벤토리제3자검증

온실가스인벤토리제3자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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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조직 체계도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LS엠트론은 전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년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TFT’를 운영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

•의사결정
이사회

목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크게 생산부문과
제품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생산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 최소화, 공급효율 극

CEO

대화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2020년 배출예상량(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이를 위해 2009년 정읍사업장, 2010년 전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1차 도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LS엠트론 전체

•계획수립
지원부문장(CHO)

•성과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75%(67,319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73%(1,402TJ)를 차

녹색경영 소위원회

지하는 정읍사업장의 경우 2011년 온실가스 감축 실행 TFT를 운영하여 생산

녹색경영팀(본사)

공정 개선을 포함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하여 실행하고, 2011년 신축 예정인 안양사업장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실행

건축물로 설계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제품부
문에서는 제품 에너지효율 3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설계인자에 온실가스

설비관리팀

녹색경영팀(사업장)

기술경영팀

생산/개발 외

저감을 포함하였으며, 에너지 사용 제품군별로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에너지
향상목표를 반영하여 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이슈의사결정:지속가능경영위원회(임원회의)

또한 기후변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방안으로, 지속가능경영 위원

•기후변화업무확대강화						
-녹색경영팀(본사):전사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및성과보고			

회(임원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이슈를 보고 받아 필요한 의사결정

-녹색경영팀(사업장):사업장온실가스인벤토리관리및보고			

을 내리고 녹색경영팀, 설비관리팀, 기술경영팀 등 관리부서의 기후변화 대응

-설비관리팀:에너지감축계획수립및성과보고(계측기관리포함)			

업무를 확대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온

-기술경영팀:친환경제품(에너지효율향상등)개발총괄관리

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통합 IT 기반의 온실가스 관리시
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실행목표 ]

달성목표:

달성목표:

온실가스 30% 감축
에너지 소비 최소화
에너지 공급 효율 극대화
신재생 에너지 도입

생산부문

202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0% 감축

제품 에너지 효율 30% 향상
제품부문

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시장 대응
기후변화 시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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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제품 확대

LS엠트론은 친환경제품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의 범주를 정의하고 설계
인자를 선정하였으며 친환경설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LS엠트론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설계인자를 점검하고 이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에 반영하여
친환경제품 개발 및 매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친환경제품 정의

친환경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

LS엠트론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친환경설계 기본인자에 따라 친환경제품의 범

LS엠트론은 매년 각 사업별 중기 기술개발전략(친환경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

주를 자원절약(천연자원 사용 저감, 재활용 향상), 유해성 감소(유해 화학물질

립하여 실행 중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친환경시장 확보 및 배기가스 규제 대응

비사용,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에너지효율성 및 냉매환경성 증

을 위한 전기구동기술과 Tier4 엔진 개발, 초내열/저중량/저소음을 위한 고내

대), 기타 환경성 증대(포장재 및 생산 공정 유해성 감소)로 규정하고, 세부적

열 CAC(Charged Air Cooler) 호스와 저중량 Plastic Duct 개발, 자원절약형 공

으로 총 23개의 설계 기본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 호스 절단 Loss 절감형 무절단 공법 개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절전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물질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할로겐(Hal-

친환경제품의 정의 _ LS엠트론은 친환경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기

ogen), 무 베릴륨동(Be-Cu Free)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 연

준을 적용하여 핵심적인 설계 기본인자가 개선되었거나 친환경사업에 해당하

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친환경기술 개발 로드맵의 진척도를 점검함으로써 친

는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제품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단, 주요 설계인자 중 악화 항목이 1개라도 있으면 제외
* 제품군이 친환경사업이면 전체를 친환경제품으로 분류

친환경제품 개발 성과

* 외부기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제품으로 분류

친환경제품 개발 투자/매출 확대 _ LS엠트론의 친환경제품은 2010년 전체
매출액 중 24%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41%까지 확대할 예정입니
다. 2011년 전체 R&D투자금액 중 48%를 친환경 설계인자가 포함된 제품 개발

친환경제품 개발 프로세스

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친환경제품의 매출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

GR¹(Gate Review) 시 친환경 설계인자 반영 검증 _LS엠트론은 제품개발

될 전망입니다. 특히 Tier3가 적용된 친환경 트랙터의 해외(북미/유럽) 수출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설계인자를 도출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친환경설계

42% 가량 증가하고 도금공정에서 비소를 제거한 친환경 동박은 177%의 매출

목표를 설정 및 점검하여 개발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모든 단계의 마지막 과정(Activity)으로,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

친환경제품 개발 관련 사외수상
LS엠트론은 2010년 친환경제품 개발로 IR52 장영실상과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연구소 정진희 전무 외 3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2번째
[ 친환경제품 범주 ]

로 미활용 에너지(하수, 해수, 폐열 등)를 활용하여 대단위지역의 지역 냉방/난
방용 열원을 공급하는 터보 히트펌프를 개발함으로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
였으며, 신현철 이사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배기가스 규제(Tier4) 대응용 친
환경엔진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원절약
천연자원 사용 절감
재활용 향상

[ 친환경설계 프로세스 ]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성 증대
냉매환경성 증대

Eco-Product

기타
포장재 환경성 증대
생산공정 유해성 감소

유해성 감소
유해화학물질 비사용
오염물질 배출 저감

제안단계
친환경제품 여부 구분

GR1
친환경설계 핵심인자 선정

GR3/4
목표달성 점검 및 잔존 이슈 대응

GR2
친환경설계 목표 수립

57

04. 녹색경영

[ 2010년 주요 친환경제품 ]
구분

적용모델

·유
 해성 감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엔
 진 효율성 증대

·히
 트펌프

·자
 원절약

·폐
 수/해수 등 미활용 에너지 활용
·효
 율증가에 따른 CO₂ 배출 저감

·D
 E/ME/SE-모델

·온
 실가스 저감

·기
 존 모델 대비 에너지 절감(25/45/25%)

·궤
 도

·자
 원절약

·기
 존 모델 대비 제품사용수명 증가

커넥터 5

·전
 제품

·유
 해성 감소

·R
 oHS 대응
·H
 alogen(F/Cl/Br/I/At), Be-Cu Free

안테나 6

·전
 제품

·유
 해성 감소

·R
 oHS 대응

·2
 010년 9월 이후 판매제품

·유
 해성 감소

·도금공정의 비소 제거

공조 2
사출시스템 3
4

전자
부품

회로소재

7

자동차부품
UC

주요 특징

·T
 ier3 적용 제품(북미/유럽 向)

트랙터 1

특수

친환경제품 범주

8

9

·C
 AC(Charged Air Cooler) 호스

·유
 해성 감소

·E
 UROⅤ 기준 만족

·전
 제품

·친환경사업

·친환경사업

1

2

5

3

6

7

[ 2011년 친환경제품 R&D 투자 비중(2010년 투자계획 기준) ]

전체

자원절약

친환경

유해성감소

4

8

9

[ 친환경제품 매출액 비중 ]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41.4%

온실가스저감

296

16%

10건

14%

4건

23.9%

3,825

2,221

141(48%)

투자비중

과제 건수

70%

2011년(계획)

25건

2010년(실적)

2011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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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 ESH 사업장 운영

LS엠트론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전 사업장의 ESH 경영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법인들도 환경경영체제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공정관리 및 투자 환경안전성 검토제도 도입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SH 경영체계 운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 녹색경영팀은 사업장 녹색경영팀을 대상으 로

LS엠트론의 국내사업장은 1997년 안양사업장의 ISO 14001 인증 취득을 시작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모든부

으로 전 사업장이 ISO 14001과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09년

서의 환경안전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시상 및 포상제도를 통

부터는 전 사업장의 ESH 경영체계를 통합하였으며, 매년 인증심사를 통해 환

해 환경안전에 관한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안전 영향요인을 점검하고 보완점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법
인의 경우는 LSEQ(중국법인, 전자부품), LSMW(중국법인, 사출시스템)가 ISO

친환경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 관리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ESH 경

LS엠트론은 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 원자재 변경 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발생을

영체계에 대한 정기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법인인 LSAE(중

최소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국법인, 트랙터)를 포함한 모든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ESH 시스템을 구축할 예

우선 폐수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폐수 재활용률을 지속적으

정입니다.

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폐수 재활용률은 전년 대비 10% 이
상 향상되었으며, 원수 사용량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정개선을 통해 폐

ESH 투자 및 관리 _ LS엠트론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안전영향을 최소화

기물의 발생을 원천 저감하고, 폐스크랩 재이용 및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서

하고 환경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

천연자원을 보전하는 노력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3R(Reduce, Reuse,

경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 환경안전성 검토’ 제도를 도

Recycle)활동을 통해 폐기물의 감축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폐기물 적

입하여 물질 및 시설투자를 할 때 투자심의 단계에서 오염 및 위험요인을 사전

치장 시설을 개선하고 분리수거문화를 정착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였

검토하여 환경안전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그 결과 2010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전년 대비 향상된 83% 이상에 달
합니다. LS엠트론은 공정개선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의 대상 및 규모를 더욱 확

환경안전 사전심사제도 _ LS엠트론은 설비의 신설, 이설 및 원료 변경 시 환경

대하여 향후 85% 이상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안전 사전심사를 통해 환경안전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

[ ESH 투자 및 운영 프로세스 ]

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의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사고 및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

내부 감사시스템 _ LS엠트론은 환경안전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객

투자집행

•투자 환경 안전성 검토

•환경안전 사전심사 제도

위험성평가 제・개정
•환경안전 평가 제도

습니다. 각 사업장의 녹색경영팀은 현장라인부서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부

(단위:백만원)

•환경영향평가/

•환경안전 작업허가 제도

관적인 평가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개선해가고 있

[ 환경안전보건 투자 내역 ]

운영관리

•내부감사

[ 용수 사용량, 폐기물/폐수 배출량 ]

(단위 : CO2톤)
(원단위: 사용(배출)량/매출액1)

환경
0.98

기후변화

2009년

0.84

2010년

안전보건

598,772
453

77

525,073
239
0.40 0.46

126

330,925
2009년

2010년

656

765

215,594
163

0.007 0.006

363

3,498 4,559
용수사용량
1. 매출액: 자작생산기준

폐기물 배출량

폐수 배출량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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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녹색경영

LS엠트론은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법적 규제치 대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

녹색성장위원회 정읍사업장 방문

으며, 2010년 전 사업장이 기본배출 부과금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내 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현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구성한 녹색성

리기준을 준수하고 각 사업장의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2009년에

장위원회가 2010년 10월 25일 정읍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어 2010년에도 환경법규 위반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의 건의사항이 녹색기업특별분과에 안건으로

제품생산량의 증가와 사업장의 설비 증가에 따라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

상정되는 등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량은 전년 대비 늘어났지만, 지속적인 배출원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단위 발생
량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냉동공조기 생산 시 일부 제품의 냉매로 오존층 파
괴물질(HCFC-22, HCFC-123)을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12.8톤을 사용하였
으며, HFC계 냉매 사용을 확대하여 그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에는 원료사용 단계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원·부자재 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리 회수 시스템 도입 _ LS엠트론은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
감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업장은 투입되는 구리 원자재를 동스크랩으로 사용하여 천
연자원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5억여 원을 투자
하여 구리 회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리의 회수율을 8%
에서 90%로 향상시켜 연간 8억 원의 원가절감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
라 자원재활용이 늘고 폐수발생량이 감소(150톤/일)하게 되면서 폐수 처리 약
품의 사용량과 폐수 처리 오니와 같은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LS엠트론은 맑고 푸른 지역사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익산산업단지 식
목행사, 국토대청결운동, ‘단독형 감지기와 함께하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
기 캠페인’ 등에 참여하였으며, ‘지역의제 21’ 등 지역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무재해 사업장 달성
LS엠트론은 임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 출범 이후 안양사
업장과 인동사업장은 무재해 사업장의 기록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
사적인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무재해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
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소방훈련 실시
2010년 전주·정읍사업장이 관할 소방서와 민간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
는 등 매년 전 사업장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화재 진화, 대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

3

4

1. 녹색성장위원회 정읍사업장 방문
2.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3. 무재해 2배달성 행사
4. 전주사업장 소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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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치증진
Employee Value Enhancement

양질의 토양 위에서 새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여 숲을 이룹니다. LS엠트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임직원이
저마다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나무가 되도록 새 싹을 키우는
정성으로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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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직원 가치 증진

EV

05

Employee Value Enhancement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임직원을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기업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사제도 선진화 및 임직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임직원 누구나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부문 – 관리책임자: 지원부문장(CHO)				
담당부서: 인
 재개발팀(인사제도 선진화, 임직원 역량개발,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녹색경영팀(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중기 관리방향
•글로벌기업 수준의 인사제도 선진화 달성
•지속적인 임직원 역량개발 강화로 기업경쟁력 확보
•노경 신뢰관계 및 임직원 인권존중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2010 achievement
EV

주요 활동

2009

2010

: 완료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인사제도 선진화

·인사제도 개선(우수역량 보유자)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및 유지

·신입/경력사원 신규채용(296명)

·현지인 해외 법인장 취임/우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장제도 개선(현장 관리 역량 강화)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경력사원 유지제도 운영
·현지법인 인사제도 글로벌 규정 제정

·LSAE(중국법인, 트랙터) 취업규칙 및 평가제도 수립
·LSAE, LSMW(중국법인, 사출시스템) 직급체계, 임금체계 수립

·퇴직연금제도 도입

·임직원 설명회 개최(동의율: 92%)
·2011년 1월 1일부 퇴직연금제도 시행

임직원 역량 개발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사후 진급자 교육과정 강화

·중장기 및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5개/7명)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2개/19명)

·임직원 외국어 역량 강화

·진급 대상자 교육 강화

·직급별 교육과정 운영(4개/143명)

·외국어 역량 강화

·22개 과정 운영(130명 참가)

·직접 대화채널 확대

·CEO/사업부장/CHO 간담회 등(24회)

·각종 노경협의체 운영 상설화/		
노경공동 활성화 행사 개최
·정책 및 제도의 정기적 리뷰, 상시 모니터링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전주/정읍사업장 심리상담실 설치· 심리상담사 채용 완료

·국제 노동규범 대응체계 구축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선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해외법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

·해외법인 안전 교육 및 훈련 지원

·정기 현장 합동점검 및 개선활동 실시

·계층별 안전교육 강화

·전사 통합 계층 교육 실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단일화학물질에 대한 GHS 대응 완료

2011 plan
EV

·노경관계 개선 협력채널 개최 등(55회)
·고충처리 대응체계 구축

주요 계획

2011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인사제도 선진화

·우수인재 확보/유지

·대학과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

연중

·해외법인 직위/보상제도 개선

·산학장학생 지원제도 개선

1분기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채용확대 추진

3분기

·해외법인 직무가치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연중

임직원 역량 개발

임직원 참여 및 인권존중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기한

·리더십 역량 강화

·전 사원 지속가능경영 오프라인 교육 실시

연중

·구성원 글로벌 역량 강화

·전사 팀장 리더십과정 운영

1분기

·직무 역량 강화

·리더십 학습자료 제공(팀장 이상)

연중

·중장기 및 글로벌 외국어과정 운영

3분기

·사내 외국어과정 지속 지원

연중

·2011년 영업사원 1인 2영업 교육과정 운영

3분기

·전사 생산직군 교육체계 수립

4분기

·임직원 참여/소통 활성화

·경영진과 사원간의 직접 소통 채널 상시 운영 (CEO 간담회, CHO 간담회, 사업부장과의 대화)

·인권존중 강화

·국제 표준 노동규범(ILO 등) 반영

하반기

·임직원 편의 증진

·인사·복리후생 관련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하반기

·위험요인 정밀 관리

·전사 특별안전보건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상반기

·화재 발생 대응절차 강화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화재 발생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사업장 진단

* 2011년 관리이슈 변경: 임직원 참여 및 인권존중(ISO 26000, GRI 3.1 등 인권의 국제적 중대성 강화)

연중

연중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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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제도 선진화

LS엠트론은 인사제도가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따라 LS엠트론은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인재상을 제시하고, 인재의 확보와 평가・보상・복지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인재상

임직원 평가체계 _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LS엠트론의 임직원 평

LS엠트론의 비전을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

가제도(SPCM: Strategic Performance & Competency Management)는

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입니다. LS엠트론은 인재상에 적합한 우수인력

크게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성과 평가는 사업전략을 효과

을 확보하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도록 선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KPI)를 설정하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화된 인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인재상은 첫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성과 관리체계입니다.

째,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둘째,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역량 평가는 LS엠트론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직종별로 차별화된 직

상대방을 이해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업무를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무 역량을 정의하여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촉진합니다. 역량 평가 결과는 개

추진하는 글로벌인재입니다.

인의 역량항목별 강・약점이 진단되어, 개인별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인재의 확보ㆍ평가ㆍ보상
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 _ LS엠트론은 국내외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수
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회사설명회 및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신입/경력사원의 총 고용인원은 296
명이며, 대졸 이상 입사자 총 157명 중 30% 이상을 석박사 학위취득자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인재의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등 LS엠트론의 해
외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의 우수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연구원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연구
원 신 인사제도’,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급여 밴드시스템’, 스카우트 시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Sign On Bonus

임직원 보상체계 _ LS엠트론의 임직원 보상체계는 잠재능력과 기대역량에
따른 고정급과 성과에 따른 변동급으로 구성됩니다. 고정급은 동일한 직급
의 모든 직원에게 성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변동급은 사
외에서의 각종 수상을 포함하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과 부서에게 주
어집니다. 2010년에는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실시하였으며, 신입사원 임금은 국내외 사업장 모두 성별의 구
분 없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적극적
으로 맞춤형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비
상경영(飛上經營) 달성 촉진 격려금과 경영성과급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제도’, ‘임직원 추천 보너스 제도’, ‘산학장학생 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LS엠트론은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 LS엠트론 인재상 ]

[ 임직원 현황 ]

(단위: 명)

(총 인원)

Global 인재

(신규고용인원)

LS엠트론

4,167

출자사포함

남
여

3,618

296
Professional
(최고전문가)

•장인정신
•끊임없는 자기 계발

Open
(열린 마음/
유연한 자세)

Dynamic
(적극적 변화 추진)

•긍정적 수용

•적극적인 업무 개선

•변화에 두려움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없는 마음

강한 실행

1,472

2009

1,669
167

2010

145

255

22

41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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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인사제도 선진화체계 수립 지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LS엠트론은 해외법인/지사의 인사제도를 선진 수준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LS엠트론은 퇴직보험제도가 2010년 말 폐지됨에 따라 임직원의 수급권을 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해외법인/지사의 인사제도와

호하고 고령화에 따라 노후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

국내 인사제도를 연계하여 글로벌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해외의

2011년 1월 1일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경영/노동환경에 대응하는 인사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의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해당자가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한 가지

LSAE(중국법인, 트랙터), LSMW(중국법인, 사출시스템) 등 중국 현지법인이

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이직한 근로자도 개인퇴직계좌에 지속적으

취업규칙, 평가규정 및 급여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국노동법과 LS엠트론

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 인사제도를 반영토록 지원하였고, 이와 함께 해외지사 공통 규정의 제정
을 지원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LS엠트론은 노동조합과 함께 퇴직연금제도 도입 TFT를 발
족하여 약 3개월 동안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직급, 연령, 직군 등 다

해외법인 현지인 인력채용 확대 _ LS엠트론은 해외법인이 소재한 지역사회

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현재의 인사제도에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지역의 직업학교와 대학(청도/상해

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걸쳐 전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등)을 대상으로 기능직, 일반직 직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퇴직연금제도 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임직원의 90%가 넘는 인원이 퇴직

경우 직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과장/QA과장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

연금제도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은퇴 이후 임

며, 채용이 결정되면 1주일 동안 회사규정 및 제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직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한편으로 이는 노경

현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직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장/

간 신뢰와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리부장/생산부장/해당부서 중간관리자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1달 동
안 회사규정, 제품, 해당업무 OJT(On the Job Training)를 실시한 후 현업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2010년 해외법인에 총 1,305명의 현지인을
채용(2009년 833명)하였으며, 그 중 LSTA(미국 판매법인), 일본지사 등은 현
지인 출신의 고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성과 및 역량 강화 시스템 ]

C&C
Competency
지식, 학습자원 DB
개인 목표

Feedback & Coaching
사업계획

사업부 목표

부서 목표

KPI DB

성과창출

역량개발

·업무할당/성과목표 설정
·목표조정/중간점검
·성과측정

·Competency 개발목표설정
·지원/지도, 중간점검
·역량측정

C&C

*C&C: Communication & Consensus

사업부 인재육성위원회

역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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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업무평가 반영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LS엠트론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경영을 업무에 내재화하고 실행력을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참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지원부문 및 사업부 업무평가에

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경조금, 경조휴가, 학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조직(스태프부문)으로 편재되어 있는 총 5개 부

금, 장기근속 시상 및 기념품, 주택자금 융자, 식대 지원, 건강검진, 본인 및 가

문[CFO(재경부문), CHO(지원부문), CTO(기술개발부문), CSO(전략기획부

족 의료비 지원, 콘도 지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기념품 제공, 명절근무자 격려

문), CPO(상생협력부문)]과 CEO 직속 2개 팀에는 10%, 9개 사업부에는 5%씩

금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연간 목표지표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속가능경영 관
리이슈를 업무 R&R에 따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사적인 참여를

2010년에는 경조휴가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명절근무자 격려금 인상, 사원 의

유도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료비 지원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직원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양성 및 평등기회 보장

약 159억 2천만 원이며, 주요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지원, 경조비 지원, 의료비

LS엠트론은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평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S엠트론 웹사

등한 기회를 주고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의 확

이트 http://www.lsmtron.co.kr/의 인재경영>인사제도/복리후생 메뉴에서 확

보・평가・보상 등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여부,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어떠한 차별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기계/부품 제조

생활체육센터 개원 _ 정읍사업장에서는 2010년 8월 생활체육센터를 개원하

산업의 특성상 여성과 장애인의 비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2010년 현재 여성

였습니다. 정읍사업장 임직원의 복리후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된 생활체

임직원은 총 71명(4.2%)으로 전년도의 48명에 비해 47% 상승하였으며, 장애

육센터는 다양한 헬스기구와 탁구대,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정읍사

인의 경우 36명(2.1%)으로 전년의 3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업장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 향후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이와 같은 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상 취약계층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

3

4

1. 대학생 채용 상담회 진행
2. 현지 채용인 교육 실시
3. 신입사원 중국법인 연수
4. 정읍사업장 생활체육센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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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역량개발

LS엠트론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 역량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층별, 직무별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리더층을 대상으로 리더십 진단을 실시하여 개인별로 부족한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과 리더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외국어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체계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_ LS엠트론은 해외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글

LS엠트론의 직급체계는 4급(사원)-3급(대리)-2급(과장/차장)-1급(부장)-임

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직급별 필수과정과 다양한 글로벌과정을 운영하고 있

원의 단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인재육성 체계에 따라 사원/대

습니다. 2010년에는 사내에 총 22개의 글로벌과정을 개설하여 130명의 임직

리는 Self Leader로, 과/차장은 Emerging Leader로, 부장은 Team Leader로,

원이 외국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파견 예정

그리고 임원은 Business Lead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집중과정, 리더십, 이문화, 직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년에는 4개 직급 승진자 143명을 대상으로 신임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활동은 2011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임직원 1인당 교육비용은 1,439,920원이며, 교육시간은 132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_ 2010년에는 영업직군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시간입니다.

영업직군 공통 교육체계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하반기에 4개 교육과정(영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 _ LS엠트론은 차세대 리더로 선정한 핵심인재를 대

업전략, 대리점관리, 협상, Proposal과정)을 개설하여 186명의 영업사원이 1인

상으로 MBA와 야간대학원 등 중장기 육성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1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상/하반기 과정을 개설하여

며, 학위 파견과정의 경우 비용을 전액 회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

영업사원이 매년 1인 2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무교육, Intensive 영어/중국어과정 지원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중장기 교육 5개 과정에 7명이 참
[ 중장기 교육과정 ]

여하였고, 글로벌 교육에는 2개 과정에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구분

과정명

교육진행방식

해외

헬싱키MBA

헬싱키경제경영대학

인원(명)
-

뉴욕주립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뉴욕주립대

2

국내경영대학원

국내대학

2

LSMBA

LSMBA

3

MOT

메타비경영연구원+뉴햄프셔대

-

테크노MBA
국내

[ 인재육성 체계도 ]

직급

리더십

Value

신임자

1급

공통

글로벌

전문

기타

중장기 교육
신임부장

2급

직무
핵심인재

조직개발
프로그램
TVC 1
ITC 2
팀빌딩
전사원과정

경력
사원
교육

신임차장

1. TVC(Task Value Creation): 업무 가치 증진
2. ITC(Inter Team Cooperation): 팀간 협력 증진

직무별 교육
직무역량
교육모듈
(12개)

신임대리

신입사원 교육

뉴욕주립대 테크노 MBA
헬싱키 MBA
국내경영대학원
LS MBA 등

신임과장

3급

4급

LS리더

사내·외
외국어
과정

I
N
T
E
N
S
I
V
E
영어/
중국어

중국어
합숙

품질
교육

환경
안전
교육

특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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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_ 리더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LS엠트론

신입사원 조기 정착 프로그램 _ LS엠트론은 신입사원들이 원만하게 조직에

은 각 단위조직 리더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 간에 걸쳐 신입사원 집중교육을 실시하

2010년에는 인재개발팀 주관으로 본사 교육장에서 전사 팀장 리더십 향상 과

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LS그룹 입문교육, LS엠트론 입문교육, 멘토링, O/A

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장 71명과 공장장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

교육, 해외법인 연수, Worksmart 과정, 비전 설정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

은 팀장의 역할 인식 및 리더십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육내용은

다. 이 가운데 특히 선배-신입사원 간 멘토링 프로그램은 직무지식 전수는 물

LS엠트론의 리더상, 코칭능력 향상, 그리고 CEO 특강으로 등으로 구성되었습

론 신입사원이 회사의 조직문화에 조기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니다. 이번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LS엠트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심도 있게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임직원의 경력 및 기술관리를 통해 업무 역량을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리더들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전수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사팀장리더십향상과정

멘토링결연식

[ 리더십 파이프라인 ]

[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 ]

1년
12

Corporate
Leader

- 전사 관점 중장기 비전 수립
- 사업군별 사업 포트폴리오의 적정성과 사업 		
수행성과 모니터링

Business
Leader

- 담당 사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사업 전략 수립함
- 하위 기능 조직의 사업 전략 실행 촉진 및 모니터링

11

Worksmart 교육(3일)

10
09

멘토링클로징(2일)

08
07

임원 후계자

06

Team
Leader

비전설정교육(2일)

- 담당 기능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목표 설정
및 실행 촉진

멘토링결연식+멘토링(3개월)

오피스교육(3일)

05
04

팀장 후보군

03

Emerging Leader - 팀원들의 업무 수행 지도, 실무 수행의 완결성 책임

해외법인연수(1주)

LS엠트론 입문교육(1주)
독서통신 교육
(3개월)

02
01

입사

LS그룹 입문교육(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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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직원 가치 증진

3.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LS엠트론은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영층과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CEO/CHO/사업부장 간담회를 대폭 확대하고, 부서간 장벽을
낮추기 위해 부서 교류회, 소통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경관계 개선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_ LS엠트론은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이 전근 및 부서

LS엠트론은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관련 노동법과 ILO 등 국제기준

이동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공장이전, 설비매각 등 사업상의 변동이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노동조합은 2010년 12월 현재 616명이 조합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

원(전체 직원의 41.1%)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의결권이

니다. 통보는 사내게시판이나 개인 메일 및 사령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LS엠트론과 노동조합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적 노경관계를 넘어 상생의 노경관계, 가치창조적 노경관계를 만들기 위해 적

임직원 인권보장

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임직원의 인권신장
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먼저 경영진과 노동조합 의장단은 단체교섭 및 전사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도

를 통해 사업전략의 방향을 공유하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의 가치 증

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

진을 목표로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사업부 차원에서는 노경간담회와 노경실

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자회의를 통해 직무교육과정 개설 등 사업부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존중하고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설

한 매월 부서 단위의 노경신뢰 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임직

립되어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의 고충을 해결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S엠트론은 상시 가동하는 노경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활동

인권보장 및 향상 대응채널 _ LS엠트론은 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직원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

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가능경영 사

는 등 상생(Win-Win)의 선진 노경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국, 각 사업장 HR부서 등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
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 신문고, 고충처리시스템, 심리상담실 등을

고충처리 대응체계 개선 _ LS엠트론은 고충처리규정 및 절차 등을 사내 온라

통해 이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인 게시판에 공지하여 전 사원이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고 누구든

내에서 비인간적 처우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규에 정

지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회사측 위원

한 징계절차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하여

과 노동조합측 위원 각 1명이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은 상시적으로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의견을 개진하
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사업장과 정읍사업장에 심리상

인권보장 활동 해외법인 및 협력회사 _ LS엠트론은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담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심리상담실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을

해외법인도 현지의 인권 및 노동관련 법규와 국제노동규범을 철저하게 준수

통해 임직원의 고충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존중을 위한 LS엠트론의 방침은 협력회사에도 확대

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어, 만일 협력회사가 LS엠트론의 요구하는 인권존중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임직원 참여활동 ]
채널명

유형

세부실행내용

참여및협력증진협의회

협의회

인사·복리후생제도개선,전사원교육계획공유,사내기숙사여가공간확충

횟수(회)
8

노경실무협의및회의(전사/전주)

협의회

경조지원및복리후생적용대상확대

22

노경간담회(안양/정읍/인동)

간담회

작업설비운영관련전문교육실시

5

임직원소통간담회

간담회

임직원이참여하여다양한의견공유및소통(신입/경력사원,사업장사원/대리)

11

산업보건안전위원회및회의

위원회

작업환경점검및개선

20

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불편및애로사항제안

상시운영

임원현장대화

공개대화

CEO/사업부장간담회,사업장내간담회등

24

조직역량조사

설문조사

구성원근무만족도및고충사항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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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사원 직접 대화채널 확대
경영진과 사원간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부장이 주관하여
소속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장과의
대화는 단순한 간담회의 틀을 벗어나 단체 영화관람, 산행, 바다낚시 등 취미활
동과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이해 증진의 효과를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비전과 철학을 직접 소통하는 한편, 사원들로부터 제기
된 고충이나 의견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하고 있어 사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여및협력증진협의회

사원만족도 조사 실시
LS엠트론은 매년 10월 EOS(Employee Opinion Survey)를 실시하여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조직 역량, 조직 활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사업부별로 피드백하여 차년도 사업부의 조직 역량과 조직 활성
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개선활동(제도 개선, 이벤트 등)
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간담회

CEO-신입사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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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직원 가치 증진

4. 임직원 보건, 안전 및 건강

LS엠트론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소 개선과제 실행, 계층별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안전보건

2011년에는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특별 안전보건 교재’를 개발하고

LS엠트론은 무재해 결의대회 및 위험예지훈련을 활성화하여 작업현장의 잠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법인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와 안양사업장의 경

식 제고를 위해 각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안전

우 매년 유해위험요소 개선 성과를 취합하여 개선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설비와 위험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인력을 환

2010년에는 200여 건 이상의 개선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경안전직무종사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설비 취급자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부서별로 환경안전 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환경안전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부서에 포상도 하고 있습

전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니다. 향후에는 위험요인을 정밀관리할 수 있도록 동영상촬영 등을 통해 공정

2010년 LS엠트론은 녹색경영팀 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LS미래원에서 전사

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각 사업장별로 외
부 위탁교육 방식으로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2010년에는 사내・외 전문가로 강

환경안전전문위원제도 _ LS엠트론은 현장라인부서의 자율적인 환경안전활

사진을 구성하여 전 사업장을 공통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환경안전전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자 단계에서 환경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향후 사

현장라인부서의 대리급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환경안전경영시스템의 운

업을 전개할 때 생산 및 품질과 더불어 환경안전을 고려한 녹색경영이 정착되

영 및 기타 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교육에 참

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이들이 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하여 사업을 운
영할 때에도 환경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

임직원 건강증진

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임직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은 물론 35세

안전교육 및 인력육성

이상 임직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

LS엠트론은 신입 및 경력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

진은 다양한 종합검진기관에서 다양한 검진옵션(대장내시경 타입, 뇌심혈관

으며, 특히 사고발생률이 높은 입사 후 6개월 이내의 신입사원에게는 환경안

질환 타입 등)에 따라 수검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실시되고 있

전 Remind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의 환경안전관리

습니다. 건강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면담과 사내측정을 통해 적정한

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해외주재원에게 현지의 환경안전 관련 법규 및 현지법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ESH 전

인의 환경안전관리 방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에

산시스템 내 개인건강 정보관리 코너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에 힘쓰고

관한 정보를 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매월 ‘환경안전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전주와 정읍사업장에 ‘마음사랑 상담실’을 개설하

있으며, ESH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있습

여 임직원 고충해결뿐 아니라 사고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다.

1

2

3

4

5

6

1. 환경안전전문위원 교육
2. 전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3. 사내 건강관리실
4, 5. 사업장 환경안전 개선 활동
6. 마음사랑 상담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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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스크 관리
Integrated Risk Management

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그것이 LS엠트론의 생각입니다. LS엠트론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통합 리스크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합니다.
LS엠트론은 항상 징검다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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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통합 리스크 관리

06

RM

Integrated Risk Management

선언

관리체계

LS엠트론은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 지속가능경영 관리이슈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
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년
직무별 리스크 시나리오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전사적인
리스크 대응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LS
엠트론은 이해관계자가 가지는 리스크의 손실비용과 기회가치를 가시화함으로써
재무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문 – 관
 리책임자: 전력기획부문장(CSO), 			
담당부서: 경영기획팀(지속가능경영사무국)

2010 achievement

중기 관리방향
•통합 리스크 관리 및 대응체계 운영
•부서별/직무별 리스크 시나리오 규명 및 대응 매뉴얼 구축
•임직원 교육훈련 및 전사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주요 활동

RM

2009

2010

관리이슈

2009년 주요 활동

2010년 계획

2010년 주요 활동

통합 리스크 규명 및

·통합 리스크 이슈 규명

·통합 리스크 이슈 규명 및 점검

·전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에 의한 주요 이슈 관리

대응체계 도입

·정책과 제도 마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 및 정기적 리뷰

·전사 리스크 관리 운영체계 수립 중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도입
·담당부서와 고위 관리자 책임 규명

임직원 교육, 훈련 및

·일상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추진

: 부분완료

: 미 실시

: 상시 활동
평가

·정기적 정책 리뷰 및 개선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부서별 직무 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1차 발굴 완료(팀별 2개 이상)

·시나리오 타당성 분석

·1차 발굴 리스크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진행 중

·리스크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 구축

·타당성 분석 후 이슈별 매뉴얼 개발

·일상관리 및 중기 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추진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에 의한 이슈 관리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부서별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및 매뉴얼 개발 중
·임직원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2011 plan
RM

: 완료

·매뉴얼에 따른 임직원 교육계획 수립

주요 계획

2011

관리이슈

2011년 계획

세부 계획

기한

통합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이슈 상시 관리체계 구축

·전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에 의한 주요 이슈 상시 관리

연중

대응체계 운영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
·정책과 제도의 보완 및 정기적 리뷰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제도 보완

6월

·관련 정책과 제도의 리뷰 및 개선
·부서별 직무 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규명

·부서별 직무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발굴 및 핵심 리스크 규명

·시나리오별 타당성 분석

·리스크 시나리오별 영향과 기회요인 분석

7월
8월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부서별 핵심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11월

임직원 교육/훈련 및

·일상관리 리스크 대응문화 확산

·일상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모니터링

연중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임직원 리스크 대응 실무교육 및 정기적 훈련 실시

·매뉴얼에 따른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 계획 수립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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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리스크 규명 및 		
대응체계 도입

LS엠트론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이해관계자
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활동에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일상업무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전사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어 실행력이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사 통합 리스크 이슈 규명 및 점검

리스크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 및 정기적 리뷰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관리이슈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LS엠트론은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노력에

리스크 이슈로 규정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 및

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가능경영 원칙과 운영체계 내에

대응활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를

명문화함으로써 리스크 대응활동 자체를 하나의 정책이자 제도로 확장하였

비롯하여 정보 및 기술 유출, 보건 및 안전, 사업상의 법률 리스크 등을 일상

습니다. 또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에 따라 실행부서에 관리해야 할 리스크

적인 관리이슈로 규정하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이슈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성과관리 및 보고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있으며,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 자체는 자연스럽게 비재무적 리스크

러한 구조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

대응활동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 일정한 수준의 리스크 대응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게 하는 기반이 되
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LS엠트론은 규명된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2010년에는 특히 각 부서별/직무별 리스크를 규명하고 그에 따르는 발생 가

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명문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발

능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

전시켜나갈 계획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 매뉴얼들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을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규명된 주요 리스크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전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며, 개발된 매뉴얼은 정기적인 임
직원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통합 리스크 관리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앞으로도 LS엠트론은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활동으로 이해관계자 및 사업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 관리 프로세스는 매년 리스크별로 새로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리스크에 따르는 손실비용과 기회가치를 가

운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화함으로써 이를 재무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Cycle화 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겠습니다.

[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

재무적 리스크

일상관리 리스크

부서별/직무별 리스크
(인사관리, 교육, 노경, 녹색경영, 기술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 재무회계, 경영기획, 품질경영 등)

리스크별 시나리오 발굴

리스크 사전관리 및 대응 매뉴얼 구축

임직원 교육 및 훈련

비재무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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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통합 리스크 관리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예방 노력

리스크 타당성 분석

LS엠트론은 각 사업장별로 안전 및 보건 관련 사고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또

LS엠트론은 지난 2009년 수립한 통합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주요 관

는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포함

리대상 리스크를 규명하고, 각 리스크의 사업영향, 기회요인 및 리스크 히스

한 폭넓은 이벤트 분석을 통해서 각종 사고 및 리스크 영역별 위기관리위원

토리 분석 등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리스크를 규명하는 타당

회를 구성하고 상시 사고예방, 모니터링, 교육,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고조

성분석 체계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0년에 규명한 다양한

사, 복구지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무별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해서 2011년에는 구체적인 타당성분석을 실시
할 예정이며, 그 결과로 도출된 중대 리스크 시나리오 상위 2개에 대해서는

기능별/사업부별, 리스크 시나리오의 발굴

2011년 말까지 명문화된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LS엠트론은 2010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관리 및 대응 노력을 넘어서 각 부서별로도 직무관련 리스크 시나리

리스크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 구축

오를 규명함으로써 임직원이 일상업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LS엠트론은 리스크 관리 매뉴얼의 효용성을 높이고 실제 업무와의 통합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고 기회가치를 극대화하는 토대를 마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기능

련하였습니다. 각 직무별 리스크 시나리오는 매년 그 수를 늘여 관리해 나갈

별 주요업무의 흐름을 명문화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

예정이며, 단순히 시나리오의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및 관리

한 리스크들에 대해 사전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를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교육 및 훈련으로 연계하는 유기적인 직무 리스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별 예방 및 관리 매뉴얼 구축의 기대효과

[ 기능별 리스크영역 ]

• 재무적 혹은 경영상 리스크 외에도 비재무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리스크 레벨에 따른 보고 수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리스크 		
대응업무의 표준화 가능

기능별주관부서

주요리스크관리영역

1

1.사업환경분석

경영기획팀

2.공시요구강화
2

상생협력팀

3

녹색경영팀

4

기술경영팀

5

혁신추진팀

6

인재개발팀

7

각사업부

1.협력회사선정및평가
2.협력회사윤리경영및지속가능경영성과모니터링
1.오염물질유출사고
2.각종재해발생
1.기술경쟁력유지
2.특허이슈
1.혁신활동성과측정
2.혁신활동전파
1.채용관리프로세스개선
2.도급업체운영적법성확보
1.제품성능과품질
2.고객및협력회사관리

• 글로벌경영의 환경변화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리스크 규명과 지속적 대응노력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
• 법규, 금융, 환경, 운영, 관리상의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여 			
사업연속성(Business Continuity)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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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교육훈련 및 		
리스크 대응문화 구축

LS엠트론은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및 정보의 유출, 문서보안, 계약상의 리스크,
환경안전 관련 사고 및 위험요소 등을 전사 일상관리 리스크 이슈로 규명하고, 사업의 영속성과
이해관계자 만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인 이들 리스크 이슈에 대한 사전관리 및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리스크 관리 영역을 더욱 확대
하여 임직원의 일상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관리 및 중기관리 리스크 대응활동

6. ESH 관련 리스크 예방 및 관리 노력 _ LS엠트론은 자연과 생명의 가치

1. 재무적 리스크 관리활동 _ LS엠트론은 사업의 영속성 유지 및 기업의 재

를 존중하며,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

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내외부의 경영환경분석을

다는 녹색경영 방침에 따라서 ESH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전

통해 재무적 리스크 이슈를 규명하고 있으며, 특히 환 및 유동성 리스크, 원

사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H 전반의 사전대응을 위해 설

부자재 가격, 금리 등 금융정책의 변화, 경영공시 요구 강화 등을 핵심 재무

비 투자에 있어서 오염물질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환경안전성 검토제도를 통

리스크로 분류하여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이러한 재무적

하여 제작 및 도입단계에서부터 환경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및 원재료 선정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경영진 검토

을 하고 있으며, 모든 설비·원재료 등의 변경 및 폐기 시 환경안전사전심사제

가 이루어지고 조기경보체계에 의해 사전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를 통하여 친환경 공정 및 원재료로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도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재활용성 등 친환경 설계 인자를 고려한 신
제품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2. 핵심기술 유출 방지 노력 _ LS엠트론은 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 정보들을

위해 노경이 함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노경합동 안전점검을

조직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보안관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 고취 차원에서의 위험

리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

예지 훈련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협력회사, 출입자 등과 같은 외부 인원에 대

위험기계기구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 부여 및 사고다발계

한 보안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임직원을 보안

층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교육 이외에 일정기간 근무 후 재교육

등급을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하는 환경안전 Remind 교육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을 하는 등 핵심기술과 보유비밀을 외부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핵심직무 수행자와 중요직무 수행자로 별도 분류하여

전사적으로 구축된 환경안전경영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자체 내부감사 및 상호 교류 감
사, 제3자 감사를 통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

3.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노력 _ LS엠트론은 전 직원과 협력회

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 및 환경안전 비상사태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조직과 비밀유지 서약서를 상호 작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하여 우리 실

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주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의 유출

정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발생된 사고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 할 수

에 대한 방지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 및 고객정보의 유출 방지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는 전사 윤리규범과 지속가능경영 원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훈련과 커뮤니케이션 확대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계의 확산과 리스크 관리 문화의 체질화를 위하여 리

4. 문서보안 등 업무상 보안 유지 노력 _ LS엠트론의 각종 문서는 기업보안

스크 이슈별로 명확한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사전대응체계에 따라 일상적 리

관리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취급 및 관리하고 있으

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2개월에 한 번 열리는 지속가능

며, 특히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 외부메일, 메신저, 웹사이트 등에 대하여

경영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현황과 개선활동의 성

필요 시 차단 및 모니터링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전

과를 공유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리스크 이슈별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 임직원의 업무에 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각종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및 법률 리스크에 대해

5. 계약 및 사업상 법적(법률) 리스크 예방 노력 _ LS엠트론은 법무팀을 중

서는 법무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인 대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 안

심으로 각종 계약 관련 지식과 사업상 알아야 할 법률지식 등에 관한 교육과

전, 보건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상사태훈련, 위험예지훈련, 소방교육,

자문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사업상의 법적 리스크는 비

환경안전전문위원 교육 등과 같은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즉각적인 손실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2011년부터는 규명된 각 직무별 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관리 및 예방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각종 법규의 적용 및 이에 대한 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능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실제 시뮬레이션 대응훈련이

응수준을 높이고 관련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래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법률자문과 사전 계약검토 등도 시

던 윤리경영교육과 함께 리스크 관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 사원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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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배구조

LS그룹은 계열회사들의 경영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LS전선을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LS와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LS엠트론㈜와 LS전선㈜로 분할하여 법적, 회계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각 사업에 적합한 의사
결정체계와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지주회사가 LS엠트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LS엠트론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주주

LS엠트론 이사회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이사는

2010년 말 기준으로, LS엠트론의 기발행주식수는 9,000,000주이며, ㈜LS가

상법상 정관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직무 충실의 의무 등을 가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 됩니다. LS엠트론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동안 총 7차례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모두 가결되었습니
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

[ 주주구성 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
주주

주식 종류

㈜LS

기명식 보통주식

주 식수

금액(백만)

비율

9,000,000

45,000

100%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

[ 이사회 구성 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
직위(상근여부)

직급

성명

성별

주요경력

대표이사(상근)

회장(이사회 의장)

구자열

남

·고려대 경영학

담당 업무
CEO

·前 LG투자증권 부사장
사장

심재설

남

이사(상근)

상무

남기원

남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임
원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관장하며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에 대

·前 LG상사 상무

대표이사(상근)

LS엠트론은 2010년에는 임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신설하여

·한양대 기계공학

CEO

한 관리책임을 가집니다.

· 前 LS전선 부사장
·고려대 경영학

CFO

·前 JS전선 상무
감사(비상근)

사외이사

이수홍

남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 _
1) 2010년 3월 CNH에 2,500대(2010~2011년)의 트랙터 공급계약 체결

감사

·서울대 전기공학
·前 호서대학교 교수

2) 2010년 3월 열병합발전소에 대형 터보히트펌프(3000RT급) 		
설치계약 체결
3) 2010년 6월 ㈜카보닉스 음극재 사업 양수

[ 이사회 주요 활동내역 ]

4) 2010년 9월 ㈜포스코켐텍에 음극재 사업 양도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2010년 2월 3일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5건

가결

2010년 3월 9일

집행임원 인사의 건 외 1건

가결

2010년 5월 25일

㈜카보닉스 음극재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의 건 외 1건

가결

2010년 6월 25일

2010년 중기전략 승인의 건

가결

2010년 8월 30일

전지박 확장 투자 승인의 건

가결

2010년 12월 8일

집행임원 인사의 건 외 2건

가결

2010년 12월 13일

대성전기 잔여지분 인수 승인의 건

가결

5) 2010년 12월 대성전기 잔여지분 인수 승인의 건

[ 내부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프로세스 ]

임명
보고
주주총회

보고
임명

이사회

지원/견제

CEO

·모니터링/견제

보고

경영회의

참여 및 협력 증진협의회
·주요안건 심의

분기 1회
·전
 사차원의 주요 이슈

감사
감사
·모니터링/견제

감사
정보공유

* 내부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채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의 및 결정
- CEO
- 재경, 전략, 지원부문
- 각 사업부

·임
 직원 처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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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윤리경영

윤리경영

LS엠트론은 윤리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가치아래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
적인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LS엠트론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도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는
윤리규범 교재를 개정하고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LS엠트론 윤리경영 운영방침

윤리경영 제보시스템 운영
LS엠트론 윤리사무국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규범 위반행위를 비롯
한 모든 비윤리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정보
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이해관계자가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비판할 수 있는 채널로서, 2010년에는 제품
품질 관련 7건, 업무개선 제안 외 6건 등 총 13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Happy Call을 통해 확인 및 전달조치 완료하였습니다.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

또한 불가피하게 일어난 모든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로 클린 컴퍼니제도를 운영하여 2010년에는 총 3건이 접수되었습
니다. 3건 모두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 차원의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기업윤리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상호발전 및
신뢰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LS엠트론 윤리수준 평가
LS엠트론은 매년 협력회사를 통해 당사의 윤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
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 및 임직원 윤리경영 내재화
LS엠트론 윤리규범

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협력회사 210개사가 설문조
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사 게시판에 공유하여 임직원의 윤
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노력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 _ LS엠트론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신입/경력사원 윤리
규범 입문교육과 전사 윤리규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입문교육은 신입/경력사원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사
윤리규범 오프라인 교육은 기존에 사용하던 윤리규범 교재를 개정하여 전
임직원(해외법인 및 지사 근무 주재원 포함)과 비정규직 등 1,610명을 대상

[ 윤리경영 사이버 신문고 ]

[ 윤리경영 위반 제보절차 ]

(이수율 99%)으로 진행하였습니다.
LS엠트론 이해관계자

전사적 윤리의식 제고 _ 정기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전사 윤리규범 오프라인 교육 후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보내용
게재
LS엠트론 사이버 신문고

받는 등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교육 결과 등 윤리경영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내
용을 전사 게시판 및 윤리경영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제보내용
조치
윤리 사무국

* LS엠트론 윤리경영 웹사이트: http://ethics.lsmtron.co.kr

처리결과 전달

78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0년 사업 하이라이트

LS엠트론은 트랙터・공조・사출시스템・특수의 기계사업부문과 전자부품・회로소재・자동자부품・FCCL・UC(울트라캐패시터)의
부품사업부문의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각 사업분야 최고 수준의 제품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Vision 2015 달성과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 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글로벌 시장공략, 혁신성과 창출, 그리고 품질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견실한 성장과 함께 이익구조 기반을 확고히하여
더욱 높이 날아오르는 진정한 비상(飛上)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1.

2010년 2월

2.

2010년 4월

GS파워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와 대형 터보히트펌프 설치 계약을 체결하

세계 2위 농기계업체인 CNH와 트랙터 2억 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였습니다. 터보히트펌프는 냉각수 폐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용 열원으로 재

2013년까지 2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2010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연간 17억 원의

통해 양사는 글로벌마케팅에 있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

에너지 절감 및 9,7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 되었습니다. .

3.

4.

2010년 8월

2010년 10월

2차전지 핵심소재인 전지박에 46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2차전지 시

중국 칭다오에 연간 2만 대 생산규모를 갖춘 최첨단 트랙터 공장을 준공하였

장 성장 예측에 따른 선행투자로 2015년 전지박 분야 세계 1위를 위한 기반

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3만 대 규모의 중국시장에서 풀 라인업 생산체계를

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LS엠트론은 2배 이상의 전지박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고품질, 고기능 제품의 출시를 통해 2015년 중국 매출 3,000억 원

확대함에 따라 국내 고객사 및 해외 대형고객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

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5.

2010년 12월

대성전기 델파이 지분 49.5%를 추가로 인수해 100% 지분을 확보하였습니
다. LS엠트론은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자동차부품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성전기가 2015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
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100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계획입니다.

열병합발전소 터보히트펌프설치계약체결

CNH트랙터공급계약체결

중국칭다오트랙터공장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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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사업부
세계적인 농기계 브랜드로 성장하는 LS엠트론 트랙터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종합 농기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2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영농작업용
• 연간 2만 대 생산능력 확보-전주사업장, 청도사업장
• 해외시장에서 연간 30% 이상 고속성장
• 소형부터 대형까지 Full 라인업 구축
• 최첨단 생산설비와 세계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
• 고객군: 일반농민 및 위탁영농사업자

모델명

주요특징
·4
 3~53마력(소형 트랙터)

R-ez shift 1

·기
 계식 효율성과 전기식 편의성을 동시에 달성한 고유의 특허기술 적용
·전
 기모터를 장착하여, 클러치 작동 없이 전/후진이 가능
·고
 효율 트랜스미션과 높은 연비 구현

PLUS 2

·동
 급 최대의 조향각으로 최소 선회 반경과 탁월한 작업성 구현
·2
 012년 적용되는 북미 Tier 4(엔진 배기가스 규제) 대응 개발 진행 중

공조사업부
원자력 발전소용 터보냉동기부터
개별 냉난방 시스템까지 냉동공조산업 선도
LS엠트론 공조사업부는 냉동·공조 선두기업으로서 터보냉동기·흡수식 냉온수기·
공기조화기를 비롯하여 팬코일 유니트·냉각탑·항온 항습기 등 공조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델명

[ 주요 사업개요 ]
• 구체적 용도: 건물 및 공장 냉·난방용
• 냉동기, 공조기 등 토털 공조시스템 제공
• 친환경 R-140 a GHP 개발 등 친환경제품 개발 선도
• 중동 최대규모 모터 시티 프로젝트 2500 RT급 터보냉동기 공급
• 국내 최대 용량 3000RT급 냉동기 고압 2단 터보냉동기 개발

LTP/LTX

2

주요특징
1

·동
 급 최고수준의 효율(COP 6.38)
·수
 열원,빙축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절감형친환경제품
·세
 계 최고수준 효율(COP 6.44)

LDF-N 2

·업
 계 초소형 제품으로 공간 절감
·이
 산화탄소, NOX 저 버너 적용
·친
 환경 R410A 냉매 사용

LSGP 3

3

·전
 기식 대비 50% 운전비 절감
·맞
 춤형 GHP시스템으로 공조기 및 Chiller Unit 등 대공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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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시스템사업부
플라스틱 성형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의 친환경 사출시스템 공급
LS엠트론 사출시스템사업부는 한국의 사출기산업을 선도해 온 40년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30~4,500톤급 사출성형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플라스틱 성형품
•40년 전통, 30톤~4,500톤 사출성형기 생산
•고효율 친환경제품인 30톤~550톤급 전동식 사출기 생산
•초대형사출기와 하이브리드 사출기 생산
•전 세계 50여 개국 수출

모델명
LGE-II SERIES
(전동식 사출성형기) 1
LGH-S SERIES
(유압식 사출성형기) 2

2

주요특징
·고
 출력, 고응답 AC 서보모터 적용으로 정밀 위치제어 실현
·에
 너지 및 운전비용 절감: 유압식 대비 전력비용 2/3 절감
·동
 시동작 채용으로 생산성 향상: 유압식 대비 Cycle Time 20% 단축
·T
 wo-Platen 신형체 메커니즘 적용으로 면적 20% 이상 축소
·부
 하감응 P/Q 정밀 제어 실현: 기존 대비 30% 이상 에너지 절감
·동
 시동작을 채용한 생산성 향상: 기존 대비 Cycle Time 30% 단축

특수사업팀
글로벌 군수산업의 첨단화를 주도하는 최첨단 기술력
1975년부터 궤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앞선 기술력의 제품으로
30년 이상 대한민국 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방위산업용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전투차량의 하중(13~15ton) 지지
•국내 운용중인 모든 전투차량의 독자적 궤도개발
•경량화 및 고내구성 설계기술 적용

모델
1

주요특징
·한
 국군 주력 전차용 궤도
·궤
 도의 강도,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2

·한
 국군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용 궤도
·경
 량화를 통한 고속기동 및 수상 주행성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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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사업부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의 시작과 완성
LS엠트론 전자부품사업부는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으로 휴대폰·TFT-LCD/PDP 및
각종 전자기기용 커넥터·안테나 등 첨단기기용 핵심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델명
GT05Q-40S-H10-ME3000 1

2

주요특징
·S
 ize: 26.25×4.0×1.0(mm)
·E
 MI protection is provided by covering with metal shell
·M
 CX Cable, Pull-Bar Structures용
·0
 .4mm Pitch & 1.0mm Height

[ 주요 사업개요 ]

GB042 Series 2

·2중 접점 구조, Ni-Barrier 적용
·LG전자 휴대폰 적용

•구체적 용도: 커넥터(휴대폰용 및 Display 용), 안테나(모바일, RFID, DMB 등)
•세계수준의 품질과 다양한 규격의 커넥터 제공
•모바일, RFID, DMB를 위한 안테나 생산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핵심부품 제공

·LG전자 국내 Phone NFC 용

KU2800(국내향) 3

·기존 FPCB 제품보다 2배 뛰어난 부착력 확보
·국내 사업자 SPEC 인식거리 확보
·Low Cost , 고성능 구현 , 작업성 개선

회로소재사업부
전자회로·2차전지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소재
LS엠트론 회로소재사업부는 Electrodeposited-Plating 등의 당사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극박, 특수용 동박을 생산하여 첨단 전자기기의 소형화, 다기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델명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PCB 및 2차전지용 동박소재
•2015년 특수전해동박 글로벌 TOP
•고기능・고신뢰성 극박 제조기술 확보
•전지박시장 공략을 위하여 2010년 460억 원 확장 투자

LSU-STN
12um
LSB-STN
LSB-FXN

주요특징
·일
 반박/두께 12 ~ 70㎛
·CCL, PCB 제작에 사용
·전
 지박/두께 8, 10㎛
·Li리튬이온전지 음극 집전체에 사용
·특
 수박/두께 12, 18, 35㎛
·F
 CCL, FPC 등에 사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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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사업부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자동차용 고무호스
LS엠트론 자동차부품사업부는 Brake Hose·Power Steering Hose·일반 Hose 등
자동차용 고무호스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델명

2

주요특징
·브
 레이크 시스템 배관 장착용

Brake Hose 1

·크
 기:1/8, 3/16 in (호스내경)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자동차용 고무호스
•초저팽창 브레이크 호스 개발
•국내 최초 CAC(Charged Air Cooler) 호스라인 신규확장
•글로벌 자동차사에 Tier1 업체로 참여, 제품 공급

·S
 AE 및 DOT3,4 규격 적합

Power
Steering Hose 2
Charged Air
Cooler Hose 3

·자
 동차 조향장치에 사용
·내
 열성과 내압성 우수
·맥
 동압 흡수특성이 뛰어나 차내소음에 우수
·인터쿨러 각종 부품 연결용
·친환경 불소, 실리콘 사용
·EURO V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최초 친환경 Hose 라인

울트라캐패시터(Ultra Capacitor)사업팀
그린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UC
울트라캐패시터는 차세대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신뢰성이 우수한 에너지 저장
소자입니다. LS울트라캐패시터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출력밀도, 장기 신뢰성이
요구되는 정전대비용 전력이나, 보조전력, 순간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자동차용, 전력용, 중장비용, 풍력용
•주요 응용분야: 피크파워 보조, 백업파워, 배터리 대용, 재생에너지 저장
•고출력(vs. 배터리), 고효율(vs. 캐패시터)
•유지보수 불필요(백만 사이클 이상 충・방전 또는 10년 이상 예측 수명)

모델명
LSUC 002R8L
0350F EA
LSUC 002R8P
3000F EA

주요특징
·정
 격전압: 2.8V~3.0V(EDLC 세계 최고수준)
·뛰
 어난 온도특성(-40~60도), 낮은 내부저항
·각
 셀(Cell)의 밸런싱과 과전압 보호장치

FCCL사업팀
Display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소재
LS엠트론 FCCL(연성동박적층필름)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양산에 성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는 LS엠트론 FCCL은 양면도금제품, semi-additive 제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개요 ]
•구체적 용도: 정보통신용 전자부품 간 배선 역할을 하는 소재로 FPD용 LCD에
적용됨
•2015년 특수전해동박, Sputter Type FCCL 분야, 글로벌 TOP
•미세패턴 구현이 가능한 LCD향 COF용 스퍼터링 방식(Sputter Type) FCCL
•도금공정 선속 향상 및 도금 4호기 증설투자로 2011년 월 117km2 생산체제 확보

모델명

주요특징
·F
 ine-Pitch화, 부품 경량화, 첨단 Semi-Additive 적용

NR_156

·높
 은 신뢰성, 에칭성, 벤딩성을 확보한 High Grade 제품: LCD용
COF(Chip On Film), 휴대폰용 COF, HDD등

3

83

사업부문 소개/재무성과

재무성과

LS엠트론의 사업실적
2010년은 전년대비 30% 이상의 매출성장 등 비상의 기반을 확보해 나간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트랙터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월 1,000대 생산을 달성하였고, 연간 생산량도 11,000대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중국 칭다오에 생산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중국 트랙터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커넥터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사출시스템은
월 130억 원 매출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전지박 시장 공략을 위하여 46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여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 매출액 ]

[ 영업이익 ]

(단위:억원)

6,237

내수
수출

(기계사업)

(부품사업)

4,301
4,562

3,026

2009년

2010년

333억 원

446억 원

2,615

3,391

2,334
2,137
1,675

910

478

2009년

2010년

2009년

지역별 매출액 및 입고액
구분

692

(단위:억원)

2009년

2010년

지역별 매출액

2010년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단위: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창출된 경제적 가치

104,828

126,485

매출액

691,514

926,314

32,492

22,945

(524,745)

(746,992)

(56,578)

(30,771)

5,544

6,895

중국

395

513

영업외수익

북미

325

630

제품 및 서비스 비용1

219

419

기타 비용

210

772

감가상각비 등

(37,855)

(45,011)

그외

222

34

분배된 경제적 가치

104,828

126,485

총계

6,015

9,263

인건비(임직원)4

88,045

109,894

3,824

5,462

국내

유럽
아시아(중국제외)

2
3

조세공과금(정부)

5

지역별 입고액
3,044

5,374

기부금(지역사회)

230

297

일본

366

496

자본비용(채권자)

12,729

10,832

중국

304

415

유럽

268

236

국내

그외(미국,동남아,인도,호주,중동등)
총계

-

58

3,952

6,579

1. 회사 영업을 위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비용
2. 이자비용 및 기부금(기타비용 포함)을 제외한 영업외비용
3.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총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4.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의 합
5. 세금과공과,법인세의 합
*2009년 기부금 투자액 재기술: 문화/예술 증진 등 사회공헌활동 관련 기타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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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제표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제 3(당)기:2010년12월 31일
제 2(전)기:2009년12월 31일

항목

제 3(당)기

제 2(전)기

Ⅰ. 유동자산

383,449,236,888

329,223,496,469

(1)당좌자산

269,455,985,975

231,176,871,041

(2)재고자산

113,993,250,913

98,046,625,428

Ⅱ. 비유동자산

488,508,401,568

461,136,890,170

(1)투자자산

143,535,531,840

126,265,135,322

(2)유형자산

288,847,081,796

279,921,046,696

(3)무형자산

35,325,413,769

35,026,744,726

20,800,374,163

19,923,963,426

자산총계

(4)기타비유동자산

871,957,638,456

790,360,386,639

Ⅰ. 유동부채

264,086,701,361

306,309,095,350

Ⅱ. 비유동부채

141,132,212,872

40,837,248,298

부채총계

405,218,914,233

347,146,343,648

Ⅰ. 자본금

45,000,000,000

45,000,000,000

426,255,349,484

426,255,349,484

989,085,240

1,079,937,977

Ⅱ. 자본잉여금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Ⅳ. 결손금

5,505,710,501

29,121,244,470

자본총계

466,738,724,223

443,214,042,991

부채 및 자본총계

871,957,638,456

790,360,386,639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제 3(당)기:2010년1월1일~ 2010년12월 31일
제 2(전)기:2009년1월1일~ 2009년12월 31일

항목

제 3(당)기

제 2(전)기

Ⅰ. 매출액

926,313,936,453

691,513,670,825

Ⅱ. 매출원가

745,378,095,537

557,031,347,577

Ⅲ. 매출총이익

180,935,840,916

134,482,323,248

Ⅳ. 판매관리비

136,371,370,941

101,194,668,465

Ⅴ.영업이익

44,564,469,975

33,287,654,783

Ⅵ.영업외 수익

22,945,208,441

32,492,181,094

Ⅶ. 영업외 비용

41,901,147,547

69,424,823,699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608,530,869

(3,644,987,822)

1,992,996,900

570,224,441

23,615,533,969

(4,215,212,263)

2,624

(468)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손실)
ⅩⅠ.주당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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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방침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
Ⅰ. 목 적

2)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상생협력팀, 품질경영팀, 혁신추진팀

본 규정은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

3) 사회공헌활동: 업무지원팀

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간으로 LS엠트론은 기계, 부품업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고객을

4) 녹색경영: 녹색경영팀, 기술경영팀, 생산기술그룹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임직원 가치 증진: 인재개발팀
6) 통합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Ⅱ.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시스템

6. 소위원회 운영

1. 정책의 수립

지속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의 실행력 강화 및 각 사업부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소

1.1 지속가능경영 운영체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성과 및 개선사항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및 경영진차원의 지속가능경

6.1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및 주관부서

영 협의체인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LS엠트론 담당임

1) 녹색경영 소위원회: 녹색경영팀

원에게 전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책임을 둔다.

2)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기술경영팀

1)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3) 상생협력 소위원회: 상생협력팀

전사 지속가능경영 실행 협의체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4) 사회공헌 소위원회: 업무지원팀

(1)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및 전략 논의

5)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품질경영팀

(2) 전사 지속가능경영 이슈 규명 및 이슈 별 개선방안 논의
(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추진

Ⅲ. 이해관계자 대화 및 약속 이행

(4)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과 제도 보완

1. 이해관계자 대화

2)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핵심이해관계자 대화채널 구축 및 연간 대화 계획 수립을 통해 정기적, 공식적인 대화

지속가능경영 관리의 주관조직으로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 점검, 향후 추진방향 설정, 중대영역 추가 및

(1)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및 전략, 교육계획의 수립

변경, 보고서 작성과정 참여 확대 등에 활용한다.

(2) 전사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평가

1.1 핵심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응 의무

(3)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주관

사회적 관심도와 LS엠트론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 이해관계자를

(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규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대응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5)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의 제정 및 관리

1) 고객: 고객 만족과 책임강화(품질, 제품책임, 고객안전 등) 등

1.2 관련정책의 명문화

2) 협력회사: Partnership을 통한 상생 발전 모색, 공정거래 관계 강화 등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운영정책 및 제도 그리고 각 이슈별 실행정책 등은 반드시 명문

3) 임직원: 임직원 역량 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노동규약 준수 등

화하고 전사적으로 적용 및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한다.

4)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헌활동 등

1.3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

5) 지구/생태: 제품/공정의 환경영향 관리 및 저감, 친환경제품과 서비스 강화, 기후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되어 수립된 정책은 매 분기별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이

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1.2 이해관계자 대화 강화

2.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간 대화 계획을 1차 이해관계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의 수렴,

지속가능경영의 실무를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의

2차 목표와 추진계획 제시의 내용으로 수립하고, 직접 대화 또는 설문 등의 형식으로

근간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비즈니스의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

이해관계자 대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차년도 추진방향과 계획 수립에 반

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를 실시한다.

영한다.

3. 정기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경영 공시 강화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자체 진단모델

이해관계자와의 약속 이행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을 활용하여 매년 1회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

한편, 각종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등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으로 모니터링한다.
4. 전사 교육 및 공감대 강화

Ⅳ.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전사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

LS엠트론은 재무적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SEE(Social, Environmental, Ethical) 리

를 실행한다.

스크를 포함한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노력을 다한다. 지속가능경

5.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

영 중대영역은 모두 핵심적 리스크 이슈로 분류하고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의 통합 리스

중대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전사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의 유관부서 팀장과 실무담당

크 관리체계를 통해서 전사적으로 대응토록 노력한다.

자는 이슈의 대응과 개선을 위해 각 사업단위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성과와
개선사항을 지속가능경영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5.1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 및 유관부서
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201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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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전문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LS엠트론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
하여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진실한 정보 제공
- 고객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
상 조심 하여야 한다.
-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
격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힘쓴다.
-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은 감추지 않는다.
- 경쟁사 제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는 하지 않는다.
3. 고객에 대한 응대

제 3장 공정한 경쟁(경쟁자)
LS엠트론은 전 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고객으로부터 A/S 실시요청, 정당한 교환요청이나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답해야 한다.
4.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침해 하지 않는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3. 담합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지 않는다.
-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해고 또는 법원에의 제소를 포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1.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
을 존중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뇌물 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금전대차 등
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
지 않는다.
2. 정직·공정한 보고
-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3. 품위유지

제 4장 공정한 거래(협력회사)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회피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지 않
는다.
-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회사의 운영
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
담·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용역·향응·기타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협력회사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
로써 협력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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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4. 협력회사의 지원
- 협력회사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회사 육성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의 존재기반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얻도록 최선을 다한다.

- 상기 지침은 협력회사의 자격,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
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아래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제 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LS엠트론은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
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재의 육성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

•품질이 우리의 생명임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함.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행함.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불만 Zero를 실현함.

를 지원하며 활성화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
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원활한 품질방침 수행을 위해 품질경영부서장 및 품질보증부서장은 원가와 납기로부
터 독립된 조직상의 자유를 지니고, 품질시스템을 유지/개선하는 품질경영대리인으로
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
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2008년 12월 18일

-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
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
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녹색방침

-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LS엠트론은 녹색경영을 기업경영의 핵심전략과제로 인식하고, 자연과 생명의

- 위험물·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가치를 존중하며,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존경 받는 기업, 지
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산업기계 및 부품/소재 기업을 지향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LS엠트론은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

1. 지속적 개선 및 정보공개		

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는 물론, 내부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1. 비도덕적·반사회적 기업활동 금지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 밀수,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학벌, 성별,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3. 주주이익의 보호

2.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제품 개발		
온실가스 저감 및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제품 개
발 및 구매를 확대한다.
3. 사전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경영활동 전반의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4. 녹색 상생경영 및 사회적 책임 실천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의 녹색 상생경영을 지원·유지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
여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환경의 보호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
규를 준수한다.

2010년 4월 1일(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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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국내)

LS엠트론㈜

출자사 국내법인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LS타워 11층
Tel: 031-689-8288 / Fax: 031-689-8279

대성전기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43-5
Tel: 031-494-1141 / Fax: 031-495-4887

전주사업장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8번지 제3공단
Tel: 063-279-5114 / Fax: 063-279-5954

캐스코(주)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8번지
Tel: 063-570-6114 / Fax: 063-570-6198

정읍사업장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정읍 제3공단 938번지
Tel: 063-530-4114 / Fax: 063-530-4118

에이스냉동공조(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265-7
Tel: 031-359-1860 / Fax: 031-359-1899

안양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번지
Tel: 031-428 -4114 / Fax: 031-428 -4033

안양: 본사, 안양사업장, R&D Center, 영업본부
안산: 대성전기공업㈜

인동사업장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643번지
Tel: 054-710-5702 / Fax: 054-710-5890

화성: 에이스냉동공조㈜
전주: 전주사업장

R&D CENTER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번지 LS엠트론연구소
Tel: 031-688-5303

정읍: 정읍사업장
구미: 인동사업장

영업본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8 중산빌딩 5층
Tel: 031-450-3260

정읍: 캐스코㈜

LS엠트론
출자사국내법인

•본사

•전주사업장: 트랙터,공조, 사출시스템, 특수

•정읍사업장: 회로소재, FCCL

•안양사업장: 전자부품

•인동사업장: 자동차부품, Ultra Capacitor

•R&D CENTER

•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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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러시아 지사

중국(연태): YTLS

슬로바키아 지사

대련 캐스코

중국(청도): LSAE, LSEQ, LSAS
일본 사무소

중국(무석): LSMW

청도 대성전자

중국(심천) 지사

무석 대성전자

대성전기 인디아

해외법인/지사
출자사해외법인

해외법인
LSAE(LS Agricultural Equipment(Qingdao) Co., Ltd.)
Yu-Huangling Industrial Area, Xiazhuang, Chengyang District, Qingdao,
China 266109
Tel: +86-532-8096-5618 / Fax: +86-532-8096-5616
LSMW(LS Machinery(Wuxi) Ltd.)
LS Industrial Park, Xin Mei Road, National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Wuxi city, Jiangsu Province, China 214028
Tel: +86-510-8299-3888 / Fax: + 86-510-8299-3889
LSEQ(LS Electronic-Devices(Qingdao) Co., Ltd.)
Yu-Huangling Industrial Area, Xiazhuang, Chengyang District, Qingdao,
China 266109
Tel: +86-532-8096-2200 / Fax: +86-532-8096-2288

LSTA(LS Tractor USA.LLC)
PO BOX 70. 6900 Corporation Parkway, Battlebord, NC 27809
Tel: +1-252-984-0700 / Fax: +1-252-984-0701
YTLS(YanTai Leading Solution Auto Parts Co., Ltd.)
No.79 Changjiang Road, Development Zone of YanTai, Shandong Province,
China
Tel: +86-535-695-5701 / Fax: +86-535-695-5726
LSAS(LS Air-Conditioning System(Shandong) Co., Ltd.)
Yu-Huangling Industrial Area, Xiazhuang, Chengyang District, Qingdao,
China 266109
Tel: +86-532-8096-5502 / Fax: +86-532-8096-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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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STA

LS엠트론은 국내는 물론 중국, 미국 등 해외 각지에 법인과 지사를 운영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 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로서
LS엠트론은 세계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외지사

출자사 해외법인

러시아 지사
Leninsky Prospekt 113/1, E711, Moscow, Russia, 117198
Tel: +7-495-662-3811~4 / Fax: +7-495-662-3811

청도 대성전자
No.775, 308 State Road, Li Cang Qu, Qingdao, China
Tel: +86-532-8768-4221 / Fax: +86-532-8769-0776

슬로바키아 지사
222 Rybnicna 40, 831 07 Bratislava Slovakia
Tel: +421-2-3359-5213 / Fax: +421-2-3359-5214

무석 대성전자
Tuanjie Road, Xishan Economic Development Zone,
Wuxi City, Jiangsu Province 214101, China
Tel: +86-510-8826-4001 / Fax: +86-510-8826-4005

중국(심천) 지사
Room 501~502, Youse Building, No.6013 Shennan Road,
Futian District, Shenzhen City, China 518040
Tel: +86-755-8204-7830 / Fax: +86-755-8204-7793
일본 사무소
DNI-Mita Bldg 11F, 3-43-16 Shiba, Minato-ku, Tokyo,
105-0014, Japan
Tel: +81-3-3457-8331 / Fax: +81-3-3457-1560

대성전기 인디아
No. 118, Ramancherry Madura, Pudur Village,
Tiruvallur Taruk, Tiruvallur District,
Tamil Nadu State, India
Tel: +91-44-2769-3333
대련 캐스코
35#, Main Street, Gushan, Economic & Technical
Development Zone, Dalian, China
Tel: +86-411-3922-3161 / Fax: +86-411-392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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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량지표
녹색경영
구분
주요 원자재1

구리

단위

2009년

2010년

ton

12,896

16,617

724

931

카본 및 고무 류
합성수지
용수2

86

101

422,385

522,943

생활용수

69,864

55,643

지하수

32,824

20,186

525,073

598,772

5,634

4,790

공업용수

사용량

ton

합계
오염물질배출

폐수

대기

먼지

수질

COD

kg

4,100

7,378

SS

2,677

4,271

215,594

330,925

287,528

391,662

배출량

ton

재활용량
재활용률
폐기물

오존층파괴물질

발생량

일반

%

54.8

65.4

ton

3,312

4,225

지정

186

344

합계

3,498

4,569

재활용률

%

80.8

83.3

HCFC 계

kg

28,050

12,760

1. 정읍, 안양, 인동사업장 주요 원자재 사용량의 합산 데이터입니다. 2. 국내 사업장의 용수 공급원은 한강, 만경강, 낙동강 수계입니다.
*2010년 동안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치증진

(단위: 명)

지역별 고용유형
구분

전주

정읍

안양

인동

연구소

영업본부

본사

일반직

324

90

145

40

88

99

86

872

기능직

382

90

93

47

1

11

1

625

비정규직
합계

합계

65

36

28

17

3

5

18

172

771

216

266

104

92

115

105

1,669

연령별 고용유형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인원

175

636

451

382

25

1,669

* 퇴직건수: 78명

법규준수
2009년

2010년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없음

없음

부당경쟁 및 독점 행위(담합 등)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없음

없음

제품 상 고객 건강 및 안전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제품 상 정보공개(라벨링 등)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기타 제품 공급에 관한 위반 건수

없음

없음

구분(범위: 국내)

국고보조금
LS엠트론은 국책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현금기준 90.1억 원(2010년 해당분 39.7억 원, 2010년 이전분 15.4억 원 ,
기술료 상환분 35.0억 원) 입니다. 순수 2010년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39.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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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가입단체
수상내역
구분

수상시기

수상명칭

주최

수상내역(관련부서)

회사

4월 14일

녹색기업 지정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서(전주사업장)

5월 19일

제 45회 발명의 날

특허청

지식경제부 장관표창(기술경영팀)

6월 17일

전라북도 품질경영대회

전라북도 지사

전북 품질경영상(혁신추진팀, 노경지원팀)

9월 30일

지역사회공헌 표창

전라북도

지역사회공헌 표창장(노경지원팀)

10월 13일

제 5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최초발간 최우수상

11월 05일

제 7회 로하스경영 대상

환경재단

통신, 전자 제조업 우수상

11월 16일

2010 대한민국지속가능성 대회

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전기, 전자 제조업 부문 1위

11월 23일

제 36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전광역시

대통령상 동상(사출생산팀)

4월 21일

제 43회 과학의 날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표창

10월 21일

제 13회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대상

11월 23일

제 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기술표준원

품질명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전북 품질 분임조활동우수상(사출생산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제조업 부문 최초발간 우수상
개인

12월 15일

테크노 CEO상

가입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냉동공조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녹색기업협의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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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보고서

보고서 범위와 목적
애드리언 헨리크(감사인)는 201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독립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은 AA1000 APS의 원칙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감사인은 AA1000 APS(설명 의무 원칙 표준) 3대 원칙(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에 따라
평가하여 Type 1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LS 엠트론의 경영진과 검증단의 책임
LS엠트론의 경영진은 본 보고서 준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닙니다. 본 보고서는 감사인의 독립적 견해를 나타내며, 모든 LS엠트론의 이해당사자
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인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견해의 근거
본 보고서는 다음에 근거하여 LS엠트론의 201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안양본사와 전주공장 방문
•관련 문서 검토
•경영진 및 보고서 작성단과의 면담

분석결과
보고서 범위와 이해관계자 참여
본 보고서는 LS엠트론 경영활동의 중대영역, 즉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 그리
고 통합 리스크 관리의 6개 영역을 통해 지속가능성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분야 모두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바람직합니다. 임직원의 윤리 규범 및 녹색경영 방침과 같은 중요한 회사
정책은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에서 개선할 점으로 공급망 상의, 특히 해외 사업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별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을 담는 것도 차기 보고서를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 이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규명되었습니다. 2010년 기간 동안 LS엠트론이 전적으로 3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
닌,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 모두에 대한 활동 내용 및 관련된 경영 프로세스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혁신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유용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나, ‘혁신’, 혹은 ‘환경 친화적 제품’을 정의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더욱 개선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이 전체 제품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시에 주요 제품군의 친환경성에 대한 평가
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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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대부분 영역에서 보고된 성과를 통해 LS엠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S엠트론 경영진은 임직원 남녀 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개선 과제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
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게다가 전사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인 여성 임직원의 비율 역시 낮습니다. LS엠트론이 속한 산업군의 특성
상 이 같은 성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
외법인에서 한국인 직원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현지 인력 채용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등 사회공헌 영역에서 나타난 성과의 개선 역시 바람직합니다.
비즈니스 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지표(매출 대비 배출량)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전사적 차원의
원단위 지표 측정은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매출 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의 절대적인 환경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조 공정의 환경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장
및 사업부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전반적으로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사업 활동 영역 및 그 영향 모두에 걸친 성과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일부 분야에서 일정 부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목표 자체에 대한 보고는 미흡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전년도의 성과와 더불어
목표 자체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동종업계 기업을 대상으로 LS
엠트론의 성과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결론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고무적인 사실로 최초 발간된 지속가능경영 보고
서에서 정립된 지속가능경영의 철저한 체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과 LS엠트론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함께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
을 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사업 활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속가능경영 목표가 핵심 비즈니스의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GRI 대조표와 유엔글로벌 컴팩트 가입 성과이행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LS엠트론 전사적 차원의 비전을 개발 및
보고하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향한 LS엠트론의 여정이 나아가는 전체적인 방향을 비전과 상세한 성과 목표라는 두 가지 점 모두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드리언 헨리크

| www.henriques.info

(2009년~현재) ISO 26000 영국 위원회 의장
(2002년~현재)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Accountability and CSR 교수
(1999년~현재) ACCA, 사회/환경위원회 위원
(2002년~2011년) AccountAbility, 표준기술위원회 위원
(2000년~2006년) AccountAbility,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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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성과이행 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LS엠트론은 2010년 9월 2일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에 대한 UN 글로벌 콤팩트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와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0대 원칙

LS엠트론 제도 및 방침

2010년 주요 활동

페이지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
 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 윤리규범(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인권 보장 및 향상 대응 채널

67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전사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

77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제도 실시

2011년 시행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
 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을 지지하고,

·단체협약 서론

·LS엠트론 노동조합 설립(2008년)

67

·윤리규범(제 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각종 노경관계 개선 협력채널 개최

67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고충처리 대응체계 개선

67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해외법인 인사제도 체계 수립 지원

63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녹색경영 방침(2.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54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녹색경영 방침(3. 사전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54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녹색경영 방침(4. 녹색 상생경영 및 사회적 책임실현)

·친환경제품 범주 정의 및 설계인자 선정

56

·윤리규범(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사업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에 친환경제품 반영

56

·전사 ESH 공통 목표관리지표 설정

57

·설비투자 환경안정성 평가체계 구축

57

·전사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

77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
 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윤리규범(제 3장 공정한 경쟁, 제 4장 공정한 거래,
의 부패에 반대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윤리경영 제보시스템 운영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제도 실시

77
201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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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ISO 26000 대조표
지표번호

관련 내용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관련 이슈

프로필 공시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1.1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경영과의 관계를 밝힌 선언문

CEO 메시지

1.2

조직과 지속가능성: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CEO 메시지, LS엠트론 경영방침,

6~7, 8,

6~7

통합 리스크 관리

70~74

2.1

조직명칭

LS엠트론㈜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2.4
2.5

6.2 조직 지배구조

-

-

사업부문 소개

79~82

-

LS엠트론 소개

8~9

6.2 조직 지배구조

본사/본부 소재지

LS엠트론 소개

8~9

-

해외사업장 위치 국가 수, 주요 사업장 또는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LS엠트론 소개

8~9

-

문제와 구체적 연관성을 갖는 국가 명

글로벌 네트워크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지배구조

2.7

대상 시장

LS엠트론 소개, 재무성과

2.8

조직 규모(직원 수, 순매출/순수익 등)

2.9

89~91
76

-

8~9, 83

-

LS엠트론 소개

8

-

조직 규모, 구조, 소유 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지배구조

76

-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수상내역

93

-

3.1

보고 대상에 대한 기간

보고서 개요

3

-

3.2

최근 보고서 일자

보고서 개요

3

-

3.3

보고 주기

보고서 개요

3

-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보고서 개요

3

-

3.5

보고서 내용의 정의 프로세스

보고서 개요

3

-

3.6

보고 경계(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시설, 합작회사, 공급업체)

보고서 개요

3

-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상의 제한사항

보고서 개요

3

-

3.8

기간별, 조직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보고서 개요

3

-

3.9

보고 정보수집과정의 가정과 데이터 측정기법과 계산 기준

보고서 개요

3

-

3.10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 효과 및 재 기술 사유

2009년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83

-

3.11

이전 보고기간 대비 주요 변동사항

지배구조

76

-

3.12

GRI Index 대조표

GRI Index/ISO 26000 대조표

97~102

-

3.13

외부검증 관련 정책과 활동, 검증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의 관계

독립 검증보고서

94~95

7.5.3 검증

지배 구조,

4.1

조직 지배구조(전략수립,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지배구조

76

책임,참여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겸직 여부

지배구조

76

4.3

일원화 된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의 수

지배구조

76

4.4

이사회에 대한 주주와 직원의 의견 반영 메커니즘

지배구조

76

4.5

임원의 보상과 조직성과 관계

지배구조

76

4.6

이사회 내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지배구조

76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 자격, 전문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지배구조

4.8

경제/환경/사회 성과와 관련된 행동강령 및 원칙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방침

86~88

4.9

이사회가 경제/사회/환경 성과를 파악 및 관리하는 절차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24~25

보고 매개 변수

76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 체계도
4.10

이사회 자체 성과평가 프로세스(특히, 경제/사회/환경관련)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28, 76

지속가능경영 전략지표 반영, 지배구조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녹색방침, 기후변화 대응

88, 54~55

4.12

경제, 환경, 사회 관련 원칙 가입여부 및 외부 이니셔티브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96

4.13

산업협회 등 국가별 또는 국가적 정책기구 가입

가입단체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2011년 지속가능경영 계획 보고,

4.15

참여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 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4.17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핵심 이슈사항 및 대처방안

93
16~17,

LS엠트론 이해관계자

26~27

2011년 지속가능경영 계획 보고,

16~17,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화채널 정례화

26~27

2011년 지속가능경영 계획 보고,

16~17,

2010년 이해관계자 대화 채널 및 유형

26~27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이해관계자 참여

26~27

6.2 조직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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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공개됨

지표번호

지표명

경제부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경제 성과

EC1

LS엠트론 관리이슈 – 보고내용

보고 수준

◐

보고서에 일부 공개됨 ○ 보고서에 공개 안됨

페이지

N/A

해당사항 없음

ISO 26000 관련 이슈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

31, 35, ·6.2 조직 지배구조

		

2010년 사업 하이라이트

41, 78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직접적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수익, 영업비용,

재무성과

83

·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

· 6.8.3 지역사회 참여

임금 및 복지, 자본비용, 세금, 지역사회투자 등)

· 6.8.7 부와 소득 창출
· 6.8.9 사회적 투자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제품 확대

●

56~57

기회

시장 지위

54~55,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EC3

연금 지원 범위

인사제도 선진화-퇴직연금제도 도입

●

63

-

EC4

정부의 재정 보조 수혜실적

국고보조금

●

92

-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임 인사제도 선진화-임직원 보상체계

●

62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

83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금비율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정책, 관행 및 비율

국가별 입고액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 6.8.5 고용 창출과 기술 또는 기능 개발
·6.8.7 부와 소득 창출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채용 절차 및 현지출신

인사제도 선진화-

고위관리자 비율

해외법인 현지인 인력채용 확대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

효과

선진 ESH 사업장 운영-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

63

·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6.8.5 고용 창출과 기술 또는 기능 개발
·6.8.7 부와 소득 창출

EC8

●

46~51, ·6.3.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59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6.8.3 지역사회 참여
·6.8.4 교육과 문화
·6.8.5 고용 창출과 기술 또는 기능 개발
·6.8.6 기술 개발과 접근성
·6.8.7 부와 소득 창출
·6.8.9 사회적 투자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협력회사 인프라 구축 지원- 각종 상생협력

◐

37~38, ·6.3.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46~51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프로그램

·6.6.7 재산권 존중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6.8.5 고용 창출과 기술 또는 기능 개발
·6.8.6 기술 개발과 접근성
·6.8.7 부와 소득 창출
·6.8.9 사회적 투자

환경부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녹색경영

원료

53

·6.2 조직 지배구조
·6.5 환경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주요 정량지표- 주요 원자재 사용량

◐

92

·6.5 환경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선진 ESH 사업장 운영- 폐스크랩 재이용,

●

59

·6.5.4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14

구리 회수 시스템 도입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녹색경영 주요 실적지표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녹색경영 주요 실적지표

●

14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활동 추진

◐

54~55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 친환경제품 개발- 2010년 주요 친환경제품

◐

56~57

◐

54~55

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EN7

간접에너지 절약사업과 그 성과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 수립

99

GRI/ISO 26000 대조표

● 보고서에 공개됨

지표번호
용수

생물 다양성

지표명

LS엠트론 관리이슈 – 보고내용

◐

보고서에 일부 공개됨 ○ 보고서에 공개 안됨

보고 수준

페이지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주요 정량지표- 용수

●

92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주요 정량지표- 용수

●

92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주요 정량지표- 폐수 재활용

●

92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 해당사항 없음

N/A

-

N/A

-

해당사항 없음

ISO 26000 관련 이슈

· 6.5 환경
·6.5.6 자연보호, 생물 다양성 및

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 위치 및 크기
EN12

N/A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 해당사항 없음

자연 서식지 보호

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해당사항 없음

N/A

-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해당사항 없음

N/A

-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 해당사항 없음

N/A

-

맹(IUCN) 지정 멸종 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멸종 위험도
대기 배출물,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 현황

●

54

·6.5 환경

폐수, 폐기물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 현황

●

54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54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선진 ESH 사업장 운영- 오염물질 저감 관리

◐

58

·6.5 환경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주요 정량지표- 오염물질 배출

●

92

·6.5.3 오염 방지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주요 정량지표- 폐수

●

92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주요 정량지표- 폐기물

●

92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주요 정량지표- 발생건수 없음

●

92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

주요 정량지표- 처리현황 없음

●

92

N/A

-

처리 현황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 사업특성상 해당사항의 직간접영향력 미비

·6.5 환경
·6.5.4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6.5.6 자연 보호,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보호
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친환경제품 개발- 친환경제품 정의 및

●

56~57 ·6.5 환경
·6.5.4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설계 프로세스 구축, 2010년 주요 친환경제품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6.7.5 지속가능한 소비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해당사항 성과측정 미비

○

-

·6.5 환경
·6.5.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6.7.5 지속가능한 소비

법규준수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선진 ESH 사업장 운영- 발생건수 없음

●

59

·6.5 환경

건수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 수립

●

54~55 ·6.5 환경
·6.5.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영향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선진 ESH 사업장 운영- 환경안전보건 투자액

◐

58

·6.5 환경

100

2010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보고서에 공개됨

지표번호

지표명

노동부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LS엠트론 관리이슈 – 보고내용
임직원 가치 증진

보고 수준
●

◐

보고서에 일부 공개됨 ○ 보고서에 공개 안됨

페이지
61

N/A

해당사항 없음

ISO 26000 관련 이슈
·6.2 조직 지배구조
·6.4 노동관행

		
고용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주요 정량지표- 지역별 고용유형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 성, 지역별)

주요 정량지표- 퇴직현황

LA3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혜택(주 사업장별)

인사제도 선진화-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

92

·6.4 노동관행

◐

92

·6.4.3 고용과 고용관계

●

64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노사관계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노동조합 가입 현황

●

67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6.4.5 사회적 대화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LA5

중요한 사업 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

67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단체협약에 명시여부 포함)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6.4.5 사회적 대화

직장 안전 보건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임직원 보건안전 및 건강-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

69

·6.4.6 직장 보건과 안전

위원회 운영
LA7

임직원 가치증진 주요 실적지표

●

15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임직원 보건안전 및 건강- 임직원 건강증진

●

69

구성원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프로그램 운영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6.4 노동관행

재해건수(지역별)
LA8

·6.4 노동관행
·6.4.6 직장 보건과 안전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개발

위험관리 프로그램

·6.8.3 지역사회 참여
·6.8.4 교육과 문화
·6.8.8 보건과 건강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임직원 보건안전 및 건강- 사업장별

◐

69

●

65

교육과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임직원 역량 개발- 글로벌, 직무, 핵심인재 육성 등

임직원 역량 개발- 1인당 교육 시간 및 투자비용

·6.4 노동관행
·6.4.6 직장 보건과 안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6.4 노동관행
·6.4.7 인적 개발과 교육훈련

평생 학습 프로그램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인사제도 선진화- 임직원 평가체계

●

65~66 ·6.4 노동관행
·6.4.7 인적 개발과 교육훈련
·6.8.5 고용창출과 기술 또는 기능 개발

LA12

●

62

다양성 및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인사제도 선진화- 다양성 및 평등기회 보장

·6.4 노동관행
·6.4.7 인적 개발과 교육훈련

(SPCM 시스템 운영)
●

64

·6.3.7 차별과 취약그룹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평등한 기회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인사제도 선진화- 동일 직급간 평등 적용

●

62

·6.3.7 차별과 취약그룹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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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번호

지표명

인권부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LS엠트론 관리이슈 – 보고내용

보고 수준

◐

보고서에 일부 공개됨 ○ 보고서에 공개 안됨

페이지

임직원 가치 증진

●

61

관련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미비

○

-

		
투자와

HR1

조달 관행

인권보호조항에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N/A

해당사항 없음

ISO 26000 관련 이슈
·6.2 조직 지배구조
·6.3 인권
·6.3 인권
·6.3.3 실사

주요투자협약 건수 및 비율

·6.3.5 공모회피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 Q-파트너 제도 운영,

●

36,

·6.3 인권

2011년 ·6.3.3 실사

협력회사 기본구매계약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관련 서약서 첨부

시행

·6.3.5 공모회피
·6.4.3 고용과 고용관계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윤리경영- 전사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

●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차별 신고건수 없음,

●

77

·6.3.5 공모회피

직원교육시수
차별 금지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조치

·6.3 인권

64, 67 ·6.3 인권

고충처리 대응체계 개선, 인권보장 및

·6.3.6 고충처리

향상 대응채널

·6.3.7 차별과 취약그룹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6.4.3 고용과 고용관계

결사와 단체

HR5

교섭의 자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결사 및 단체교섭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 업무분야 및 해당권리를

자유 보장

●

67

·6.3 인권
·6.3.3 실사
·6.3.4 인권 위험상황

보장하기 위한 조치

·6.3.5 공모회피
·6.3.8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6.4.3 고용과 고용관계
·6.4.5 사회적 대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HR6
HR7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고충처리 대응체계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개선, 인권보장 및 향상 대응채널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임직원 참여 및 신뢰향상- 고충처리 대응체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개선, 인권보장 및 향상 대응채널

●

67

●

67

·6.3 인권
·6.3.3 실사
·6.3.4 인권 위험상황
·6.3.5 공모회피
·6.3.7 차별과 취약그룹
·6.3.10 근로 기본 원칙과 권리

보안 관행

HR8

인권관련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 받은

윤리경영- 전사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

●

77

·6.3 인권
·6.3.5 공모회피

보안인력의 비율

·6.4.3 고용과 고용관계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해당사항 없음

N/A

-

·6.3 인권
·6.3.6 고충처리
·6.3.7 차별과 취약그룹
·6.3.8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6.6.7 재산권 존중

사회부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사회공헌활동

●

·6.6 공정 운영 관행

상생협력활동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지역 사회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47, 35 ·6.2 조직 지배구조

사회공헌활동-각종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

46~51 ·6.3.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6.8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개발

범위 및 실효성

·6.8.5 고용 창출과 기술 또는 기능 개발
·6.8.7 부와 소득 창출
·6.6.7 재산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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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번호
부패

공공 정책

지표명

LS엠트론 관리이슈 – 보고내용

보고 수준

◐

보고서에 일부 공개됨 ○ 보고서에 공개 안됨

페이지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관련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미비

○

-

·6.6 공정 운영 관행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윤리경영- 전사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

●

77

·6.6.3 반부패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윤리경영- 윤리경영 제보시스템 운영

●

77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해당사항 없음

N/A

-

해당사항 없음

N/A

-

·6.8.3 지역사회 참여

●

36

·6.6 공정 운영 관행

·6.6 공정 운영 관행
·6.6.4 책임 있는 정치 참여

로비활동 참여
정당,정치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국가별

해당사항 없음

ISO 26000 관련 이슈

SO2

SO6

N/A

현금/현물 기부총액
경쟁 저해 행위 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상생협력 추진체계 운영- 위반 건수 없음, 하도급

조치건수 및 그 결과

공정거래 협약 이행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주요 정량지표- 벌금액 및 제재 건수 없음,

제재건수

법규준수

·6.6.5 공정 경쟁
·6.6.7 재산권 존중

법규 준수

SO8

●

92

·6.6 공정 운영 관행
·6.6.7 재산권 존중
·6.8.7 부와 소득 창출

제품책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활동

41

·6.2 조직 지배구조
·6.6 공정 운영 관행

		
고객 건강과

PR1

안전

·6.7 소비자 이슈

제품 및 및 안전영향을 평가한 라이프사이클

지속적 품질 경쟁력 확보- 제품 전과정 국내•

상의 단계, 주요서비스의 건강 제품 및 서비스의

외 안전 법규 및 규정 준수

◐

43

·6.6.6 영향권 내 사회책임 촉진
·6.7 소비자 이슈

해당평가 실시 비율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고객 건강과 지속적 품질 경쟁력 확보- 위반 건수 없음

●

43

PR3

라벨링
PR4

·6.7.4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6.7.5 지속 가능한 소비

안전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제품/서비스

·6.3.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유형, 그러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설명서, 매뉴얼,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홈페이지, 시연회 등 제품 정보 제공 채널 확대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위반 건수 없음

◐

44~45 ·6.7 소비자 이슈
·6.7.3 공정 마케팅, 사실정보제공, 		

●

44

공정계약 관행
·6.7.4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규칙 위반 건수

·6.7.5 지속 가능한 소비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해결
·6.7.9 교육과 인식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결과 등 고객만족 관련 활동

품질향상 추진체계 운영- 영업 및 서비스

●

42,

·6.7 소비자 이슈

44~45 ·6.7.4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사원 교육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 만족도 실시,

·6.7.5 지속 가능한 소비

사은회 및 제품 시연회 개최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해결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6.7.9 교육과 인식

마케팅

PR6

커뮤니케이션
PR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 표준 및 자발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표시 광고법 등 관련

규칙 준수 프로그램

법규 준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위반 건수 없음

●

44

●

44

·6.7 소비자 이슈
·6.7.3 공정 마케팅, 사실정보제공, 		

공정계약 관행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해결

규칙 위반 건수

·6.7.9 교육과 인식

고객개인

PR8

정보보호
법규 준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위반 건수 없음

●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지속적 품질 경쟁력 확보, 고객과의

●

규제 위반으로 부과 된 벌금 액수

커뮤니케이션- 위반 벌금 없음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된

PR9

44

·6.7 소비자 이슈
·6.7.7 소비자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불만 건수

44, 45 ·6.7 소비자 이슈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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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3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2010년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중 A+수준에서 요구되는 사항
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을 자체선언합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서 본 보고서의 적용 수준이 A+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S엠트론의 일부 사업만이 GRI G3 부가지표(Sector Supplements)의 참고가 요구됨으로 자체선언에서
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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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의 201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두성종이의 FSC Merit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FSC Merit

발행인: 구자열, 심재설

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로부터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된 삼림 내

발행처: LS엠트론㈜ 031.689.8288

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 인증을 받았으며 무염소 표백 펄프(ECF, Elemental

기획·디자인: ㈜하니커뮤니케이션즈 02.325.9889

Cholrine Free)를 사용한 친환경 용지입니다. 또한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인쇄: 영은문화㈜ 02.2274.9250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으며, FSC 인증을 획득한 인쇄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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