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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담은 네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LS엠트론은 경영비전인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를 근간으로 2009년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도

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차년도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보고범위 및 기간

보고범위는 본사 및 국내사업장(안양/전주/정읍/인동)이 중심이며, 해외사업

장이 밀집해 있는 중국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은 2012년 회

계연도(2012. 1. 1 ~ 2012. 12. 31)이며, 추세변화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최

근 3년 간의 정보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정성적인 정보의 경우 2013

년 성과를 포함하였습니다.

작성기준과 원칙

작성기준은 LS엠트론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

타내는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

다. 2012 Steering Wheel은 7개의 활동영역과 19개의 관리이슈로 구성되었

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1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

지속가능경영 2기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돌아보고 

2015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영역별 

DMA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사항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

하였고, 관리이슈별로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을 제시하고 뛰어난 성과

를 Special Issue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보고자료 및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독립적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는 제3자 검증보고서로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 발간일정(매년 발간 기업)

이전 보고서: 2012년 7월

본 보고서: 2013년 5월

다음 보고서: 2014년 5월

보고내용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번지 LS타워 11층

LS엠트론(주) 전략기획부문 경영기획팀(지속가능경영 사무국)

TEL. 031)689-8232

FAX. 031)689-8269

E-mail. sm@lsm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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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잡은 손의 따뜻한 온기로 더 푸른 세상을 만드는 LS엠트론은 

기업의 가치를 단지 수익창출에만 두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행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M-Story에서는 2012년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2013년을 새롭게 계획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고자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LS엠트론의 가장 진솔하고 푸른, M-Story가 시작됩니다.

Cover Story

엠트론과 함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과, 

커리어,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 엠트론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가능성까지-

모든 가치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미래를 

실현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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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 및 첨단부품의 글로벌 기업 – 

LS엠트론만의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새 길을 개척합니다

상생협력활동

공정한 거래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회사와의 소통 강화와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132억 원의 펀드가 집행되었고, 2012

년 18건의 개발과제(2011년 9건)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궁극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인재 확보에 주력한 결과로 품질전문가 자격보유율이 2011년 9%에서 

15%로 6% 증가하였고,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보유율이 46%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통합 콜센터 운영과 같은 고객 소통과 고객 접점 

관리 강화로 고객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써 지난 1년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2기를 더욱 체계적

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임직원 지역사회 봉사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녹색경영 및 기술경쟁력 강화활동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그리고 친환경 제품과 그린 비즈니스의 확대를 실천합니다. 

하이브리드 트랙터 개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UC모듈 개발, 모바일 기기용 Battery팩의 고용량화 등 친환경 제품 기술 역량 강화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치증진활동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제도의 구축, 지속적인 임직원 역량강화와 일과 삶의 조화, 신뢰의 노경문화 구축과 인권 및 다양성 존중을 중심

으로 임직원 가치증진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지사 HR규정 체계의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강화, 집중휴가제도, Happy Family Day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2012년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의 1기가 완료된 해입니다. 지난 3년간 지속가능경영이 전사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만족을 드리기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였으며, 전사적 리스

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20회 이상 꾸준히 실시해 온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

체가 그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2기가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역량을 기

반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시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의 기능별 통합을 강화하여 실질적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수행과제를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우리 LS엠트론 구성원 모두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것

을 약속 드립니다. 글로벌 기계 및 부품 산업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M-Story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S엠트론의 비전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풍요로운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가 되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도 전 영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한 Global Top 수준의 제품과 기술의 확보, 무한한 자신감과 열정을 기반으로 한 한

계 극복, 그리고 1등 조직, 1등 인재, 1등 문화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랙터사업부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

였고, CF사업부는 우수한 장조장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는 품질 안정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고객 매출과 수출을 본격화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에게 지속가능경영은 새로운 고객 가치의 실현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만족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은 LS엠트론 임직원들의 업무와 의사결정 등 모든 비즈

니스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지속가능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혁신추진활동

2012년은 “성과 견인형 혁신”을 목표로 하는 혁신2기가 출범하였으며 맞춤형 혁신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해였습니다. 44명의 혁신인재

(2011년 41명)를 추가로 양성하였으며, 198건의 혁신과제(2011년 176건)를 완료하여 190억 원의 혁신활동 재무성과(2011년 187억 원)

를 창출하였습니다. 

CEO Message

대표이사 사장 _ 심 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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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LS엠트론 주식회사  총 매출액  9,238억 원/1조 6,322억 원(K-IFRS 연결기준)

 본사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번지 LS타워  영업이익  405억 원/468억 원(K-IFRS 연결기준)

 설립일  2008년 7월 1일  총 자산  1조 1,519억 원

 대표이사  구자열, 심재설  부채(부채비율)  5,557억 원(93.2%)

 업종  제조업   자본(자기자본비율)  5,962억 원(51.8%)

 
주요 생산품목

 트랙터, 사출성형기, 방산용 궤도, 동박, 안테나, 커넥터,   신용등급(회사채)  NICE신용평가(주) A+, 한국신용평가(주) A+

  자동차용 고무 호스, FCCL, UC(울트라캐패시터)등 인원  1,683명/3,636명(출자사 포함)

LS엠트론은 2008년,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되

었습니다. 현재 중국, 브라질, 미국 등에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총 3,6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계사업군 간에 시너지 창출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기술개발부문에서는 핵심 기반기술 강화를 위해 

생산기술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트랙터, CF/FCCL, 자동차부품, 품질경영의 조직을 강화시켰습니다.

LS엠트론 소개

LS엠트론 개요 

경영철학 

조직구성  

비전 

2015 경영목표: 매출 4조 원, 영업이익률 10% 달성

2013 경영방침

CEO

재경부문

(CFO)

품질경영팀

기술개발부문

(CTO)

자동차부품

사업부

특수

사업팀 

기계사업본부 
상생협력부문

(CPO)

전자부품

사업부

사출시스템

사업부

UC

사업팀 
중국지역부문

지원부문

(CHO)
CF사업부

트랙터 

사업부 

FCCL

사업팀 

Staff 부문 사업부문 

경영진단팀

전략기획부문

(CSO)

혁신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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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er Valu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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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LS人은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 

Global Top 수준의

제품과 기술 확보

무한한 자신감과 열정을

기반으로 한계 극복

1등 조직, 1등 인재,

1등 문화 달성

Global

경쟁력 강화

한계돌파 

1등 엠트론人

( )
( )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7,649  8,887 9,238

  지역  국내  5,692 6,199 5,945

  구분  해외  1,957  2,688 3,293

  사업  기계  4,662  5,348 5,628

  구분  부품  3,027  3,539 3,610

  영업이익   414 535 405

  계속영업당기순이익 291 361 315

  중단영업이익  110 634 38

  당기순이익  401 995 35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8,092  15,007 16,322

  영업이익   388 573 468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68 203 192

  중단영업이익  151 621 38

  당기순이익  319 824 230                 

     지역   매출액  비중  

 대한민국 5,945 65%

 아시아  1,288 14%

 북미  1,234 13%

 유럽  579 6%

 기타  192 2%

     지역   입고액   비중  

 대한민국 4,674 74%

 중국   764 13%

 유럽   398 6%

 일본   367 6%

 기타  87 1%

매출액 및 영업이익

- 본사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2012년 12월 31일 기준, K-IFRS 별도기준

분배된 경제적 가치

- 본사 
(단위: 억 원)

1)국책/위탁과제 체결, 2)tCO2eq/백만원, 3)전사 품질인력 대비

( )는 전년대비 증감

2012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노력

생산 

·ESH 투자 1,007백만 원(218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2) 0.15%(0.1 ▲)

·ISO 9001 인증심사원 보유율3) 46%(11 ▲)

·산업재해율 0.13%(0.07 ▼)

지원  

·사회봉사 참여 2,019시간(929 ▲)

·혁신과제 198건 (22 ▲)

·지속가능경영 실무 교육 277명 (84 ▲)

·신문고 접수/처리 완료 5건(10 ▼)

·R&D 투자 328억 원(67 ▲)

·친환경 R&D 투자 비중 57% (7 ▲)

·Open Innovation1) 26건(신규)

·특허 출원 191건(21 ▲) 

연구개발 

·고객만족도 3.7점(0.5 ▲)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 44%(9 ▲)

·고객 정보, 광고/마케팅 관련 법규위반 사례 0건(유지)

·콜센터 141(In)/1,015(Out)건(월 평균)(신규)

영업/마케팅  

·폐기물 재활용률 84%(3 ▲)

재활용 

·동반성장 직접투자 27.7억 원(10.6 ▲)

·민관 공동투자 개발사업 18건(9 ▲)

·협력회사 현금성 결제 100%(유지)

구매 

*K-IFRS 연결기준    *중단영업이익: 2011년 5월 공조사업부 영업양도

*K-IFRS 별도기준    *중단영업이익: 2011년 5월 공조사업부 영업양도

- 연결 - 입고액(구매비용)

2012년 지역별 매출액 및 입고액(본사)

- 매출액

1)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의 합

2) 세금과공과, 법인세의 합  

3) 봉사단 운영 등 기타 사회공헌활동 포함

06 07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7,844  7,829 7,837

  구매비용(협력회사)  6,579  6,357 6,290

  인건비(임직원)1)  1,099  1,288 1,345 

  조세공과금(정부)2)  55 58 54 

  기부금(지역사회)3) 3 6 4 

  이자비용(채권자)  108 12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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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성전기(주)

중국(청도) 
LSMQ, LSEQ

미국  
LSTA

중국(무석) 
LSMW폴란드지사 

중국(연태) 
YTLS

중국(대련)   
캐스코(주)

중국(청도)   
대성전자(유)

중국(무석)   
대성전자(유)

중국지역부문
(상해지사)

   
일본지사 

   
인도네시아지사  

브라질  
LSMB

브라질  
지사

일본(도쿄)   
대성전기LS엠트론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LS엠트론/지사    

출자사 

손자회사 

안산    
대성전기공업(주)

정읍    
캐스코(주)

인동     
자동차부품 

안양      
본사, 전자부품, UC 

영업본부, 중앙연구소

전주
트랙터, 사출시스템, 특수 

정읍  
CF, FCCL 

서울     
(주)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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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가올 미래 시장의 성공 요건은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경영활동 및 제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적

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만족, 그리고 사업부 각 기능으로의 통합을 바탕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2년은 내수 및 세계시장 경기 위축의 시련이 도래한 한 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LS엠트론은 트랙터, 전자부품 사업에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22%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절감 기술 및 고객 맞춤형 생산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

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지사를 설립하고, 브라질에는 트랙터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기

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 모든 사업부는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정착을 목적으로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를 위해 리스크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외법인 또한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고용, 노동, 환경 등 핵심적

인 리스크 예방의 차원에서 해외 현지 법규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2013년에는 기계사업군 간의 시너지 창출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부문에서는 핵심 기반기술 강화를 위해 생산기술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트

랙터, CF/FCCL, 자동차부품, 품질경영 조직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Global Top 수준의 제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해외 판매, 생산, 서비스 전략

거점 간의 시너지 극대화로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LS엠트론의 힘찬 미래를 지켜봐 주십시오.

기계사업본부장 부사장 _ 이 광 원 

 소재지  •전주사업장(전라북도 완주군) •LSMQ(중국 산동성 청도시)

            •LSMB(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LSTA(미국 노스케롤라이나주) 

 주요 고객 •일반농민 및 위탁영농사업자

 제품라인업  •Plus 시리즈(70~100마력): 안락한 내부공간! 작업자 위주의 편의사양과 경제성 

  •U 시리즈(55~75마력): 강력한 내구성! 다양한 작업기의 활용이 가능한 차체 설계 

  •R 시리즈(40~55마력): 콤팩트 트랙터의 강자! 좁은 공간에서의 탁월한 작업능력 

  •J 시리즈(20~30마력): 작지만 강하다!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만능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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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사업부

국내 시장 1위, 전세계 25개국 

이상 수출하는 LS엠트론 트랙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와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종

합 농기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뛰

어난 품질과 디자인으로 미국에 1억불 계약

을 수주하는 등 북미시장과 유럽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매년 30% 이상

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주사업장과 

중국 청도법인은 연간 2만대 규모의 생산능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확대,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 지속적인 투자로 명실공

히 세계적인 트랙터 제조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

•트랙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해외 매출 고속 성장(전년 대비 33%)

•생산능력 증대(월 1,000대 → 1,400대)

•현지화 제품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2013년 주요계획

•LSMB(브라질 생산법인) 공장 기공식, 양산(8월)

•Tier4 엔진 장착 신모델 출시 

•연료절감 및 환경친화적 트랙터 개발

•중국, 브라질 등 현지모델 경쟁력 강화

Main 제품 소개

•자동 4WD 유압식 브레이크와 세라메탈릭 클러치 적용으로 안전성과 내구성 증대

•10개의 외부 유압 인출 포트로 다양한 작업기를 편리하게 장착

•전/후륜 전자유압식 차동 제한 장치로 조작 편의성 향상

•동력전달 경로의 최적화로 트랜스미션의 효율 극대화

•동급 최고의 유압양력

•환경 측면 개선사항

   - 터보차져 및 인터쿨러 장착으로 출력, 토크,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직접분사식 엔진으로 획기적인 연료비 절감
Plus 시리즈(P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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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업팀

앞선 궤도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Global Maker로의 도약

LS엠트론은 1975년부터 궤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앞선 기술력을 갖

춘 제품을 30년 이상 대한민국 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궤도는 전차, 전투 기동장비의 하중

을 지지하고 험로에도 기동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

정규모의 해외시장진입으로 매출신장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향후 첨단 기술을 바탕으

로 한 신제품 개발과 진취적인 해외시장 진

출을 통해 Global Top Maker로 도약함

과 동시에 군수산업의 첨단화를 주도할 것  

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

•세계 최중량급 TNMBT(터키신형전차) 궤도 개발 및  

   기술 수출

•방위사업청장 표창장 수상 (‘12년 우수 조달원 선정)

2013년 주요계획

•Global 궤도 Big Market (미국, 중동) 진출 및  

   성과 가시화

•차기 전차(K2)형 궤도 본격 양산

Main 제품 소개

•60톤 고강도 적용

•고속기동성 대응 설계

•고내구성 고무재질 개발

•부품별 강도 안정성 개선

•획기적인 내구수명 향상

•탁월한 경제성

•차량 성능개선 대응 설계

•고무 패드 내구성 개선

•계열차량으로의 확장성 고려

 소재지  •전주사업장(전라북도 완주군)

 주요 고객 •방위사업청, 전투 기동장비 Maker, 해외 군수업체 등 

 

 제품라인업  •전차/장갑차/자주포 궤도: K1A1, K2 등

  •Revetment –Kit: 군 항공기 방호벽

K2 궤도 K55A1 궤도 K1A1 궤도 

2012년 주요성과

•전동식 업그레이드(LGE-III) 시리즈 라인업 완료

•유압식 중대형 업그레이드(LGH-MII) 시리즈 개발

•해외 지사 설립 (인도네시아, 폴란드, 브라질)

•품질경영 대통령상 동상 수상

2013년 주요계획

•초정밀 전동식 사출기 성형기술 확보

   - 전동식 사출기 재현성 향상, 성능개선

   - 협피치 커넥터, 몰드 프레임, 도광판 전용기 시장 진입

•유압식 초대형 업그레이드(LGH-SII) 시리즈 개발

   - LGH-S 시리즈 대체: 총 5개 모델

   - 유관로 부하 감소 및 조립성 향상 집중

플라스틱 성형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의 친환경 사출시스템 공급

한국의 사출 성형기 산업을 선도해온 LS사

출 성형기는 196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

양한 제품구성을 갖춘 종합 메이커로 성장하

였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

발력과 일괄 생산체계, 전 세계 25개국에 구

축된 32개 영업 및 SVC망을 통해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뛰어난 인프라와 투자환경에 LS사출사업부

의 우수한 기술을 더하여 중국 전역에 20개 

이상의 영업소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춘 중

국 법인을 설립하였고, 정밀성형과 빠른 사

이클타임의 사출 성형기를 개발, 제조, 판매

함으로써 세계적인 사출 성형기 메이커로 자

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ain 제품 소개

•고출력, 고응압 AC 서보모터 적용을 통한 

   고속사출 실현

•에너지 절감(유압식 대비 60%) 및 저소음 Clean 

   성형 실현

•P, Q 가변제어 시스템 적용을 통한 30% 에너지 절감

•정밀 호닝가공 및 특수 고체 씰 적용으로 누유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실현

 소재지  •전주사업장 (전라북도 완주군)

            •LSMW (중국 강소성 무석시)

 주요 고객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일이화, PT.YASUNLI 등

 제품라인업  •전동식 사출기(30톤~550톤): Clean성형, 고응답성, 초고속 사출 시현, 이색/이재질 

  •유압식 사출기(80톤~4,500톤): 생산성 극대화, 높은 효율성, 낮은 운전비용

  •토글식 사출기(68톤~730톤): 우수한 재현성, 탁월한 절전효과

소형 전동식(LGE-II) 초대형 유압식(L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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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사업부

전자회로-2차전지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소재

LS엠트론 CF사업부의 회로용 동박(LSU-

ST)은 TV, 컴퓨터, 모바일폰 등 모든 전자

제품의 인쇄회로기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 회로기판

이 움직여야 하는 경우와 부품의 삽입/구성 

시 회로기판의 굴곡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

되는 연성회로기판(Flexible PCB)에도 동

박(LSB-FX)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지용 

동박(LSB-ST)은 스마트폰, 노트북PC 등 

IT기기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CF사업부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초극박 전지용 동박인 6㎛ 전지용 동

박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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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사업부

최고의 품질과 독자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글로벌 메이커

1987년 커넥터 사업을 시작한 전자부품 사

업부는 현재 휴대폰 및 Display용 커넥터와 

안테나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독자제품 기

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커넥터메

이커입니다. 최고의 품질, 가격 경쟁력, 다양

한 제품 Line-up, 고객 맞춤형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에 최첨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LG전자, LG디스플레

이, 삼성전자, ZTE 등 글로벌 메이저 고객에

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

•삼성, ZTE 등 글로벌 대형고객 판매기반 확보

•기존 Captive 고객 관계 강화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혁신공정기술 양산화

2013년 주요계획

•사업도약을 위한 삼성전자  및 중화권 대형고객 확대

•초소형 B2B 및 저배형 Card 커넥터 개발

•안양 하이테크센터 입주

Main 제품 소개

커넥터

•메인보드- 각종 모듈 연결용 B2B 커넥터

•스마트폰 배터리 대용량화에 의한 고객의 실장 

   면적 축소 요구에 대응

•규격: Width 2.5mm, Height 0.8mm

안테나

•4G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 동작 범위를 

   가지는 안테나

•슬림디자인 추세인 스마트폰 안테나의 디자인  

   자유도 확보를 위한 효율적 공간 활용 설계 기술

 소재지  •안양사업장(경기도 안양시)  

  •LSEQ(중국 산동성 청도시)

 주요 고객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ZTE 등 

 제품라인업  •휴대폰용 B2B(Board to Board)커넥터: 다양한 제품라인업과 우수한 품질

  •휴대폰용 m-USB 커넥터: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능력 및 고속전송기술 확보

  •FPD용 커넥터: 고속전송용 커넥터 등 스마트 전자 부품 기술 선도

  •휴대폰용 안테나: LTE MIMO(Multi Input Multi Output)등 신제품 개발 통한 고객 다변화

2012년 주요성과

•초극박 6㎛ 전지박 개발

•광폭 장조장 기술 개발

•고강도 전지용 동박 개발

2013년 주요계획

•차세대 음극재 대응 전지박 개발

•패키지용 저조도 회로박 개발

•4㎛ 초고강도 동박 개발

 Main 제품 소개

•인쇄회로기판 및 PCB의 원재료인 

   CCL(동박적 층판)에 사용

•표면처리 공정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부여한 동박

 소재지  •정읍사업장(전라북도 정읍시)

  주요 고객 •LG화학, 삼성SDI, LG이노텍, 두산전자, 대덕GDS, Panasonic, 

     Sony, BYD 등  

 제품라인업  •회로용 동박(LSU-ST): 일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회로용 동박

  •연성회로기판용 동박(LSB-FX): Flexible PCB용 고굴곡 동박

  •전지용 동박(LSB-ST):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음극 기재용 동박

회로용 

동박

연성회로기판용 

동박 전지용 동박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Flexible PCB용으로 사용

•고굴곡 특성 및 낮은 표면조도를  

   갖는 전해 동박

•노트북, 핸드폰, 전기 자동차용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로 사용

•양면 광택 전해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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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사업부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자동차용 고무 호스

1998년 사업을 시작한 LS엠트론 자동차부

품사업부는 유체 및 유압전달을 목적으로 자

동차에 장착되는 고저압의 각종 호스조립품

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친환경 

고효율로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

저팽창 브레이크 호스를 개발하였으며, 세계

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인 EURO V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CAC(Charged 

Air Cooler) 호스라인 확장에 성공하였습니

다. 자동차부품사업부는 고도의 품질과 안전

성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자동차 호스 세

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isplay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소재

LS엠트론 FCCL(연성동박적층필름)은 TV, 

노트북, 모니터 등 LCD 패널의 핵심소재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양산에 성공하여 

2013년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는 LS엠트

론 FCCL은 핵심 기술인 Roll to Roll 박막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양면도금제

품, 미세회로용 Semi-additive 제품, Flex-

ible Display용 소재 및 의료용, RFID 등의 

특수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

며, 미세 박막 소재 분야의 최고 전문기업으

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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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L사업팀

2012년 주요성과

•2011년 대비 매출 20% 이상 상승

•현대자동차 CAC 호스 진입

2013년 주요계획

•자동차용 에어콘 호스 출시로 제품군 다변화

•블로우 몰딩 기술 확보

•중국 지역 생산 거점 본격화

•Global 신규 고객 확보

 소재지  •인동사업장(경상북도 구미시)  

  •YTLS(합작법인, 중국 산동성 연태시)

 주요 고객 •GM, 현대자동차, Renault, Nissan 등

 제품라인업  •CAC(Charged Air Cooler) 호스: 연비효율성 증대 및 배기가스 감축 이룬 친환경 제품

  •Brake 호스: 유압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 라인을 연결하는 제동력 전달의 핵심장치

  •Power Steering 호스: 운전자 조향동력을 배가 시켜 운전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제품

Main 제품 소개

•터보차져를 통해 공급되는 과급 공기를 인터쿨러  

   엔진 및 엔진 연소실로 전달

•엔진연소 효율을 향상시켜 연비 및 엔진출력을 향상 

   시키며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핵심부품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액의 유압을 전달하는 호스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완성차 부품 중 최고 보안 

   등급의 제품으로 우수한 내구성 및 고압, 저팽창 등  

   고객 요구에 적합한 제품 구현

CAC 호스 Brake 호스 

2012년 주요성과

•삼성전자 소재 인증(12월)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확보

•Semi-additive용 공정기술 확보

2013년 주요계획

•국산 PI(Polyimide) 필름소재 인증 및 양산

•FPC용 양면 제품 개발

•대만 등 해외 신규 고객 발굴

Main 제품 소개

•Polyimide Film위에 스퍼터 Seed층과 도금 Cu 층으로 구성됨

•환경 측면 개선사항: 박막 표면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폐수 및 대기 오염 방지

•주요성능

   - LCD용 FCCL: Display 구동회로용 소재로써 10㎛ 초미세 회로폭  

                            구현 가능

   - 휴대폰용 FCCL: 스마트폰의 대면적화에 따른 발열문제 개선을 위한 

                               기존 COG방식 대체 제품

 소재지  •정읍사업장(전라북도 정읍시)  

  

 주요 고객 •LG이노텍, STEMCO(삼성계열) 등

 제품라인업  •Display(COF)용 FCCL: TV, 노트북, 모니터 등의 고해상도 신호 및 영상 연결 소재

  •FPC용 FCCL: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미세회로, 슬림화 대응 소재

  •Flexible 태양전지(CIGS)용 Mo Film: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일으키는 친환경 박막 기판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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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사업팀

차세대 에너지시장을 선도하는 

울트라캐패시터

LS울트라캐패시터는 2007년부터 높은 에

너지효율성과 출력밀도, 장기 신뢰성이 요구

되는 정전대비용 전력이나, 보조전력, 순간

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Major 업체들과 맞

춤형 제품 개발을 진행하며 고객사들과 파트

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개발부

문에서는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중장비, 특수용도 차

량용 UC모듈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차

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

•전력 및 태양열 분야 전용모듈 개발로 고객기반  

    제품 확보

•유럽/일본 자동차 업체 UC 개발 프로젝트 참여

2013년 주요계획

•자동차향 모니터링 및 방열해석 모델링 기술 확보

•코팅 신기술 확보 통한 생산성 혁신

•생산 사이트(안양 하이테크센터) 이전에 따른 

   생산역량 강화

Main 제품 소개

•Global Top 수준의 저저항 특성

•1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고신뢰성

•모든 울트라캐패시터 제품은 에너지효율 향상,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며 제품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제품

 소재지  •안양사업장(경기도 안양시)  

  

 주요 고객 •풍력, 태양열, 전력, 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업체

 제품라인업  •LSUC: 세계 최고 수준의 전압 및 신뢰성을 가진 UC셀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

  •LSUM: UC 풍력발전기, 자동차등에 활용되는 고전압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UC모듈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회사 전체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는 프레

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다양한 제도와 회의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계획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격월 단위로 운영하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모

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스크관리는 경제, 사회, 환경 이슈를 균형 있게 대응하고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

여 비재무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체계 안에서 

리스크를 발굴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사업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개발

하고 중국 현지의 법규 동향 및 준수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부문 부서 주요 기능 

CEO 직할 

품질경영팀 품질, 고객만족

혁신추진팀 혁신활동

경영진단팀 윤리경영

지원부문

인사팀 HR

인재개발팀 교육, 노경관리

녹색경영팀 환경, 안전/보건 

업무지원팀 사회공헌

상생협력부문 상생협력팀 동반성장

전략기획부문 경영기획팀 통합 관리, 리스크

기술개발부문 기술경영팀 R&D, 친환경제품

Control Tower(의사결정 및 방향제시, 모니터링) 협의체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합의기구로서 

실행(협업) 및 지원/새로운 

지속가능경영 Agenda 발굴 및 

협의체 안건 상정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품질 및 고객만족 (품질경영팀)

사회공헌활동 (업무지원팀)

상생협력활동 (상생협력팀)

녹색경영 (녹색경영팀)

친환경제품 (기술경영팀)

친환경 공급망 (품질경영팀)

통합 관리 및 지원, 협의체의 운영, 

이해관계자 Engagement, 

지속가능경영 KPI 수립 및 평가,  

지속가능경영 교육 및 지원 등 

 2010~2012 운영현황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19회 개최

 -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29회 개최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3회 발간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운영: 경영기획팀내 상시 조직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의 사업부 확대라는 추진방향에 따라 2011년 트랙터 사업부를 시작으로 전 사업부에서 리스크 매뉴얼 개발 과제를 수행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방향은 발생빈도가 높으면서도 손실 파급력이 큰 이슈들을 선정하여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입니다. 그리

고 매뉴얼은 리스크 발생 시 최단기간 내에 최소손실로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LS엠트론만의 매뉴얼 개발 프로세스와 작성 

Tool에 따라 개발하였으며, Work Flow와 실행방안은 사전예방 및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매뉴얼을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적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활동 및 교육훈련을 유지해 나갈 계획

입니다.

LS엠트론은 2012년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해외법인으로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 현지 법규 동향 파악 및 준수현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계약법(2008) 등 11개의 중국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를 선정하였고 국·중문으로 된 체크

리스트로 개발하여 법규준수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었

으며 실무자의 법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습니다. 다만 파견노동자 고용기준 등 향후 발효예정인 

법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대응 매뉴얼 개발  

중국법인 법규 준수현황 점검 

•주관: 전략기획부문장(CSO)   •운영: 격월 1회   

•운영: 분기 1회

실행  
기획

관리 

2012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진행사항

                  Follow-up 결과

•2012년 진척사항 중간점검 (제16차)

•보고서 내용 기획 / 집중작성(~3월)

•사무국 검토 및 보완지원(~5월)

•트랙터사업부 6건 외 총 24건 개발(10월)

•최종보고자료 각 담당임원 결재(5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6월)

•2012 대·중소 Green Partnership 

   (국책과제) 참여 중(2015년 완료예정)

•부정기사 언론노출 대응, 환전안전 사고 대응 등

   총 10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매뉴얼 개발(8월)

•2012년 최종 Review(제20차)

•소진율 93%(2012년 12월 기준)

•임시 협의체 개최 및 보고(제18차)

•리스크 관리 매뉴얼 개발 완료

•법규선정: 노동계약법 등 11개(6월)

•현지 수준진단 완료(10월)

•개선 사항 F/U: ’13년부터 실시 

•2기 비전체계 및 이해관계자 재정립완료

•주요 KPI 수정 및 보완

•12월 경영회의 보고(12월)

•지속가능경영 2기 로드맵 구축 완료

•2013년 부서별 업무 계획 반영

•201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목차 반영

                    보고 및 논의내용 

•부서별 성과와 2012년 활동 계획 보고

•일정 및 작성 방향수립(각 담당부서에서 자체 기획)
  

•매뉴얼 작성 방향수립(위기사항 발생시 행동요령)

•부서별 기획방향 및 작성내용 보고
  

•협력회사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로드맵  
  

•진척사항 보고 및 매뉴얼 방향수립

   (인사, 환경, 안전, 홍보 부서별/기능별 리스크 공유)

•부서별 계획 대비 진척사항 보고

•이해관계자별 배포 가이드라인 안내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결과 분석 

•부서별/기능별 최종 보고

• 방향수립(지속가능경영 관련 현지 법/규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 마련)

•지속가능경영 비전체계, 이해관계자 의미 재정립

•추진과제 달성방안 및 KPI 수립

•지속가능경영 슬로건 개발

•추진과제 달성방안 및 KPI 보고
  

•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우리회사

   관련 정보 관심순위 공유

                Agenda       

성과 Review 및 계획 보고

20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업부 운영 리스크 대응 매뉴얼

20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CHO부문 운영 리스크 대응

매뉴얼        

지속가능경영 진척사항 중간점검 

 20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2기 로드맵

CHO부문 운영 리스크 대응 매뉴얼

해외법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속가능경영 2기 로드맵

 
 

지속가능경영 2기 로드맵
  

2012년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
  

제13차

(’12. 1월)

제14차

(’12. 3월)

제15차

(’12. 5월)

제16차

(’12. 7월)

제17차

(’12. 9월)

제18차

-임시-

(’12. 10월)

제19차

(’12. 11월)

차수 

   품질  인사/노경

  생산  환경

   내부 영업  안전/보건

  법무  재무/회계

  구매  제품안전

  시장  경쟁사

  고객  대리점

   외부 투자자  환경

  협력회사  언론/NGO

  정부기관  지역사회

1. 이슈 Pool 확보 5. 실행방안 수립4. Work Flow 개발3.시나리오 개발2. 중점 리스크 선정 

•매뉴얼 구축 프로세스 

품질 클레임, 원자재 수급부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심각

한 법규 위반, 천재지변, 산업재

해 등 사업의 운영상 발생되는 모

든 이슈를 나열함

목표 업무와 실행 업무의 상세

Action Plan을 기술하고, 데이터 

Source, 완료기간, 보고 부서, 

보고Level을 정의함

단계별 발동기준과 완료기준 정

의하고, 담당부서 및 협업부서간

의 부서간 업무 흐름도를 규정, 

목표 업무 및 실행업무를 정의함

시간의 경과, 돌발 변수 발생 등

으로 손실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3단계로 나누어 예상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단계별 대응 완료목표 

및 대응부서 선정함

관리자 설문조사와 다수의 워크

숍을 통해 선정된 이슈 중 발생빈

도가 높고 손실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선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정의함

이슈 Pool 요약 매뉴얼 결과 Sample매뉴얼 결과 Sample매뉴얼 결과 Sample선정결과 요약

손실규모(재무적 + 비재무적)

발생 가능성 

제품불량 

 화재 발생

 환율변동 등 

상위 10% 
리스크 이슈

중국 법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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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2기 로드맵 및 슬로건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1기(2010~2012) 로드맵 종료에 따라, 2015년까지의 방향성을 담은 2기 로드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1기에는 추진체계 정착 및 기존 업무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면, 2기에는 이슈관리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이해관

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2기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2기 목표는 ‘Global Standard 정착’으로,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요구되는 표준과 규범을 선행적으로 준

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LS엠트론만의 4대 추진전략과 7대 활동영역이 자리잡고 있으며, LS그룹의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과 윤리경

영이 실천기조가 됩니다.

‘20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인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 또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두 번째로 1기 과제를 고도화하는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세 번째로 회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소통입니다.

각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참여부서는 추진전략별 달성방안과 KPI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2기의 핵심인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는 ISO 26000, GRI, EICC, UNGC 등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범들을 토대로 도출하였습니다. 모든 KPI는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목표달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한 KPI는 LS엠트론의 전사 목표합의 및 성

과 측정제도인 C/M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2기 비전체계 

4대 추진전략 및 7대 활동영역별 KPI 수립 

기업비전 |   

2015 목표 |   

슬로건 |   

4대 추진전략 |   

7대 활동영역 |   

실천기조 |   

지속가능경영 1기 Review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2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운영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2기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공감대 확대를 

위해 슬로건을 개발하였습니다.

2기 로드맵 2기 슬로건

동행, 함께하는 미래 Global Standard 정착

2013년  

Global Standard

대응 기반 마련

- 전략 및 KPI 수립

- 소통채널 정비

- 지속적 인식 강화

2014년  

Global Standard

실행력 강화

- 평가/모니터링 강화

-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확대 

2015년  

Global Standard

정착 및 내재화

- 사업부별 특화 전략

   수립

- Value chain 확산

동행 

함께하는 미래  

LS엠트론 구성원은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사업의 소중한 동반자로 이해하고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며,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로서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내일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 
이해관계자

리스크관리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ISO 26000등 국제표준과 

주요 규범 대응

새로운 제도도입 중심

조직문화 선진화 유도

Challenge 영역!!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 소통

성과 공개/Feedback

의견수렴/Feedback

Communication 영역!!     Negative 영역!!Positive 영역!!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 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소통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이해관계자 신뢰 강화  

윤리경영 

Global Standard 정착 

동행, 함께하는 미래 

LSpartnership

혁신추진

활동

상생협력

활동

품질 및 고객만족

활동

사회공헌

활동

녹색경영

활동

기술경쟁력 강화

활동

임직원 가치증진

활동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리스크 발굴 → R&R 보완

위기상황 대응력 강화

기존 업무와 이해관계자의 

기대가치 연결고리 강화

1기 수행과제 고도화

동반성장 경쟁력 제고

연도별 주요 활동

•2010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사무국 신설

  최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2011년  지속가능경영 C/M 지표 운영(사업부, 스텝)

  소위원회 운영 / 전사원 교육 실시

•2012년  사업부/지원부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해외출자사 지속가능경영 도입(법규 리스크 대응)

지속가능경영 대외 수상실적

•제7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대기업 부문 우수상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KSI) 전기, 전자 제조업 부문 1위 

                                                    (KRCA) 최초 보고서 발간 우수상

•제5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최초 보고서 발간 최우수상

•제7회 로하스경영 대상: 통신, 전자 제조업 부문 우수상

미흡했던 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다루는 국제적 이슈에 대한 접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수렴결과 업무반영

1기 로드맵 

2010년  

추진체계 구축

- 관리체계 구축

- Baseline 계획수립

2011년  

추진체계 정착

- 평가체계 구축

- 실행력 강화

2012년  

사업부 확대

- 리스크관리로 연계

- 해외출자사 도입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고도화 및 기존 업무와의 연계

- KPI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활동영역 첫 페이지에서 제시 -

KPI를 통한 성과관리

혁신추진활동 상생협력활동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활동 기술경쟁력 강화활동 임직원 가치증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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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충족시키는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LS엠트론은 이해관계

자의 기대사항을 비즈니스 영향도에 따라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지속가

능경영 협의체를 통해서 점검하며, 한 해의 성과와 차년도 계획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이해관

계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경영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는 회사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고 받는 모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속가능경영 2기를 맞아 Global 

Trend 및 이해관계자 기대가치 분석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를 재정의 하

였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는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Global/지역사

회, 지구생태이며, 일반 이해관계자는 정부/지자체, 주주/투자자 입니다.

LS엠트론 이해관계자 정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 모

형을 정립하였습니다. 본 모형은 소통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만족

할만한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선순환 

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비전 달성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로 연결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모형 개발 

LS엠트론은 매년 차년도의 지속가능경영 계획을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외부환경을 고려하여 2013년에 추진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영향도는 경영진 및 임직원

의 의견을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High, Medium, Low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2013년도 지속가능경영 전

략에 활용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2012년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수렴

•주관: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기간: 2012년 8월 ~ 9월

•방법: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고객: 80명

- 임직원: 730명

- 협력회사: 183명

- 지역사회/환경: 32명

•조사내용

- 이슈별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

- 이슈별 관심도 평가

- 이해관계자별 기대사항

- 2011 M-Story 만족도

▶  이해관계자별 기대사항 결과는 

    각 활동영역 첫 페이지에서 제시함

 2012년  
항목  전년대비

 순위 

 1  품질경쟁력  1 ▲

 2  기술경쟁력  6 ▲

 3  신사업개발  신규

 4  경영실적  신규

 5  고객관계관리  2 ▼

 6  공정거래  -

 7  직원 건강/안전/복지  7 ▲

 8  반부패/반뇌물 활동  신규

 9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8 ▼

 10  직원 교육지원  -

•2011년/2012년 상위이슈 변화•중대성 평가 Matrix

비
즈
니
스
 
영
향
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품질경쟁력  ① •고객관계관리  ⑤

•기술경쟁력  ② •공정거래  ⑥

•신사업개발  ③

•경영실적   ④

High area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⑨

•직원 교육지원  ⑩

•혁신활동

•인사제도(평가/보상)

Medium area

•직원 건강/안전/복지 ⑦ 

•반부패/반뇌물 활동  ⑧ 

•지속가능경영 체계수립  •친환경 제품/설비

•의견수렴   •에너지·자원관리

Medium area

•고용창출 •노경관계관리

•협력회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오염물질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Low area

•중대성 평가 고려사항 

•LS엠트론 비전 및 중기전략

•경영회의 보고 및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의사결정 사항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규정

•전년도 추진과제 목표달성 여부

•각 부서별 전략지표 등

•GRI(G3.1), ISO 26000, UNGC 원칙 등

•지속가능경영 자문그룹 의견

•경쟁사 및 선진기업 동향

•고객사 CSR 체크리스트 Index 및 외부기관 질의사항

•당사 관련 미디어 노출 이슈 등

  
  
  
  
  
  
  
  
  
   

   
   

   
   

   
    

    
     

         
                                         정

부
/지

방
자

치
단

체
             지

구
/생

태
              Global/지역사회     

    
    

 협

력
회

사
  

2기 이해관계자 재정의 결과  

Global/지역사회 - Global 추가: 해외시장 확대 및 해외거점 증가에 따른 Global 기업시민 역할 증대, 2011년부터 Global 사회공헌활동 진행

  - 지역사회 범위 확대: 기존 사회공헌 수혜지역에서 기술경영 및 R&D 인력 확보를 목적 으로 학교, 연구기관, 기술 협력기업 등으로 확대

NGO  - NGO 재편: 명확한 담당부서 규정을 위해 NGO의 취지에 따라 환경분야는 지구/생태에서, 사회분야는 Global/지역사회로 구분하여  

                      관리

지구/생태  - 지구/생태 범위 확대: 환경에 Focus 된 모든 이해관계자

•전사 관리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관심도 결과

 순위  항목  Page

 1  품질경쟁력 23~24

 2  기술경쟁력 34~37

 3  고객관계관리 25

 4  친환경 제품/설비 31, 33

 5  신사업개발 34

고객 -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순위  항목  Page

 1  기술경쟁력 34~37

 2  품질경쟁력 23~24

 3  직원 건강/안전/복지 32, 43

 4  인사제도 39

 5  직원 교육지원 40

임직원 - 임직원 가치증진활동

 순위  항목  Page

 1  품질경쟁력 23~24

 2  신사업개발 34

 3  공정거래 20

 4  고객관계관리  25

 5  의견수렴  12~13

협력회사 - 상생협력활동

 구분  순위  항목  Page

 지역  1  고용창출 39, 49

 사회  2  사회공헌활동 26~29

  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31

 환경  4  친환경 제품/설비 31, 33

  5  에너지·자원관리 31

Global/지역사회 - 사회공헌활동

지구/생태 - 녹색경영활동  

내부 외부 

소 통 

가치 창출 / 리스크 대응 

의견 수렴 / 리스크 파악 

성과공개 & Feedback의견 수렴 & Feedback
일반

핵심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

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와 

연결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

는 것이 소통 프로세스

의 핵심사항임

소통채널 

파악 

개선 사항

소통

대표

소통채널

설정 

업무 반영,

개선 활동

소통

주제·대상

선정

소통

진행

소통 프로세스핵심 이해관계자별 소통 주관부서

정의: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참여 부서로서 전사차원

          에서 해당 이해관계자 

         가치창출의 Control 

         Tower가 되는 조직

 이해관계자  주관부서

 고객  품질경영팀

 임직원  인재개발팀

 협력회사  상생협력팀

 Global/ 업무지원팀

 지역사회 기술경영팀

 지구/생태  녹색경영팀

역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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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영역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혁신활동 재무가치 창출 
 213억 원  187억 원 190억 원

 혁신추진활동
   

   혁신과제 수행 건수1)  235건  176건 198건

   혁신인재 확보 인원1)   178명  146명 183명

   혁신활동 제안 건수2)  30건/인  21건/인  21건/인

   

상생협력 직접 투자액3) 

 16.3억 원  17.1억 원 27.7억 원  

   

 
상생협력활동

 
 
  협력회사 직무 교육 인원   105명  180명 131명

   협력회사 Q-파트너 선정 수   32개사  34개사 33개사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건수   3건/11.5억 원  9건/33.5억 원 18건/83.2억

   

고객만족도(5점 만점)

 3.0점  3.2점  3.7점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ISO 9001 인증심사원 보유율4)  22%  35%  46% 

   품질전문가(품질경영기사) 보유율4)  7%  9%  15%

   

사회봉사 참여 시간

  330시간   1,080시간  2,019시간 

     

 사회공헌활동   

   사회봉사 참여 인원  83명  301명 369명 

   사회공헌 활동 투자액   2억 9,700만원   5억 7,000만원  3억 5,100만원  

   

친환경제품 매출 비중(총 매출액 대비)

 24%  35% 44%

     

 
녹색경영활동  

  

   환경 투자 및 지출액   402백만 원   599백만 원  787백만 원

   폐기물 재활용률  83%  81% 84%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tCO2eq/백만원) 0.16%  0.14% 0.15%

   

국책/위탁과제 체결

 

건수5) 

 14건   28건  26건   

   

 기술경쟁력 강화활동
  
  

   특허 출원 건수  80건   170건   191건 

   전략적 Lab. 선정수6) -   - 9곳  

   

신규고용 여성비율

  16%  18% 18%  

   

 
  

  

 임직원 가치증진활동 교육지원 현황 1,439천 원/인  1,739천 원/인  1,550천 원/인

   복리후생 비용  177억 원  211억 원 227억 원

   산업재해율  0.12% 0.21%  0.13% 

   지속가능경영 교육 실시 인원7) - 198명 277명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매년 중대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영역과 영역별 관리이슈를 

정의한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Steering Wheel은 7개의 활동영

역과 일반영역을 포함하여 21개의 관리이슈로 이루어져 있으며,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구성

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2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숫자로 보는 성과 

1) 2011년도 공조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감소, 2) 2011년부터 일반직 인원 포함, 3) 경영지원 컨설팅,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등, 4) 전사 품질인원 대비

5) 2012년부터는 실제 계약 완료 건수로 관리함 (2011년 기준 2012년 성과는 42건임)

6) 전략적 Lab.: 과제 추진, MOU 체결, 교육/세미나 교류 등을 실시하고 전략적 제휴관계가 필요한 Lab.으로 2012년부터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함

7) ISO 26000 대비 및 사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일반직 대상 실무교육

2011년 대비 2012년 변화 내용

2012년에는 기술개발부문(CTO)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강화 차원에서 기존 6대 활동영역에 기술경쟁력 강화활동을 추가하여 7개 활동영역으로 재편하였

습니다. 기술경쟁력 강화활동의 관리이슈는 Open Innovation 심화, 우수 R&D 인재 확보 및 육성, 특허 경쟁력 강화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임직원 가치증

진활동에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관리이슈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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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향한 엠트론의 변화,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 부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여 더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혁신문화의 창출은 계속됩니다.

혁신추진활동 

선언

LS엠트론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맞춤형 혁신활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문화를 창조하여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Key Driver가 되겠습니다.

 혁신활동 소통채널

•CEO와의 만남 (1회/월)

•CEO 현장경영 (1회/분기)

•혁신전담자 교류회 (1회/분기)

•Mtron6 Festival (1회/연)

•혁신활동 게시판 (상시)

 추진방향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사업 가치 창출

•도전적/선행적 혁신으로 사업 역량 강화

•자유롭고 발전적인 소통 문화를 확립하여 

   자발적 혁신 기반 조성

� 혁신 1기 Review(2009 ~ 2011) � 혁신 2기 추진방향 (2012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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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성과지표(KPI)� 혁신 1기 주요성과

        구분                                 KPI    담당부서 

  해외법인, 자회사, 협력회사 문화전파를  혁신추진

  통한 혁신역량 지수

   기능별 사업역량 상향평준화 역량지수 혁신추진 

  소통 활성화 지수 혁신추진

  소통문화 확립을 위한 문화혁신과제 완료율 혁신추진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소통 

       구분                                            내용    

  사업역량 개선  •기회비용 절감 •생산 능력 증대 등

 혁신체질 개선  •자발적 참여문화 •일하기 좋은 회사

  •‘지속성장 경쟁력 진단’ 혁신력, 실행력 부문 1위(매경이코노미) 

 재무성과 •2012년: 190억 (2008년: - )

 인재양성  •2012년 혁신인재: 183명 (2008년: 28명)

    혁신1기 “체질 강화 혁신” 혁신2기 “성과 견인형 혁신”

2009년 

혁신 재정립을 위한 운영

모델 수립

혁신 기반 수립

2010년 

성과 창출형 혁신활동

맞춤형 혁신 전개

2011년 

Mtron식 일하는 방법의 

정착

맞춤형 혁신 정착

혁신 지향점

사업 성과 견인형 

엠트론 맞춤형 혁신

혁신 테마 

혁신활동의 확장

창조적 가치 혁신

도전적 역량 혁신

혁신 문화

혁신 행동양식 3C 

Challenge, Creativity 

Communication

Mtron 6 Festival 2012

맞춤형 혁신활동

혁신인재 양성 및 과제 활동 

LS엠트론은 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44명의 신규 인재를 양성하여, 총 

183명의 혁신인재를 확보하였습니다. 혁신인재들은 6시그마, LPS, VE 등 전문분야에서 활발한 과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한해 동안 198건의 과제를 완료하여 혁신활동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TRIZ도입

중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습득을 위한 TRIZ가 도입되었습니다. 82명이 기본교육

을, 9명이 실무교육을 수료 그리고 Pilot과제 5건을 실행하였습니다. TRIZ는 타 벨트와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Level 1부터 3까지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도입 첫 해 총 77명이 Level 1 인증을 받았습니다.

Mtron 6 Festival 2012

2012년 12월 LS미래원에서 ‘Mtron6 Festival 2012’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 혁신리더, 협력회사, 

국내외 해외출자사 등이 모여 사업부의 우수혁신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한 해 동안 수행한 혁

신활동의 결실을 공유하였습니다.2012년도에는 8개의 경쟁과제와 2개의 특별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TRIZ 기본교육

영업이익 대비   2011                 0.9%      (4.9억 원) 

(지원금액) 2012                   1.1%    (4.6억 원) (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Staff부문 임원 Big Y(경영혁신 전략과제) 실시 ● •혁신 행동양식 3C 내재화를 위한 전사 교육 실시 6월

•표준시간 재설정을 통한 생산성 관리체계 개선 ● •TRIZ 과제 10건 수행  12월

•혁신인재1) 44명 양성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과제 12건 실행  12월

•TRIZ2) 추진체계 수립 및 Pilot과제 5건 수행 ● •일상 혁신활동 강화를 통한 내실화(전원 참여) ◎

•해외법인 혁신활동 교육 6건, 과제지도 22건 수행 ●   

1) 회사에서 인증한 문제해결전문가 

2) TRIZ(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LS엠트론은 혁신과 변화에 기반을 두고 LS엠트론만의 차별성과 경쟁력

을 갖추고자 2009년부터 혁신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는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혁신활동을 통한 한계돌파의 성과를 

창출한 한 해였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쟁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No.1 Vender 지위를 획득

하였습니다. CF사업부는 6㎛ 전지용 동박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하여 글

로벌 유수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다져온 혁

신활동 덕분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혁신활동 재무 성과는 190억원

에 달하며 198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재무성과 포상, 

과제활동지원금, 분임조 자랑대회 등 다양한 혁신활동 촉진제도를 운영

하여 혁신성과를 임직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혁신

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혁신을 문화화하고 내재화시키기 위한 ‘혁신2기’를 본격 추

진할 계획입니다. ‘Challenge, Creativity, Communication’의 핵심가

치를 바탕으로 LS엠트론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SPECIAL ISSUE – 맞춤형 혁신활동 성과창출

단위: 건수
2012년 혁신과제 완료현황

   구분  6시그마 LPS1)  VE2) TRIZ3) 계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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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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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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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PS(LS Mtron Production System), 2) VE(Value Engineering)

3) 일상과제 포함 

맞춤형 

혁신활동을 통한 

한계돌파

생산성 실적 재무성과 창출

단위: % 단위: %단위: 억 원 

노동 설비 

97.5 93.1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85.7 88.1 187 190
33

43

재무성과  영업이익

기여율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혁신활동 촉진 지원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18건, 83.1억 수행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10건, 60억 수행 12월

•경쟁력 향상 맞춤형 지원 45개사, 전년대비 역량지수 15% 향상 ● •경쟁력 향상 맞춤형 지원 30개사, 전년대비 역량지수 10% 향상 11월

•SRM1) 시스템 개선(납입지시/재고관리/평가체계) ● •SRM 시스템 운영(지표 안정화) 지속 ◎

•LS상생펀드 20개사, 35억 운용  ◎ •상생협력펀드 운영 및 현금성 결제 100% 유지 ◎

•현금성 결제 100% 유지  ◎ •대·중소 Green partnership(국책과제) 지원 ◎ 

혼자만의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기에, 

우리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걸어갑니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굳건한 힘, 신뢰를 보내는 눈빛에서 

희망이 넘치는 밝은 내일을 봅니다.

상생협력활동 

선언

LS엠트론은 공정한 거래문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상생협력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경쟁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 핵심성과지표(KPI)

 협력회사 소통채널

•VOS(Voice of Supplier) 수렴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사업설명회)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LS엠트론 윤리수준 설문조사

•지속가능경영 기대사항 설문조사

 추진방향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관계 형성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확장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참여 및 실행 확대

        구분                              KPI    담당부서 

  협력회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협력

  LS엠트론 윤리수준 만족도 경영진단

  *공정운영관행-반부패 6.6.3

   VOS 수렴을 통한 협력회사 경쟁력 향상 상생협력

  (컨설팅/교육) 과제목표 달성도 1, 3 

  *공정운영관행-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6.6.6

  SRM 체계 운영을 통한 재고 감축률 2 상생협력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RFP 제출수  상생협력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배포 상생협력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경영기획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 개최 상생협력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ISO 26000)

소통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 2012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결과

(n: 협력회사 183개, 전년대비 순위변화)

 1 의견수렴 채널 확대                                                 15.0% -

 2 SRM1) 체계 운영                                               14.4% new 

 3 컨설팅/교육 지원                                         12.5% ▲1

 품질 경쟁력 확보 지원                                       12.5% ▼2

 대금결제 조건개선                                   10.8% ▼2

 ESI2) 활동                              9.1% new 

 Q-파트너 확대                      7.0% ▼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5.6% ▼1

 LS 상생펀드 운용               4.8% -

 기타                            8.3% 

1)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생산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납입지시 정보실시간 공유

2) ESI(Early Supplier Involvement): 협력회사가 제품 개발단계에서 조기 참여

핵심성과지표는 이해관계자 기대사항과 당사의 비즈니스 영향도를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2012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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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경쟁력 강화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1)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생산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납입지시 정보 실시간 공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은 협력회사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2010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LS엠트론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

램입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정부와 대기업이 조성한 펀

드를 통해 과제 연구개발비의 75%(정부 2 : 대기업 1)를 3년간 최대 10

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LS엠트론은 2010년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협약을 통해 

200억 원(펀드출현금: 정부와 LS엠트론 분담금)의 펀드를 조성하였으

며, 2012년 현재까지 13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에 착수한 주

요 개발과제는 트랙터사업부의 친환경 엔진용 Moving System 개발, 자

동차부품사업부의 자동차용 브레이크 호스 자동조립설비 개발 등이 있

으며 총 18건이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

력으로 2012년 9월 6일 중소기업청 주최로 개최된 2012년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에서 우수과제를 발굴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과제발굴상을 수

상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과제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2012년 협력회사 

성과공유회시 포상하였습니다.

SPECIAL ISSUE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확대

협력회사의 

R&D 역량 강화, 

동반성장으로

가는 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이란?

•사업목적 - 기술경쟁력을 갖춘 협력회사에 R&D 자금지원을 통한 육성

•상세내용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조성

 -  국산화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투자기업(대기업)이 정부와 사전에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민·관 공동투자 개발사업 결성식

기대효과

신제품/기술 개발 

가속화

원가절감 및 우수

협력회사 육성

R&D 자금 확보와 

기술력 향상

신사업 참여 및 판로 확보국가

경쟁력 강화

LS엠트론 

정부  

 과제명  FCCL 20㎛급 외관 결함용 자동 광학 검사기술 개발

 개발기관 원텍

 총개발비(LS분담액) 3.99억 원(0.99억 원)

 개발기간  2011.06~2012.05

 개발 효과액  과제를 통한 현물 입고 금액 - LS엠트론 투자금액

 
기대효과

 1. 고객사 품질신뢰 향상  2. 원단제품 출하 대응  

  3. 고객 손실 비용 감소

우수 개발 사례

펀드실적
단위: 출현금(건수)

2010                    15.5억(3건)

2011     33.5억(9건)

2012  83.1억 (18건) 

                                                

협력회사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Q-파트너 제도

LS엠트론은 우수한 협력회사를 발굴하고 Partnership을 유지하고자 Q-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2012년에는 Platinum Partner 8개사와 Gold Partner 25개사로 총 33개사를 Q-파트너로 선정하였

습니다. Q-파트너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Q-파트너 평가시 환경조직, 안전관리, 법규위반, 재해

관리, 노경관리 등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된 일부 활동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점진

적으로 보완하여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LS엠트론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LS엠트론은 당사의 윤리수준을 확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윤리수준 설

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익명으로 LS엠트론의 윤리의식 향상정도, 윤리활동 만족

도, 임직원의 윤리수준, 거래관계 공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을 통해 임직원

의 윤리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윤리실천 특별약관 

제도를 도입, 상호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RM 운영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 신속한 정보공유 및 신뢰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납입요청 정보를 협력회사와 실시

간으로 공유하고 약속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공유 등으로 사업기회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자원 낭비를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제 조건

협력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010년 10월 이후 대금지급을 100% 현금성 결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

요 협력회사 대상으로 월 2회 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Q-파트너 및 500만 원 이하 거래시에는 

100% 현금 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S상생펀드 운용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전북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LS상생펀드 5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상생펀드 확산을 위해 2012년 기업은행과 신규로 50억 원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LS상생펀드

는 금리우대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개 협력회사에 83.5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여 설

비투자등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력회사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맞춤형 지원 활동

LS엠트론은 Q-파트너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매년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2011년 평가결과로 협력회사의 역량 편차가 크다는 판단 하에 맞춤형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회사는 평가결과를 스스로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

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평가결과 전년대비 15%의 개선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LS엠트론은 2012년 말 수출입은행과 함께 금융여건이 취약한 협력회사를 위해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LS엠트론과 해외 동반 진출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직접/간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 중

소·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은 수출 물품의 제작 자금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지원 활동 평가결과

2011 2012

종합평가점수 (45개사)

71

82

1차평가

2차평가

  62 

              74

  77 

              85

상생협력 추진모델

상생협력 프로그램

Q-파트너

핵심 협력회사

우수 협력회사(유형/기능별)

일반신규 퇴출

“전략적 파트너 관계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

전문/특성 

성과관리 

IN  OUT  

•Q-파트너 의미

   - Q: 기업차원의 품질

   - 파트너: LS엠트론 동반자

•인증등급: Platinum Partner / Gold Partner

•선정기준: 연간 거래 금액 3억, 거래횟수 10회 이상

•대상: 원자재, 외주가공, 상품, 설비업체

•평가내용

   - 1차:Q, C, D(Quality, Cost, Delivery) 정량평가

   - 2차:기술능력, 품질보증, 재무, 지속가능경영 등

금융 지원 LS상생펀드, P-CBO 

  100%현금성 결제 

  상생발전 프로그램

역량강화 지원 경쟁력 향상 맞춤형 지원

  함께하는 혁신활동

  안전보건 공생협력

기술개발 지원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품질협력체계 품질관리체계 보완/개선

강화 품질 Partnership Day

  품질조인식

의견 

수렴 

협력회사와의 소통 활성화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협력회사와의 직접 대화 확대

LS엠트론은 2012년 동안 총 30회의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등, 각 사업부별로 협력회사와 대화를 개최하

였습니다. 이러한 직접 대화를 통해 시장상황 및 생산계획 공유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프로그램 소개 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황과 품질 개선현황, 현장개선 활동을 공

유하고 전반적인 상생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협력

회사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대사항에 대응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협력회사 간담회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SPECIAL ISSUE – 2012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매년 개최되는 협력회사 성과공유회는 협력회사와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

입니다. 협력회사 성과공유회에서는 혁신활동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

유하는 것은 물론, 우수 협력회사 Q-파트너 인증식을 통해 Win-Win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2 성과공유회는 Q-파트너 33개사 및 주요협력회사 임직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상생협력부문장의 인사말 및 활동 경과보고로 시작하여, 혁신

사례 발표, Q-파트너 시상식, 만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활동 경과보

고에서는 LS상생펀드, 안전보건 공생협력 그린파트너십  착수 등 다양한 

동반성장 경쟁력 강화활동이 공유되었습니다. 아울러 LS엠트론의 대표적

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민·관 공통 투자기술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협

력회사 분임조 개선활동, 생산성향상 사례 등이 발표되어 협력회사 임직

원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수 상생협력활동의 노력으로 대창공업

사, ㈜대송, ㈜남광이앤씨 등이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을 일구다

2012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는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Q-파트너 인증 기업

에 주어지는 100% 현금결제 혜택은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는 

2차 협력회사 대금결제 개선으로 이어져 협력회사와의 상생관계를 발전시

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출기 뉴디자인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

며, 사출기 분야에서 WORLD BEST TOP7을 향한 LS엠트론의 도전에 함

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사도 최선의 노력으로 이

러한 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주)남광이앤씨 대표이사 _ 김학범

●남광이앤씨 특별상 수상

남광이앤씨는 완주 과학산업단지에 위치에 있으며 LS

엠트론과는 15년간을 거래해 온 가족과 같은 관계입

니다. 현재는 LS엠트론의 주요 생산품인 사출기

의 Door 및 Cover류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Platinum Partner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의 남광이앤씨가 있기까지 생산, 

품질, 경영일반에 이르는 LS엠트론의 다양한 컨

설팅 및 혁신활동 등의 지원이 있었으며, 이러

한 활동들의 결과로 어느 회사에도 뒤지지 않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통합 구매시스템 개선  ◐ •통합 구매시스템 개선  6월

•각종 오프라인 대화채널 30회 운영  ◎ •각종 오프라인 대화채널 운영(사업부별 1회/반기)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183개사 실시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실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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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품질전문가(품질경영기사) 자격보유율 15% ● •품질전문가(품질경영기사) 자격보유율 30% 6월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보유율 46% ●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보유율 60% 12월

•품질교육 과정 운영 7개  ◎ •품질 내부 심사원 양성 50%  ◎

•품질경쟁력 확보 지속활동  ◎ •환경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 제품 품질개선 활동 및 관리체계 진단 56건  •품질경쟁력 확보 활동  ◎

   : 각 사업별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27건  •품질교육 과정 운영  ◎ 

   :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지도 71건    

   : 해외법인 품질 개선 지원 23건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엠트론은 지속적인 품질의 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선언

LS엠트론은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 소통채널

•고객만족도 조사

•VOC(Voice of Customer) 수렴

•제품 설명회(제품 전시회)

•지속가능경영 기대사항 설문조사

•품질혁신 한마당

•대리점 Vision 공유회

 추진방향

•글로벌 품질경쟁력 확보

•인재양성을 통한 품질 핵심역량 확보

•고객과의 접점 확대 및 서비스 강화

•소비자 보건,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트랙터 북미 딜러 전주사업장 방문  

품질경쟁력 확보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품질실패비용 개선

LS엠트론은 구축된 ERP시스템을 통해서 품질비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부

서를 품질비용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산출하며, 매년 초 품질실패비용 절감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부별로 제품품질불량 개선활동을 위한 하부과제를 선정하고, 회의체를 구성하

여 개선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

고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LS엠트론은 품질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

략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믿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품질이 높아야 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

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LS엠트론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전문가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배양하고 품질혁신 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에 대한 기본 교육 뿐 아니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기사 자격과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기사 교육 과정은 기초통계부터 신뢰성 관리, 실험계획법 및 품질경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 과정과 Off-line 과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Off-Line 과정은 사외 전문 강사를 초빙, 사내 

인재개발원에서 합숙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SO 9001 인증심사원 과정은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할 중추적인 인력을 대상으로 사내에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

한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의 사외 합숙교육을 통해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품질전문가는 내부적으로 각종 혁신활동의 선봉에서 활동하며 내부 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해외 법인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지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

게 역량개발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PECIAL ISSUE – 품질인재 양성(품질경영기사 /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품질경쟁력

확보는 

사람에서부터

*품질경영기사  _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맞추어 품질경영체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제정된 자격

품질경영기사 자격 보유율
* 전사 품질관련 인원 대비

2010                   7%

2011                   9%

2012    15%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율
* 전사 품질관련 인원 대비

2010                   22%

2011                   35%

201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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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성과지표(KPI)� 2012 고객 기대사항

(n: 고객 80개사, 전년대비 순위변화)         구분                                 KPI    담당부서 

  대·중소 Green partnership(국책과제)을 통한   품질경영 

  협력회사와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녹색경영 

  *소비자 이슈-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보호 6.7.4 상생협력 

   트랙터, 사출성형기 등 최종 고객의 서비스 품질  품질경영

  차별화를 위한 고객평가단 운영 횟수 2, 3, 4  
 

  *소비자 이슈-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해결 6.7.6

  품질경영기사 양성 보유율 1 품질경영

  ISO 9001 인증심사원 보유율 1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배포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경영기획 

  고객 만족도 조사 품질경영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ISO 26000)

소통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핵심성과지표는 이해관계자 기대사항과 당사의 비즈니스 영향도를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1 품질경쟁력 확보                                                 17.8% -

 기술경쟁력 확보                                       14.9% ▲2 

 2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14.5% ▼1

 3 고객의견 수렴 제도 확대                                  13.4% ▲1

 4 A/S활동 강화                              11.6% ▼2

 협력회사 품질관리 확대              5.8% ▲4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 확대             5.4% -

 제품안전성 보장 강화          4.7% ▼2

 친환경 기술/제품 확대           4.7% -

 기타                   7.2% 



품질개선 활동(제품/관리체계)

LS엠트론은 제품품질향상을 위해 협력회사 품질 개선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공정을 진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한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

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자동자부품사업부의 CAC Hose 공정품질안정화, 사출시스템사업부의 작

업표준 관리체계 구축, CF사업부의 전지박 길이방향 품질보증 TFT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최적화

고객의 요구사항 및 내부목표가 만족될 수 있도록 품질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ISO 

9001 과 ISO/TS 16949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매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있으며, 각 사

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정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품질 개선 지원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 해외법인인 LSMQ를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 파견을 통해 품질교육과 서비스 지원 

및 주요 부품의 품질향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활동을 통해 향후 자체적인 품질 진단 및 개선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현지 인원의 역량을 배양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보증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출시스템사업부 해외법인인 LSMW는 사업부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중국 현지 공장에 전수하고

자 3차에 걸쳐 검사원을 파견하여 현지원에 검사역량을 높이고 검출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나아가 2013

년에는 중국 생산분에 대한 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전자부품사업부 해외법인인 LSEQ는 연초 사업부와 품

질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부 전문 인력의 지원으로 중국 현지 검사원을 지도하고 검출력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양산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협력회사 품질협력체계 강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LS엠트론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정기진단 및 특별진단을 실시하여 지속적으

로 품질관리체계를 보완/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활동으로는 트랙터사업부 협력회사인 태산기계의 

품질 안정화 지원이 있었으며 전자부품사업부는 2012년 2월 10개 협력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사 

품질 Partnership Day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사업전망 및 품질이슈 공유, 우수품질 협력회사 

포상, 품질조인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품질교육 과정 운영

지속적인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사업별/개발/생산/품질보증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2개, 

전문과정 5개의 정기 품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변경 및 신규입사로 인해 품질보증

팀으로 편성된 신규 인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검사실무 과정과 ERP 내 품질모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

습니다. ERP 품질모듈 교육은 내부적으로 양성한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해당사업부 사례를 교보재로 활

용하여 사업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통한 고객안전 보호 노력

LS엠트론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관련법규 분석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영향권 내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자 지식경제부가 주체하는 국책과제인 대·중소 Green Partnership 사업에 착

수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향후 2년간 협력회사와 함께 시스템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립

하고 협력회사에게 관리기법을 전수하는 등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08 ISO/TS 16949:2009

검사실무 교육과정 

         활동 항목  2010  2011  2012

 제품품질불량개선  14  7 56

 품질경영시스템정비  26  38  27

 해외법인 지원활동 -  14  23

 협력회사 진단 및 개선 49  100  71

단위: 건수
품질경쟁력 확보 실적

고객감동 제품/서비스 제공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LS엠트론은 고객이 느끼는 자사의 수준을 경쟁사와 비교/평가하여, 자

사의 부족한 부분을 감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품

질, 마케팅, A/S 및 납기 항목으로 2011년에는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고, 2012년에는 총 8개 전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E-mail, Fax를 통한 간접설문이며, 고객 및 대리점(LS엠트론 제품만 취

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사 종합결과 전 항목의 평균은 3.7점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약 0.5

점 향상되었습니다. 트랙터사업부의 마케팅 부문 디자인 항목은 2011년

보다 약 0.8점 향상되어 3.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출시스템사

업부는 A/S 및 납기 항목 중 고객불만 처리 항목이 3.1점으로 상대적으

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객 체감 서비스 품질 차별

화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만족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SPECIAL ISSUE –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감동은 

고객의 소리에서 

출발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전사 종합)

조사항목품질

2010                          2.9

2011                             3.2

2012                                     3.6

•품질만족도  

•품질개선 노력

•기술력 

•샘플품질

마케팅 

•회사 이미지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종류  

•제품 가격

2010                        3.0

2011                           3.2

2012                                     3.7

A/S 및 납기

•고객불만처리   

•기술 대응능력

•기술자료 제공   

•납기 준수

2010                       3.0

2011                              3.3

2012                                       3.8

(단위: 5점 척도, n: 112명)

고객 접점 관리 강화

LS엠트론은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접점 관리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업/서비스 기본 교육 및 전문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CS담

당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법인의 CS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

다. 고객접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각 사업부 대리점 및 영업담당, 엔지니어 등이 수행하던 기능을 

통합/발전 시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대표번호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을 일괄접수하고 

제품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해피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책임있는 마케팅

LS엠트론은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및 사용 매뉴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객을 직접 초청하여 신제품 

설명회 및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

LS엠트론 전 임직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수

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뿐 

아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마인드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CS사원 심화교육

CNH 트랙터사업부 방문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사업별 고객만족 활동 지속 전개 116건 ◎ •트랙터사업부 고객체감 서비스 품질 차별화 활동 10월

•고객 모니터링 활동 및 CS 특별교육 실시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별 고객만족 활동 지속 전개 및 고객 접점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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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는 기업-

진심을 담아 어두운 곳까지 환히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선언

LS엠트론은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소통채널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안양시, 완주군청 등)

•NGO(사회공헌 프로그램 파트너) 협력

•1사 1교, 1사 1촌 결연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단체 협력

•지역사회 기대사항 설문조사

 추진방향

•대표 사회공헌활동 브랜드화로 기업 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대관계 유지 및 신뢰 강화

•임직원 CSR 마인드 고취 및 봉사활동 확대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경제발전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임직원 봉사 참여 활성화(지역사회 참여 및 지원)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LS엠트론은 2011년까지 사업장별로 진행되던 임직원 봉사활동을 발전시

켜 전사 임직원 봉사단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인포멀 형태를 유지

하여 자발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봉사단 운영체계 구축, 사회공헌활동 소

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봉사단은 전주, 안양, 정읍, 인동 4개 지역 사업장별로 구성

되었으며, 현재 4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S

엠트론 봉사단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인포멀을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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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동행하는

LS엠트론   

전사연합 봉사단 

사랑나눔회(전주지역)

구성: 트랙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부, 

         특수사업팀 임직원

주요 수혜기관: 다애공동체 / 추동마을 등

활동: 후원금 및 물품전달, 김장지원, 건축지원, 

         현장체험 지원 등

사랑실천회(안양지역)

구성: 본사, 전자부품사업부, UC사업팀, 영업본부, 

         중앙연구소 임직원

주요 수혜기관: 양지의 집(뇌성마비재활원) / 

                       어린이재단 경기지부

활동: 정기 목욕봉사/청소/식사지도, 후원금 및 물품전달 등

사랑실천회(정읍지역)

구성: CF사업부, FCCL사업팀 임직원

주요 수혜기관: 장애인복지기관

활동: 지역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의 집수리 봉사, 

         요양환자 간병, 결손가정 아이들 체험 활동 

희망나누미(인동지역)

구성: 자동차부품사업부 임직원

주요 수혜기관: 도계 사랑의 쉼터(지적장애인 보호시설), 

                       구미초등학교

활동: 정기 목욕봉사, 결손가정 정기후원, 연탄 나르기 등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진흥 후원 활동

LS엠트론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체육분야 등에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

다. 특히 전주사업장이 위치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LS엠트론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임직원들도 현장

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각전시회를 후원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사이클연맹 후원으로 생활 스포츠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양성 및 제품을 통한 참여 활동

LS엠트론은 1사 1촌 결연을 맺은 추동마을의 농민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영농 작업반에 트랙터를 기증하

고,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실험실습용 트랙터를 기증하는 등 제품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활

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폴리텍 대학 익산캠퍼스에 농업기계 기술 고도화 대학 실습장인 엠

텍실습장 준공, 기술연수 산학협력 체결 등 다양한 산학연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연암대학 트랙터 기증식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전사 연합봉사 및 4대 지역봉사단 활동 ● •봉사참여 활성화 지원 강화  12월 

•봉사참여 활성화 지원(시상식, 캠페인, 봉사교육 등) ● •지역사회 마을/학교 결연활동  ◎ 

•농민후계자 양성지원, 하천 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결연활동 ◎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후원 및 직원 참여 확대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국제조각전시회 등 ◎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진흥 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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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성과지표(KPI)� 2012 지역사회 기대사항

(n: 32명, 전년대비 순위변화)

 1 취약계층 복지                                                 30.8% -

 2 환경보호                                            26.9% - 

 3 문화/예술/체육 진흥                                     23.1% ▲1 

                고용 및 미래인재 양성                                 19.2% ▼1

        구분                                 KPI    담당부서 

  국내·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임직원이 직접   업무지원

  참여하는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운영 횟수 1, 2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지역사회 참여 6.8.3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업무지원 

  위한 지원 활동(금액) 3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교육 및 문화 6.8.4 

  
임직원 인당 봉사참여 시간 업무지원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경영기획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배포 업무지원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ISO 26000)

소통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핵심성과지표는 이해관계자 기대사항과 당사의 비즈니스 영향도를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2012년 제2기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베트남) ● •2013년 제 3기 글로벌 해피빌리지 캠페인 연중

   : 임직원 봉사단 파견/아동 교육 및 건축지원  •국내 대표 프로그램 운영: 농촌사랑 봉사단 지역사회 봉사실시 연중

•국내 대표 프로그램 운영(농촌사랑봉사단) ●    - 일정: 2회/연 

   : 사업장 임직원 50여명, 효도사진 및 독거노인 가정 수리     - 장소: 전북, 경북

         - 내용: 효도사진, 이미용, 독거노인 가정 지원  

      - 참가: 봉사인포멀 회원 및 사업장 임직원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운영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SPECIAL ISSUE – 글로벌 대표 프로그램 운영 

1. 캠페인 개요

일시: 2012년 6월 20~26일

장소: 베트남 뛰엔꽝성 반푸마을(하노이 북서쪽 산악지역)

대상: 반푸초등학교 재학생 & 교사, 지역 주민

프로그램: 봉사활동(아동교육, 노력봉사, 계몽교육)

               지원활동(학교 건축, 학용품 지원)

봉사단: 임직원 12명(사업부/연령/직무 등 다양한 구성원)

2. 프로그램

LS엠트론 글로벌 대표 프로그램인 ‘해피 빌리지 캠페인’은 

사전교육, 현지봉사, 지속적 봉사참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임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고, 주변에 그 경험들을 공유

하여 봉사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에피소드  | 봉사단이 활동을 펼친 지역은 베트남 북서부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활동을 위해 단원

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한 곳에서는 차량이 진흙에 빠져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

니다.  40℃를 오르내리는 날씨 가운데 단원 모두가 수 km를 걸어 학생들에게 가야만 했죠. 베트남에서의 날씨와 현지 제반 여건은 

봉사팀원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기뻐하는 주민들을 보며 봉사단원 모두가 더 행복했으니까요.   

                  김종식 반장  

베트남

사전교육 현지봉사 

국내봉사  

28 29

� 현지정보/언어교육

현지 봉사를 위해 봉사 대상 지역인 

베트남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내봉사 참여

11월에 진행된 전사 국내 봉사활동에 글로벌 해피 봉사단도 

참여하여 봉사의 시간을 가지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 미술교육

미술교육은 티셔츠에 아이들의 꿈을 

그리는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봉사단원들의 꿈을 소개하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학생에게 

소개하여 아이들의 꿈을 더 크게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노력봉사

울타리 공사팀과 벽화/그리기팀으로 구성돼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울타리 공사는 현지 학교 선생님들과 봉사단원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됐으며, 

벽화는 정면 왼쪽과 오른쪽 두 부분에 그려졌습니다.

� 프로그램 실습

현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 모두를 

세세하게 실습하고, 

프로그램별 리더들을 세워 

각 학급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운동회

이어달리기, 보물찾기 등 한국 운동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지에서도 진행합니다. 봉사단원들도 

각 학급에 소속돼 함께 땀을 흘리고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며 현지인들과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 음악교육

베트남은 정규 음악 교육이 쉽지 않고, 특히나 악기를 

활용해 음악 수업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전조사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쉽게 음악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배우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푸르름으로 가득한 숲, 숨쉬는 지구.

그 안에서 누구나 가슴 벅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친환경 녹색 제품의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활동 

선언

LS엠트론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그린 비즈니스 영역확대 지원을 통해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분야의 Global Leading 녹색기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소통채널

•정부·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설명회

•환경 NGO 간담회 및 환경기술인 협의회

•녹색기업 정보공개

•늘푸른 안양21 실천 협의회

•산업보건안전 위원회 및 회의

•지속가능경영 기대사항 설문조사

 추진방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제품 및 그린 비즈니스 영역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 2012 환경관련 기대사항

(n: 환경관련 대외 이해관계자 32명, 전년대비 순위변화)

 1 온실가스 관리                                                  22.2% -

 2 자원 및 에너지 절약                                          18.9% - 

 3 친환경 제품 개발                            12.2% ▲1

 친환경 설비 및 공정 개선                       11.1% ▼1

 오염물질 저감                        11.1% -

 유해화학물질 관리                7.8% - 

 물 사용 저감               7.8% new

 환경관리시스템 운영 확대        4.4% ▼1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준수         4.4% ▲1 

        구분                                 KPI    담당부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 2 녹색경영 
 

  *환경-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6.5.5

   전체 매출액 대비 친환경제품 매출 비중 기술경영 

  (LS엠트론 친환경 제품 개발기준 적용) 3 사업부 

  *환경-오염예방 6.5.3 

  
탄소성적표지 대외 인증 1, 2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경영기획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배포  녹색경영

� 핵심성과지표(KPI)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ISO 26000)

소통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트랙터(2012 트랙터 사진공모전 우수작)

기후변화 대응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SPECIAL ISSUE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LS엠트론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한 이래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제3자 검증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전사 온실가스 배

출량은 101,915tCO2eq이며, 그 중 고정연소 및 이동연소에 따른 직접배출(Scope 1)은 8,315tCO2eq, 전력구매에 따른 간

접배출(Scope 2)은 93,600tCO2eq 입니다. 2012년에도 효율적인 설비운영, 고효율 설비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절감활동

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간접배출로 인해 전사 온실가스의 75%를 차지하는 정읍사업장의 경우 정기 에너지 진단 및 관련 투

자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냉동기 통합운전, 고효율 조명기기 및 모터 교체를 통해 774tCO2eq을 절감하

였고 인버터 설치에 의한 부하율 제어, 냉동기 전력 절감 장치설치를 통해 연간 283tCO2eq을 절감하는 효과를 이뤘습니다. 그 

밖에도 온실가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사업장 담당자 및 관련 부서원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감축 수행을 위한 TF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출

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원격지 회의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성과지

표 산출 및 평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에 따른 전사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2013년에는 전

사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IT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범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책임 이행

협력회사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

협력회사와의 녹색상생경영을 실천하고자 정부 국책과제사업인 그린·탄소파트너십에 참여하여 2013

년 20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Kick-off 워크숍을 

진행하여 추진배경 및 방향을 공유하였고, 협력회사 현장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에너지 진단 실시를 통한 에너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 실무자 교육

을 병행하여 공급망 내 녹색경영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2012 그린탄소 파트너십 칙수보고회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완료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6월

•온실가스 관리규정 및 인벤토리 개정 완료 ● •온실가스 에너지 IT 시스템 구축   9월

•온실가스 사업장 별 담당자 선정 및 교육 ● 

2012년 온실가스 배출원별 구성2012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배출량(원단위)

단위: tCO2eq, (tCO2eq/백만 원) 단위: tCO2eq 단위: tCO2eq

2010 2011 2012

99,415

101,915

96,297

(0.16)

(0.14)
(0.15)

합계  101,915

이동연소 1,225(1.2%)

고정연소 
7,090(7.0%)

간접배출 
93,600(91.8%)

합계  101,915

정읍  
76,828(75.3%)

전주  11,901(11.7%)

안양/인동/기타
  13,186(13.0%)

30 31

핵심성과지표는 이해관계자 기대사항과 당사의 비즈니스 영향도를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SPECIAL ISSUE – 해외법인 ESH 관리 지원

친환경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 관리

LS엠트론은 2012년 역삼투압 장치 도입을 통해 용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노후 집진시설 교체 및 

스크러버 추가설치를 통해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폐기물발생량은 전년 대비 원단위가  

19% 증가하였지만, 분리수거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활용률이 3% 개선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친환

경 공급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안전 전산화 프로세스 개선

환경안전 위험성평가 및 공사 시행에 따른 리스크 예방을 위해 환경안전 사전심사 및 작업허가서 전산화 프

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환경안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공사 발주 프로세스와 연계시켰으며, 전

기화재예방 검토를 추가하여 사고발생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재지정 및 지역 환경운동

전주사업장은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 수행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11월 녹색

기업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사적으로는 1사 1하천운동, 그린산단 만들기,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활동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센터 환경안전 운영체계 수립

2013년 2월에 신축한 안양소재 하이테크센터 건물에 대해서 환경안전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여 점검 및 개

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의 ESH 업무표준 정착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거듭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진 ESH 사업장 운영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해외법인의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2012년 하반기 중국법을 중심

으로하여 LSMQ와 LSEQ 및 LSMW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기화재예방을 위해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장비를 통한 발열부 확

인, 주요 전기화재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사업장 맞춤 소방훈

련 시나리오를 제·개정하였고, 불시소방훈련을 통한 훈련 내실화 체계

를 구축·지원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현지인 육

성 워크숍을 통해 안전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소방안전 및 화재

예방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Global 

안전역량 강화활동

녹색기업 재지정 현판식

1사 1하천 운동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해외법인 진단결과 보고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중국법인 Risk Management 지원  ● •하이테크센터 주요 리스크 파악 및 내부 규정화 8월

   : 화재예방진단 및 비상사태 시나리오 작성  •해외법인 시스템 구축 지원 및 화재예방 진단 9월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현지화  ● •해외법인 환경안전 담당자 육성  9월

   : 중국법인 환경안전 담당자 워크숍 교육 진행   

•기업 환경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      

   : 환경정보공개 Data 검증 완료   

친환경제품 확대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친환경제품 개발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공정상 환경영향성을 최소화하는 환경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친환경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친환경제품의 범주를 정의하고,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매년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기본인자가 개선되었거나 친환경 사업에 해당하는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친환경제품 개발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트랙터용 친환경 디젤엔진을 자체 개발하였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엔진대비 90% 배기가스 저

감, 연료 절감률 20% 개선효과를 목표로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개발 중 입니다. 사출성형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 추세를 반영한 중대형 전동식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테나와 커넥터부품의 경우 전 모델이 RoHS 대응, 

halogen(F/CI/br/I/At) Free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UC분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UC모듈을 개발, 모바일 기기용 

Battery팩의 고용량화, 슬림화 가능한 동박 등 친환경제품 기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SPECIAL ISSUE – LS엠트론 친환경제품 관리체계 및 성과

친환경제품 

개발은 

환경적 책임의 

지름길

 사업부(팀)  친환경 범주  친환경제품 모델  주요특징 (성과)

 
트랙터  유해성 감소  북미,유럽向 P/U/R/I/J/G 모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엔진 효율성 증대  

    •연료소비율(g/kWhr)10% 절감

 사출시스템   온실가스 저감  유압식 ME/SE 모델  •기존 모델(D/M/S) 대비 25,45,25% 효율향상

 특수  자원절약  K-55A1 궤도  •기존모델 대비 제품 사용수명 증대 (7년 → 12년)

 CF  유해성 감소  TM처리 제품  •도금 공정상 As(비소) 제거

 
전자부품  유해성 감소  전제품

 •RoHS 대응

    •halogen(F/Cl/Br/I/At), Be Free    

 자동차부품  유해성 감소  TCI/Brake/Power steering 호스  •EuroⅤ(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만족 부품

 UC  친환경 사업  전제품  •전기차, 풍력발전기, ISG용 승용차 모듈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 적용

2012년 주요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매출액  2,211  3,283  4,035

 비중  24  35  44

단위: 억 원, %

친환경제품 R&D 투자비중 (과제건수)

      구분  2010  2011  2012

 온실가스저감 14(4)  4(8) 3(2) 

 유해성감소  70(25)  68(29)  73(29) 

 자원절약  16(10)  28(19)  24(20) 

       합계  100(39)  100(56)  100(51) 

단위: %, (건 수)

친환경제품/기술 개발계획

: 중기 기술개발 전략수립과 병행하여 운영

1단계  � 

제품/기술

환경 분석

4단계  ● 

중기 기술개발

전략 보고

3단계  � 

임원보고

2단계  � 

로드맵

수립 W/S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

: 제품개발 Process 상에서 친환경 설계 검증절차 운영 

제안 단계  � 

친환경제품

여부 구분

GR3  ● 

목표 달성

점검 및 잔존 

Issue 대응

GR2  � 

친환경 설계

목표 수립

GR1  � 

친환경 설계

핵심인자 

선정

*GR(Gate Review)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친환경제품 R&D투자 189억 원  ● •친환경제품 제품 관리체계 강화  4월

•친환경제품 매출액/비중 4,035억 원/44% ● •친환경제품 R&D투자 202억 원  ◎

   •친환경제품 매출 비중 47%  ◎

32 33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

혁신적이며 전문적인 R&D 영역의 구축과

기술경쟁력 강화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더욱 앞서갑니다.

기술경쟁력 강화활동 

선언

LS엠트론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소재 분야의 우수한 

R&D인재를 확보/육성하고 Open Innovation 활동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하여 고객에게 Leading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술개발 관련 소통채널

•대외 _ 산학협력(대학) 기관 협력

             대학 연구실(Lab.) 협력

•대내 _ Change Agent 활동

             계층간담회(소통의 날 운영)

 추진방향

•R&D 조직역량 및 조직문화 활성화

•산학연 협력 Partnership 강화

•중장기 기술경쟁력 기반 구축

� 핵심성과지표(KPI)� R&D 1기(’09~’12년) Review 및 2기(’13~’15년) 추진방향

1기 “Fast Follower 강화”구분 2기 “Top Tier(First Mover)진입 준비”

•핵심 기반기술 정의 및 기반조성

•방어형 IP전략, 생산기술 조직

   설치/강화

•선행과제 발굴

•CTO 선임, 기반조성

•Open Innovation 거점대학

   구축

•GWP, 혁신활동 도입

•핵심 기반기술 Level-up

•사업부 핵심과제 밀착지원

•원천/핵심 특허 확대

•차세대 제품, 신기술 본격 개발

•사업부연구소 강화 및 해외

   R&D역량기반 구축

•Open Innovation 주요거점

   대학/Lab. 선정 

•산학연 Network 강화

•개발 Sys. 혁신, TRIZ 도입

•채용채널 다변화

•직급별/연구분야별 교육 강화 

•GWP 활동 강화

        구분                                 KPI    담당부서 

  R&D 역량강화 및 커리어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기술경영
 

  수립, 교육과정 만족도 인재개발
 

  *노동관행-작업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6.4.7

    산학연 협력 Partnership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MOU/연구과제 수행건수 
 

  R&D 우수인재 선 확보 비율  기술경영 

  R&D 직군의 조직역량 지수 및 조직활성도 지수 기술경영 

  (근무하기 좋은 연구소 만들기)

   C.A 활동 개최 횟수 기술경영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ISO 26000)

소통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Global

기술경쟁력

확보

1등 연구원

육성

R&D

실행력

미래성장

기반강화

2012년에 준공한 R&D 센터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Open Innovation 심화

1) 전략적 Lab.: 과제 추진 or MOU 체결 or 교육/세미나 교류 등을 실시하고 전략적 제휴관계가 필요한 Lab.

SPECIAL ISSUE – LS엠트론, 지식경제부 주관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사업 주관기관 선정

LS엠트론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리튬이온전지 및 PCB

용 초고강도 전해동박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2012.11~2016.10)에만 총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본 개발 과제에는 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과 5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LS엠트론과 

함께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LS엠트론 중앙연구소에서 실시된 협약 미팅에는 과제에 참여

하는 각 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핵심 기술의 개발 목표·

일정 및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산학연 협력체제로 수행되는 이번 개발 과제를 통해 핵심 기

반 기술에 대한 Open Innovation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학·연과의 기

술협력 Network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Open Innovation을 

통한 

Global Leading 

제품 개발

전문가 초청 기술 세미나

기술센터 Kick-off 미팅 

개발 단계별 목표

1단계(2012. 11.~2016. 10.): Pilot Production

•초고강도 구현을 위한 전해 동박 공정 기술 개발

•도금 두께 및 표면 profile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권취 장력 정밀 제어 및 Web-handling 기술 개발

다양한 산학연 협력 활동

LS엠트론은 다수의 국책/위탁과제를 국내외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여러 대학들과 트랙터, 사출성형기, CF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14개 핵심기반기술에 대해 국내대학의 30개 거점 Lab.을 선정하였고, 그 중 7건

의 협력계약(위탁/자문)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적 Lab.선정을 타깃으로 총 9곳의 

Lab.과 제휴관계를 맺고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나노융합소재 가공 기술센터 참여

LS엠트론은 고분자 가공 분야 20명의 교수진과 수지 및 사출업체 22곳의 기관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

규 출범하는 고분자 나노 융합소재 가공센터 기업 회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출사업 전방기업 유대 강

화 및 기계와 고분자적인 관점에서 성형관련 Field Claim의 유기적 대응 역량 확보, 선진사 및 국외 연구

기관 개발 정보 입수를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LS엠트론은 2012년 1월 트랙터 관련 일본/중국의 정밀 농업 동향 및 발전방향, 5월 사출의 소재 가공기

술, 유변학과 에너지 저장 재료에 관한 내용, 7월 신뢰성 기반 구축 및 FMEA 전개에 관한 내용, 10월에

는 2차 전지의 시장 동향과 금속계 음극재, Li-Air 전지 개발 기술에 관한 논의 등 다수의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사업 협약 미팅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LS그룹 - UNIST 산학협력 MOU 체결 ● •산학협력 MOU 체결 1건  ◎

•국책/위탁과제 진행 26건  ● •국책/위탁과제 진행 30건  ◎

•핵심기반 기술과 연계한 전략적 Lab1). 9곳 선정  ● •핵심기반 기술과 연계한 전략적 Lab. 17곳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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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원천특허 출원  - - 6건

 핵심특허 출원 17건 31건 36건

 전체특허 출원 80건 170건 191건

      교육명        교육 목적 및 내용  이수자

 DOE1) 기본과정  통계적 데이터 분석 기법 등  47명

 TRIZ 기본과정 TRIZ 기초 지식 확보 등  82명

우수 R&D 인재 확보 및 육성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면접관 교육 실시

Right People 선발능력 강화를 위해, LS엠트론 최초로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관 교육은 체

계적인 이론학습과 모의면접 실습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면접진행 시나리오, 질문지, 평가지 등

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다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채용 강화 

해외채용 방식을 기존 공개 채용설명회 방식에서 전공세미나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Target 대학 

및 전공을 사전 조사하여 해외채용현황표를 작성 및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Target 

Lab.의 후보자를 검색 및 선정하여 2012년 미국(상반기) 및 일본(하반기) 해외채용을 통해 5명의 우수 

R&D 인재를 先확보하였습니다.

중앙연구소 Flexible Time제 운영

중앙연구소는 연구원들의 연구몰입 제고 및 창의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Flexible time제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수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이외 정규사업시간 전후 1시간 30분의 

출퇴근 유연성을 두어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근무시간 연동제 활

용인원은 약 40여명으로 약 50%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DOE(Design of Experiment): 실험계획법

  구분  ~ 2012       2013 ~ 2015

 소통 C.A.활성화 비젼 Making/공유

 기반확대 계층 간담회 PJT단위 소통 W/S 

 일/생활 Flexible Time 재택근무제 검토 

 균형 Refresh휴가 성공 PJT 보상휴가제

 일에 대한 화상회의 구축/확대 중앙연구소 역할 정립

 자부심 출장문화 개선 TF PJT성과 보상 활성/강화 

 교류 1人1 I/G, 가족 사진전 축하/격려 Event(상시)

GWP 활동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SPECIAL ISSUE – 산학장학생 처우제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 및 학위파견제도 도입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수 인재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

니다. LS엠트론은 우수 R&D인재 先확보를 위해 2012년도에 산학장학

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처우개선으로서 기존 등록금 위

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혜기간을 명시한 학습지원금 지원으로 변경하

였습니다. 학습지원금의 수준은 기존 동종업계 50% 수준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인지도 상승, 인재확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며 박사지원 장기화 등 기한제한이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던 비용적인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연구소는 내부 R&D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

터 R&D 박사학위 파견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적 기술확보 및 산

학협력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산학협력 거점대학 및 연구실 박사

학위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개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임직원 만족도 또

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 R&D 

인재확보 및 육성

우수 R&D 인재확보 실행방안

•산학협력/先 확보/학위파견

•차별화 된 문화/제공가치(확보/유지기반) 강화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先 확보

•채용채널 다변화(열린 채용, 해외 강화)

•내부 육성강화(적기 역량 확보, 개인 성장 지원)

•근무 환경강화(GWP, 출장환경 개선)

전략

핵심

과제

Global 우수인재 채용 설명회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전사 산학장학생 제도 및 해외채용 제도 개선 ● •산학장학생 선발 및 우수 경력인재 확보 강화 ◎

•산학장학생 선발 해외 3명, 국내2명 ● •Lab-Tour 및 해외채용 강화(산학장학생 제도와 연계) ◎

•학위파견 제도 도입 및 시행 2명  ● •학위파견 확대  ◎

•CTO(기술개발부문장)과의 간담회 개최 5회 ● •R&D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리더십 교육 시행 ◎

   •소재기술그룹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시행  ◎

중장기 기술경쟁력 기반 구축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1)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SPECIAL ISSUE – 개발제품의 IP (지적재산권) 리스크 해소를 위한 노력

LS엠트론은 Fast Follower에서 Global Top Tier로의 진입 준비에 따

라 예상되는 Global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

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외부 조사분석기관과 협력

하여 총 18개의 특허분석과제를 수행하고 경쟁사 신규 공개특허에 대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발제품에 대한 장벽특허를 도출하고 이에 대

한 회피설계 및 무효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

방 하였습니다. 또한 회피설계를 통한 개발제품의 특허분쟁 위험 해소

를 위해 매년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온

라인 특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R&D 연구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의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사업’을 확대 도입하고 

내재화하여, 장벽특허에 대한 사전대응, 특허기술정보의 R&D 활용 및 

핵심·원천특허의 발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전 특허대응 

활동을 통한 

IP 리스크 해소

정부 R&D 특허전략사업 보고회

 완료인원   2011     93명          0.9%    (43%) 

 (이수율) 2012              237명     (85%) 

특허교육 현황

(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LS엠트론은 핵심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에 19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중 특허성, 기

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 36건은 핵심특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5 ~ 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원천성 특허’를 6건 출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원천성 특허의 출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TRIZ 도입

LS엠트론은 R&D실행력 혁신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2012년, TRIZ를 본격적으로 도입하

였습니다. 3월 연구원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고, 77명이 Level 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Idea를 도출하고, 적용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과제 지도를 실시하여, 이 중 5건의 과제가 TRIZ 프로세스에 따라 여러 Idea를 탐색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신뢰성 기반 구축을 통한 기능 강화

LS엠트론은 Global Top Tier 진입 준비를 위한 전문기술 분야인 신뢰성 기능 강화를 통해서 사업의 신뢰

성 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업의 신뢰성 확립을 시작으로 하여, 부품/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

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규 조직을 구축하고, SEM/EDS등 분석 장비를 구비한 전문 분석실

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허출원 현황 

TRIZ Kick-off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사전 특허대응 활동(개발제품의 IP1) 리스크 해소) ◎ •특허분쟁 승소(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방어) ◎

•R&D성과물의 IP 보호(핵심특허 발굴 및 노하우 보호) ◎ •원천성 특허 발굴을 통한 미래기술 선점  12월

•특허교육 개선 운영(R&D 부서의 특허역량 강화) ◎ •출원등급제 개선(특허품질 향상)  12월

•TRIZ 중앙연구소 Pilot 과제 5건 수행  ● •TRIZ 과제 6건 수행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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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은 임직원 모두이기에

가장 먼저,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의 참여와 소통이 기초가 될 때

기업의 가치 또한 더 높아집니다

임직원 가치증진활동 

선언

LS엠트론은 임직원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기업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임직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임직원 소통채널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노경실무 협의 및 회의 / 노경간담회

•고충처리 위원회

•임직원 소통 간담회

•조직역량 조사

•사이버 신문고

•지속가능경영 기대사항 설문조사

 추진방향

•글로벌기업 수준의 인사제도 선진화 달성

•지속적 임직원 역량개발 강화로 기업경쟁력 확보

•노경 신뢰관계 및 임직원 인권존중 강화

•신뢰와 소통의 문화 창조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 핵심성과지표(KPI)� 2012 임직원 기대사항

(n: 직원 730명, 전년대비 순위변화)

 1 인사제도1) 공정성                                                 14.7% ▲2

 2 일과 삶의 조화2) 제도 확대                                        12.8% ▼1 

 3 복리후생 제도 확대                                        12.2% ▲1

 4 직무교육 확대                               9.5% ▼2

 글로벌 역량교육 확대                              9.3% -

 핵심인재 교육 확대                            8.8% - 

 건강/안전 증진                            8.7% ▲1

 팀장 리더십 향상                           8.6% ▼1

 신규입사자 조직적응 유도                      6.5% -

 기타                              8.9% 

1) 인재 확보, 평가, 보상 등

2) 가족친화경영

        구분                                 KPI    담당부서 

  임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심리상담실 운영 2 인재개발 

   *인권-고충처리 6.3.6  

  직군별 역량 교육체계 수립, 교육과정 만족도 4 인재개발 

  *노동관행-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6.4.7  

  사원자녀 사내 육아시설 운영 2, 3 인재개발 

  *노동관행-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6.4.4 업무지원  

  무재해·무사고 달성률(산업재해율) 녹색경영 

  *노동관행-근로회사의 보건 및 안전, 6.4.6

  재충전을 위한 집중휴가제 도입 및 사용률 2    인사 

  해외법인 인사체계 구축 지원 1    인사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경영기획 

  임직원 소통 간담회 개최 인재개발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ISO 26000)

소통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Global HR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우수인재 확보채널 다양화

LS엠트론은 우수인재의 선확보를 위해 산학장학생 제도의 확대, 인턴사원 제도의 도입 등 인재확보 채널

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자원 확보를 위해 산학장학생과 인턴사원의 비율을 점차 높여갈 계획

입니다. 아울러 국내 10여 개 대학에 자사 인지도 향상을 위해 회사소개와 복리후생을 알기 쉽게 기입한 프

리노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무직 평가체계 개선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역량개발을 위해 SPCM(Strategic Performance & Competency 

Manage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인사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인사

정책은 유지하면서 평가에 따른 조직운영 이슈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조직의 

단기적인 성과가 개인의 장기적인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부 성과와 별개로 동일 배분율을 적

용하였고,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평가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HR Risk Management 체계 구축

기업경영이나 조직운영에 따르는 제반 위험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산이나 사업수행력을 최소 비용으로 보

호하고자 HR분야의 Risk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HR 분야의 중요 리스크로 도출된 총  

6건에 대해 사안별 시나리오를 구축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SPECIAL ISSUE – 해외지사 HR 규정 체계 구축 

LS엠트론은 글로벌 컴퍼니로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지사의 HR 

인프라를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각 지사장이 본사 HR 규정을 준용하

여 운영하던 기존방식에서, 본사에서 제정한 해외지사 공통 규정을 기본

으로,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LS엠트론만의 해외지사 HR규정 체계

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지사 HR 규정 체계는 채용, 평가, 진급, 보상, 

복리후생 등 HR 관련 모든 범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보상과 복리

후생은 각 국가별로 법규나 관례에 의한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최소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해 주어

야 하는 것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

고, 인도네시아는 자녀가 할례를 받을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관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지사 HR 규정은 2012년 8월부터 LS엠트

론의 전 지사에 적용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규정을 개정해 나

갈 계획입니다.

Global 

Company를 위한 

HR 체계 개선

해외지사 HR 규정 체계

 구분  규정 범주

 
채용

  •인원계획 확정

  •채용 전결 규정 명확화

  •목표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 진급    평가결과와 보상 연계

  •진급 전결 규정 명확화

 보상
  •보상 전결 규정 명확화 

     -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의 근거

 
복리 후생

 •경조금, 출장비, 교육, 휴가,  

     식대, 통신비 등

운영방향
해외지사 공통 가이드를 제시하되,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함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해외채용/산학연계 강화, 인턴제도 도입 등 우수인재 확보채널 다양화 ● •일반직 진급체계 개선  6월

•해외지사 공통 HR 규정 제정 및 국가별 특수성 반영 ● •HR시스템 개선(채용, 평가)  12월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일반직 평가체계 개선 ● •해외법인(LSMB 브라질법인) 인사체계 구축 지원 12월

•LS엠트론형 기능직 인사체계 수립 (2013년 진행 중) ◐ •해외주재원 후보군 육성 강화  ◎ 

•HR Risk Management 체계 수립: 6개 이슈 완료 ● •성장사업 및 R&D부문 적기 우수인력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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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핵심성과지표는 이해관계자 기대사항과 당사의 비즈니스 영향도를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2012 멘토링 결연식 



임직원 역량강화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New Entry 교육

LS엠트론은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LS엠트론 人으로서의 주인의식 및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원만하게 조직

에 적응할 수 있도록 New Entry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년에 걸친 Jump프로그램(그

룹입문교육, 자사입문교육, Mentoring, 해외 법인 연수, Work Smart, OA교육, 비전설정과정)을 운영하며, 

경력사원의 경우 그룹입문교육, 자사입문교육, Mentoring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지식 습득은 물론 회사의 

조직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신규입사자의 경력 및 기술 관리

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직무 역량 강화 교육

LS엠트론은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영업직군 공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회계

원리, 원가비용분석, 채권관리, 법률기본(공정거래법), 무역실무, 정보수집분석, 고객만족마인드-Up, 

Sales 프레젠테이션, 고객관계 스킬-Up의 9개 과정에  영업사원 전원이 1인 2개 과정 이상을 이수하였

습니다. 2013년에는 다른 직군의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핵심인재 교육

LS엠트론은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하여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중장기 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운영 중입

니다. 2012년에는 MBA, 야간대학원, 고급 마케팅전략 과정 등의 중장기 교육 6개 과정과 영어/중국어 

Intensive과정의 글로벌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LS MBA

Jump 프로그램

 그룹입문

(2주)

비전 설정 

(2일) 

자사입문

(1주) 

Work Smart

OA 교육  

(1주)

Mentoring

(3개월) 

해외연수 

(1주)

SPECIAL ISSUE – Coach형 리더 육성

팀장리더십 과정     2011년 조직역량 설문조사 결과 CEO 및 임원대비 

팀장의 리더십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팀장의 성

과관리 역량 향상 및 구성원 면담/코칭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 LS엠트론

의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1박2일간의 팀장리더십 과정을 2회 진행하였습

니다. 본 과정 후 실시한 2012년 조직역량 설문조사 결과, ‘팀장 리더십 

역량’ 항목의 평가가 4점 상승하여 팀장의 성과관리 및 팀원관리 역량이 

향상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LS엠트론은 조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팀장의 리더십 역량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팀장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팀장 후보군인 핵심인재 Pool을 선발하고 Succession plan에 따라 선정된 팀장후보자에 

대하여 3개월에 걸쳐 사람/성과/조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습니다.

Global 리더십 

확보를 위한 

Coach형 리더 육성

팀장 리더십 교육

팀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진단&세미나

사전

역량진단

진단&가이드 

사후 

역량진단

조직관리 

목표설정 

팀 빌딩 

성과관리 

목표설정 

업무관리 

사람 관리 

동기 부여 

임파워먼트 

Opening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Closing   ●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팀장리더십/후보군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Coach형 리더 육성 ● •신규입사자 Caring Program 강화  6월

•사원 역량개발과 요구를 반영한 인재육성규정 및 세칙 개정 ● •직군별 공통과정 교육체계 수립 및 과정 개발/운영 9월

•직군/직무별 역량 Mapping을 통한 교육 Road Map 마련 ● •임원/팀장 리더십 역량 강화  ◎

행복한 일터 만들기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SPECIAL ISSUE – 집중 휴가제 도입 

LS엠트론은 집중휴가제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집중휴가제는 

개인 연차를 묶어 최소 3일에서 5일까지 상하반기 각 1회 집중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임원 및 부서장 등 경영진들이 솔

선수범하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도입 첫해인 2012년은 약 75% 정도의 사용 실적을 보였지만 2013

년에는 100% 사용을 목표로 업무 Back-up시스템 구축,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 LS엠트론을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 

고유 문화로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 

추구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경조금, 경조휴가, 학자금, 장기근속 시상 및 기념품, 주택자금 융

자, 식대 지원, 건강검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콘도 지원, 명절근무자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

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대응 및 의견 수렴

임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 전 사원이 문제해결 프로세스

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주와 정읍사업장에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여 2012년 

한해 228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충 처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직과 연구직을 대상으로 

조직역량조사를, 기능직을 대상으로 사원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조직역량과 조

직활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에 조사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Happy Family Day

LS엠트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 과천과학관 광

장에서 ‘임직원 자녀 사생대회’를 열어 가족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그리고 우리 회사 LS 

엠트론’을 주제로 개최된 사생대회에서는 약 300여 명

이 참가하여 자녀들의 그림실력을 뽐내었고, 이 밖에도 

핸드 프린팅, 동판부조 만들기 체험, 레크레이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곁에서 언제

나 응원해 주는 가족의 힘이야말로 회사 성장의 밑걸음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갚지고 따뜻한 시간이었습

니다.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작품은 시상과 함께 2013

년 달력으로 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즐거

운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사생대회 

     유형          항목  

 
의료/건강

 종합검진, 의료비 지원, 단체정기보험, 

  헬스장, 심리상담실 등

 
교육

 자녀학자금(중/고/대), 사내외 교육비 

  지원 등

 
근속/경조

 근속상금/휴가/여행상품권, 경조사 

  지원 등

 
주택

 주택자금 지원 / 기숙사 지원

  (전주/정읍/인동) 등

 
Leisure

 숙박시설지원, 야유회, 인포멀 지원, 

  연수원 등

 
기타

 복지카드, 통근/명절귀향 버스, 식사, 

  안전장비 등

복리후생 제도 요약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재충전을 위한 집중 휴가제 도입  ● •임직원 자녀 보육지원  ◎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장 상담심리실 운영 228명 ◎ •재충전을 위한 집중 휴가제 정착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LS엠트론 Happy Family Day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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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임직원 참여 및 대화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SPECIAL ISSUE – 중국법인 노경관계 증진 지원  

최근 중국의 노동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득편중 심화 해소, 내수 중심 경제체제로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 노경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인권

보호 및 법규를 준수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반 위에 중국 현지인의 참여와 대화를 통한 가치창조적 노경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내 모든 주재원 및 현지채용인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가치창출을 위

한 본사의 여러 제도와 성공사례를 소개하였고, 중국 노동법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중 현지화가 가능한 제도는 

즉시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과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운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완, 개선하여 임직원들

의 참여와 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반으로 한

가치창조적 

노경관계 정립 

임직원 인권보장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존엄성보장 및 인권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등 ILO 규범을 취업규칙에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통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HR부서 등에서 근로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사이버 신문고, 고충처리실, 심리상담실 

등을 통해 이를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

여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

해서도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적용·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 소통문화 정착 

LS엠트론은 사내 구성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EO와

의 만남을 통해서 CEO와 구성원 간에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부장 주관 하에 매 분

기마다 간담회를 진행하여 경영진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사원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

하게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가치창조적 노경관계 구축

LS엠트론은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와 ILO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

니다. LS엠트론 노동조합은 2012년 12월말 현재 628명(전체 인원 대비 41.8%)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의결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 의장단은 매년 임금·단

체교섭, 참여 및 협력증진협의회를 통해 경영현황 및 사업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노경간담회와 노경실

무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조건 등의 현안을 논의·해결하고 있으며, 부서 단위 노경신뢰협의회를 매월 개

최하여 임직원의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부장과의 대화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 완료, ◐: 부분완료, ○: 미완료, ◎: 지속활동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중국법인 노경 관련 제도수립 지원 및 정보공유 ● •임직원 소통채널 운영  ◎

•인권보장 및 노동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각종제도 운영 ◎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CEO와의 만남 9회, 사업부장(임원)과의 대화 52회 ◎

임직원 안전보건 및 건강

�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SPECIAL ISSUE – 화재예방 역량강화

전기화재예방 TFT를 통해 사업장 내 전기안전관련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화재예방 관련 R&R을 재정비하고 정기 내부감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의 주요원인 분류 및 진단 툴(tool)을 개

발하여 전사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확산 주요 원인인 샌드

위치 패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난연성 패널로의 교체를 실시하였

으며, 불티화재 작업지침 수립, 전열기기 사전허가제, 멀티콘센트 설치 

및 구매기준 수립 등 각종 화재예방관련 지침 수립 및 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감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자격취득제도를 신규 운영하여, 전문지식 습득 및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를 통한 화재예방관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위한 노력

전기화재 예방 진단

안전한 사업장 구현 및 협력회사 지원활동

LS엠트론은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예지훈련을 일상화하고 있으며, 2012년 211건의 유해 위험요소를 발

굴하여 개선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노경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민·관 소방 합동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 더불어 상생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약 50개의 협력회사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회사 정기개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협력회사의 무재해·무사고 달

성 지원을 위해 주요 협력회사의 화재안전 역량강화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근로자 건강 및 위험요인 정밀관리

최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및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에 대한 인간 공학적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

한 공정을 선별하였으며 개선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 항목에 주요 암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검진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위험성 평가 개선

환경안전 위험성 평가 운영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도출 및 제거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

습니다. 위험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이 유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환경안전 백서 발행 및 환경

안전 평가에 따른 포상지원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금연프로그램 및 펀드 운영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적극적인 

참여활성화를 위해 금연펀드를 조성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종료 후 잔여금은 봉사단체에 기부할 예

정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운영 

화재진압 훈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협약

 2012년 주요성과 평가  2013년 주요계획 기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 •금연프로그램 및 금연펀드 운영  2월

•화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위험개소 파악 및 개선 ● •환경안전 위험성평가 운영 개선  4월

•전기화재 예방진단 정례화  ● •화재예방 전문인력육성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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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LS그룹의 지주회사 출범 이후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LS엠트론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LS엠트론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이사는 상

법상 정관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직무 충실의 의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

에서 보수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성과

평가는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성과도 반영됩니다.  

주주 

2012년 말 기준으로, LS엠트론의 기발행주식수는 9,000,000주이

며, ㈜LS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리 및 책임 

경영진과의 소통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전략기획부문장(CSO)이 주관하는 지속가

능경영 협의체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집니다.

LS엠트론은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LS엠트론은 회사의 경영방향과 CEO의 메시지를 구성원에게 직접 전

달하고 구성원은 CEO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월 1회 

CEO의 만남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이고 신속

한 의사결정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분기 1회 CEO 현장경

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장 주관 하에 사업부장과의 간담회를 

분기 마다 진행하여 사원들의 고충이나 의견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주   종류  주식수  금액(백만 원)  비율 

 ㈜LS  보통주식  9,000,000  45,000  100%

주주 구성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

※ LS엠트론은 보고기간 동안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타 경영상 발생한 내용은 LS엠트론 2012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art.fss.or.kr)

   성명      직위       직급  성별          주요경력 업무 

   
회장

  고려대 경영학

 구자열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남 前 LG상사 상무 CEO

     前 LG투자증권 부사장

 
심재설  대표이사 사장  남

  한양대 기계공학 
CEO

     前 LS전선 부사장  

 
윤성욱  이사  CFO  남

 전북대 회계학 
CFO

     前 LS엠트론 금융팀장

 이수홍  감사  -  남
 서울대 전기공학 

감사
     前 호서 대학교 교수

이사회 구성 현황 (2013년 3월 1일 기준)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참석률 

 2012.02.01  4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외 2  가결  100%

 2012.02.13  브라질 트랙터 생산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가결  100%

 2012.03.16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의 건 외 2  가결  100%

 2012.04.10  자동차부품사업용 인동공장 매입 승인의 건  가결  100%

 2012.06.11  캐스코㈜ 유상증자 참여의 건 외 1  가결  100%

 2012.07.18  2012년 중기 전략 승인의 건 외 2  가결  100%

 2012.09.12  2012년 3분기 경영실적(예상) 보고의 건  가결  100%

 2012.12.11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외 5  가결  100%

이사회 주요 활동 내역

•감사의 권한과 책임

LS엠트론은 정관에 따라 총 1명의 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는 경영상

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

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

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제도

LS엠트론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신문고와 윤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제보할수 있도록 1)비밀보장 2)신분보장 3)제보자 책임감면을 내용으

로 하는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 컴퍼니 제도

LS엠트론은 자발적인 수수 신고제도를 통해 깨끗한 기업 문화를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된 모든 수수 행위에 대해

서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실천 서약 제도

LS엠트론 모든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

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

반조건 외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는 윤리실천 특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규범의 제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윤리성(Integrity)을 성과 창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경영 2기에 발맞추어 ISO 26000에서 제시된 공정운영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을 준수하

기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윤리의식 고취 및 이해관계자의 동참

을 위해 사내 윤리경영 게시판을 통해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례와 메시

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상 윤리규범 교육 실시

LS엠트론은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를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한 이래 신규 입사한 신입 및 경력사원에게 윤리규범 입문교육

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수준 평가

LS엠트론은 매년 협력회사를 통한 윤리수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LS엠트론의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대성 및 만족도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윤리

경영 실천확대를 목적으로 해외법인(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윤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LS엠트론은 윤리경영의 올바른 실천과 감독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준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2012년에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부당하도급, 담합 등 사례공

유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최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수시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관련 활동

윤리경영 실천 제도 운영

   구분  사내 게시글  대외 공문 

 건수  21회  6회

2010 ~ 2012년 윤리경영 홍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본사  4.28점  4.39점  4.56점

 해외법인  -  -  4.43점

2010 ~ 2012년 윤리수준평가 결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13건   15건   5건 

신문고 접수/처리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3건   2건   1건 

수수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산출 방식: 윤리의식 향상도, 윤리경영활동 만족도, 임직원 윤리수준, 거래관계 공정도,

                   금품/향응/접대 발생여부의 평균 값

※ LS엠트론 윤리규범 전문

    : http://ethics.lsmtron.co.kr/rule/law.asp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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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교육명  완료  

 LSMW  분임조리더교육 및 보수교육  12건

 LSEQ KL 교육  7건

 LSMQ  팀장 즉실천 교육  3건

 공통 신규전입자 혁신기본과정  2회

중국사업 소개 

LSMW

(LS Machinery Wuxi Co., Ltd.)

•2005년 공장준공

•2010년 3,200ton 초대형 개발 완료

•2012년 부품창고 확장 및 도장라인 증설

•2012년 전동식 5개 모델 Line-up

중국지역부문 
(상해지사)

•2010년 설립 
•중국사업 지원활동 

LSMQ, LSEQ
(청도)

 
YTLS
(연태)

LSMW
(무석)

YTLS 

(YanTai Leading Solution Auto Parts Co., Ltd.)

•2005년 공장 준공

•2007년 Mazda협력회사 승인 및 J61 수주

•2007년 SGM S308 수주

•2008년 증자/지분변경(LSM50: 아신리50)

•2012년 FCC D009 신차종 수주

LSEQ

(LS Electronic-Devices Qingdao Co., Ltd.)

• 2006년 공장 준공

• 2012년 매출 1.5억 RMB

• 2013년 제2공장 확장

• 2013년 매출 3억 RMB(예상)

LSMQ

(LS Machinary Qingdao Co.,Ltd.) 

•2010년 공장준공 

•2012년 K-model(55마력 경제성 모델) 개발완료 

•2012년 동북지역 영업소 설립 

•2013년 미국시장 진입

 구분 LSMQ  LSMW  LSEQ  YTLS

소재지  산동성 청도시  강소성 무석시  산동성 청도시  산동성 연태시

설립연도 　 2007년 　 2004년  2006년　  2005년

사업형태  생산/판매법인 생산/판매법인  생산법인  생신/판매법인(합작회사)

자본금(백만원) 　 26.7백만 $ 　 21.5백만 $ 　 6.5백만 $  22,500천 RMB

지분율  100%  100%  100%  50%

생산제품  트랙터  사출성형기  커넥터, 안테나  자동차용 호스

사업장 면적(m2) 　 82,927m2 　 70,661m2 　 13,780m2   18,000m2

인증현황
  

ISO 9001: 2010
 ISO 9001: 2009  ISO 9001: 2008 ISO/TS 16949: 2006

  ISO 14001: 2010 ISO 14001: 2008 ISO 14001: 2011

총 인원(남/여) 153/31  209/53 　  52/339  38/4

2012년도 채용인원(남/여)  44/5 41/10 　  12/95 12/11

관리자 이상 인원  17　 　 30 　  8 11

중국은 LS엠트론의 2013년 경영방침인 ‘Global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지역입니다.  2004년 진출한 이

래, 현재까지 총 4개 사업영역에서 생산/판매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속가

능경영 활동은 주로 본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의 각 기능별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중국

지역부문에서 자체적인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추진활동 

중국법인은 기본적인 혁신역량을 갖추고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기반을 다졌습니다. 본사 혁신추진

팀의 지원으로 법인별 신규 입사자 혁신기본 과정과 분임조 리더 및 보수교육, KL교육, 팀장 즉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역 혁신 전담자 교류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중국지역 혁신활동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LSMW의 생산팀은 한국에서 진행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분임조 대통령상 은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LSEQ는 본사에서 진

행한 Mtron 6 Festival에 참가하여 혁신 활동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혁신활동의 자체

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혁신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

LS엠트론 중국법인은 모든 사업장에서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선, 최적

화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실시하였

습니다. LSMW는 본사 품질경영팀 인력과 함께 IQC/OQC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검출력을 강화하

는 한편,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LSEQ는 양산 이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

선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고객(삼성전자) Audit를 통해 사이트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사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품지식과 업계조사, 고객수요 파악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 고객을 방문하

여 직접적인 관찰과 실습을 하였습니다. LSMQ는 콜센터 전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환원을 충원하여 고

객 대기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A/S교육인 ‘360° Heart 

Service’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만들기

글로벌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중국법인은 매년 화재예방, 안전생산 등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본사 녹색경영팀과 함께 기존 일부 직원들만 참여하였던 화재예방 훈련을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내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전파 및 대피, 자체소화설비를 

이용한 초기진화 등 화재발생시 필요한 활동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동영상을 분석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안전생산 교육과 정기적으로 생산시설 및 숙소환경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 중국법인은 화재, 안전사고등 돌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진 인사제도 구축

LS엠트론 중국법인은 중국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우수한 인사제도로 바라

보고 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 및 수정되는 인사, 노동법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였으며, HR시스템과 법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LS엠트론 상해지사에서 HR워크숍을 2회 진행하였습니

다. LSMQ는 중국 기업 중 처음으로 HER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경영지원팀의 지원으로 인

력자원 컨설팅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 기업문화와 중국 실정에 맞는 인력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를 LS엠트론 중국HR세미나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뀌는 경영환경과 법규에 대처하고 시장을 선

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LS엠트론 중국법인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놀이동산 관람, 동

호회 활동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제고하고 조직분위기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LSMW는 임직

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LSMQ는 숙소와 사업장에 탁구대, 농구장 등 다

양한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대강당에서 무료 영화를 방영하는 등 오락 및 체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LSEQ는 직원자녀들의 새로운 학기시작에 맞추어 직원자녀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하여 가족친화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혁신 역령강화 교육

모의 소방훈련 실시 

제19회 양릉 농기계전시회 참가

중국지역 인사 Work Shop 개최 

직원 자녀 입학 선물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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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비고

총 인원 수  명  1,669  1,649  1,683  비정규직 포함, 파견/일용 제외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수  명  1,497/172  1,514/135  1,547/136

 전주  명  706/65  663/79  689/98

 정읍  명  180/36  236/11 222/3

 안양  명  238/28  228/35  230/32

 인동  명  87/17  115/2  127/1

 R&D  명  89/3  94/1  100/1

 영업본부  명  110/5 69/5  80/1

 본사  명  87/18  103/2  99/-

연령별 인원 수  명  1,669  1,649  1,683

 20대  명  175  259  258

 30대  명  636  647  670

 40대  명  451  411  398

 50대  명  382  314  341

 60대 이상  명  25  18  16

신규 고용 인원 수  명  296  346  263

 남/여  명  255/41  281/65  214/49

여성 인원 수/비율  명/%  74/4.4  97/5.9  99/5.9

장애인 인원 수/비율  명/%  36/2.2  40/2.4  32/1.9

교육 비용  천원/인  1,439  1,789  1,550

직급별 교육시간  시간/인   - - 109 2012년 신규 지표 

 임원   시간/인   - - 127

 부장(담당/수석) 시간/인 - - 76

 차장  시간/인 - - 117

 과장 시간/인 - - 103

 대리/사원  시간/인 - - 96/139

출산휴가 사용 인원 수  명  -  7  4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복귀율  명/%  - 1/-  3/100  복귀율: 육아휴직 후, 복귀 년도 기준　

심리상담실 이용 수  명  -  315  228  2011년 신설(전주, 정읍사업장, 연구소)

노동조합 가입 인원 수/비율  명/%  616/36.9  630/38.2  628/41.8  비율:전체 구성원 대비

경영진과의 대화  횟수  24  28  52  CEO와의 만남, 사업부장과 대화 등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횟수  8 8  8

노경실무협의 및 회의(전사/전주)  횟수  22  20  25

노경간담회(안양/정읍/인동)  횟수  5  5  10

산업보건안전위원회 및 회의  횟수  20  16 20

퇴직 인원 수/비율  명/%  78/4.7  63/3.8  92/5.4

국내·외 출자사 인원 수  명  2,498  1,863  1,953

산업 재해율 % 0.12 0.21 0.13

주요 데이터 

� 사회 � 경제 

LS엠트론 

- 요약 재무상태표 

- 요약 손익계산서 

LS엠트론 및 종속회사 

- 요약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기타 보고 사항

고정급은 동일한 직급의 모든 직원에게 성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임금은 국내·외 모두 성별의 구분 없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조합원이 전근 및 부서이동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공장이전·사업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항목  제5기(2012.01.01~2012.12.31)  제4기(2011.01.01~2011.12.31)  제3기(2010.01.01~2010.12.31)

매출액  1,632,170  1,500,727  809,234

영업이익  46,819  57,390  38,835

계속영업반기순이익 19,189  20,309  16,775

중단영업이익  3,845 62,114  15,159

당기순이익  23,034 82,423  31,934    

항목  제5기(2012.12.31 기준)  제4기(2011.12.31 기준)  제3기(2010.12.31 기준)

유동자산  472,942  399,186  386,271

비유동자산  678,966  603,281  509,915

자산총계  1,151,908  1,002,467  892,186

유동부채  345,908  259,883  275,793

비유동부채  209,802  166,488  139,278

부채총계  555,710  426,372  415,071

자본금  45,000  45,000  45,000

주식발행초과금  426,066  425,887  425,8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88  -1,551  -2,057

이익잉여금  126,720  106,758  8,278

자본총계  596,198  576,095  477,115

부채와 자본 총계  1,151,908  1,002,467  892,186

항목  제5기(2012.01.01~2012.12.31)  제4기(2011.01.01~2011.12.31)  제3기(2010.01.01~2010.12.31)

매출액  923,783  888,712  764,855

영업이익  40,466  53,537  41,451

계속영업반기순이익 31,468  36,079  29,129

중단영업이익  3,845  63,409  10,996

당기순이익  35,313  99,488  40,095

항목  제5기(2012.12.31 기준)  제4기(2011.12.31 기준)  제3기(2010.12.31 기준)

유동자산  838,046  749,999  494,380

비유동자산  834,821  729,104  506,292

자산총계  1,672,867  1,479,103  1,000,672

유동부채  786,539  619,834  364,182

비유동부채 331,034  312,057  170,545

부채총계  1,117,573  931,891  534,726

지배주주지분  554,694  547,212  465,946

비지배주주지분  600

자본총계  555,294  547,212  465,946

부채와 자본 총계  1,672,867  1,479,103  1,000,672

- 요약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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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법규준수   

                      구분  2010  2011  2012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없음  없음  없음

부당경쟁 및 독점 행위(담합 등)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제품 상 고객 건강 및 안전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제품 상 정보공개(라벨링 등)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제품 공급에 관한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차별방지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지역주민 권리 침해 관련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 수상내역    

  시기   수상명칭 주최 수상내역  

 3월  GM 올해의 공급자상  GM  올해의 공급자상 우수기업(자동차부품사업부)

 6월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전라북도  우수상(사출생산팀, CF생산팀, LSMW생산팀)

 6월  전국 녹색기업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  녹색기업협의회  환경부장관상(전주사업장)

 10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GWP KOREA  제조부문 대상

 11월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식경제부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11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한국표준협회  대통령상 은상1, 동상2(LSMW생산팀, 사출생산팀, CF생산팀)

 11월  이차전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동워크숍  한국전지연구조합  지식경제부 장관상(우경녕 상무) 

 12월  완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완주군청  자원봉사활동부문 우수 단체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비고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96,297 99,415 101,915 국가 온실가스 검증기준에 따라 공조사업부

  정읍  tCO2eq  72,626  73,717  76,828 (2011년 영업양도)를 제외하여 재 산정됨 

  전주  tCO2eq  12,511 13,232 11,901  

  안양/인동/본사  tCO2eq  11,160 12,466 13,186 온실가스 원단위는 매출액 대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원별 구성  tCO2eq  96,297 99,415 101,915 산정함

  간접배출  tCO2eq  89,723 91,904 93,600 

  고정연소  tCO2eq  5,146  6,181  7,090

  이동연소 및 기타  tCO2eq  1,428 1,330 1,225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백만 원  0.16 0.14  0.15

에너지사용량(직,간접 포함)  TJ  1,846 1,906 2,076

  전기 TJ 1,704 1,743 1,894

  LNG TJ 99 120 137

  기타   TJ 43 43 45

ESH 지출 및 투자내역  백만 원  761  789  1,007

  환경  백만 원  239  522  590

  기후변화  백만 원  163  77  197

  안전보건  백만 원  359  190  220

주요원자재 – 구리  톤  13,893  14,676  9,901  

주요원자재 – 카본 및 고무 류  톤  931  1,436  1,651

주요원자재 – 합성수지  톤  101  94  121

용수사용량  톤  598,772  589,469  728,484  용수공급원은 한강,만경강, 낙동강 수계임

  공업용수  톤  522,943  507,540  639,332

  생활용수  톤  55,643  65,246  81,613

  지하수  톤  20,186  16,683  7,539

대기 오염물질배출 – 먼지   kg 4,790  12,106  11,544

수질 오염물질배출 - COD kg  7,378  8,131  15,315

수질 오염물질배출 - SS  kg  4,271  4,904  7,326

폐수 배출량 톤 330,925 334,618 506,306

용수 재활용량/재활용률  톤/% 485,082/58 457,045/56 418,605/43 정읍사업장 재활용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정

폐기물 발생량 – 일반  톤  4,225  3,958  4,542

폐기물 발생량 - 지정  톤  344  352  266

폐기물 재활용률  %  83  81  84

오존층파괴물질 - HCFC계  kg  12,760  3,000  3,000  공조사업부(2011년 영업양도)로 인한 감소

2012년 12월 31일 기준

•기타 보고 사항

국내·외 모든 사업장은 상수도 보호구역, 특별관리구역,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 동안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 

� 국가보조금     

� 가입단체      

2012년도 순수국고보조금 해당금액은 22.1억 원이며, 기술료 납부금액은 3.5억 원 입니다.

 경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기술진흥협회, 서부지역방산보안협회, 완주산단진흥회, 지식경제부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능률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예비군지휘관협회, 완주산단안전관리자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환경  완주산단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완주산단환경협의회, 전국녹색기업협의회, 전북녹색기업협의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의회

 지속가능경영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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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조직 프로필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경영과의 관계를 밝힌 선언문 ● 4~5   

  
1.2 조직과 지속가능성: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

 4~5, 6.2

     9~11

 조직 프로필 2.1  조직명칭 ● 6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6, 북인북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 6, 59  6.2

  2.4  본사/본부 소재지 ● 6

    
해외사업장 위치 국가 수, 주요 사업장 또는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46~47, 

  2.5 
문제와 구체적 연관성을 갖는 국가 명

 ● 59

     북인북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 44

  2.7  대상 시장 ● 북인북 

  2.8  조직 규모(직원 수, 순매출 / 순수익 등) ● 6~7, 48

  2.9  조직 규모, 구조, 소유 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 6, 44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 51

 보고매개 변수 3.1  보고 대상에 대한 기간 ● 3

  3.2  최근 보고서 일자 ● 3

  3.3  보고 주기 ● 3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 3

  3.5  보고서 내용의 정의 프로세스 ● 3, 12~14

  3.6  보고 경계(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시설, 합작회사, 공급업체) ● 3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경계상의 제한사항 ● 3

  3.8  기간 별, 조직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 3

  3.9  보고 정보수집과정의 가정과 데이터 측정기법과 계산 기준 ● 6~7

  3.10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 효과 및 재 기술 사유 ● 50

  3.11  이전 보고기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44

  3.12  GRI index 대조표 ● 52~55

  3.13  외부검증 관련 정책과 활동, 검증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의 관계  ● 56~57 
7.5.3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  조직 지배구조(전략수립,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 44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겸직 여부 ● 44

  4.3  일원화 된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의 수 및 성 ● 44

  4.4  이사회에 대한 주주와 직원의 의견 반영 메커니즘 ● 44

  4.5  임원의 보상과 조직성과 관계 ● 44

  4.6  이사회 내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 44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 자격, 전문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44

  4.8  경제/환경/사회 성과와 관련된 행동강령 및 원칙 ● 58

  4.9  이사회가 경제/사회/환경 성과를 파악 및 관리하는 절차 ● 8, 44 6.2

  4.10  이사회 자체 성과평가 프로세스(특히, 경제/사회/환경관련) ● 8, 44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 9, 30

  4.12  경제, 환경, 사회 관련 원칙 가입여부 및 외부 이니셔티브 ● 51, 55

  4.13  산업협회 등 국가별 또는 국가적 정책기구 가입 ● 51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 12~14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 12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 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12~13 

  
4.17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핵심 이슈사항 및 대처 방안 ●

 13, 18, 22, 

     26, 30, 38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경제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경제성과 
EC1 

 직접적 경제적 가치창출과 배분 
●

 
7
 

6.8 / 6.8.3 / 6.8.7 / 6.8.9
  (수익, 영업비용, 임금 및 복지, 자본비용, 세금, 지역사회투자 등)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 31 6.5.5

 EC3  연금 지원 범위  ◐ 41 -

 EC4  정부의 재정 보조 수혜실적 ● 51 -

시장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성별) 비율  ● 49 6.4.4 / 6.8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정책, 관행 및 비율  ● 7 6.6.6 / 6.8 / 6.8.5 / 6.8.7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채용 절차 및 현지출신 고위관리자 비율  ● 46 6.8 / 6.8.5 / 6.8.7

간접경제효과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효과

 
●

 
26~29

 6.3.9 / 6.8 / 6.8.3 / 6.8.4 

      / 6.8.5 / 6.8.6 / 6.8.7 / 6.8.9  

     6.3.9 / 6.6.6 / 6.6.7 / 6.7.8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 18~21  / 6.8 / 6.8.5 / 6.8.6 / 6.8.7

     / 6.8.9

환경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 6.5

원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 50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50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 50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 50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 31 
6.5 / 6.5.4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

 
31~33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EN7  간접에너지 절약사업과 그 성과 ◐ 31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 50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50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50

생물 다양성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N/A

 
-

  관리하고 있는 토지 위치 및 크기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N/A -

  인하여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6.5 / 6.5.6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N/A -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N/A -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멸종  
N/A -

  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멸종 위험도

대기 배출, 물, 폐수,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 31, 50

폐기물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31, 50  6.5 / 6.5.5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 31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50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50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50 
6.5 / 6.5.3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50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51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현황 ● 50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N/A -

 
6.5 / 6.5.4 / 6.5.6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 33 6.5 / 6.5.4 / 6.6.6 / 6.7.5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6.5 / 6.5.4 / 6.7.5

법규 준수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건수  ● 51 6.5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 32 6.5 / 6.5.4 / 6.6.6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 50 6.5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해당 없음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해당 없음

GRI G3.1 / ISO 26000 대조표

52 53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노동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 6.4 / 6.3.10

 고용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성별로 명시) ● 46, 49 
6.4 / 6.4.3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 성, 지역별) ● 49

 LA3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혜택(주 사업장별)  ● 41 6.4 / 6.4.3 / 6.4.4

노사관계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

 
42, 49

 6.4 / 6.4.3 / 6.4.4 /

     6.4.5 / 6.3.10

 LA5  중요한 사업 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단체협약에 명시여부 포함) ● 49 6.4 / 6.4.3 / 6.4.4 / 6.4.5

직장 안전 보건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 49 6.4 / 6.4.6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 성별) ● 49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지원을 위한 교육,  
●

 
41, 43

 6.4 / 6.4.6 / 6.8 / 6.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   8.3 / 6.8.4 / 6.8.8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 32, 43 6.4 / 6.4.6

교육과 훈련  LA10  성별,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 49 6.4 / 6.4.7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평생 학습프로그램  ● 40 6.4 / 6.4.7 / 6.8.5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 39 6.4 / 6.4.7

다양성 및 평등한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 44 6.3.7 / 6.3.10 / 6.4 / 6.4.3

기회 
LA14  직원 범주 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

 
49

 6.3.7 / 6.3.10 / 6.4

     / 6.4.3 / 6.4.4

고용  LA15  출산휴가 이후 업무복귀율 및 유지율 (성별로 명시)  ● 49 6.4 / 6.4.3

인권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 6.3

투자와 조달 HR1  인권보호조항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주요투자협약 건수 및 비율 ○   6.3 / 6.3.3 / 6.3.5 / 6.6.6

관행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

 
20

 6.3 / 6.3.3 / 6.3.5 /

     6.4.3 / 6.6.6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 45 6.3 / 6.3.5

차별 금지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조치 

 
●

 
51

 6.3 / 6.3.6 / 6.3.7 /

     6.3.10 / 6.4.3

결사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

   6.3 / 6.3.3 / 6.3.4 / 6.3.5 

단체 교섭의 HR5 
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42 / 6.3.8 / 6.3.1 / 0 / 

자유     6.4.3 / 6.4.5

아동 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42 6.3 / 6.3.3 / 6.3.4 /

강제 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42 6.3.5 / 6.3.7 / 6.3.1/ 0

보안 관행 HR8  인권관련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 받은 보안인력의 비율   45 6.3 / 6.3.5 / 6.4.3 / 6.6.6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51

 6.3 / 6.3.6 / 6.3.7 /

     6.3.8 / 6.6.7 

평가 개선 HR10  인권 관련 검토 및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사업장의 수와 비율  ◐ 51  6.3 / 6.3.3 / 6.3.4 / 6.3.5

  HR11  공식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접수/처리/해결 된 인권 관련 고충 건수  ● 41, 45  6.3 / 6.3.3 / 6.3.4 / 6.3.6

사회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 6.6 / 6.8

지역 사회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

   6.3.9 / 6.8 / 6.8.5 /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6.8.7 / 6.6.7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45  6.6 / 6.6.3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45

공공 정책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N/A -  
6.6 / 6.6.4 / 6.8.3

 SO6  정당,정치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총액 N/A -

경쟁 저해 행위 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 51  6.6 / 6.6.5 / 6.6.7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건수  ● 51  6.6 / 6.6.7 / 6.8.7

지역사회 SO9  잠정적으로 또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장 N/A - 
6.3.9 / 6.8 / 6.8.5 / 

 

 
SO10 

 잠정적으로 또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

 26~29, 
 6.8.7 / 6.6.7

  사업장에 적용된 예방 및 완화 조치  31~32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제품책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 6.6 / 6.7

 고객 건강과 안전 
PR1 

 제품 및 및 안전영향을 평가한 라이프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서비스의 건강 
◐

 22~23,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평가 실시 비율  32~33 6.3.9 / 6.6.6 / 6.7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 및  
●

 
51

 6.7.4 / 6.7.5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제품/서비스 라벨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유형, 그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

 
22~25

 
6.7 / 6.7.3 / 6.7.4 / 6.7.5 /

  주요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6.7.6 / 6.7.9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51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결과 등 고객만족 관련 활동 마케팅

 
●

 
22~25

 6.7 / 6.7.4 / 6.7.5 / 6.7.6 /

     6.7.8 / 6.7.9

마케팅 PR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 25 6.7 / 6.7.3 / 6.7.6 /

커뮤티케 이션  PR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51 6.7.9

고객개인 정보보호 PR8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51  6.7 / 6.7.7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 된 벌금 액수 ● 51  6.7 / 6.7.6

 10대 원칙  LS엠트론 제도 및 방침  페이지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윤리규범(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취업규칙 서론 38~43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노동규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단체협약 서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취업규칙 서론 
38~43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윤리규범 (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녹색경영 방침(2.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녹색경영 방침(3. 사전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30~33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녹색경영 방침(4. 녹색 상생경영 및 사회적 책임실현)

  •윤리규범(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윤리규범(제 3 공정한 경쟁, 제 4 공정한 거래,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45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EN27, HR1, HR10, SO1, SO2 : 해당사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성 및 회사와의 직간접 관련성이 낮으며 성과측정 프로세스가 미비함

LS엠트론은 2011년 09월 02일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UNGC 성과이행 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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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해당 없음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해당 없음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2012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중 A+수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을 자체선언합니다. 

아울러 독립적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적용 수준이 A+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S엠트론의 일부 사업만이 GRI G3 부가지표(Sector Supplements)의 참고가 요구되므로 자체선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검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하 ‘지속가능경영원’)은 ‘2012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 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목적

본 검증보고서는 보고서 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도출 및 성과 보고에 대

한 독립적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책임사항 및 독립성

본 보고서는 2012년도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추진 노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

은 LS엠트론에게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경영진에게 검

증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 검증

을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LS엠트론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상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기준 및 제한사항

지속가능경영원은 AA1000AS(2008) 검증기준의 3대 항목(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그리고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G3.1의 보

고 원칙을 고려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업무의 범위는 2012년 성과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전 데이터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검증은 국내외 사업장 가운데 안양에 

위치한 본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정보는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은 재무

관련 정보와 온실가스 데이터는 본 검증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성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

슈를 포함하고 있는가?

• LS엠트론은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를 확정하였습니다.

•  중요성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별로 기대사항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대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

습니다.

대응성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LS엠트론은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된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이를 해당 부문의 KPI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해

관계자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중대성의 관점에서 보고서상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활

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대응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부분을 발

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검증절차

지속가능경영원은 이해관계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검증은 회사

의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및 회사가 제공한 관련문서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검증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적용 여부 검토

•국문보고서 정보 및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중대성 분석 및 중요이슈 관련 보고서 정보, 정책, 시스템 검토

•환경/안전 데이터 검증 및 담당자 인터뷰(본사)

•지속가능경영 실무, 보고서 작성 및 편집 담당자 대상 인터뷰(본사)

검증의견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검증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하

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보고서에 실린 내용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행한 검증 활동에 근거하여 AA1000APS 원칙을 고려한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해

관계자 참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LS엠트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 임

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

습니다.

• 지속가능경영원은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

한 이슈를 수렴하는 절차에서 누락된 중대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권

고사항을 제시합니다.

• LS엠트론은 지난 4년 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 

협의체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

적으로 실천하는 프로세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LS엠트론이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 많은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고 보여집니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화를 비롯한 직접

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설문조사 외에 더 생생한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에도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 지속가능경영 데이터와 정보가 일관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보고

된 정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된 정보의 연결성을 

높여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향후 계

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주요 이슈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고 보고함으로써, 보고서의 균형성을 확보하여 보고 내

용의 진정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도 일부 

부정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이들 이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원장 _ 박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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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방침 및 규정 글로벌 네트워크 

� LS엠트론㈜ � 출자사 Ⅰ. 목 적
본 규정은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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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시스템
1. 정책의 수립

1.1 지속가능경영 운영체계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및 경영진차원의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인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LS엠트론 담당임원에게 

전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책임을 둔다.

1)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전사 지속가능경영 실행 협의체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및 전략 논의

(2) 전사 지속가능경영 이슈 규명 및 이슈 별 개선방안 논의

(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추진

(4)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과 제도 보완

2)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지속가능경영 관리의 주관 조직으로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및 전략, 교육계획의 수립

(2) 전사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평가

(3)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주관

(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5)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의 제정 및 관리

1.2 관련정책의 명문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된 운영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각 이슈별 실행정책 등은 반드시 명문

화 하고 전사적으로 적용 및 실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한다.

1.3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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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경영의 실무를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의 근간

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비즈니스의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를 실시한다.

3. 정기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자체 진단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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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모니터링 한다.

4. 전사 교육 및 공감대 강화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전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실행한다.

5.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전사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의 유관부서 팀장과 실무 

담당자는 이슈의 대응과 개선을 위해 각 사업 단위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

성과와 개선사항을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5.1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 및 유관부서

1)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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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공헌활동 : 업무지원팀

4) 녹색경영 : 녹색경영팀, 기술경영팀, 생산기술그룹

5) 임직원 가치 증진 : 인사팀, 인재개발팀

6) 기술경쟁력 강화활동 : 기술경영팀, 특허경영팀

7) 통합 리스크 관리 :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8) 지배구조 : 경영기획팀

9) 윤리경영 : 경영진단팀

6. 소위원회 운영

지속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의 실행력강화 및 각사업부의 적극적 참여확대를 위해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성과 및 개선사항을 지속가능경영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6.1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및 주관부서

1) 녹색경영 소위원회 : 녹색경영팀

2)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 기술경영팀

3) 상생협력 소위원회 : 상생협력팀

4) 사회공헌 소위원회 : 업무지원팀

5) 품질 및 고객만족 소위원회 : 품질경영팀

6) 친환경 공급망 소위원회 : 품질경영팀

Ⅲ. 이해관계자 대화 및 약속 이행
1. 이해관계자 대화

핵심 이해관계자 대화 채널 구축 및 연간 대화 계획 수립을 통해 정기적, 공식적인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 점검, 향후 추진방향 설정, 중대영역 

추가 및 변경, 보고서 작성과정 참여확대 등에 활용한다.

1.1 핵심 이해관계자 규명 및 대응 의무

사회적 관심도와 LS엠트론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 이해관계

자를 규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대응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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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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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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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obal/지역사회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사회공헌활동 등

5)  지구/생태 : 제품 / 공정의 환경영향 관리 및 저감,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1.2 이해관계자 대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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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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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으로 이해관계자 대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차년도 추진 방향과 계

획 수립에 반영한다.

2. 지속가능경영 공시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이행 및 정보제공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범

위를 확대한다. 

Ⅳ.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LS엠트론은 재무적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SEE(Social, Environmental, Ethi-

cal) 리스크를 포함 한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 노력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은 모두 핵심 리스크 이슈로 분류하고 지속가능경영협의체

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서 전사적 대응을 노력한다.

2013년 4월 1일 4차 개정 

 국내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1층

  Tel. 031.689.8288

 전주사업장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

  Tel. 063.279.5114

 정읍사업장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2

  Tel. 063.530.4114

 안양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6 하이테크센터 

 영업본부 Tel. 031.8045.0400

 인동사업장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2로 238

  Tel. 054.710.5702

 중앙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24

  Tel. 031.450.8114

 국내

 

 대성전기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

  Tel. 031.494.1141

 캐스코(주)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1길 24

  Tel. 063.570.6114

� 지사

 중국지역부문  31st floor, Great Wall Building, No. 3000 

 (상해지사) North Zhongshan Road, Shanghai (200063)

  Tel. +86.21.5239.1273(8008) 

 일본지사 DNI-Mita Bldg 11F, 3-43-16 Shiba, 

  Minato-ku, Tokyo (105-0014)

  Tel. +81.3.3457.8331

 브라질지사 Avenida Moema 300, Cj 106/107 Moema, 

  Sao paulo, SP

  Tel. +55.11.5052.1052(7897)

 폴란드지사 Legnicka 17/7 Wroclaw

  Tel. +48.713.709.360 

 인도네시아지사 Menara Palma 8th F #03, JL.H.R Rasuna said, 

  Block x2 Kav6 Kuningan, Jakarta selatan (12950)

  Tel. +62.21.5795.7552 

 해외 

 

 LSMQ(LS Machinary(Qingdao) Co., Ltd.)

  Yu-Huangling Industrial Area, Xiazhuang,

  Chengyang District, Qingdao,China 266109

  Tel. +86.532.8096.5618

 LSMB(LS Mtron Brasil)

  Rua Vereador Klaus Lennertz 2103, Palmital, 

  Garuva, SC, Brazil, 89248-000

  Tel. +55.47.3422.4563

 LSTA(LS Tractor USA, LLC)

  PO BOX 70. 6900 Corporation Parkway,

  Battlebord, NC 27809, U.S.A. 

  Tel. +1.252.984.0700

 LSMW(LS Machinery(Wuxi) Co., Ltd.)

  LS Industrial Park, Xin Mei Road, National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Wuxi city, Jiangsu Province, China 214028

  Tel. +86.510.8299.3888

 LSEQ(LS Electronic-Devices(Qingdao) Co., Ltd.)

  Yu-Huangling Industrial Area, Xiazhuang,

  Chengyang District, Qingdao, China 266109

  Tel. +86.532.8096.2200

 YTLS(YanTai Leading Solution Auto Parts Co., Ltd.)

  No.79 Changjiang Road, Development Zone 

  of YanTai, Shandong Province, China

  Tel. +86.535.695.5701

본사(LS타워) 정읍사업장 인동사업장 

전주사업장 안양사업장(하이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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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작 추가정보 제공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에 의거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와 사무국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주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사업부 

기획팀에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외에도 LS엠트론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S엠트론의 201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한솔제지의 FSC 몽블랑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FSC 몽블랑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로

부터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된 삼림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 인증을 받았으며 무염소 표백 펄프(ECF, Elemental Cholrine Free)

를 사용한 친환경 용지입니다. 또한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으며, FSC 인증을 획득한 인쇄소

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총괄 

전략기획부문장: 김태원 상무

경영기획팀: 이상민 부장, 김성범 과장, 박종현 사원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유명훈, 조호성

참여자 

Staff

경영진단팀: 유의재 부장, 이용상 과장

기술경영팀: 변종대 부장, 권민원 대리, 서재민 대리

녹색경영팀: 전철응 차장, 임기영 대리

상생협력팀: 이길상 부장, 정봉석 사원

업무지원팀: 성맹규 부장, 이경태 과장, 최나래 대리

인사팀: 이창우 부장, 박찬진 과장 

인재개발팀: 박명호 부장, 박홍근 대리, 김병준 사원

중국경영지원팀: 정구연 과장, 강향란 사원

특허경영팀: 이병광 부장, 윤민석 사원

품질경영팀: 박희정 담당, 오대성 과장

혁신추진팀: 박현규 차장, 채수미 과장, 조성표 과장

사업부 

트랙터사업부: 김덕구 담당, 김지태 차장, 황동주 과장, 이모노 사원

사출시스템사업부: 서재관 부장, 안정호 과장, 김진정 사원

특수사업팀: 황건욱 부장, 유성광 과장

CF사업부: 황선익 부장, 조동진 과장, 부재철 사원

전자부품사업부: 이형주 차장, 서민택 대리

자동차부품사업부: 최정일 담당, 안상우 사원

FCCL사업팀: 김규문 부장, 송병길 과장

UC사업팀: 윤권용 과장

 

LS엠트론  www.lsmtron.co.kr

트랙터사업부  www.lstractor.co.kr

사출시스템사업부  www.lsinjection.co.kr

특수사업팀  www.lstrackshoe.co.kr

전자부품사업부  www.lscomponent.com

UC사업팀   www.ultracapacitor.co.kr

회사 사업보고서 dart.fss.or.kr 

LS그룹 관련 정보 www.lsholding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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