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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보고내용 정의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력으로 

규명된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중심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보고내용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대영역에 대해서는 2011

년도 성과와 2012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1년 회계연도(2011. 1. 1 ~ 2011. 12. 31)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량 정보의 경우 최근 3년간 정보를 포함하

였습니다. 보고범위는 안양 본사 및 국내 4개 사업장과 해외법인의 

일부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재무성과의 경우 K-IFRS를 적용한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회 

및 환경 성과의 경우 중국, 미국 등 해외법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

였습니다. 향후,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로드맵에 따라 LS엠트론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 프레임워크

본 보고서는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에 의거 지속가능경

영 협의체와 사무국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위원회

의 주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1 가이드라인과 ISO 26000을 참고하

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자료 및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검증

심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는 제3자 검증보고서로 수록하였습니다.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일정(매년 발간 기업)

이전 보고서: 2011년 5월

본 보고서: 2012년 7월

다음 보고서: 2013년 중

보고내용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26-6 LS타워 11층 

LS엠트론(주) 경영기획팀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TEL. 031)689-8232           

FAX. 031)689-8279        

E-mail. sm@lsm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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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이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LS엠트론은 비전인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을 펼쳐나가는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를 근간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속가능경영이라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2011년 성과와 

2012년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LS엠트론 이해관계자와 의미있는 

의사소통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Cover Story

알파벳 M은 엠트론의 첫 글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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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re for people and nature. 
It is with outstanding insight and the spirit of 
challenge that we produce industrial machines 
that drive the growth of the humanity. 

사람과 자연을 위하는 기업 LS엠트론,

남다른 통찰력과 도전정신으로

인류를 이끄는 산업기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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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ook beyond today into the future. 
The industry-leading cutting-edge 
components drive our commitment to 
a truly specia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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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넘어 내일을 보는 LS엠트론,

앞서가는 첨단부품으로 

가장 특별한 미래를 창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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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진정한 LSpartnershipⓇ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내실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LSpartnershipⓇ은 존중과 배려,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LS그룹의 새로운 경영철학입니다. 이는 LS엠트론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이해관계자 중심, 신뢰와 통합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신뢰와 투명성,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을 

근간으로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하여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전사적 의지를 가지고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객사들의 수요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업무 혁신과 

R&D 투자를 실시한 결과 트랙터 수출 1억 불 달성과 친환경제품 매출 

전년 대비 37% 증가 등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비재무적 측면에 있어서도 베트남에 글로벌 해피 빌리지 사업을 진행

하였고 행복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을 9건 진행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LS엠트론의 모든 임직원들은 지속적 기술 혁신과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이해관계자 만족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의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의 문화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영진들은 솔선수범하고 지속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열쇠임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국어, 영어를 비롯하여 중국어로도 발간

하여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의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대표이사 회장  구 자 열

LS엠트론은 지난 2009년 본격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고 올해로서 

세 번째 M Story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원칙과 가치

우리의 지속가능경영은 변함없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그리고 소통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경쟁력

을 갖추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의 가치를 공유한

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또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데이터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

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출자사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목표로 

지속가능경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성과를 일부 

포함하고 영어와 중국어 버전의 보고서를 함께 발간하여 글로벌 이해관

계자 여러분들과 폭넓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성장 기반 구축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 그리고 

더욱 다각화되어 가는 사회 문제로 인하여 기업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변화하는 환경

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들을 이해하고 사업의 흐름 및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 관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일관된 전략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멀리 바라

보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정기, 비정기 대화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수렴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통합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업, 시장, 운영 및 관리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규명하여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참여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LS

엠트론의 사회공헌활동 대표 프로그램인 ‘글로벌 해피 빌리지’ 사업을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공정, 제품, 서비스의 혁신과 개선을 통하여 기업활동 자

체가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체계 구축

LS엠트론만의 6단계 중대성 평가를 거쳐 매년 새롭게 도출되는 6대 중대 

영역(혁신추진활동, 상생협력활동,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사회공헌활동, 

녹색경영, 임직원 가치 증진)와 3대 상시 관리 이슈(지배구조, 윤리경영, 

통합 리스크 관리)는 두 달에 한번 열리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친환경제품 소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소위원회는 전사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실제 업무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LS엠트론 구성원 모두는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조직

의 내실을 다지고 향후 글로벌 기계 및 부품 산업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혁신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존경과 신뢰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심 재 설

President's Message

Chairman'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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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업

전자부품

휴대폰, Flat Panel Display 및 각종 전자 

기기용 커넥터, 안테나 등 첨단기기용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F(Copper Foil)

전해도금, 표면처리, 극박 핸들링 등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Rigid PCB용 동박, 리튬이온 

전지용 동박은 물론 반도체 패키지용 특수 동

박을 생산, 공급하여 첨단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2차전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세계 최고수준의 극박 도금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브랜드 LS-Flex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유체 및 유압전달을 목적으로 자동차에 장착

되는 고저압의 각종 호스 조립품으로 고도의 

품질과 안전성으로 세계의 고객들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UC(Ultra Capacitor)

차세대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에너지 저장 소자

이며, 높은 출력이 요구되는 보조동력, 파워

백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철학
LSpartnershipⓇ은 Integrity와 주인의식을 가진 LS인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의 행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LS의 모든 구성원은 LSpartnershipⓇ의 실천을 통해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15 목표: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0% 달성

LS엠트론은 2011. 5. 1부로 사업 포트폴리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공조사업부를 LG전자에 영업양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전개방향을 고려하여 회로소재사업부의 명칭을 CF(Copper Foil)사업부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재경, 전략기획, 지원부문을 편제하였습니다.

LS엠트론 소개 사업부문 소개 

LS엠트론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LSpartnershipⓇ 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기술로 만드는 편리한 세상, LS엠트론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LS엠트론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LS엠트론은 크게 기계부문과 부품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사업부(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Staff(스태프)부문

트랙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부 특수사업팀 전자부품사업부

CF사업부 FCCL사업팀 자동차부품사업부 UC사업팀

대표이사(CEO)

재경부문(CFO) 전략기획부문(CSO) 지원부문(CHO)

혁신추진팀 중국지역부문

경영지원본부

품질경영팀 경영진단팀

기술개발부문(CTO)상생협력부문(CPO)

회사개요

회사명 LS엠트론(주)

대표이사 구자열, 심재설

업종 제조업

설립일 2008년 7월 1일

총인원 1,649명/3,512명 (LS엠트론(주)/출자사 포함)

신용등급 한신정평가(주) A+ / 한국신용평가(주) A+

총매출 9,389억 원/1조 5,757억 원 (LS엠트론(주)/출자사 포함)

총자산 1조 24억 원

부채 4,263억 원 부채비율 73.9%

자본 5,761억 원 자기자본비율 57.4%

주요 수출지역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중동 등

※ 2011년 12월 31일 기준, K-IFRS 별도기준(신용등급 2012년 5월 8일 기준) 

Vision
LS엠트론은 2009년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세상’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풍요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Innovative Technology 

Partner’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직구성

기계사업

트랙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종합 농기

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사업장, 

중국 청도법인은 연간 2만 대의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브라질 

법인 신규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출시스템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자동차 산업분야 등 

최첨단에서 초대형 사출기까지 다양한 제품

구성을 갖춘 종합 메이커로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입증 받은 기술력으로 생산량의 3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수

전차, 장갑차 등 전투 기동장비의 하중을 지

지하고 각종 험로에도 기동성을 확보해주는 

궤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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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LS人은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

Greater Value Together!

Glob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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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창출

LS엠트론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객사들의 수요감소 속에서도 비상경영(飛上經營)의 기조 아래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트랙터사업은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지 

10년도 안되어 1억 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사출

시스템사업은 전년 대비 국내 14%, 해외 51% 매출 

신장은 물론 혁신 활동으로 생산성 및 수익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CF사업은 일본 고객들을 유치하며 전지박 시장에서 

글로벌 리딩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자부품

사업은 사업은 글로벌 대형 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UC와 자동차부품 사업은 미래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LS엠트론은 국내·외에 생산법인, 판매법인 등 총 21개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3,5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양

본사, R&D Center,

전자부품, 영업본부

인동

자동차부품

UC

전주

트랙터,

사출시스템, 특수

정읍

CF, FCCL

국가별 매출액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국내 5,554 6,895 6,531 

중국 395 513 569 

북미 292 541 843 

남미 33 124 78 

유럽 219 419 628 

아시아 (중국제외) 210 724 711 

그외 212 47 29 

합계 6,915 9,263 9,389

*2009년은 K-GAAP, 2010년~2011년 K-IFRS 별도기준

경제적 가치 분배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분배된 경제적 가치 5,030 7,844 7,527

구매비용(협력회사) 3,983 6,579 6,357

인건비(임직원)1) 880 1,099 988

조세공과금(정부)2) 38 55 58

기부금(지역사회) 2 3 4

이자비용(채권자) 127 108 120

1)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
2) 세금과공과, 법인세의 합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매출액 6,915 9,263 9,389 

기계 4,301 6,278 5,913

부품 2,614 2,985 3,476

영업이익 333 524 1,169  

*2009년은 K-GAAP, 2010년~2011년 K-IFRS 별도기준 
 (회계기준 변화로 2010년 보고내용 차이 발생)

*2011년 5월 1일부 공조사업부 영업양도로 인한 중단영업이익 포함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자산총계 8,093 8,921 10,024

유동자산 3,439 3,862 3,991

비유동자산 4,654 5,059 6,033

부채총계 3,632 4,150 4,263

유동부채 3,263 2,758 2,599

비유동부채 369 1,392 1,664

자본총계 4,461 4,771 5,761

자본금 450 450 450

주식발행초과금 4,259 4,259 4,2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20 -15

이익잉여금 -232 82 1,067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매출액 7,431 10,404 15,757

영업이익 245 539 1,195

*2009~2011년 K-IFRS 연결기준

 (회계기준 변화로 2009, 2010년 보고내용 차이 발생)

출자사 현황
(2012년 3월 기준)

법인명 업종 지분율(%) 국가

대성전기공업(주)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100 대한민국

LS Machinery(Wuxi) Co., Ltd. 사출성형기 제조 및 판매 100 중국

LS Electronic-Devices(Qingdao) Co., Ltd.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100 중국

LS Agricultural Equipment(Qingdao) Co., Ltd.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 100 중국

LS Tractor USA, LLC 농업용 기계 판매 100 미국

캐스코(주) 산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 83.8 대한민국

YanTai Leading Solution Auto Parts Co., Ltd.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50 중국

LS Mtron Brazil(LS MTRON INDÚSTRIA DE 
MÁQUINAS AGRÍCOLAS Ltda)

사출성형기 판매 및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 100 브라질

경
제

적
 가

치
 창

출
 

인도
대성전기공업(주)

미국 LSTA

브라질 LSMB

러시아 지사

폴란드 지사

중국(무석)
LSMW

중국(청도)
LSEQ, LSAE

중국(연태)
YTLS

심천 지사

중국(대련) 캐스코(주)

대한민국 대성전기공업(주), 캐스코(주)

일본 지사

중국(청도) 대성전기공업(주)

상해 지사

중국(무석) 대성전기공업(주)

출자사/지사

손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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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중대성 평가 LS엠트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경영활동 상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임직원의 일상업무가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 만족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KPI를 설정하여 이해관계

자의 주요한 기대사항 실행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연간 추진 프로세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계획수립부터 성과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먼저 계획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내·외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슈 Pool을 구성합니다. 2011년에는 총 55개의 이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2011 Steering Wheel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 Steering Wheel은 통합 관리영역 2개, 중대영역 6개(15개 관리 이슈), 

일반영역 2개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한 해 동안 추진 전략 및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축으로 활용됩니다. 특별히, 중대영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

은 이슈를 각 부문별 KPI로 설정하여 임원 및 사업부장의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부서단위에서는 실행단계활동을 부서 및 개인별 목표계획으로 수립하여 전

개하였습니다. 이 때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는 KPI를 비롯한 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격월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성과 촉진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전사 성과평가 기간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1 Steering Wheel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중대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2011년 이해관계자 통합 설문조사 시 이해관계자별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만족도(인식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2012년 계획수립에 반영시켰습니다.

2011년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추진 결과

이슈 Pool 고려사항

이해관계자

관심도 평가

비즈니스

중요도 평가

2011

Steering Wheel

지속가능경영

업무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

모니터링

2011년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 구성

(55개) 

• 내부환경 이슈

• 외부환경 이슈

• 통합 관리영역 2개

• 중대영역 6개 

 (15개 관리 이슈)

• 일반영역 2개 

• 이해관계자 통합  

 설문조사 실시

 997명

•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용

• 핵심과제 5개 부문  

 / 8개 사업부 KPI  

 수립 

• 일반과제 8개 부서  

 계획 수립

• 경영진 인터뷰

• 경영회의 보고 3회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아젠다 8건

• 자체 지속가능경영  

 진단 결과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성과관리 및 피드백 7회

•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운영 21회

•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비
즈
니
스

영
향
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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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순위 주요 이슈 페이지

1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44

2 품질 경쟁력 확보 32~34

3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구축 35

4 A/S활동 강화 35

5 협력회사 의견제시 채널 확대 29

6 공정거래 문화 확립 26, 57

7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조파트) 28

8 기술 경쟁력 확보 32~34

9 일과 삶의 조화 (가족친화경영) 51

10 직무 역량개발 교육 확대 52

11 자원 및 에너지 절약 44~47

12 협력회사 대금결제 제도 개선 27

13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평가, 보상) 50

14 복리후생 제도 확대 51

15 친환경 설비 및 공정개선 투자 45

16 글로벌 역량개발 교육 확대 52

17 친환경 제품 개발 46~47

18 오염물질 발생저감 및 관리 45

19 고용 및 미래인재 육성 38~41, 50

중
대

성
 평

가

1) 고객

순위 활동 명

1 품질 경쟁력 확보 ②

2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구축 ③

3 A/S활동 강화 ④

4 기술 경쟁력 확보 ⑧

5 고객의견 수렴 확대

6 제품 안전성 보장 및 강화 (PL법 등)

7 품질 경영시스템 운영 확대

8 각종 제품정보의 제공

9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 강화

10 협력회사 품질 역량 강화 지원

11 공정한 영업 활동

12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13 고객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14 인권 및 관련 리스크 대응 및 개선

3) 협력회사

순위 활동 명

1 협력회사 의견제시 채널 확대 ⑤

2 공정거래 문화 확립 ⑥

3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조파트) ⑦

4 협력회사 대금결제 제도 개선 ⑫

5 Q-파트너 확대

6 생산관리 시스템 운영

7 민/관 공통투자 개발

8 친환경 구매 공급망 체계 구축

9 상생 펀드 확대

10 온라인 평가 시스템 운영

11 혁신파트 역량강화

12 교육프로그램 지원(환경/안전파트)

13 교육프로그램 지원(경영관리파트)

14 교육프로그램 지원(특허파트)

이해관계자별 주요 기대사항

 
2011년 이해관계자 통합 설문조사 2) 임직원

순위 활동 명

1 일과 삶의 조화 (가족친화경영) ⑨

2 직무 역량개발 교육 확대 ⑩

3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평가, 보상) ⑬

4 복리후생 제도 확대 ⑭

5 글로벌 역량개발 교육 확대 ⑯

6 우수인재양성 교육 확대

7 리더십 향상

8 건강 및 안전 증진 활동

9 신규 입사자 조직문화 적응 지원

10 경영층과 직접소통 활성화

11 고충처리 접수채널 다양화

12 노동, 인권 관련 국내·외 법규범 준수

13 여성 및 장애인 고용 확대

4) 지역사회 및 지구/생태

순위 활동 명

녹색

경영

파트

1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2 자원 및 에너지 절약 ⑪

3 친환경 설비 및 공정개선 투자 ⑮

4 친환경 제품 개발 ⑰

5 오염물질 발생저감 및 관리 ⑱

6 유해화학물질 관리

7 환경경영 및 체계 운영 

8 무재해 사업장 운영

9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

10 국내·외 ESH 관련 법/규범 준수

사회

공헌

파트

1 고용 및 미래인재 육성 ⑲

2 취약계층 복지 증진

3 문화 / 예술 / 체육 진흥 지원

4 지역사회 녹색활동 지원

 • 주관: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 기간: 2011년 8월 ~ 11월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우편

 • 조사대상: 997명(개)

  1) 고객 164개 사   

 2) 임직원 618명

 3) 협력회사 194개 사   

 4) 지역사회: 21개

 • 조사내용

 - 중대영역 비즈니스 중요도 평가

 - 이해관계자별 관심도 평가

 - 2011년 LS엠트론 활동 만족도

 - 커뮤니케이션 채널 선호도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관심도와 만족 

 도 결과 및 세부적인 업무계획과 성과는 각 중대 

 영역별 도입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GRI(G3.1), ISO 26000, UNGC 원칙 등

 • 지속가능경영 자문그룹 의견

 • 경쟁사 및 선진기업 동향

 • 고객사 CSR 체크리스트 및 외부기관 질의사항

 • 당사 관련 미디어 노출 이슈 등

 • LS엠트론 비전 및 중기전략

 • 경영회의 보고 및 협의체 의사결정 사항

 •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규정

 • 전년도 추진과제 목표달성 여부

 • 각 부서별 전략지표 현안 등

내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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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경제, 사회, 환경, 윤리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지속가능경영의 특성상 전략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사적인 실행력 강화를 위해 모든 활동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이 궁극적으로 리스크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을 

매년 규명하고 손실비용과 기회가치를 관리함으로써 사업 영속성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통합 리스크 관리 통
합

 지
속

가
능

경
영

 관
리

 / 통
합

 리
스

크
 관

리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 체계
LS엠트론은 2010년 4월부터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소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조직으로 각 담당부서의 주도 하에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6개 소위원회가 총 21번 개

최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친환경 원자재 관리체계 구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친환경 공급망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와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상시 조직으로서 

경영기획팀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실적에 대해 통합관리 기능 및 

이해관계자 대화를 담당하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혁신활동

• 상생협력

• 품질경영 

• 고객만족

• 사회공헌

• 윤리경영

• 기후변화 대응

• ESH

• 친환경제품

• 인재개발

• 노경관리

•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격월 단위로 개최하고 있

습니다. 주로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속가능경영 

업무에 대해서도 그 실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임시 협의

체를 포함하여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구성: 전략담당임원(주관), 경영기획팀장 외 10개 부서장,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 상생협력 소위원회

• 고객만족 소위원회

• 사회공헌 소위원회 

• 녹색경영 소위원회

•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 친환경 공급망 소위원회

구성: 중대영역별 도입부 참고

2011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주요 아젠다 및 추진결과(계획)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LS엠트론은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통한 리스크 예방 및 대응 활동 프로세스를 구축함

으로써 전사적인 실행력을 높이고 각 부서별 내재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전략담당임원(CSO)을 중심으로 한 경영기획팀은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 부서로서 

리스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략 방향을 수립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 및 주요 지원 부서에

서는 리스크 대응 매뉴얼 구축과 교육, 훈련 등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리스크 대응 방향과 활동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 실행부서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 차원에서는 사업 및 운영 리스크 중심으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는 사회·환경·윤리적 리스크를 포함한 비재무적 리스크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하여 

2014년까지 모든 사업부별로 최소 5개 이상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매뉴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사업부 리스크 대응 매뉴얼 구축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발굴하고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부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구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트랙터사업부를 

중심으로 품질·생산·영업·재해 등 총 6개의 핵심 리스크를 규명하여 단계별 예상시나리오 발굴, 

업무 R&R 규명, 대응 업무 흐름도와 상세 실행 방안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

습니다. 2012년에는 이를 전 사업부로 확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매뉴얼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리스크 

발생 시 적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활동 및 교육·훈련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스크대응 매뉴얼 구축 프로세스

3. Work-Flow 

작성

4. 상세

실행방안 작성

5. 매뉴얼 발간

및 훈련 실시

1. 핵심 리스크

규명

2. 리스크 

시나리오 개요

작성

사업부의 특성에 맞는 

이슈 Pool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손실규모가 

가장 큰 리스크를 선정

하는 과정임.

선정된 리스크가 발생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대

응목표 및 부서를 규정

하는 과정임.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대응부서들이 공통의 

목표업무를 세우고 협

업하는 프로세스를 규

명하는 과정임.

Work flow에 입각하

여 각 부서별로 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리데이터를 규명하는 

과정임.

매뉴얼이 발간된 후, 이

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

적으로 진행할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

해외법인 현지 법규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LS엠트론은 2012년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추진 원년으로하여 해외에서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해외법인의 중국 현지 법·규제의 준수,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인권, 환경/안전, 세무, 품질 등 총 18개 

이슈를 선정하여 중앙법 및 지방법을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법인별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개최 차수 주요 아젠다 추진결과 및 계획

6차(2011.1.24)
대외 이해관계자 CSR 체크리스트 
대응체계 구축

상시적으로 접수되는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자료를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으로 우선 전달하고 
사무국은 R&R을 지정하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하였음(총 7건 대응)

7차(2011.2.21)
201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최종 검토

임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개최하여 201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의

최종 리뷰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승인 및 검증단 대응을 진행하였음

8차(2011.3.21) 친환경제품 관리 방향
2010년에 구축된 친환경제품 정의 및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였음

(5월 중장기 친환경기술 개발 로드맵 진척도 점검 시)

9차(2011.5.28) 전사원 지속가능경영 교육 추진
전사원 교육과정인 한계돌파 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관리자 이상은 별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였음(전사원 교육: 1,363명, 심화교육: 198명)

10차(2011.7.28)

해외법인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
2012년을 해외법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원년으로 하고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중국 법규 조사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진행할 계획임

이해관계자 통합 설문조사 실시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이 전사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합기획하고 이해관계자와 접점을 가진 부서에서 
가장 최적화된 채널을 활용하여 이를 진행하였음 (997명) 

11차(2011.9.19) 트랙터 사업부 리스크 관리 매뉴얼 핵심 리스크에 대해 대응체계 구축을 진행하였고 정기적으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12차(2011.11.28) 친환경 원자재(유해물질) 관리체계 본사 품질경영팀 주관으로 친환경 공급망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음

*제 7차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01. 매뉴얼 표지

03. Work Flow

02. 리스크 시나리오 개요

04. 상세실행 방안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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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의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무엇인가?

2011 지속가능경영 하이라이트2011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과 이해관계자 Matching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는 회사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에 따라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지구/생태를 핵심이해관계자로 정부/지방자치단체, NGO, 주주/투자자는 일반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 구분은 2010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은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과

영역별 관리이슈를 한눈에 제시하는 모형입니다. 

2011년에는 통합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통합 지속가능경영 관리를

원 중심에 배치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리스크 감소와 

연결된다는 목적에서 통합 리스크 관리를 원의 테두리로 삼아 

그 의미와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2011년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모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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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녹
색
경

영

LS엠트론은 중대영역별로 201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혁신 노력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 품질상 

은탑산업훈장 수훈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 9건(33.5억 원) 진행

지속가능경영 공감대 형성

전 사원 지속가능경영 교육 실시

: 1,363명(이수율: 98%)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베트남 반푸초등학교 준공 

및 임직원 봉사단 파견

행복한 기업문화를 위한 노력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전 세계에 LS엠트론을 알리다 

트랙터사업부, 

역대 최초 수출 1억 불 달성

내실 있는 혁신 성장

‘지속성장 경쟁력 진단’ 

혁신력, 실행력 부문 1위 선정

(매경 이코노미)

최고의 기술력을 향한 금빛 노력

제 3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녹색경영을 위한 힘찬 발걸음

친환경 제품 매출액 35%

 (자사기준, 전년 대비 37%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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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재무가치 창출1) 

(영업이익 기여율)

혁신과제 수행 건수1) 

혁신인재 확보1) 

혁신활동 제안2)

1) 2011년도 공조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감소     2) 2011년부터 일반직사원 포함

2009 2010 2011

168억 원(50%)

98건

78명

16건 / 인 30건 / 인 21건 / 인

178명 146명

235건

213억 원(48%) 187억 원(33%)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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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전자부품 사업부는 ‘전자부품 Global Player’의 비전을 품고, 지난 3년 동안 ECPS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특히, 2011년은 Compact한 ECPS활동을 크게 3개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혁신입니다. 목표관리를 통하여 현장에서 스스로 개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Speedy하게 현장문

제를 해결하고자 즉실천활동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원가 확보입니다. 해외법인의 생존원가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는 반제

품 현지화를 추진하였으며, 극한의 목표에 도전한 도금공정의 원가혁신은 생존원가 확보에 크게 기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인재 

육성입니다. 2011년 말 6시그마 MBB 3명을 비롯하여, 20명의 혁신리더를 육성하였습니다. 원가혁신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VE교

육을 실행하였고, KL과정은 지난 3년간에 걸쳐 반/조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혁신2기(ECPS 2.0)에 들어선 전자부품 사업부는 빠른 성장을 위한 제 2의 도약으로 ‘JUMP ECPS’라는 슬로건으로 혁신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업 및 R&D로 혁신영역을 확산하고 혁신인재 육성 및 팀장 주도의 팀 맞춤형 혁신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JUMP ECPS 활동을 통한 글로벌 고객 및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로 사업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 MBB  조인국 부장

interview 

 ● 선언

LS엠트론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고객만족 및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맞춤형 혁신활동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혁신문화를 

정착하여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Key Driver가 되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 2015 중기 추진방향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업적 한계를 돌파

선행적/도전적 혁신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견인력 담보

자유롭고 발전적인 소통 문화를 확립하여 자발적 혁신 기반 조성

 ● 추진 체계

담당부서: 혁신추진팀(CEO 직할)

관리 이슈 2011년 주요 성과 평가 2012년 주요 계획 기한

혁신추진

통합체계 

운영

혁신활동 영역확대

 -사무직/영업·마케팅 혁신활동 전개 
 -해외법인/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

국가품질경영대회 금상 수상(분임조 경진대회 부문)
산업훈장 은탑 수훈(CEO)
혁신문화 소통 및 홍보

●

●
●
◎

해외법인 분임조 과제 및 혁신활동 전개

Staff 부문 Big Y과제 추진 체계 구축

업무/소통/역량/의식혁신 테마과제 추진

Communication 활성화 활동

◎

◎

◎

◎

맞춤형

혁신활동

전사 KPI 관리 체계 구축

생산성 관리 체계 개선

사업부별 맞춤형 혁신활동 전개(영업이익 기여금액 187억)
협력회사 CDM1) 활동 강화

●
●
●
●

주요사업부 고질 문제 혁신과제 선정/ 추진

TRIZ 추진체계 수립 및 Pilot과제 수행

표준시간 재설정을 통한 지표 정확도 제고

6Sigma, LPS2), VE3), TRIZ4), 현장혁신 인재 육성

◎

3월

8월

11월

●완료 ◐부분완료 ◯미완료 ◎지속활동 ● 2011년 성과 및 2012년 계획

혁신추진활동 Innovation Initiatives

현장 그 너머를 보는 눈, 특별한 생각을 실현하는 능력,

LS엠트론의 혁신추진활동 속에는 멈추지 않는 엔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무엇보다 빠르게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앞당기는 힘입니다.

1) CDM (Cost Development Method):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원가절감 활동 후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

2) LPS : LS Mtron Production System  3) VE : Value Engineering  4)TRIZ :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1

참여 채널

• Mtron6 Festival

• 임원혁신 Work-shop

• 혁신전담자 교류회

• CEO와의 만남

• 분임조 자랑대회

 ● 숫자로 보는 성과

협력회사

고객

직접 이해관계자

간
접

 이
해
관
계
자

임직원

• 지속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혁신활동 유지/강화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혁신,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도전적 혁신 

• 3S3C1)의 Mtron Way 문화 정착

 1) 3S3C : 3S(Simple, Speed, Smart), 

  3C(Creativity, Challenge, Communication) 

2012년 이해관계자 주요 기대사항

※사내 혁신전담자, 혁신전문가 인터뷰 결과 

31%

23%

계층별 혁신교육 강화 23%

혁신활동 관리제도 보완

사업 목표 연계성 강화

혁신문화 확산 및 체질화

15%

8%

혁신비전 공감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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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추진 통합체계 운영 맞춤형 혁신활동

LS엠트론은 혁신활동의 목적을 회사의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2008년 출범부터 지금까지 혁

신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혁신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경영층과 구성원, 구

성원 서로간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혁신방법론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맞춤형 혁신활동의 정착기로 맞춤형 운영체계 효율화, 원가혁신 역량확보, 혁신인재 육성 등 지속가능한 사업체질 

강화를 위해 활발한 혁신활동을 펼쳤습니다.

혁신활동 영역 확대

-

일반직 혁신활동 전개  LS엠트론은 2011년부터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온 혁신활동을 전 부문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산시키고자 Staff 

부문의 혁신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5S Day’로 

정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정리/정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제안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Staff 부문 전원이 낭비

제거과제를 1건 이상 발굴하고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업/마케팅 역량강화 프로젝트 전사 확대  2010년 4개 사업부에 도입

되어 추진되었던 영업/마케팅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전 사업부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영업사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요 영업이슈를 

과제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국법인 혁신활동 확산  2010년 교육 위주로 확산해 온 중국법인의 혁

신활동에서 2011년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임조 활동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각 분임조당 2건의 과제를 수행하

고 연말에 있는 전사분임조자랑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소통 활성화

-

소통채널 다변화  LS엠트론은 매월 CEO와 구성원들이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CEO와의 만남과 분기별로 CEO가 직접 모든 사업장을 방

문하여 혁신활동의 현장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CEO 현장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활동의 최신동향과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

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외 홍보활동 강화  LS엠트론은 2011년 한해 동안 혁신활동의 진행경과

와 그 성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글

로벌 혁신 컨퍼런스(5월)에서 CEO 강연, 이노스킬 컨퍼런스(9월)의 사례

발표, 임원 혁신 포럼(11월) 기조강연 등을 통해 그간의 혁신활동 성과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37회 국가품질 경영대회 수상  LS엠트론은 내실 있게 활동해 온 혁신

활동을 대외 경진대회와 표창 등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제37회 국가품

질 경영대회의 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한 사출시스템사업부의 에쿠스 분

임조와 CF사업부의 그린워터분임조 모두가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김우

식 사우가 품질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심재설 사장은 그간의 혁신활동과 

품질경영의 노고를 인정받아 산업훈장 은탑을 수훈하였습니다.

운영체계 효율화

-

생산성 관리체계 개선  LS전선과의 법인분할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생산

성 관리체계를 LS엠트론의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였습니다. 맞춤형 생산성 표준을 개발하고 사업부별 사업특성에 맞는 7개 

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생산성 지표는 SAP

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생산성 지표가 중요한 

경영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혁신 자체 역량 확보

-

VE 활동 확대  2011년도에는 단순한 원재료 단가인하를 통한 원가혁신

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원가절감 과제를 통한 VE활동을 

강화하여 자체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설계 VE에 국한되어 있던 VE활동

을 공정 VE까지 확대하여 2010년 전체 원가혁신 중 35%였던 VE의 비중

을 2011년 43%까지 향상시켰습니다.

CDM 활동 강화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 함께 원가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CDM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트랙터사업부와 사출시스템사업부의 협력회사 

중 각 18개 사와 11개 사를 선정하여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교육과 기

술지원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도왔습니다.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

-

LS엠트론 혁신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

습니다. 2011년에는 신규 MBB 4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의 신규 혁신인재

를 양성하였습니다. 문제해결 전문가인 6시그마 BB, GB를 비롯하여 VE 

BB, GB, LPS 개선 전문가가 양성되었으며, 현장혁신활동을 주도해 나갈 

품질명장과 분임조 지도위원을 양성하였습니다.

•MBB : Master Black Belt •BB : Black Belt •GB : Green Belt 

•VE : Value Engineering •LPS : LS Mtron Production System

혁신활동 성과검증

-

2011년 동안 추진된 혁신활동에 대해 재무성과의 중복과 오류를 전문인

력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의 33%에 해당하는 

재무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01. 중국법인 혁신교육

02.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 CEO 강연

03. 제 37회 국가품질 경영대회

04. 전자부품사업부 혁신한마당

01. 생산성 지표 온라인 관리 시스템

02. 트랙터사업부 CDM 활동 Kick-off

03. 혁신인재 육성

02

생산활동 생산성 관리

체계 구축

생산성 지표

온라인 관리

ERP / BI

01

03

02

03

01

04

1.0

14.7

2011년2010년

일반직 제안 실적 92%

19%

참여율(%)

인당 제안 

건수(건)

78

9%

혁신인재 육성

146

2011년

178

2010년

20%
23%

일반직 대비(%)

혁신인재(명)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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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공업사는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LS엠트론과는 LG전선 농기계 사업부 때부터 30년간을 거래해 온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현재는 LS엠트론의 주요 생산품인 트랙

터의 캐빈(CABIN)과 페달프레임을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은 2005년에 이어 Platinum Partner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았습니다. 

오늘의 대창공업사가 있기까지 생산·품질·경영일반에 이르는 LS엠트론의 다양한 컨설팅 및 혁신활동 지원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농

기계업계에서 캐빈생산의 후발주자이지만 기존 어느 회사에도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Q-파트너 인증 기업에 주어지는 물량증대 및 100% 현금결제 혜택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는 2차 협력회사 대

금결제기준 개선으로 이어져 LS엠트론에 준하는 결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도 경영자에서 생산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협력회사의 성장 및 LS엠트론과의 원활한 협력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 구축으로 LS엠트론 2013년 수출전략형 모델인 ‘보통형콤바인’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트랙터 분

야에서 WORLD BIG5를 향한 LS엠트론의 야심찬 도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사도 최선의 노력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

대창공업사  엄달현 대표

interview

 ● 선언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상생협력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성과

 ● 2015 중기 추진방향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관계 형성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확장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참여 및 실행 확대

 ● 추진 체계

관리책임자: 상생협력부문장(CPO)

담당부서: 상생협력팀

소위원회: 상생협력 소위원회

관리 이슈 2011년 주요 성과 평가 2012년 주요 계획 기한

동반성장 

경쟁력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SRM1) 체계 수립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과제 착수(9건)
신규 상생협력펀드 조성(50억)
P-CBO2) 조성, 회사채 발행(950억)
협력회사 현금성 결제 100% 달성

협력회사 생산력 증대 투자(25억) 
품질관리 강화 활동(35개 사) 

●
●
●
●
●
●
●
●

협력회사 경쟁력 향상 맞춤형 지원

SRM 체계 구축완료 및 운영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활성화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 운영

현금성 결제 100% 유지

고용노동부 기술교육센터 컨소시엄 참여

성균관대학교와 기술연구회 운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 참여

◎

◎

◎

◎

◎

검토중

10월

11월

협력회사

참여 및 대화

각종 오프라인 대화채널 운영(29회)
사업부장 현장 경영 활동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194개 사)

◎

◎

●

각종 오프라인 대화채널 운영

통합 구매시스템 개선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실시

◎

8월

8월

●완료 ◐부분완료 ◯미완료 ◎지속활동 ● 2011년 성과 및 2012년 계획

상생협력활동 Corporate Collaboration & Prosperity Activity

가치와 가치가 단단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또 다른 가능성이 됩니다.

도전의 영역을 넓히고 열정을 모으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함께이기에 펼칠 수 있는 역량, 서로 성장하기에 뜻 깊은 행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우리의 키워드는 동반성장입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2012년 이해관계자 주요 기대사항(비중)

2011년 이해관계자 만족도(5점 만점)

협력회사를 파트너로 
존중한다

협력회사 의견수렴 
채널 확대

3.9점

14 %

협력회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
(윤리경영)

3.7점

14 %

협력회사 녹색경영 
실천에 노력한다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
지원(제조)

3.7점

14 %

상생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신속한 대금결제

Q-partner 확대

3.6점

12 %

9 %

상생협력 직접 투자1) 

협력회사 직무 교육

협력회사 Q-파트너 선정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실적

1) 경영지원 컨설팅,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등

2009 2010 2011

9.4억 원

183명

18개 사 32개 사 34개 사

105명 180명

16.3억 원 17.1억 원

3건 / 15.5억 원 9건 / 33.5억 원

2

참여 채널

• Mtron6 Festival

• 협력회사 정기 간담회

•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 통합구매시스템 사이트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  기간: 2011년 8월 ~ 10월

   -  방법: 우편

   -  조사대상: 협력회사 194개 사

협력회사

고객

정부 / 지자체

직접 이해관계자

간
접

 이
해
관
계
자

-건 / -억 원

1)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2) 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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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경쟁력 확보

이제 Global 비즈니스에서는 더 이상 단일기업 대 단일기업의 경쟁이 아닌, 모기업과 협력회사로 구성된 기업망 대 기업망의 

경쟁시대가 도래했습니다. LS엠트론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2011년 선포된 LSpartnershipⓇ의 가치에 따라 동반

성장을 위한 더 나은 내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

LS엠트론은 경제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가능하고 함께하는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전라북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협약 체결식에서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

선, 기술개발 촉진 등 지역 내 협력회사와 상생경영을 통해 동반성장해 나

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SRM 체계 구축

-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신뢰 관계 강화를 목적으

로 2011년부터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프로젝트

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SRM 프로젝트에서는 생산계

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납입지시 정보를 협력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

고 협력회사 평가체계 보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개발구매 

체계구축 등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LS엠트론은 이를 통해 수급불안으로 인한 사업기회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LS엠트론과 협력회사 간 최적의 공급망관

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Q-파트너 제도 운영

-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LS엠트론의 경쟁력의 원천이라

는 인식에 기반하여 협력회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협력

회사를 발굴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Q-파트너 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11년 LS엠트론의 Q-파트너는 총 34개 사로 Platinum 

Partner 5개 사와 Gold Partner 29개 사가 선정되어 전년대비 2개 사가 

증가되었습니다. 모든 Q-파트너에게는 전액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활동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등, 진정한 LSpartnershipⓇ

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생협력 소위원회 활동

-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력팀 주관으로 

상생협력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상생협력 추가 

프로그램 개발 협의 및 금융기관 연계 상생펀드 추가 조성 등의 안건으로 

금융팀, 법무팀과 협업하여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

LS상생펀드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전북은행과 설비투자 등의 운영자

금이 필요한 협력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리 우대 프로그램인 

LS엠트론 상생펀드 50억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LS엠트론 상생펀드의 확산을 위해 6월 국민은행과의 협약으

로  50억 원의 LS엠트론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전국에 소재한 많

은 협력회사에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P-CBO  LS엠트론은 2011년 6개 협력회사들과 함께 9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자체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했던 협력회사들이 연 6.7~7.5%

의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금결제 조건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0년 10월 이후 대금지급

은 100% 현금성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협력회사 대상으로 월 

2회 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결제 건과 Q-파트너에 대

해서는 100% 현금 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혁신활동

-

CDM 활동  CDM(Cost Development Method) 활동은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회사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2년간 1:1로 나누

는 LS엠트론 고유의 성과공유제도입니다. 2011년 트랙터 사업부에서는 

18개 협력회사가 참여하여 450건의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지속적으로 추가 아이디어를 발굴, 실효성 검토 및 실행 단계를 거쳐 연간 

약 7억 원의 원가절감 성과가 있었습니다.  

ESI 활동  ESI(Early Supplier Involvement)란 협력회사가 LS엠트론 

제품 개발 단계에 조기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2011년에는 대창공업사가 

ESI 활동을 통해 사업기회 손실을 방지하고 30%의 성능개선이라는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점차 증대하는 고객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중대형 트랙

터의 신형 캐빈 개발을 설계 단계부터 대창공업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

해 착수 10여 개월 만에 양산 모델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수기에 

적기 출시하여 시장지위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1. 동반성장 P-CBO 채권 발행

02. 협력회사 초청 사업설명회 및 품질 조인식

02

01

LS엠트론 상생펀드

1. 상담(구매 담당자) 2. 추천서

4. 심사/실행

3. 신청/상담 

협력회사 은행

LS엠트론

상생협력 추진모델

01. 전라북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

02. Q-파트너 시상식

02

01

국가별 매입액 (본사기준)
(단위: 억 원)

지역(국가) 2009 2010 2011

국내 3,044 5,374 5,021

일본 366 496 403

중국 304 415 595

유럽 268 236 324

그외(미국, 인도등) - 58 14

지역별 매입액 계 3,982 6,579 6,357 

방향

제도

프로그램

“전략적 파트너 관계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추구”

Q – 파트너

경영안정화 지원

  - LS상생펀드

  - P-CBO

  - 100% 현금성 결제

기술개발 지원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함께하는 혁신활동

 - CDM 활동

 - ESI 활동

역량 강화 지원

- PMS 인증사업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의견
수렴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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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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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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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참여 및 대화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의지와 역할을 전달하고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협력회사 공유회, 간담회, 설문조사, 인

터뷰 등 다방면으로 참여와 대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향후에 상생협력활동 정책 및 실행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개최

-

LS엠트론은 매년 협력회사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

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Q-파트너 인증을 합니다. Q-파트너의 Q는 단순

히 상품의 품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업차원에서의 Quality를 의미하

는 것으로 기본역량(Q/C/D)과 재무, 조직 및 인프라 전반을 의미합니다. 

2011년 협력회사 성과공유회에서는 1년간 협력회사의 우수 사례를 공

유하였습니다. 이날 공유된 ESI 활동, 협력회사 생산성/품질 향상 사례, 

R&D 개발 사례는 그간 LS엠트론 상생협력활동을 통해 협력회사가 거둔 

결실로 LS엠트론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이

끌어 냈습니다. 

사업부장 협력회사 정기방문

-

LS엠트론 각 사업부의 사업부장은 정기적으로 협력회사 방문을 하여 품

질 향상 및 전반적인 상생활동 지원방안 모색을 통하여 상생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partnershipⓇ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협력회사 

정기방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력회사와의 직접 대화 확대 

-

LS엠트론은 2011년 총 29회의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등으로 협력회사와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협력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하고 소

통하여 동반성장을 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에서는 시장상황 및 생산계획 

공유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프로그램 소개, 애로사항 수렴을 논의합니다. 

대화 중에 건설적인 제안은 수렴하여 상생경영의 초석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법인 협력회사 사장단 본사 견학

-

해외법인 협력회사의 Loyalty를 고취시키고 한국기업의 벤치마킹과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LSAE(중국법인, 트랙터 생산) 협력회사 사장단 6명과 

LSMW(중국법인, 사출성형기 생산) 협력회사 사장단 27명이 LS엠트론 

전주공장 및 전북지역 협력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향후 해외법인 협력회

사와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1.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02. 협력회사 간담회

03. 협력회사 사업설명회

04. LSMW 협력회사 사장단 견학

01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

LS엠트론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협약을 통해 200억 원의 

R&D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회사의 R&D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이 구

매하는 조건으로 총 개발비의 75%를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조성한 펀드

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우수 R&D 지원 사업입니다.

LS엠트론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R&D를 

매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

재 12개의 과제가 진행 중으로 국산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LS엠트론과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PMS 인증사업  LS엠트론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회사 역량강화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PMS 인증사업을 통해 협력회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MS 인증사업은 사전진단을 통해 기

업별 맞춤형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OJT 컨설팅을 통해 협력회사의 종합

적인 경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LS엠트론은 참여 협력회사의 

부담비용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교육지원  LS엠트론은 협력회사 역량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품

질/생산관리 등을 주제로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의 직

원이 강사로 역할을 맡아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실

무자간에 서로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VOS(Voice of Supplier)를 수집하여 협

력회사의 의견을 더욱 반영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확대

-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확대를 위해 협력회사 평가체계

에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안전, 

노경, 법규, 재해, 보안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에는 상생협

력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상기획팀, 녹색경영팀, QM팀 등 유관부서들

과 평가문항의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녹색경영팀과의 협업을 통해

서 협력회사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생협력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

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유관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1.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협약식

02. 협력회사 혁신교육

03. 협력회사 품질관리 교육(현장경영)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연도 사업부 건수 펀드출현금 LS분담

2010 자동차부품사업부 3건 15.5 5.15

2011 트랙터사업부 2건 4.5 1.5

사출시스템사업부 2건 6.7 2.24

CF사업부 1건 3 0.99

자동차부품사업부 4건 19.3 6.43

소계 9건 33.5 11.16

계 12건 49 16.3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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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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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트랙터는 성능과 디자인이 우수하며 특히 연비가 타사 제품에 비해 우수합니다. 특히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한

편, 인체공학적인 내부 설계로 각종 레버 조작 등 편의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더불어 빠르고 신속한 A/S는 높은 신뢰도와 고객만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호평받은 PLUS 모델의 아쉬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생산된 PLUS-N 제품은 2011년

의 커다란 성과물이며, 이로 인한 M/S 상승효과로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트랙터 제일의 메이저 업체로 등극하게 된 점은 매우 자랑스

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더욱 빠르고 확실한 사후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부품조달의 늑장대응이나, 문제발

생 시 무딘 경각심 및 개선 지연 등으로 반복된 고장 발생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힘든 농사일을 해내는 트랙터는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 발생시 최대한 빨리 부품을 조달/조치하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농사일이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문제점들을 신속히 대리

점과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협조적 자세가 필요하며, 고객의 소리와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

력해야겠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엠트론을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부안익산광역점, 이상전 대표 

interview

 ● 선언

LS엠트론은 고객을 우리의 핵심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나아가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성과

 ● 이해관계자 참여

 ● 2015 중기 추진 방향

고객지향 경영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경쟁력 확보

고객과의 접점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추진 체계

담당부서: 품질경영팀(CEO 직할)

소위원회: 품질 및 고객만족 소위원회, 친환경 공급망 소위원회

관리 이슈 2011년 주요 성과 평가 2012년 주요 계획 기한

품질경쟁력

확보

품질관리 체계 진단(38건)
제품 품질개선 활동(7건)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64개사/100건)
해외법인 품질진단 및 개선(14건)
품질경영시스템(QMS) 평가체계 구축

품질인재육성 구축

품질 혁신리더 양성(6명)
품질교육 프로그램 운영(5과정)

●
●
● 
●
●
◐

●
●

각 사업별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제품 품질개선 활동 및 관리체계 진단

협력회사 품질진단 및 개선지도

해외법인 품질 관리체계 개선 지원

품질교육 과정 운영(7개)
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 육성

품질전문가 육성(품질경영기사)
품질인재 육성체계 구축 및 실행 
제품환경 관리체계 구축

◎

◎

◎

◎

7월

10월

11월

12월

12월

고객 참여

및 대화

사업별 CS활동/관련교육(40건)
제품 전시회/세미나 참석/주관(50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
●

사업별 고객만족 활동 지속 전개

고객 접점 관리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

10월

●완료 ◐부분완료 ◯미완료 ◎지속활동 ● 2011년 성과 및 2012년 계획

품질 및 고객만족활동 Customer Satisfaction and Quality Management

LS엠트론의 가장 큰 에너지는 고객의 성원입니다.

뜨거운 함성에 힘을 얻고 탁월한 품질을 향한 레이스를 완주합니다.

고객을 만나는 통로를 넓히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

최고의 품질, 풍성한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3

15%

14 %

신속한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구축

14 %

A/S활동 강화

기술 경쟁력 확보

고객의견 수렴 관련 
제도 확대

13%

12%

2011년 이해관계자 만족도(5점 만점)

내부실패비용
(전년 대비 개선율) 

고객불만손실
(전년 대비 개선율)

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 

보유율(전사 품질부문 인원 대비)

2009 2010 2011

42.7% 1.0% 1.2%

18%13% 30%

2012년 이해관계자 주요 기대사항(비중)

품질 경쟁력 확보

지속적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4.0점

제품(또는 정보)은 
믿고 사용할 수 있다 3.9점

고객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9점

제품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3.5점

참여 채널

•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의 소리 접수 (VOC)

•  제품 설명회 개최/전시회 참가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  기간: 2011년 8월 ~ 10월

   -  방법: 우편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고객 164명

12.8% 2.4%10.1%

협력회사

고객

정부 / 지자체

직접 이해관계자

간
접

 이
해
관
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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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경쟁력 확보

LS엠트론은 고객 만족의 출발은 품질경쟁력 확보로부터 시작된다고 인식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의 특성에 최적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임직원의 품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와의 품

질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품질성과 개선체계 운영

-

품질경영시스템 최적화  LS엠트론은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부에서 ISO 9001과 

ISO/TS 16949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매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심

사를 받고 있으며, 각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품질경영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실패비용 개선  LS엠트론은 매년 초 품질실패비용 절감목표를 수립

하고 각 사업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품질성과지표로서 내부실패비용률1)과 고객불만손실률2)을 관리하

고 있으며 8개 사업부 중 전자부품사업부가 전년 대비하여 고객불만손실

률 83%, 내부실패비용률 26%를 개선하였습니다.

1) 내부실패비용률: 내부실패비용/매출액  2) 고객불만손실률: 고객불만손실액/매출액

  

품질경쟁력 확보 활동  LS엠트론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품질 불

량 개선활동, 품질경영체계 진단 및 개선활동, 품질경영시스템 정비활동, 

협력회사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품질협력체계 강화 지원

-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LS엠트론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협력회사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사업부 협력회사인 태산기계는 2011년 10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트랙터 사업부 QA인원과 품질경영팀 인원으로 TFT를 구성하여 개선활

동을 실시했습니다. 소형 트랙터 제품 품질, 트랙터 앞차축 부품 품질 안

정화 및 검사체계 정비를 실시하여 품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협력회사의 

생산성을 150%로 올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협력회사 품질조인식

-

LS엠트론은 사업부 단위로 협력회사와의 품질조인식을 개최하여 2011년 

활동성과 및 2012년 사업전망과 품질방향을 공유하고 2012년 품질 목

표를 담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적인 품질 향상

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출시스템사업부는 2011년 2월 협력

회사 임직원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사 품질조인식을 실시하였

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도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협력회사 대표 

및 품질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지원방안 및 품질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Partnership Day를 열었습니다.

01. 사출 품질조인식

02. 전자부품 Partnership Day

02

01

2011년 주요 품질경영 활동 실적

14건

100건

38건

제품 품질 불량 개선

품질관리 체계 진단

협력회사 품질 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지도

해외 법인 품질 진단
/개선지도

7건

2011년 고객 및 품질향상 소위원회 활동

-

LS엠트론은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에 대한 전사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하

고 각 사업별 특성을 세부전략 수립, 관련정보 공유 등을 위해 고객 및 품

질향상 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질경영팀 주관으로 각 사업부

의 품질보증팀으로 구성되어 2011년 동안 총 2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

습니다.

해외법인 지원

-

LS엠트론 해외법인인 LSAE(중국 청도, 트랙터 생산법인)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LSAE 양산 품질 안정화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내 신규 사업장으로서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

를 수립하는 한편, 품질 시스템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을 실시하여 프

로세스를 강화하고, 부품 품질 확보 및 Pilot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

부 전문 인력이 현지 인원과 함께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출시스템사업부 해외법인인 LSMW(중국 무석, 사출성형기 생산법인)

는 사업부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중국 현지 사업장에 전수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품질시스템 최적화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내 LSMW 

협력회사 검증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 해외법인

인 LSEQ(중국 청도, 전자부품 생산법인)는 연초 사업부와 품질협업 방

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부 전문 인력의 지원으로 중국 현지 검사원을 

지도하고 검출능력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양산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2011 품질혁신한마당 개최

-

LS엠트론은 전주사업장에서 ‘2011년 품질혁신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

습니다. 이 행사는 품질관리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불량제품 

전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품질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LS엠트론만의 고유한 품질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부품사업부가 한 해 동안 최고의 품질개선 성과를 

달성한 사업부에게 주어지는 품질혁신대상을 2008년 이후 3회에 걸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품질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품질혁신활동 우수자 및 우수팀이 품질공로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LS엠트론은 이 행사를 통해 전 사업부가 품질의 중요성을 마음

에 새기고, 2012년도에도 품질혁신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01

02

01. 2011년 LSMW 품질진단

02. 2011년 LSEQ 검사원 지도 

03. 2011년 품질혁신한마당

03

해외법인 지원활동

구분 지원활동

LSAE 양산품질 조기 안정화 및 CS 사원교육 

LSMW 품질진단 및 협력회사 품질검증

LSEQ 검출력 향상 및 협력회사 기술지도

LSTA ERP/BI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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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참여 및 대화

LS엠트론은 고객을 핵심이해관계자로 삼고 고객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전개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품 및 서비스 향상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질경영 역량강화

-

품질인재 육성체계 구축  품질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건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질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LS엠

트론의 전략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믿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품질이 높아야 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

한 일입이다. 따라서 LS엠트론은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품질교

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제 해결 능력, 의

사 소통 능력, 실무 지식 능력, Teamwork 능력, 품질 의식 함양 등에 주

안을 두어 품질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에는 구축한 개인

별, 직무별 교육체계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품질교육 프로그램 운영  LS엠트론은 지속적인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품질 기본과정을 진행하고 각 사업별 개발/생산/

품질보증 분야의 임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4개의 전문과정을 운영하

였습니다. 또한, 사외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2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

로 ‘기업 생존전략과 현장에서의 품질경영’이란 주제의 교육을 전주 사업

장에서 실시했습니다.

  

품질혁신 리더 육성  LS엠트론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확보

하기 위해 품질혁신 활동의 주축이 될 품질혁신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

다. 품질혁신 리더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각종 혁신활동을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품질 부서장 및 팀 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ISO 9001 품질경

영시스템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외 

합숙교육을 통해 국제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인

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품질혁신 리더는 내부적으로는 각종 혁신활동의 

선봉에서 활동하며 내부 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해외법인

과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지도 활동을 진행하

였습니다. LS엠트론은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역량개발과 경

력개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LS엠트론은 고객이 느끼는 자사의 수준을 경쟁사와 비교/평가하여, 개선

점을 발굴하고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고

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 납기, 마케팅, 서비스 항목으로 

2011년에는 총 7개 전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전사 종합결과 전년

대비 전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경쟁사 대비 불만처리 및 제품가격에서 다소 

열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에도 전 사업부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

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제품정보 제공 및 마케팅

-

LS엠트론은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

품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및 사용 매

뉴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객을 초청하여 신제품 설명회 및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 관리 및 확대 

-

LS엠트론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접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영

업/서비스 기본 교육 및 전문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CS 담당자

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트랙터 사업부 등은 해

외법인 CS 인원과 고객사 직원들까지도 교육대상으로 삼아 신제품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통합 콜센터 설치  LS엠트론은 생산제품 중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트랙

터와 사출기에 대해 고객접점 확대차원에서 2012년 3월부터 통합 콜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를 통해 전체 고객의 클레임

을 일괄 접수하고 제품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객 정보 보호

-

LS엠트론 전 임직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뿐 아니

라, 전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마인드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1. 기업생존전략과 현장에서의 품질경영 초청강의

02. 품질전문 과정: 품질기능전개 교육

03. 품질전문 과정: 신뢰성 실무 교육

04. 품질혁신 리더 육성: 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 교육 

01. 고객만족도 조사 발표회

02. 트랙터 사업부: 2011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

03. 트랙터 사업부: 2011년 전국 대리점 총회

04. CF사업부/UC사업팀: Battery Japan 전시회

05. LSAE, CS 사원 트랙터: 정비능력 향상 심화교육

01 01

02 02

03

04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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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뛰엔꽝성 선즈엉현 반푸초등학교의 모두 교사와 학생을 대신하여 한국 LS엠트론 임직원분들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는 2011~2012년 시작하는 학기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LS엠트론에서 새롭게 건축해 주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축 

학교는 교사 및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위원회와 학부모님들의 큰 기대이며, 반푸마을 전체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학교 건축은 물론 지난번 LS엠트론 봉사단의 반푸마을 활동은 저희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통

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날씨, 생활 등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

는 LS엠트론 봉사단의 모습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푸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 400명을 대신하여 LS엠트론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반푸초등학교와  

반푸마을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반푸초등학교 교장  Nguyen Thi Thanh Que

interview

 ● 선언

LS엠트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숫자로 보는 성과

 ● 이해관계자 참여

 ● 2015 중기 추진방향

대표 사회공헌활동 브랜드화로 기업 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대관계 유지 및 신뢰 강화

임직원 CSR 마인드 고취 및 봉사활동 확대

 ● 추진 체계

관리책임자: 지원부문장(CHO)

담당부서: 업무지원팀

소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LS엠트론 봉사단)

관리 이슈 2011년 주요 성과 평가 2012년 주요 계획 기한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운영

2011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베트남)
국내 대표 프로그램 기획

●
◐

2012 제2기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베트남)
국내 대표 프로그램 운영

6월

12월

지역사회 참여 

및 지원

LS엠트론 봉사단 구축

전사·사업장별 봉사단 정기활동 진행

지역사회 복지단체 연계 봉사활동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진흥 후원활동

지역사회·학교 결연활동 

●
◎

◎

◎

◎

봉사단 활성화 지원(시상 등)
봉사 관련 임직원 교육 전개

지역사회 복지단체 연계 봉사활동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진흥 후원활동

지역사회·학교 결연활동 

◎

◎

◎

◎

◎

●완료 ◐부분완료 ◯미완료 ◎지속활동 ● 2011년 성과 및 2012년 계획

사회공헌활동
따스한 손길을 뻗어 가장 포근한 빛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이 환해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LS엠트론은 마음을 담은 온기로 이웃을 감싸 안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추고 넓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4

2012년 이해관계자 주요 기대사항(비중)

2011년 이해관계자 만족도(5점 만점)

LS엠트론은 지역사회 
지원에 노력한다 4.0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3.7점

지역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3.7점

문화/예술/체육 진흥

지역사회 녹색활동 지원

취약계층 복지 증진

고용 및 미래인재 육성 50.3%

28.3%

14 .1%

7%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사회봉사 참여 인원1)

사회봉사 총 참여시간1)

1) 참여 인원 / 총 참여 시간: 2009년은 집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미비함. 2011년 5월 전사 사회봉사단 창단 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009 2010 2011

2억 3,000만 원

-명

1,080시간-시간 330시간

83명 301명

2억 9,700만 원 5억 7,000만 원

Social Contribution

참여 채널

• 지자체(안양시, 완주구청 등) 협의

• NGO(대표 프로그램 파트너) 협력

• 1사 1교, 1사 1촌 결연

• 지역사회 문화, 예술, 체육 단체 협력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  기간: 2011년 8월 ~ 9월

   -  방법: 우편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지역사회 관련 21개

지역사회

NGO

NGO

임직원

정부 / 지자체

지구생태

간접 이해관계자

직
접

 이
해

관
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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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운영

LS엠트론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LS엠트론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

습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기업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

-

2011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은 해외시장에서

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추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LS엠트론의 글로벌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에는 베트남의 낙후지역인 뛰엔꽝성에 있는 반푸초등학교를 새롭

게 건축하였고 10여 명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해 학교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손을 보태고 학생들과 체육대회, 음악교실,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베트남 현지의 필

요와 상황을 기반으로 기획되었으며 현지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

었습니다. 

LS엠트론은 앞으로도 매년 글로벌 해피 빌리지 캠페인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반푸초등학교 건축  반푸초등학교는 20여 년 전 흙벽돌로 지어진 학교로 

시설이 낙후되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고, 학생 수에 비해 교실

이 턱없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S엠트론

이 2층 구조의 최신식 학습동과 교무동, 수세식 화장실을 건축해 쾌적하

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우수 

초등학교로 인정받는 등 LS엠트론의 신규 학교 건축과 봉사활동은 반푸

초등학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피 봉사단 파견  초등학교 건축 지원 후, LS엠트론 임직원 봉사

단은 약 2개월 동안 현지 상황에 대해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훈련 받고 단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활

동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체육, 음악, 미술, 위생교육을 비롯한 아동

교육과 학교 화단 조성, 벽화 그리기 등의 노력 봉사와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방문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였습니다.

LS엠트론 아동교육 프로그램은 교장선생님 및 현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

생님들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봉사 또한 현지 교육 관계

자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무더운 베트남 날씨에도 불구하

고 임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은 현지 선생님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함께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계기로 반푸마

을은 향후에도 학교나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이번 봉사는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타인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이토록 기쁠 줄 몰랐습니다. 또

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서 또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책

임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쾌했던 봉사활동의 기억을 뒤로 하고 앞으

로도 이러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해 나

가겠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 국내영업팀 조효민 대리

01

02

03

04

05

02

01. 신규 학교에서 첫 개학

02. 완공식

03. 신축 학습동

04. 신축 교실 내부

05. 반푸초등학교 화단조성

제1기 글로벌 해피 봉사단

글로벌 해피 봉사단 활동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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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및 지원

LS엠트론은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사업, 문화예술 사업 등 실천적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사업 지원

-

LS엠트론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에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사업장이 위치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LS엠트론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에서 진행된 대

종상영화제의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더했으며 대한 사이클연맹 후원으로 생활 스

포츠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

-

LS엠트론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사 1촌 결연

을 맺은 추동마을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주말농장 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 마을 견학을 통해 추동마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마을과 긴밀한 협조 아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동 농민 후계자 양성을 위해 봉동 영농 작업반에 트랙터를 기증하였고 

지역사회 노인회, 완주군 장애인 협회 등 다채로운 후원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지원

-

LS엠트론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사 1교 결연을 맺은 봉동초등학교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

으며, 여름철에는 기숙사 수영장을 개방해 초등학생 수영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소재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트랙터를 

기증하며 대학생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여하고 있고, 한국 폴리

텍 대학 등 다양한 대학들과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

2011년 11월 환경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실내공

기질 무료측정 지원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의 환경기술 취약업체

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1사 1하천 가꾸기 행

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안양천 클린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수질정화를 

위한 미꾸라지 방류 및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3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친환경 하천 가꾸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LS엠트론 봉사단 창단

-

LS엠트론은 2011년까지 사업장별로 진행되던 임직원 봉사활동을 발전시켜 

전사 임직원 봉사단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인포멀 형태를 유지하여 

자발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봉사단 운영체계 구축,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

습니다. 

2011년 5월부터 정식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전사 봉사단은 전주·안양·정읍·

인동 4개 지역 사업장별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4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

단원입니다. LS엠트론 봉사단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도 함

께할 수 있는 열린 인포멀을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봉사단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들을 발굴하여 정기적인 봉

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사 봉사단 연합활동 등으로 LS엠트론에 봉사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사랑나눔회’  트랙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부, 특수사업팀의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사랑나눔회’는 전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하고 있는 ‘다애공동체’를 매월 정기적

으로 방문해 시설 건축 및 소각로 제작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물놀

이 등의 현장 체험학습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사랑실천회’  안양 ‘사랑실천회’는 본사, 안양사업장, 영업본부, 

연구소 등 안양지역 사업장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의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 집’에 매월 방문하여 목욕, 청소, 식사지도 등

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사랑실천회’  정읍 ‘사랑실천회’는 장애인 가정봉사를 하고 있습니

다.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매월 지역내 장애인 가정을 방

문하여 담장설치, 수해가정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환자 병문안 봉사 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동 ‘희망♡나누미’  자동차부품사업부와 UC사업팀 임직원으로 구성된 

인동의 ‘희망♡나누미’는 도계 지적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사랑의 쉼터’

와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목욕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회공헌 소위원회 활동

-

LS엠트론은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사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공헌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업무지원팀 주관으로 각 사업장 코디네이터, 인

포멀 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날 감사패 수상

02. 트랙터 전북대학교 기증

03. 봉동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04. 봉동초등학교 어린이 수영 교실

05. 1사 1하천 가꾸기 행사

01. 전사 사회공헌 봉사단

02. 사랑나눔회(전주) 다애공동체 수영 교실

03. 사랑실천회(안양) 양지의 집 방문 

04. 사랑실천회(정읍) 장애인 가정 지원 방문

05. 희망♡나누미(인동) 사랑의 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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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환경 부문에 대한 LS엠트론의 의지가 전사 녹색경영 방침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사내 방침과 

목표 제시를 통해 LS엠트론의 의지를 이해관계자들께 천명한 만큼, 2020년까지 생산부분에서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

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달성 로드맵이 마련되고 향후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실적들이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사 녹색경

영 방침에 나와 있는 녹색 상생경영을 통해 확장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향후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통합보고 형태로 Annual Report와 합쳐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개의 보고서를 하

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환경적인 노력이 재무 성과로 경제파트에 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린 비즈니스를 통한 

신제품으로 인한 매출이 따로 보고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분도 구체적인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이미 LS

엠트론이 동참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공학박사

interview

 ● 선언

LS엠트론은 기후변화 전략수립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과 그린 비즈니스 영역확대를 통해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분야의 글로벌 리딩 녹색기업의 의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 2015 중기 추진방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제품 및 그린 비즈니스 영역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 추진 체계

관리책임자: 지원부문장(CHO) / 기술개발부문장(CTO)

담당부서: 녹색경영팀 / 기술경영팀

소위원회: 녹색경영 소위원회 / 친환경 제품 소위원회

관리 이슈 2011년 주요 성과 평가 2012년 주요 계획 기한

기후변화 대응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3자 검증 실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육성

중장기 감축목표 및 저감계획 수립 

●
●
●
●

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관리규정 및 인벤토리 개정

온실가스 전문인력 육성

3월

5월

◎

선진 ESH
사업장 운영

환경지표에 대한 총량 및 원단위 절감/저감 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개선활동수립 및 모니터링 전개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및 전년도 후속조치 실시

●
●
●

중국법인 Risk Management 지원

해외법인 ESH 경영시스템 현지화

기업 환경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7월

9월

9월

친환경

제품 개발 강화

중장기 친환경기술 개발 로드맵 진척도 점검

친환경제품 R&D 투자 (132억 원, 50%)
친환경제품 매출액 (3,283억 원, 35%)

◎

●
●

중장기 친환경기술 개발 로드맵 진척도 점검

친환경제품 R&D 투자 지속 및 매출 실적 점검 
(R&D투자: 225억 원, 57%, 매출 40%)
친환경제품 및 기술 발굴, 외부 인증 및 수상 신청

◎(5월)
◎

◎

●완료 ◐부분완료 ◯미완료 ◎지속활동 ● 2011년 성과 및 2012년 계획

녹색경영 Green Management

풍요로운 자연은 사람에게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쉼터입니다.

그 맑은 공기와 넉넉한 대지가 언제까지나 푸를 수 있도록

LS엠트론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녹색경영은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우리의 지침이자 정신입니다.

5
 ● 숫자로 보는 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수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률

친환경제품 매출 비중1)

1)지표 관리시점을 기준으로 보고함에 따라 이전 실적은 보고하지 않음

2009 2010 2011

89,502 CO2톤

1,702 TJ

75.7%

80.8%

-%

83.3%

24%

81.4%

35%

91.2% 92.1%

1,900 TJ 1,933 TJ

99,778 CO2톤 100,223 CO2톤

2012년 이해관계자 주요 기대사항(비중)

2011년 이해관계자 만족도(5점 만점)

녹색경영을 잘 실천
하는 기업이다

4.1점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을 위해 노력한다

4.0점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3.8점

참여 채널

• 정부·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설명회

• 환경 NGO 간담회 및 

 환경기술인 협의회

• 녹색기업 정보공개

• 늘푸른 안양21 실천 협의회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  기간: 2011년 8월 ~ 9월

   -  방법: 우편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지역사회 관련 21개소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17.3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12.7 %

친환경 설비 및 
공정개선 투자

10.9 %

친환경 제품 확대

오염물질 발생 저감

10 %

10 %

중
대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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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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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 관리

-

매년 사업부별 환경영향평가 및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환경목표를 수립하

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량과 용수사용량은 전년대비 원단위 1.8%와 11.3%가 감소되었

습니다. 또한 구리스크랩 재이용 증가로 폐기물 배출량은 9.7% 감소하였

으며, 용수재활용률은 전년 대비 5.5%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배출오염물

질에 대해 법적 규제치 대비 50%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친환경 원부자재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유해 화학물

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LS엠트론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지침을 준수하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관리이슈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

LS엠트론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량 산정보고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

습니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감축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평가, 이행

계획 및 감축 전략 수립을 거쳐 이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업장은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배출량 현황 등에 대한 명

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년 3월 제3자 검증을 마친 후 제출·보고하였습니

다. 또한 2012년 상반기 내에는 전 사업장 대상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

리업체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관리 규정 및 인벤토리 개정을 상반

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성장에 따른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전기 및 열에너지 부문 절

감 투자 및 부대설비 절전을 통해 매출액 대비 원단위를 3.9% 저감하였습니

다. 배출원 별로는 간접배출원이 92.4%로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고정연소, 이동연소 등 직접배출원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활동 

-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행 TF를 통해 감축 이행계획을 위한 비용편익 분

석을 통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동기 펌프 인버터 설

치, 절전형 조명설비 교체 및 증기배관 보온 등을 통해 1,019 CO2톤을 저

감하였고, 2012년에는 신설 생산라인과의 냉동기통합운전, 고효율 인버

터 적용 등을 통해 842 CO2톤 저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실내 에너지 절약과 업무능률 향상

을 위해 하절기(6~8월) 복장 간소화 쿨비즈(Cool Biz)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육성

-

각 사업장 온실가스 담당자 및 관련 부서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온실가

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각 사업장별 관련 교육을 이수하

였습니다.

2011년 녹색경영 소위원회 활동

-

LS엠트론은 전사적으로 녹색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이슈를 논

의하게 위해 녹색경영 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본사 녹

색경영을 주관으로 각 사업장 녹색경영팀, 설비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11년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으로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009~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원단위)

89,502 (0.167)
66,668 12,437 10,397

72,626 14,259 12,893

73,717 13,491 13,015

99,778 (0.140)

100,223 (0.135)

 ■정읍

 ■전주

 ■안양/인동/기타

2009

2010

2011

단위: CO2톤, 원단위: CO2톤/백만 원

2011년 온실가스 배출원 별 구성
단위: CO2톤

92.4 %
92,628 간접 배출

1.4 %
1,350 이동 연소 및 기타

6.2 %
6,245 고정연소

합계

100,223

선진 ESH 사업장 운영

LS엠트론은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전사적 ESH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자체 및 대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SH 경영체계 운영 

-

LS엠트론의 국내 4개 사업장 모두 ISO14001, OHSAS18001 인증을 취

득, 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완공예정인 안양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따른 사전 환경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LSEQ(중국법인 전자부품), LSMW(중국법인 사출시스

템)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작년 신규 설립된 LSAE(중국법

인 트랙터)를 대상으로 ESH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신규 설립된 브

라질 법인에 대해서는 공장 건설 초기단계부터 환경안전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해외법인에 대

해 본사차원의 ESH 정기진단을 실시하여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ESH 전산시스템 및 프로세스 강화  LS엠트론은 ESH 전산시스템 운영

을 통해 환경안전 점검을 체계화하고 주요 시설 및 데이터관리,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안전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설비의 

신설, 이전 및 원료 변경 시의 환경안전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환경

안전 작업허가제도를 통해 공사 시행에 따른 관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

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환경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공사 발주 프로

세스를 개정하였습니다. 긴급공사 및 A/S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대상으

로 환경안전 작업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전기화재 및 감전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안전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ESH 투자 및 관리  2010년에는 화재위험개선을 위한 판넬교체 등으로 

인해 안전투자 비용이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방지시설 투자 등으로 인

해 환경투자 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정읍사업장은 2011년, 1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리 회수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동박 세정수에 포함

된 구리를 회수하여 연간 5.2억 원의 자원을 절약하고 폐수발생량을 감

소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알칼리폐수 역삼투압장치 설비투자를 통

해 농축수를 재활용하여 일평균 30여 톤의 용수를 절감해나갈 계획입니

다. 전주사업장은 트랙터 도장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재예방 관리

-

사업장별 주요 환경안전리스크 파악 및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트랙터사업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임직원 중대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통합 대응 체계 구

축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고 전파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화

재 발생 예상시나리오의 발단 단계부터 악화 단계까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모든 부서가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을 전 사업부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 원

ESH 지출 및 투자내역

구분 2009 2010 2011

환경 453 239 522

기후변화 126 163 77

안전보건 77 359 190

총계 656 761 789

환경안전 심사 프로세스

환경안전 및 전기 분야 검토

공사 작업허가서 요청

안전교육 

환경안전사전심사 신청

검토완료 및 공사발주

작업허가 승인

공사종료

공사완료 시 환경안전분야 최종확인

공사감독 

01.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3자 검증

02. 녹색경영 소위원회 개최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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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개발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범주를 정의하고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 확대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공정상 환경영향성을 최소화하는 환

경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LS엠트론 친환경 제품

-

LS엠트론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친환경 설계 기본인자에 따라 친환경제품

의 범주를 자원절약, 유해성 감소, 온실가스 저감, 기타 환경성 증대로 규정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총 23개의 설계 기본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기본인자가 개선되었거나 친환경 사업에 

해당하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개발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활동

-

LS엠트론은 전사 친환경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제품 개발과정에서 친환

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제품 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부문장 주관으로 중앙연구소, 사업부 연구소, 기술경영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는 친환경제품 개발 주요투자 현황 및 매출 실적

을 공유하고 전사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관련 제품/과제 논의 등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 확대 노력 

-

GR(Gate Review) 진행 시 친환경 설계인자 반영  LS엠트론은 자체적

으로 정립한 친환경 설계 기본 인자를 바탕으로 제품개발 기획단계에서 

친환경 설계 인자를 도출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설계 목표를 설정하여 개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  LS엠트론은 친환경 개발을 전략적이고 일

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각 사업별 중기 기술개발전략(친환경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행 중입니다.

친환경 제품 R&D 투자비중 및 과제 건수

58 %(29건)
유해성 감소

18 %(8건)
온실가스 저감

24 %(19건)
자원 절약

투자비중
(과제 건수)

사업영역 목표 및 전략 추진 항목 (~2015년)

트랙터 하이브리드 트랙터 개발 • Mild 하이브리드 : 연비 및 출력 약 15% 향상 효과, 중형급 트랙터 적용

• Full 하이브리드 line-up 확보 : 100마력급 모델 우선 적용

친환경 엔진 및 Application(Tier4)1) • 75HP 이상 : FPT사 엔진 Application 개발 • 75HP 이하 : 1단계(엔진 Outsourcing), 2단계(자체 개발 엔진 탑재)

사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작동유 감소 • 전력비 절감 하이브리드 시스템 활용   • 유압 작동유 사용 최소화 설계   • 유도가열 히터 적용기술 확보

자동차부품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 개발 • EuroⅤ2)용 고내열 TCI3) Hose 개발   • 무절단 공법 및 저중량 제품 개발   • 6대 중금속, 오존파괴 물질 Free제품

CF 고효율 전기자동차용 전지박 개발 • 고 용량화/신뢰성 대응 신규 음극재용 전지박 개발

전자부품 자원절약 유해성 감소 • 사출/Press 설계 표준   • 개발샘플 Metal Sheet 무도금   • RoHS4)/REACH5)/Halogen-Free 규제 대응

UC 친환경제품 설계 프로세스 구축 • 원재료 RoHS 의무화 및 DB 구축   • 원재료 Loss율 감소(Al foil, 활성탄)   •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영역 적용모델 친환경 범주 주요특징(성과)

트랙터 Tier3 적용제품 (북미/유럽) 유해성 감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엔진 효율성 증대

사출 DE/ME/SE-모델 온실가스 저감 기존 모델(D/M/S) 대비 25,45,25% 효율향상

특수 궤도 자원절약 기존모델 대비 제품 사용수명 증대(7년 → 12년)

전자부품 전 제품 유해성 감소 RoHS 대응, halogen(F/Cl/Br/I/At), Be Free

CF 전 제품 자원절약 동박 세정수에 포함된 구리를 회수하여 자원 재활용

자동차부품 CAC(Charged Air Cooler) 호스 유해성 감소 EuroⅤ(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만족 부품

UC 전 제품 친환경 사업 전기차, 풍력발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 적용

2011년 주요 친환경 제품

-

3,283억 원

2011년

4,181억 원

2012년(계획)

2,211억 원

2010년

친환경제품 매출액 및 비중

35.0%

39.6%

23.9%

트랙터

사출

 Copper Foil
Ultra capacitor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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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er4 : 2013년부터 적용되는 배기가스 규제 2) Euro V : 유럽의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3) TCI : Turbo Charger Intercooler
4) 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5)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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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이슈 2011년 주요 성과 평가 2012년 주요 계획 기한

인사제도

선진화

산학장학생 지원 제도 개선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채용확대 추진

중국법인 직무가치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
◎

●

우수인재 확보 채널 다양화

해외지사 현지채용 HR 규정 정비 지원

공정성 강화 사무직 평가체계 개선

LS엠트론형 기능직 인사체계 구축

HR Risk Management 체계 구축

◎

◎

6월
9월
6월

역량 개발

강화

지속가능경영 교육 실시 
팀장 리더십과정 운영 
영업사원 전문 교육과정 운영

전사 생산직군 교육체계 수립

●
●
●
◐

Coach형 리더 육성

사원 교육규정 정비

직무별 교육 Road Map 구축

◎

6월
6월

임직원 참여 
및 대화

경영진과 사원간의 직접 소통채널 운영

국제표준 노동규범(ILO 등) 취업규칙 반영

◎

●
LS파트너십 전파 교육 실시

임직원 소통 채널 운영

6월
◎

안전, 보건

건강 증진

전사 특별안전보건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공정별 안전 위험요인 분석

화재발생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사업장 진단

●
●
●

근로자 건강 및 위험요인 정밀 관리

화재예방 역량 강화

7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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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인사 제도를 기반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 제가 꿈꾸는 LS엠트론의 모습입니다. 성과와 역량 기반의 인

사시스템, 우수 인재의 효율적인 POOL 관리,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등의 제도적 기반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으로 LS엠트론은 내부임직원들이 최고의 인재로 육성되고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진 인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LS엠트론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배려를 통해 함께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또한 LS엠트론의 모든 임직원들은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룹의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을 바탕으로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서로를 믿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것은 당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기업문

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LS엠트론은 당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LS엠트론 임직원 모두는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공감하고, 이를 향해 한마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회사와 

개인의 비전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사 인재개발팀장  박명호 부장

interview

 ● 선언

LS엠트론은 임직원을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기업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임직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2011년 이해관계자 만족도(5점 만점)

일과 삶의 조화 
(가족친화경영)

13 %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3.4 점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우리회사에서 근무
하는 것에 만족한다

직무 역량개발 
교육 확대

3.6 점

3.8 점

13 %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안전 사고예방
을 위해 노력한다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평가, 보상)

3.7 점

4.0 점

12 %

복리후생 제도 확대

글로벌 역량개발 
교육 확대

12 %

10 %

 ● 2015 중기 추진방향

글로벌기업 수준의 인사제도 선진화 달성

지속적 임직원 역량개발 강화로 기업경쟁력 확보

노경 신뢰관계 및 임직원 인권존중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업장 운영

 ● 추진 체계

관리책임자: 지원부문장(CHO)

담당부서: 인재개발팀 / 녹색경영팀

●완료 ◐부분완료 ◯미완료 ◎지속활동 ● 2011년 성과 및 2012년 계획

임직원 가치 증진 Employee Value Enhancement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선발된 우리의 핵심 인재들은

LS엠트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듭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바로 보고 키워주는 선진 기업문화를 추구합니다.

참여 채널

•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 노경실무 협의 및 회의(전사, 전주)

• 노경 간담회(안양, 정읍, 인동)

• 고충처리 위원회

• 임직원 소통 간담회

• 조직역량 조사

• 산업보건안전 위원회 및 회의

• 사이버 신문고

•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  기간: 2011년 9월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임직원 618명

6
 ● 숫자로 보는 성과

신규고용 현황(남/여)

여성 임직원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임직원 인당교육 시간

산업재해율

2009 2010 2011

167명(145/22)

48명(3.3%)

35명(2.4%)

145시간

0.127%

132시간

0.118%

148시간

0.21%

36명(2.1%) 40명(2.4)

74명(4.2%) 97명(5.9%)

296명(255/41) 346명(281/65)

2012년 이해관계자 주요 기대사항(비중)
직접 이해관계자

간
접

 이
해
관
계
자

임직원

협력회사

정부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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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선진화

LS엠트론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펼치며 다양성 관리 및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성 관리

-

LS엠트론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받는 환경을 조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여부, 나이 등에 따라 어

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2011년 현재 여성 임직원은 97명(5.9%)

으로 전년도 71명에 비해 37% 상승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40명

(2.5%)으로 전년도 36명에 비해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계/부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

층에 대한 고용 비율이 낮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LS엠트론은 사회적 취

약계층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고용 비율을 매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

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더욱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

일하기 좋은 일터 100대 기업 선정  LS엠트론은 GWP(Great Work 

Place) KOREA에서 주관하는 2011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

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정도경영, 인재경영, 녹색경영 등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로 평가받아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식경제부와 전라북도청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과 지역우

수기업 희망이음 발대식 행사에서 전주사업장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

정되어 지역사회에 우리회사의 기업안전성과 발전가능성, 우수한 조직문

화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연동제 시범 시행  LS엠트론은 연구원들의 R&D 업무 Cycle 

특성에 맞는 환경 제공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증대시키고, 창의적인 분

위기를 조성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Flexible 

Time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3

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 조건을 도출하고, 2011년 12월

부터는 기술개발부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 기술개발부문의 모든 임직원들은 효율적

인 업무 운영, 자기계발 및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

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

-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

회적 참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

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http://www.lsmtron.

co.kr/의 인재경영>인사제도/복리후생 메뉴) 2011년에는 한 해 동안 복

리 후생비는 166억 원이며 경조휴가제도 일부 개선, 생일/결혼기념일 기

념품 인상, 임직원들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한 식대 인상 등을 통해 복리후

생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임직원의 수급권을 보호하

고 고령화에 따라 노후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2011년 1월 1

일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확보 및 고용창출

-

LS엠트론은 지속적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회사설명회와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신입 및 경력사원의 고용인원은 346

명이며, 대졸 이상 입사자 총 177명 중 30% 이상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로 확보하였습니다. 

산학장학생 지원 제도 개선  우수인력의 조기 확보와 R&D 핵심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장학생 지원제도를 동종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

였습니다. 특히 지원기준을 과감히 개선하여 전공, 학외 활동, 연구실적, 

사업분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LS엠트론에 적합한 산학장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확보  기술 선도 국가의 시장과 문화에 대한 경험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등 15개 대학을 방문하여 유학생들과 교류회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LS엠트론의 사업, 비전, HR제도 등을 알리

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멘토로 직접 선정하여 직원들과 유학생

들간에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

LS엠트론의 임직원 평가제도는 매년 전사원을 대상으로 크게 성과평가

와 역량평가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또한 임직원 보상체계는 잠재능력과 

기대역량에 따른 고정급과 성과에 따른 변동급으로 구성됩니다. 고정급

은 동일한 직급의 모든 직원에게 성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

습니다. 신입사원 임금은 국내외 사업장 모두 성별의 구분 없이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인사제도 개선

-

LS엠트론은 중국지역 규모 확대에 따라 중국의 문화적 특성, 임직원의 

사고방식, 중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현지특성에 맞게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직무급은 현재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

벌 기업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표준화 등급에 해당하는 직

위의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시장의 표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설계를 위해 당사와 유사한 규모이며 동일 업종을 대상으로 직위체

계를 분석하여 1등급(현장사원)에서 17등급(총경리)까지 표준등급을 도

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법인의 육성, 평가 및 교육체계 등을 현지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01

01

02

03

01. 채용설명회

01. GWP KOREA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

02. 전주사업장 지식경제부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03. 기술개발부문 근무시간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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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인재상

•	장인정신

•	끊임없는 
 자기계발

•	긍정적 수용

•	변화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

•	적극적인
 업무개선

•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한 실행

Global
인재

Professional

최고전문가

Open

열린 마음/
유연한 자세

Dynamic

적극적
변화 추진

임직원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본사 1,472 1,669 1,649

출자사포함 3,618 4,147 3,512

단위: 명

신규 고용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남 145 255 281

여 22 41 65

단위: 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합계

본사 7 1 8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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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개발 강화

LS엠트론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 역량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층별, 직

무별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리더십 교육과 리더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외국어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육성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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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단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각 직급의 구성원은 인재육성체계

에 따라 사원/대리는 Self Leader로, 과/차장은 Emerging Leader로, 

부장은 Team Leader로, 그리고 임원은 Business Lead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임직원 1인당 교육비용은 

1,789,603원이며 교육 시간은 148시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

팀장 리더십 교육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LS엠트론은 각 단위조직 리더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계 돌파와 소통을 주

제로 한 전사 팀장 리더십 과정을 팀장 65명, 공장장 3명을 대상으로 운

영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LS엠트론에서는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

여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내에 총 

27개 글로벌 과정을 개설, 221명의 임직원이 수강하여 외국어 역량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주재원 파견 예정인 인원에 대하

여 외국어 집중과정, 리더십, 이문화, 직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체계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2011년에는 영업직군 공통 교육체계에 따라 상/하

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역실무, 정보수집분석, 고객

만족 Mind-up에 133명의 영업사원이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회계원리, 

원가비용분석, 채권관리, 법률기본, 정보수집분석, 자료작성스킬에 150

명의 영업사원이 1인 2개 과정 이상을 이수하였습니다. 

전사원 지속가능경영 교육  LS엠트론은 전 임직원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의 업무 내재화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 지속가능경영 전사원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363명(이수율: 98%)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

서 전 임직원은 지속가능경영의 개념과 배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2011년 

추진 현황 및 LS엠트론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을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입사자 교육  LS엠트론은 신규입사자의 빠른 조직적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여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년에 걸쳐 그룹/자사입문교육, OA교육, 해

외법인연수, WorkSmart, 비전설정과정,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사원의 경우 그룹/자사입문교육, 멘토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 

1급

신임부장

신입차장

LS리더

중장기 교육

직무역량 
교육모듈

(12개)

직무별 교육

사내

· 외 
외국어  
과정

I
N
T
E
N
S
I
V
E

영어/
중국

어

중국어 
합숙

환경

안전

교육

품질

교육

특허

교육
신임과장

신임대리

2급

3급

4급

신입사원 교육

 

조직개발

프로그램 
경력

사원

교육

Value
리더십 

신임자 핵심인재 공통  전문
글로벌 기타

직무

TVC1) 

ITC 2) 
팀빌딩 

전사원과정 

뉴욕주립대 테크노 
MBA

헬싱키 MBA
국내경영대학원

LS MB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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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및 건강 증진

LS엠트론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전 임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쾌적한 작

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별 안전 위험요인 분석하고 화재발생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사업장 진단을 진행하

였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구현

-

LS엠트론은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예지훈련을 일상화하고, 매월 부서별 환경안전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

니다. 2011년 172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모두 개선 완료하였고 이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여 동영

상 촬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해요인은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육성

-

매년 환경안전전문위원 및 환경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교

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현장라인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환경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위험기계기구 작업자를 대

상으로 전사 특별안전보건 교육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현장 

라인별 방화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사 감독자 및 주요 관리자를 대

상으로 소방안전관련 전문 교육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건강관리

-

LS엠트론은 임직원들이 관심 있는 질환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

서도 전문적인 검진항목이 제공되는 맞춤형 종합검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원하는 지역 어디에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지

에 우수한 종합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가족 및 협력업

체 직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검

진결과에 따라 물리치료 및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예방

-

주요 화재발생요인 중 하나인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TFT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초에는 주요화재 위험요소에 대해 일체점검을 실

시하여 국내 전 사업장 대상 정격용량 미사용, 피복손상, 단선 및 접속부 

과열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

러한 개선사항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2

01

03

01. 전기 화재예방 진단

02.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협약식

03. 전사 환경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과정

환경안전 공생협력

-

LS엠트론은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환경안전 선도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

다. 협력회사를 평가하는 Q-partner 제도 내 우수기업 선정 시 환경안전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회사의 

녹색 상생경영을 지원·유지를 위해 위험성 평가, 기술 및 개선지원 활동, 

우수업체 포상제도 신설 등을 지원하여 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구현해 나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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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소통문화 정착

-

LS엠트론은 사내 구성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경영

진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EO와의 만남을 통해서 

CEO와 구성원 간에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부장 주

관 하에 간담회를 매 분기마다 진행하여 경영진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사원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달성 결의산행, 노동조합 위원장배 야구대회 등 조직활성화 이벤트를 

통해서 소통을 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직원 참여 및 대화

LS엠트론은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임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창조적 노경관계 구축

-

LS엠트론은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관련 법규와 ILO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노동조합은 2011년 12월 말 630명

이 조합원(전체 직원의 42.3%)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의결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LS엠트론과 노동조합은 상호존중과 신

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경관계를 넘어 가치창조적 노경관계를 만들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 의장단은 단체교섭 

및 전사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를 통해 경영현황 및 사업전략 방향을 공

유하고, LS엠트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노경간담회와 노경실무

자회의를 통해 여러 현안을 논의·해결하고 있으며, 부서별 노경신뢰협의회

를 매월 개최하여 임직원의 고충처리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대응체계 개선  LS엠트론은 고충처리 및 회사 내 차별 금지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 등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하여 전 사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충의 예방적·전문적 해결을 위

해 전주사업장, 정읍사업장, 연구소에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2011년 한 해 총 602명의 근로자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 전문

적인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심리상담실은 고충처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LS엠트론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조합원이 전근 

및 부서이동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공장이전, 설비매각 등 사업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사내게시판이나 개인 메일 및 사령장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사원 만족도조사 실시  LS엠트론은 일반직과 연구직을 대상으로 하는 조

직역량조사와 기능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원 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

고 있습니다. 회사 내 조직역량과 조직활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 사

업부에 조사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은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직

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인권보장

-

LS엠트론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회사 내 불공정 대우 및 차별 금지 등 국제노동규범

을 취업규칙에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보장하

고 있으며 당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향상 대응채널  LS엠트론은 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존엄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각 사업장 HR부서 등에서 근로자

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

이버 신문고, 고충처리실, 심리상담실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비인간적 처우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러한 행

위를 한 자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

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윤리경영

교육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에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협력회사에도 인권존중 방침을 공유하고 관련 활동을 실

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회사 

내에서 비인간적 처우나 차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

가 발생하지 않는 등 임직원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01

02

04

01. CEO 간담회

02.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03. 노동조합 창립 3주년 야구 대회

02. 다슬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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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임직원 참여활동

채널명 유형 세부 실행내용 횟수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협의회 인사·복리후생제도 개선, 사업매각 논의 등　 8

노경실무협의 및 회의(전사/전주) 협의회 복리후생제도 지원확대, 출장비 인상 등 20

노경간담회(안양/정읍/인동) 간담회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 8

사회공헌운영위원회 협의회 사회공헌활동 실시 (사랑의 김장담그기) 1

산업보건안전위원회 및 회의 위원회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16 

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불편 및 애로사항 제안 상시운영

임원 현장대화 공개대화 CEO와의 만남, 사업부장과의 대화 등 28

조직역량조사/현장만족도조사 설문조사 구성원 근무만족도 및 고충사항 조사 2

CEO와의 대화: 주요 Q&A

CEO가 생각하는 일과 가정의 조화란 무엇인가?

예전에는 업무의 몰입도가 중요했으나 오늘날은 조화가 중요합니

다. 지금 여러분 세대는 먼 미래보다는 현재가, 일의 성취보다는 삶

의 즐거움이 중요한 가치이기에 회사 역시 그런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근무시

간에 집중하여 일의 몰입도를 올려서 늦게까지 일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강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여성인력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인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

려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CEO와의 대화 2012년 3월, 5월 대화록 발췌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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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윤리경영

LS엠트론은 LS그룹의 지주회사 출범 이후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LS엠트론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LS엠트론은 성과 창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요소로 윤리성(Integrity)을 설정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

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제도를 운영하며,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기업 윤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펴 나가고 있

습니다.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활동
-
꾸준한 홍보 활동 전개  LS엠트론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정기적으로 윤

리경영 관련 사례와 메시지를 공유하고 매년 명절마다 협력회사 대상으로 

윤리실천 협조공문을 구매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꾸준한 윤리경영 홍보활

동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 및 협력회사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9 ~ 2011년 윤리경영 홍보 현황

구분 윤리경영 게시글 협조공문

횟수 41회 6회

임직원 대상 윤리규범 교육 실시  LS엠트론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를 위해 신규 입사한 신입 및 경력사원 대상으로 윤리규범 입문교육을 필

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임직원 대상으로 2009년에는 온

라인, 2010년에는 기존 사용하던 윤리규범 교재를 개정하여 오프라인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 신입사원 경력사원 전 임직원

2009 1회

2010 2회 2회 1회

2011 2회 1회 지속가능경영 교육실시

윤리규범 교육 실적

윤리 실천 서약  LS엠트론에 입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입문교육 

후 의무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거래기본계약 시 윤리실천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신문고 제도  LS엠트론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신문고와 윤리상담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안

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1)비밀보장 2)신분보장 3)제보자 책임감면을 내

용으로 하는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보

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26건 13건 15건 54건

신문고 제보 현황

클린 컴퍼니 제도  LS엠트론은 자발적인 금품 수수 신고를 통해 깨끗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된 모든 수

수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모두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 차원의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3건 3건 2건 8건

금품수수 신고 현황

윤리수준 평가
-
LS엠트론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LS엠트론은 매년 협력회사를 통한 

윤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LS엠트론의 협력

회사 지속가능경영관련 중대성 및 만족도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종합 평가 (5점 만점) 4.3점 4.3점 4.4점

윤리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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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이사는 상법상 정

관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직무 충실의 의무 등을 가지게 됩니

다. 감사는 경영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경영정보접근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

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주
-
2011년 말 기준으로, LS엠트론의 기발행주식수는 9,000,000주이며, 

(주)LS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리 및 책임

-

LS엠트론은 2009년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전략기획부문장

(CSO)이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집

니다.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LS엠트론은 냉·난방설비 및 공기조화설비를 생산판매하는 공조사업부문

을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로 LG전자(주)에 영업양도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1년 4월 4일: 영업양도 결정)

성명 직책 직위 성별 주요경력 담당업무

구자열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의장)
남 고려대 경영학 

前 LG상사 상무

前 LG투자증권 부사장

CEO

심재설 대표이사 사장 남 한양대 기계공학

前 LS전선 부사장

CEO

남기원 경영지원

본부장 겸
CFO

전무 남 고려대 경영학

前 JS전선 상무

CFO

이수홍 감사 사외이사 남 서울대 전기공학

前 호서대학교  교수

감사

이사회 구성 현황(2012년 3월 1일 기준)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참석률

2011.02.08 제 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7건 가결 100%

2011.03.09 공조사업 매각 승인의 건 외 1건 가결 100%

2011.03.23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외 3건 가결 100%

2011.04.04 공조사업 양수도 기준일 연기의 건 가결 100%

2011.05.02 단기금융상품 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2011.06.27 2011년 중기 전략 승인의 건 외 1건 가결 100%

2011.09.22 2011년 3분기 경영실적 예상 보고의 건 가결 100%

2011.10.04 전북영업소 설립 승인의 건 외 2건 가결 100%

2011.12.07 집행임원 인사의 건 외 3건 가결 100%

2011.12.29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의 건 가결 100%

이사회 주요 활동 내역

주주 구성 현황(2012년 1월 1일 기준)

주주 주식 종류 주식수 금액(백만 원) 비율

(주)LS 보통주식 9,000,000 45,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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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현황

-

1) 제재일자: 2011. 12. 28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엘에스엠트론(주)

3) 제재사유: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 누락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과태료 (38백만 원)부과 및 자본거래 1개월 정지(금융위원회)

5) 사유 및 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제 32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완료, 의견진술 기간이내 과태료자진납부(2012. 1. 1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외국환관리규정 교육 및 자료배포

국고보조금

-

2011년도 순수국고보조금 해당금액은 38.3억 원이며, 기술료 상환금액은 19.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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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녹색기업협의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산업기술진흥협회

가입단체

구분 수상시기 수상명칭 주최 수상내역(관련부서)

회사 06. 10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전라북도 우수상(사출생산팀)

06. 10 일하기 좋은 기업 지식경제부 일하기 좋은 기업(전주사업장)

08. 22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한국표준협회 대통령상 금상(사출생산팀, 정읍 설비/환경안전팀)

11. 10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GWP KOREA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개인 06. 10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전라북도 지식경제부장관상

06. 15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경기도 품질경영 유공자 표창

08. 22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한국표준협회 품질명장

12. 13 국가품질경영대회 한국표준협회 은탑산업훈장

수상내역

법규준수

-

구분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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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품 공급에 관한 위반 건수 없음 없음 없음

주요 데이터

사회

-

연령별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전사 259 647 411 314 18 1,649

(단위: 명) 

퇴직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2010 2011

전사 78 63

(단위: 명) 

고용유형/지역별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주 정읍 안양 인동 R&D Center 영업본부 본사 중국경영지원 소계

정규직 663 236 228 115 94 69 103 6 1,514

비정규직 79 11 35 2 1 5 2 135

합계 742 247 263 117 95 74 105 6 1,649

환경

-

1. 정읍, 안양, 인동사업장 주요 원자재 사용량의 합산 데이터입니다. 2. 국내 사업장의 용수 공급원은 한강, 만경강, 낙동강 수계입니다.
3. 2011년 4월 공조부문의 매각으로 인해 HCFC계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2011년 동안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주요원자재1) 구리 ton 10,982 13,893 14,676

카본 및 고무류 724 931 1,436

합성수지 86 101 94

용수2) 사용량 공업용수 ton 422,385 522,943 507,540

생활용수 69,864 55,643 65,246

지하수 32,824 20,186 16,683

합계  525,073 598,772 589,469

오염물질배출 대기 먼지 kg 5,634 4,790 12,106

수질 COD 4,100 7,378 7,671

SS 2,677 4,271 4,069

폐수 배출량 ton 215,594 330,925 334,618

재활용량 397,491 550,456 542,703

재활용률 % 75.7 91.2 92.1

폐기물 발생량 일반 ton 3,312 4,225 3,958

지정 186 344 352

합계 3,498 4,569 4,310

재활용률 % 80.8 83.3 81.4

오존층파괴물질3) HCFC 계 kg 28,050 12,76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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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1 / ISO 26000 대조표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 해당 없음.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조직 프로필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경영과의 관계를 밝힌 선언문 ● 8~9 6.2

1.2 조직과 지속가능성: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 8~9, 17

조직 프로필 2.1 조직명칭 ● 10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11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 10, 13 6.2

2.4 본사/본부 소재지 ● 3

2.5
해외사업장 위치 국가 수, 주요 사업장 또는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 연관성을 갖는 국가 명
● 13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 56

2.7 대상 시장 ● 10, 12

2.8 조직 규모(직원 수, 순매출 / 순수익 등) ● 10

2.9 조직 규모, 구조, 소유 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 10, 56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 59

보고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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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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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경계상의 제한사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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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보고 정보수집과정의 가정과 데이터 측정기법과 계산 기준 ● 3

3.10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 효과 및 재 기술 사유 ● 12~13

3.11 이전 보고기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10, 56

3.12 GRI index 대조표 ● 60~62

3.13 외부검증 관련 정책과 활동, 검증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의 관계 ● 64~65 7.53

지배구조 책임, 4.1 조직 지배구조(전략수립,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 56 6.2
참여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겸직 여부 ● 56

4.3 일원화된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의 수 및 성 ● 56

4.4 이사회에 대한 주주와 직원의 의견 반영 메커니즘 ● 56

4.5 임원의 보상과 조직성과 관계 ● 56

4.6 이사회 내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 56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 자격, 전문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16, 56

4.8 경제/환경/사회 성과와 관련된 행동강령 및 원칙 ● 66

4.9 이사회가 경제/사회/환경 성과를 파악 및 관리하는 절차 ● 16, 56

4.10 이사회 자체 성과평가 프로세스(특히, 경제/사회/환경 관련) ● 16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 44

4.12 경제, 환경, 사회 관련 원칙 가입여부 및 외부 이니셔티브 ● 63

4.13 산업협회 등 국가별 또는 국가적 정책기구 가입 ● 59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 15

4.15 참여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 18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21, 25, 31, 
37, 43, 49

4.17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핵심 이슈사항 및 대처 방안 ●
20, 24, 30, 
36, 42, 48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 해당 없음.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경제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12~13 6.2 / 6.8

경제성과 EC1 직접적 경제적 가치창출과 배분(수익, 영업비용, 임금 및 복지, 자본비용, 세금, 지역사회투자 등) ● 12~13 6.8 / 6.8.3 / 6.8.7 / 6.8.9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 44 6.5.5

EC3 연금 지원 범위 ● 51 -

EC4 정부의 재정 보조 수혜실적 ● 59 -

시장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성별) 비율 ● 50 6.4.4 / 6.8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정책, 관행 및 비율 ◐ 26 6.6.6 / 6.8 / 6.8.5 / 6.8.7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채용 절차 및 현지출신 고위관리자 비율 ◐ 50 6.8 / 6.8.5 / 6.8.7

간접경제효과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효과 ● 38~41
6.3.9 / 6.8 / 6.8.3 / 6.8.4 
/ 6.8.5 / 6.8.6 / 6.8.7 / 
6.8.9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 26~28
6.3.9 / 6.6.6 / 6.6.7 / 
6.7.8 / 6.8 / 6.8.5 / 6.8.6 
/ 6.8.7 / 6.8.9 

환경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42~43 6.2 / 6.5

원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 58 6.5 / 6.5.4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45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 44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 44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 44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 46~47

EN7 간접에너지 절약사업과 그 성과 ◐ 44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 58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58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58

생물 다양성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 위치 및 크기 N/A - 6.5 / 6.5.6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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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N/A -

대기 배출물,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 44 6.5 / 6.5.5
폐수, 폐기물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44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 44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58 6.5 / 6.5.3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58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58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58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58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현황 ● 58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N/A - 6.5 / 6.5.4 / 6.5.6

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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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6.5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 45 6.5 / 6.5.4 / 6.6.6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 4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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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2011년 09월 02일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성과이행 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10대 원칙 LS엠트론 제도 및 방침 페이지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윤리규범(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취업규칙 서론

•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48~49,
54~55

노동규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단체협약 서론

• 취업규칙 서론

• 윤리규범(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48~49,
54~55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녹색경영 방침(2.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제품 개발)

• 녹색경영 방침(3. 사전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녹색경영 방침(4. 녹색 상생경영 및 사회적 책임실현)

• 윤리규범(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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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57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 해당 없음.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제품책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30~31 6.2 / 6.6 / 6.7

고객 건강과 안전 PR1
제품 및 및 안전영향을 평가한 라이프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서비스의 건강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평가 실시 비율
◐ 35, 47 6.3.9 / 6.6.6 / 6.7 / 6.7.4 

/ 6.7.5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건수 ● 59

제품/서비스 라벨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유형, 그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 35 6.7 / 6.7.3 / 6.7.4 / 
6.7.5 / 6.7.6 / 6.7.9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건수 ● 59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결과 등 고객만족 관련 활동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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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6.7 / 6.7.3 /  6.7.6 / 
6.7.9커뮤니케이션

PR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건수 ● 59

고객개인 정보보호 PR8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건수 ● 59 6.7 / 6.7.7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 된 벌금 액수 ● 59 6.7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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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N/A: 해당 없음.

지표구분 지표명 적용 페이지 ISO 26000

노동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48~49 6.2 / 6.4 / 6.3.10

고용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성별로 명시) ● 49, 58 6.4 / 6.4.3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 성, 지역별) ◐ 58

LA3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혜택(주 사업장별) ● 51 6.4 / 6.4.3 / 6.4.4

노사관계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 54~55
6.4 / 6.4.3 / 6.4.4 / 6.4.5 
/ 6.3.10

LA5
중요한 사업 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

(단체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 55 6.4 / 6.4.3 / 6.4.4 / 6.4.5

직장 안전 보건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 5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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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
● 53, 55

6.4 / 6.4.6 / 6.8 / 6.8.3 / 
6.8.4 / 6.8.8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 53, 55 6.4 / 6.4.6 

교육과 훈련 LA10 성별,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 52 6.4 / 6.4.7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평생 학습프로그램 ● 52 6.4 / 6.4.7 / 6.8.5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 50 6.4 / 6.4.7

다양성 및 평등한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 56
6.3.7 / 6.3.10 / 6.4 / 
6.4.3

기회

LA14 직원 범주 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 50
6.3.7 / 6.3.10 / 6.4 / 
6.4.3 / 6.4.4

고용 LA15 출산휴가 이후 업무복귀율 및 유지율(성별로 명시) ● 50 6.4 / 6.4.3

인권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48~49 6.2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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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 28
6.3 / 6.3.3 / 6.3.5 / 6.4.3 
/ 6.6.6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시수 ● 57 6.3 / 6.3.5

차별 금지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 조치 ● 51, 57
6.3 / 6.3.6 / 6.3.7 / 
6.3.10 / 6.4.3

결사와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 업무분야 및 

해당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54~55

6.3 / 6.3.3 / 6.3.4 / 6.3.5 
/ 6.3.8 / 6.3.10 / 6.4.3 / 
6.4.5

아동 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54 6.3 / 6.3.3 / 6.3.4 / 
6.3.5 / 6.3.7 / 6.3.10강제 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54

보안 관행 HR8 인권관련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 받은 보안인력의 비율 ● 57 6.3 / 6.3.5 / 6.4.3 / 6.6.6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N/A -
6.3 / 6.3.6 / 6.3.7 / 6.3.8 
/ 6.6.7

평가 HR10 인권 관련 검토 및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사업장의 수와 비율 ◦ - 6.3 / 6.3.3 / 6.3.4 / 6.3.5

개선 HR11 공식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접수/처리/해결된 인권 관련 고충건수 ● 55, 57 6.3 / 6.3.3 / 6.3.4 / 6.3.6

사회부문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36~37 6.2 / 6.6 / 6.8 

지역 사회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 -

6.3.9 / 6.8 / 6.8.5 / 6.8.7 
/ 6.6.7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 - 6.6 / 6.6.3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57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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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6.6 / 6.6.5 / 6.6.7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건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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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7 / 6.6.7SO10

잠정적으로 또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 예방 및 완화 조치
◐ 38~41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2011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중 A+수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을 

자체선언합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적용 수준이 A+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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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드리안 엔리케(Adrian Henriques 이하 ‘검증인’)는 LS엠트론의 20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인은 AA1000AS 검증표준을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했으며, AA1000AS 검증표준의 검증원칙인 포괄성, 중요

성 및 대응성의 원칙을 보고서 검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LS엠트론 경영진 및 검증인의 책임 범위

-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든 책임은 LS엠트론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검증인은 독립적인 검증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LS엠트론의 모

든 이해관계자에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검증인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검증의견의 근거

-
검증인은 LS엠트론의 20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근간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및 의견

-
지속가능경영  LS엠트론이 발간하는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여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범위와 깊이의 측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LS엠트론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이 

발전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보고서가 LS엠트론의 주요 해외법인과 관련해 다국어

로 번역 및 발간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사업 활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

될 이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와 국제적 표준을 활용해 명확하게 정의된 중요성 평가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해관계자를 그룹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구성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추가된

다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금품 수수 및 인권 개선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

가 다루고 있는 사업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LS엠트론 해외 법인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향후에는 

보고서를 통해 LS엠트론의 주요 경영 활동과 관련한 성과 데이타가 모두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혁신과 가치 사슬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LS엠

트론은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영역부분에 혁신활동과 협력회사 및 고객과의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 증진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에는 혁신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성과가 환경영향 저감에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LS엠트론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 노력 역시 매우 고무적입니다. 해외법인을 지속가능경영 체제에 편입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우선순위를 규명하고 그 영향을 보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직접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해, 2011년 LS엠트론 직원들의 봉사 활동 노력은 인상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향후 보고서에는 LS엠트론 직원들의 유급 봉사 활동이 전체 봉사 활동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트랙터 기증과 같이 LS엠트론의 핵심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 제품 및 직원 역량과 관련한 LS엠트론의 핵심 사업을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녹색 경영  이전 보고서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LS엠트론의 노력은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기술되는 데 그쳤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녹색경영이라는 중대한 영역과 관련해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

다. 다만 친환경 제품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

고합니다. 

환경 측면에서 LS엠트론 폐수재활용률은 인상적인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및 폐기물과 같은 기타 중요

한 환경 지표들은 경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생산량의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관리에 의해서 판

단해 봤을 때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영 분야에서는 내년 또는 중장기적인 정량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  LS엠트론의 고유한 사업 특징을 고려했을 때, 당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의 하나로 임직원의 성비 불균형을 들 수 있습

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은 저조합니다. 한편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의 LS엠트론의 위상은 국내에서 여

러 차례 상을 수상함으로써 증명되었으며 LS엠트론은 여건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제안 건수의 

증가는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LS엠트론 임직원의 높은 사기를 반증하는 척도가 됩니다.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LS엠트론 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LS엠트론의 노력에는 현지의 여건 및 규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 현지 인력 채용 계획, 그리고 본사의 인력 관리 체제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LS엠트론에서 확

고하게 자리를 잡은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히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로 직원들이 직장 생활과 개인의 

삶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의 지난 일년 동안의 재무 성과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잘 기술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

표점 또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회사로 하여금 자체적인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목표 관리 체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향후 보고서에서는 더욱 확장된 지속가능경영 영역과 분야에서 좀 더 정량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보고서는 ‘LS엠트론에게 지속가능성이란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LS엠트론은 에너

지 사용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고객 및 협력사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

다. LS엠트론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LS엠트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비전의 설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드리안 엔리케(Adrian Henriques)  |  www.henrique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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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운영규정

Ⅰ. 목 적 

본 규정은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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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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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의체인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LS엠트론 담당임원에게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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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운영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각 이슈별 실행정책 등은 반드시 명문화 

하고 전사적으로 적용 및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한다.

1.3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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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경영의 실무를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의 근간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비즈니스의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를 실시한다. 

  

3. 정기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자체 진단모델을 활

용하여 매년 1회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한다.

  

4. 전사 교육 및 공감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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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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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과와 개선사항

을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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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팀

6) 통합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7) 지배구조: 경영기획팀

8) 윤리경영: 경영진단팀

6. 소위원회 운영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의 실행력 강화 및 각 사업부의 적극적 참여확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성과 및 개선사항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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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및 품질경영 소위원회: 품질경영팀

6) 친환경 제품 소위원회: 품질경영팀

  

Ⅲ. 이해관계자 대화 및 약속 이행

1. 이해관계자 대화 

핵심이해관계자 대화 채널 구축 및 연간 대화 계획 수립을 통해 정기적, 공식적인 대화 기

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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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해관계자를 규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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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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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간 대화 계획을 1차 이해관계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의 수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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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차년도 추진 방향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2. 지속가능경영 공시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이행 및 정보제공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각종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등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Ⅳ.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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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를 포함 한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 노력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은 모두 핵심적 리스크 이슈로 분류하고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서 전사적 대응을 노력한다.

2012년 4월 1일 (3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