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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우리의 농촌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농민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LS엠트론은 오늘 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기술로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합니다.

LS엠트론과 함께 가는
모든 이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배려합니다.

2014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CEO 메시지
LS엠트론의 새로운 CEO로서 어떠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LS의 경영철학은 ‘LSpartnershipⓇ’으로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근간으로 LS엠트론은 2015년 ‘성장스토리 제2막’을 열었습니다. LS그룹
차원에서 새롭게 도약하기 한 미래 전략사업으로 LS엠트론을 사업부문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LS엠트론은 새로운 비전으로 ‘Be The ONE*’을
수립하였습니다. ‘ONE*’은 최고의 인재, 1등 제품, 승리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를 ‘ONE Spirit’으로
하여 주인의식(Ownership), 청년정신(New-thinking), 기술선도(Excellence)로 선정하였습니다.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은 그룹 경영철학과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을

뜻을 같이하며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 2020

경영철학

“ LS엠트론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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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Integrity

LS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LS人은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

Ownership

New-thinking

Excellence

주인의식

청년정신

기술선도

사업목표

2020년 매출 4.4조 세전이익 8.8%

앞으로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가능경영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고객은 사업 파트너의 기준으로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가치창출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기대사항을 자연스럽게 일상 업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와 고객이 추구하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 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2015년
에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사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중국 출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에
집중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LS엠트론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획득하며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환경적 책임을 완수하는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CEO로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는 모든 임직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의 가이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이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확인해 주시고 동반성장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즉, 혁신적 사고를 통해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확보와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통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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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구 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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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메시지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혁신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존경과 신뢰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➊ 대표이사 사장_ 이광원

Q1. LS엠트론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원동력과
경쟁력이 무엇이며, 2015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LS엠트론의 성장 원동력은 ‘LSpartnershipⓇ’을 근간으로 하여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그간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국가와 산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기회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노력들을 성과로
가시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실경영, 글로벌 성과 창출,
스피드 경영을 2015년 경영방침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Q2. LS엠트론은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COO로서
2015년 사업별 성장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전 구성원에게 투명한 업무문화를 바탕으로, 수립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는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트랙터는 주요
시장의 현지화 제품 라인업 강화 및 유통망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고, 전자부품은 제안 영업 강화 및 글로벌 대형 고객의 현지 밀착화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출시스템은 해외거점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시장 1위를 반드시 되찾으며, 자동차부품은 글로벌 수주 확대 및

➋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습니다. CF사업부는 어려운 시장환경

➊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출 확대와 신제품 및 고부가 제품 수요를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 품질 개선과 성과 창출에 집중하여
➋ 경영관리본부장 겸 CFO 부사장_ 이익희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Q3. 출범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LS엠트론만의 지속
가능경영 특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Q4. 이번이 LS엠트론의 여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해관계자들이 꼭 봐주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전달하고 싶은

경영관리본부장은 회사의 살림꾼과 같은 역할입니다. 경쟁력 확보에 밑바탕이
되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재무 분석을 통해 경영의 전략방향이 예측

으로 자원 투입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LS엠트론은 출범 이래 외형적인 성장을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영환경은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이루어냈으나,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회사 전체와 이해관계자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 노력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중국의

2015년부터 성장동력발굴 회의체를 신설하였으며 기본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파악하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성장둔화, 일본의 엔저 그리고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시장 개척, 제품 라인업의 확대를 꾀하고 다른 관련 사업의 다각화 등을 통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을 임원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각종 협의체 등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리스크 대응력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와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8대 중대

위한 성과와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가치 창출 활동 성과로 나누어 제시

판단하여 사업별 불안요소를 차분히 해결하고 장·단기적 관점을 고려한 준비로

영역인 혁신, 품질 및 고객만족, 동반성장, 윤리경영, 사회공헌, 녹색경영, 기술

함으로써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목적을 명확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2020년까지의 비전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개발, 직원 가치 증진은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을 위한 LS엠트론 고유의 활동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확산, 협력회사 전파, 친환경성 증대, 정도문화 구축 등

첫째로, 자원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투자성과 제고 및 재무 건전성 증대에

달성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투명하고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혁신의 모범사례를

2017년까지의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성과와 계획을 균형 있게 보고하고자

주력할 것 입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하여 부진 사업의 수익성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자 LS

제시하여 존경과 신뢰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본 보고서를 통해 LS엠트론을 더

개선과 사업환경 극복을 위한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해외 법인의

엠트론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사 결정이 되도록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도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공감을

정상화를 통하여 중국, 브라질 등 정체되고 있는 핵심 시장에서의 성장을 본격화

확대하고자 합니다.

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전자산 감축을 통한 부채비율 개선 및 생산

둘째로, 시장 확대 및 전방산업 회복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곳에는 선택과 집중

마지막으로, 2015년 LS엠트론은 매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66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반드시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해 목표를

및 재고·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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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메시지
➐

QUESTIONS 1

LS엠트론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➑

➏

➍

➎
➌

그 속에서 LS엠트론의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➌ 트랙터사업부문장 전무_ 우경녕

➍ 전자부품사업부문장 전무_ 조호제

➎ 전략기획부문장(CSO) 상무_ 김태원

➏ 기술개발부문장(CTO) 이사_ 이현구

➐ 상생협력부문장(CPO) 이사_ 구기본

➑ 지원부문장(CHO) 담당_ 박명호

국내 트랙터 시장은 수입 농산물 개방,

스마트폰 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중저가 스

세계 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시장에서

현재 외부 환경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국내 경영환경은 사업뿐 만 아니라 인재확보

곡물가격 하락 등의 요인이 농기계 구매력

마트폰 중심의 성장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성장

전망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산업의 구분 없이 경쟁자가 많아지고, 경쟁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또한 FTA 체결국이

차원에서도 그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저하로 이어져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률은 둔화되고 신흥시장에서의 점유율 경쟁이

돌입하는 등 내실경영과 위기관리에 중점을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자회사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원가 개선의 기회 확대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성과를 지속 창출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력고객은

두고 있습니다. LS엠트론 또한 글로벌 경기

자동차부품 시장에 뛰어들었고, ICT 서비스

등은 기회요인이 되고 있지만, 해외의 원가와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본원적인 경쟁력뿐

곡물 수요 증가로 인해 연 평균 5~10%의

성장이 정체되고, 중국 대형고객은 자국시장을

및 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군으로서

회사들이 스마트화되는 B2B 시장에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국내에 진출할

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등

기반으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내에서는 중국 등 신흥국의 품질 및

뛰어들었습니다. LS엠트론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은 상당한 위기에

중요합니다. LS엠트론은 우수인재 유치를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에 따른 농업기계화로

있습니다. 고객의 판가 인하정책, 엔저기반의

가격경쟁력이, 해외에서는 미국 등 세계

시장환경이 경쟁자의 증가보다는 시장 및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위해 임직원 추천제 등의 다양한 채널을

트랙터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경쟁 심화로 부품업체의 수익성도 악화되

각국의 경제 회복세 둔화 등이 위협요인으로

고객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부문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와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중장기 연수 등을

30~100마력 대에서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진입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기계사업 측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환율변동, 공정거래 위반

통해 우수인재의 유지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갖추고 있는 LS엠트론에 기회요인으로

글로벌 고객 확대를 가속화하고, 선도제품 개

베트남 등 해외거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의 기회이며, 부품사업

여부 등 국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과 인재 쟁탈전을

작용합니다. 반면 엔저 정책, 유로화 약세 등

발을 통하여 신규 모멘텀 등장에 따른 잠재수

현지화 제품 개발력과 고객 대응력을 높여

측면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시장에서 고객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치러야 하는 위협요인이 있지만 일하기 좋은

국가별 환율 불안정으로 수출 물량 확대가

요를 선점해야 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대의 기회입니다. 한편, 대기업의 대규모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저해되고, 특히 터키, 브라질 등 달러의

R&D 인프라가 수도권에 구축되면서 우수

영향이 큰 지역의 사업성이 악화될

R&D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대기업들과

우려가 있어 위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확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협요인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QUESTIONS 2

2015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➌ 트랙터사업부문장 전무_ 우경녕

➍ 전자부품사업부문장 전무_ 조호제

➎ 전략기획부문장(CSO) 상무_ 김태원

➏ 기술개발부문장(CTO) 이사_ 이현구

➐ 상생협력부문장(CPO) 이사_ 구기본

➑ 지원부문장(CHO) 담당_ 박명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전자부품사업부문은 올해 국내 주력고객 내

올해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올해에는 ‘강한 R&D, 1등 연구원’이라는

올해는 특히 원가 개선과 비용 절감 활동에

금년에는 해외법인의 성과창출이 가장 큰

위해서는 먼저 품질·원가 등 제품경쟁력이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중국 대형고객 확대를

있는 근본적인 사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모토로 기술개발부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TOTAL COST 절감과

과제이며 주재원의 사업운영 능력 제고 및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올해 중점과제로는

통해 고객다변화를 실현하며, 선진고객

시점입니다. 자원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강화를

R&D 경영성과 창출과 연구원 역량 육성에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리더십 향상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브라질, 중국 등 해외사업 안정화와 해외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해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체질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엔진/변속기

추진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절대적인

위해서 주재원 경영관리교육을 강화하고자

신시장 개척, 대형바이어 발굴입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는 B2B 등 전략제품 내에서 일등

강화하는 시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그룹

적용 트랙터 및 커넥터 설비 자동화 등에 R&D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됩니다. 우수 협력사를

합니다. 또한 현지사원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신제품 출시와 품질 신뢰성 강화 등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내 엠트론 부문 승격과 동시에 새롭게 정립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파견 및

발굴하고 육성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 주요 포지션 별로 육성 로드맵을

지속적인 제품 혁신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최적 생산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비전 2020에 따라 사업 방향을 정립하여

산학장학생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끊임없는 개선활동으로 성과를

만들고 HR 시스템을 재구축 할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 고객 및 시장에

통해 매출 확대와 함께 지속적 생존원가를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R&D 투자와 인재육성이

공유하는 CDM(Cost Development

아울러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맞는 제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확보하여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커넥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성장이 가능한 LS엠트론을 만들어

Management) 활동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수 있도록 Refresh 휴가 활성화와 캐주얼

최근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Top Ranker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특히

나간다고 확신합니다.

시장에서 동반성장하기 위한 경쟁력을

데이 운영 등 내부고객 만족활동으로 일하기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반기술 확보에

전방시장 확대 등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2017년까지 중국법인은 자체적인

확보하는 것이 상생협력부문의 중점 추진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주력하겠습니다. LS트랙터는 미국, 유럽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운영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과제라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중남미, 동남아 등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특히 농촌사랑

수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브라질에

봉사단이나 희망홀씨학교 등 임직원이 직접

거점을 두고 명실공히 글로벌 농기계 회사로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대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 그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상의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

지속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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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LS엠트론
LS엠트론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제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회사를 지향합니다. 주요 사업군은 트랙터, 사출시스템, 방위산업(전차용 궤도)으로 구성된 기계사업 부문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LS엠트론,

전자부품(커넥터/안테나), 회로소재(CF, FCCL),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호스), UC(Ultra Capacitor) 등으로 구성된 부품사업 부문입니다.

수출 규모 58%, 해외 인력 비중 53%, 해외거점 14곳,
글로벌 LS엠트론의 모습입니다.
LSMQ
(청도)
트랙터

LSEQ
(청도)
전자부품

LSMW
(무석)
사출시스템

YTLS
(연태)
자동차부품

대성전기공업
(청도,무석)
자동차부품

폴란드
트랙터

중국

사출시스템

연태
청도
무석

특수

미국

일본

LSTA
트랙터, 사출시스템

전자부품

CF
FCCL
자동차부품

베트남

인도

UC

LSEV
전자부품

본사, 하이테크센터, 중앙연구소,
영업본부, 전자부품, UC

대성전기공업
자동차부품

주물

LS엠트론/지사

대성전기공업
자동차부품

인도네시아

출자회사

LSMI
사출시스템

안양
안산

10,970

9,847

18,781

8,459

구미

2010
2011
2012

2012

2013

2013

2012
2014

2013

7,811

7,862

8,099

영업이익

트랙터, 사출시스템, 특수

568

명

684

2,950

388

명

LSMB
트랙터, 사출시스템, 자동차부품

CF , FCCL

전주

468

3,330

자동차부품

내수

8,092

국내

574

해외

17,946

수출
16,321

매출액
15,007

직원 수

브라질

정읍

캐스코

2014

2014

* 단위_억 원, 연결기준
* 2 011년 회계기준 변화로 2010년에는 감사를 받지 않음
* 중단영업 제외(2011년 5월 1일부로 공조사업부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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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LS엠트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우리 곁의 LS엠트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줍니다.

CF
전기자동차와 IT기기의

트랙터

배터리를 구성하는

밭갈이부터 수확까지

전지용 동박

농촌에 만능 일꾼,
트랙터

FCCL
TV, 휴대폰 등 전자부품의
휘어지는 기판에
사용되는 FCCL

캐스코(출자회사)
선박용 엔진, 가스터빈부품,

사출시스템

풍력발전부품 등 초대형

자동차 내장제,

주물 제조 메이커

가전 제품 등 플라스틱
외형을 책임지는

특수

사출시스템

전차에 원활한 주행과

UC
풍차, 2차전지 배터리,

기동성을 제공하는 궤도

ESS 등에 쓰이는

전자부품

친환경 에너지

핸드폰 기능의 필수 요소,

저장장치, UC

커넥터와 안테나

자동차부품
자동차에서 공기나 액체의
이동통로, 고무호스

대성전기공업(출자회사)
자동차 스위치, 릴레이 등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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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의 성장과 발전
CF, FCCL

트랙터

1

친환경 트랙터 엔진공장 준공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2

LSTA(트랙터_미국) 친환경 Tier 4 엔진
성공적 출시 및 및 2015 NAEDA Dealer’s Choice Award 수상

트랙터사업부는 2014년 6월 전북 완주군

2-1 미국 EPA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 2013년, 경쟁사 보다 발 빠르게 Tier 4 엔진 모델을

테크노밸리에 연간 6만 대 생산규모의 엔진

출시한 LS엠트론은 2013년 10% 비중이었던 Tier 4 기종 판매를 2014년에는 전체 판매

공장을 완공, 트랙터의 핵심인 엔진 생산을

모델의 40%로 증대시켰다. 이는 그간 주요 전시회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가격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납기 및 가격

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가절감을 추진한 결과이다. 2015년에는 상반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연면적 8,745㎡의
엔진공장에는 4년간 500억 원이 투자되었
으며 30~75마력의 트랙터 엔진을 주력 생산
하게 된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유연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며, 전 공정에 RFID 적용으로 실시간 생산 현황
및 상태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기 북미시장 성수기 판매를 극대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당사 주력 기종인 G시리즈 후속 XG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LS 트랙터 라인업이 친환경 Tier 4 기종으로 대부분 교체됨
을 의미하여 가격과 품질로 승부하며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연성회로기판용 전해
초극박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받았다.

기반이 되는 동도금 Recipe 기술과 Roll to

이것은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의

Roll 기술에서 지속적인 혁신 성과를 이루어

휘어지는 기판(FPCB)에 들어가는 회로소재로,

하게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일본,

Award(1등상)’를 수상했다. 평가항목은 제품 라인업, 품질, 기술 지원, 부품

및 5㎛ 전지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의 해외 고객 확보를 통해 제품의 시장

회로소재용 동박 분야에 있어서는 2014년

지배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품질

회로박 9㎛을 안정적으로 양산 판매하기 시작

강화로 차별화된 세계 1등 제품으로 도약해

하였으며, 플렉서블 기판(FPCB)용으로 7㎛

나갈 계획이다.

공급 우수성, 환불정책, 경영진 소통 등 총 12개이며 50개 농기계 제조업체를

4
LSMQ(트랙터_중국)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High
Clearance 트랙터 개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2020년까지 트랙터 사업 2조원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하고자 한다.

동박을 개발 중이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 전기자동차 대중화, 자동차와 IT의 융합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전해동박 분야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일본 신규 업체 발굴
•원소재 국산화 및 자체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실현

트랙터 중국법인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하지만 브라질법인에

•미국 환경청(EPA)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ier 4 엔진 모델의

•미국시장 주력 기종인 Tier 4 엔진 XG 시리즈 2015년 하반기 출시 예정

SKD(부품조립 생산, Semi Knock-Down)를 공급하는 등 수출
확대에 나서 2014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위한 고지상형 High Clearance 트랙터를
개발하여 150대를 수출하였다. High Clearance
트랙터는 우즈베키스탄 Local 목화 수확기를

•고강도, 고연신 동박 개발 완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현지

•회로박 9㎛ 양산화 성공, 전지용 4㎛ 동박 /

작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연료탱크, 작업속도,

LSMB(트랙터_브라질) 전 모델
브라질 정부 파이낸싱 활용 판매
최근 브라질 정부는 ‘Mais Alimantos(식량 증대)’를 위해 중·소 자영농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80마력 이하의 농기계에 국한하여 시장 이자율(13%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2.5%) 이자율로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법인의 주력모델인 80마력 이하 모델이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 2011년 설립 이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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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경쟁사는 모두 일본업체이다. 국내에서는 유일

•2013년 XR 시리즈 Cabin 모델에 Tier 4 엔진 최초 적용 이후 성공적인 판매 확대

경쟁력 및 라인업을 강화해 온 브라질 법인은 2013년 Plus ROPS 모델에 이어 2014년

Plus Cabin 모델 로컬화 성공

브라질 중부지역(커피 농가)에 필요한 소형 모델(G/R/U)의 로컬화에 성공하여 성황리에

•정부 파이낸싱(MDA, FINAME)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Cabin 시장을 주도하여 Plus Cabin을 추가로 로컬화하여 공급

활용 판매 개시

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2014년 세계일

예정이며, 극박화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4㎛

순조로운 시장 출시 및 진입

•2014년 G/R/U 및

FCCL 사업팀은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

동박을 개발하여 양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에서 주최한 딜러 만족도 평가에서 LSTA는 ‘2015 NAEDA Dealer’s Choice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LS엠트론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에

3

CF사업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6㎛ 전지용

전 세계에서 3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으며

본 수상을 계기로 첨단 농기계의 본산인 북미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위상과

대응할 ‘Tier 4 엔진’ 주력 생산

FCCL, 2014년
세계일류상품 인증

향상한 동박을 개발하여 2015년 양산을 시작할

트랙터 업체 중 유일하게 7점 만점 중 6점 대(Satisfied) 점수를 획득하였다.

•2015년 선진국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에

신물성 동박 및
극박화 동박 트렌드 선도

내고 있다. 고강도 동박, 고연신 동박 등 물성을

11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제품 라인업과 부품 공급 우수성에서

30~75마력 엔진 생산

6

북미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 농기계 딜러 협회(NAEDA)

2-2

대상으로 1,800명 이상의 딜러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LS트랙터는 12개 부문 중

•연간 6만대 생산규모의 최첨단 공장으로

5

중이며, 2015년에는 R 및 U 모델 Cabin 로컬화를 통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FPCB용 7㎛ 동박 개발 진행중

회전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여
현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초

High Clearance 트랙터 양산 일정은 2015년
3월이었으나, 우즈베키스탄 ASI 사가 2014년
내 납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개발일정을 4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5년에는 우즈
베키스탄 수출 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High

Clearance 트랙터 400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목화 시장용 Plus급 고지상형
•2014년 5월 프로토타입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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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의 성장과 발전
전자부품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안영업 확대

7
11

전자부품사업부는 고객밀착 기반의 적극적인 제안영업을 통하여 국내 휴대폰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m-USB 커넥터는 제안영업을 통하여 전년대비 30~40%
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주력제품인 m-USB, B2B 커넥터의 적극적인 제안영업을
중국 글로벌 대형고객으로 확대하여 ‘2020년 휴대폰/디스플레이 글로벌 Top 5’ 커넥터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베트남법인을 설립하여

•2020년 휴대폰/디스플레이

베트남 진출 고객에 대한 밀착영업 및 현지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존 중국생산법인인 LSEQ

글로벌 Top5 업체로 발돋움

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Low Cost 생산기지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자부품사업
부는 앞으로도 고객중심적 사고, 혁신적인 품질,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부품

•m-USB 커넥터, 차별화된 아이디어 및
양산을 통해 매출 확대

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LSMW(사출시스템_중국) 2017년, 중국
사출성형기 시장 Top 5 도전
LSMW는 2013년 염성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핵심 고객 진입에 이어 2014년에는 강남
모수, 상해승덕, 절강궈리 등 50여 개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향후 중국 내 판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대형 업그레이드를

8

9

기술 현지화
LSEQ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자부품_중국)

LSEQ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
술 현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커넥터 주요 부
품에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 현지화가
진행되지 못한 bending 형태의 프레스
반제품을 본사 및 현지업체와의 기술 교
류 및 지원을 통해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
를 통해 FPD용 커넥터 신제품의 현지화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설비 엔지니어를
집중 육성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립기
및 사출기의 운영 관리 및 개조를 통한 성능
개선을 자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성

LSEV(전자부품_베트남)

고객사 근접
대응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생산
기지 구축
LSEV는 2014년 10월 하노이 인근 VSIP 공
단에 1만 2,915m²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였
다. 또 2015년 2월에는 국내 주력고객으로
부터 구매처 자격승인을 받았다. 베트남은

개발을 통해 초정밀 성형품(도광판, 협피치

산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LSEV는 9억

커넥터, 몰드프레임) 시장의 공략 기반을 확보

투자 승인 규모로 현지 납품체계를 갖추어

하였다. 최적의 컨트롤시스템 조합을 통한

고객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원가경

하드웨어 성능 확보와 저마찰, 저관성 사출기구

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설계를 통한 가속 성능 확보, 전용 가소화장치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개발, 형체/사출장치 정밀도 개선을 통해

였고, 베트남 제 2 공장의 조기 안정화를

행하고 있다.
•기술 난이도 높은 반제품
현지 개발 성공으로 원가 경쟁력 제고
•자체 설비 기술 역량 확보 통한
조립 생산성 극대화

20

•삼성, Microsoft 등 글로벌 고객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Post China

진행함으로써 제 1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

시장 공략 기반 마련

적인 후보지로 삼성 등 글로벌 업체들이 생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에 대응

지원, 공장 운영의 핵심 노하우 전수를

초정밀 전동식 사출기 개발,

사출시스템사업부는 초정밀 전동식 사출기

하여 현지 영업지원 조직을 확대 재정비하
위해 기술 인력 교류회, 설비 관리 인력 파견

10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Post China의 대표

과 함께 고객 품질도 함께 개선하였다. 전자
부품사업부의 중국 시장 확대 의지에 대응

사출시스템

생산기지 구축

선진사와 경쟁이 가능한 일류 제품을 개발, 생산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출시 이후 베스트셀러인

LGH-M 모델의 후속 WIZ 모델과 2008년

12
LSMI(사출시스템_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법인설립, 시장 공략 가속화

진행하여 위치제어 정도 향상, Cycle-time

YASUNLI, POLYTRON, LG, 삼성 등 다양한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사출기를 공급하고 있는 LSMI는

단축 등의 성능 개선과 함께 Drive Box 내장화

2014년 수라바야(Surabaya) 지역에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등 외관도 개선하였다. 초대형은 모델 라인업을

가하였다. 법인 내에 재고기계와 스페어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빠른 납기에 대처가 가능한 LSMI는

재정비하여 1,600톤 및 2,100톤을 개발 완료

법인 교육센터에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출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모든

하였으며, 2015년에는 추가 5개 모델을 개발

고객에게 쇼룸을 공개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 변화와 고객 트렌드에 맞춰 인도네시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로컬 고객 확보로 중국 내수 판매

•약 60만 달러 수준 STOCK 기계

확대의 기반 마련

•수라바야 지역에 Agent 개설

•중대형 및 초대형 신모델 개발해 품질 및
원가 경쟁력 제고

특수

13

출시된 S 모델 후속 WiZ-X 모델의 라인업

수출형 궤도 가격경쟁력 확보 및 고난이도 제품 개발

확대를 통해 론칭을 본격화하였다. LS 사출기는

LS엠트론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전투 기동장비의 하중을 지지하고 각종 험로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혁신으로 국내 및

서도 기동성을 확보해주는 궤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궤도 전문 메이커이다. 1975년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출성형기

부터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에 궤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메이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차기 주력 전차 K2의 궤도를 본격 양산하였으며,

•유압식 중대형(WIZ 5기종),
초대형(WIZ-X 4기종) 론칭
•초정밀/초절전형 전동식 Full 라인업

차기 KAAV 궤도 기술개발로 경량화 역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고난이도 수출형 궤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기술축적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Band Track 선행

•우수 방산업체로서 신뢰감 증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취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Top Maker로

•지속적인 미래선도기술 확보

도약함과 동시에 군수산업의 첨단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노력 및 해외 고객 다변화 추진

21

2014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LS엠트론의 성장과 발전
자동차부품

14

대성전기공업

15

17

터보차저 인터쿨러 호스용
기술 경쟁력 향상

YTLS(자동자부품_중국) 일기대중(Volkswagen) 공급자격 획득

자동차 호스 및 자동차용 부품을 GM, 닛산,

(FAW-Volkswagen)의 공급업체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YTLS는 2017년 동종업계 시

17-1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기업인 대성

크라이슬러 등 다양한 글로벌 고객에게 공급

장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기초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일기대중의 규격에 맞는 고품질의

전기공업은 2014년 3월 19일 세계 최대

TAS

호스 개발과 이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로 대형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계기

Steering 업체와 710억 원 규모의 TAS

(Torque Angle Sensor)

친환경, 경량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터보차저

로 일기자동차그룹, 상해자동차그룹의 Volkswagen 신규 개발 차종에 영업력을 집중하여 고

(Torque Angle Sensor) 제품 수주 계약

인터쿨러와 엔진에 장착되는 냉각용 고무호스

급시장 공략을 통해 중국 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을 체결하였다. TAS는 자동차 핸들 축에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사업부는 자동차 시장의

를 플라스틱 덕트로 대체함으로써 제품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
부족과 선진사의 특허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음

두 차례에 걸친 공장심사와 기술력심사를 거쳐 중국 내 판매량 1위 업체인 일기대중

대성전기공업, 글로벌
전장부품사로 성장

부착되는 제품으로, Steering Column의

•Volkswagen 개발차종 입찰 참여

비틀림각 검출(TOS)과 각도/각속도 측정

•대형 수주 기반 구축

(SAS) 결과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기 기술의 자체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자동차

ECU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 분야

부품사업부는 앞으로 시장 변화와 고객 트렌드

국내 최초로 ISO 26262, A-SIL B 인증기준

에 맞춰 제품을 다변화하는 한편, 기술력 확보

을 적용하였으며, 경쟁사의 글로벌 특허 회

를 통해 글로벌 No.1 업체로 자동차 호스 시장

피를 통한 독자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향

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후 대규모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TAS는 고

•세계 최대 Steering 업체로부터

710억 원 규모 TAS 수주 확정
•2014 대한민국 경영혁신상 수상

17-2 대성전기공업은 창조와 혁신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2014
대한민국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혁신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혁
신대상은 신기술, 제품, 서비스에서 혁신을 통해 성과를 이룬 기업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
체질을 전환한 기업을 수상함으로써 혁신 성과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파해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5회째를 맞은 2014년 시상식은 6월 18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
다. 대한민국 혁신대상 심의위원장인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혁신상에 뽑힌 기업들은 국
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이라며 “향후 시장을 확대하고, 해당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객사와 공동 선행개발을 통한 최초의 계약

•플라스틱 덕트 양산 준비

으로 경쟁사 대비 열세를 극복하고 세계수

•레조네이터(소음기) 국산화 성공

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 확보하였다. 금번

TAS 수주를 기반으로 타 전장 제품의 추가
진입을 통한 수주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UC
캐스코

18

캐스코, 뿌리기술경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16

캐스코㈜는 12V50DF 중속엔진 크랭크케이스 개발 성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는 2014년
뿌리기술경기대회 주조부문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13년 10월 개발에 성공
한 12V50DF 중속엔진블럭은 지금까지 전량 유럽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던 LNG선 대형 DF엔진

C타입셀 자동화설비 생산용량 대폭 확대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것이다.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12V50DF 중속엔진은 LNG운

UC사업팀은 2014년 약 20억 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C타입셀의 조립공정 자동화설비를 확보하였다.

•연 100만 셀 생산, 대량생산체제 확보

이에 따라 기존 연간 30만 셀에서 100만 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어 안정적인 물량공급의 기반을

•중국 하이브리드 버스, 중장비,

갖추게 되었다. LS엠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인 확장 설비의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철도 등 고성능 UC셀

통해 원가, 물량, 납기, 품질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급대응력 개선

반선에 탑재되는 것으로 국내 LNG운반선 엔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르질라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세계 LNG운반선 시장 75%
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코는 선박엔진 소재시장에서 확고한 위치
를 선점하고 있으며, 대형 주물제품에 대한 리딩 기업으로서 위상을 굳

•국내 최초 중속엔진 개발 성공,

2014년부터 양산시작
•전량 바르질라 사에 납품

건히 하고 있다.

22

23

2014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LS엠트론의 성장과 발전

2014년 주요 성과

구분
본사

중국법인

(LSMQ)
트랙터

미국법인

(LSTA)
브라질법인

(LSMB)

본사

2015년 주요 계획

•친환경 엔진공장 준공
•우즈베키스탄 독점공급 및
CLAAS 공급계약 확대
•전주사업장 수출 2억불 달성

•디젤 및 전동식 지게차
OEM방식 사업 진입
•중고트랙터 초도 수출

•브랜드 네트워크 및 라인업 확대
•글로벌 거점 확보

•현지시장 최적형 / 친환경 제품 개발
•LS엔진 원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거점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사업 성장 가속화
•신성장 동력 확보

•유통망 정예화 및 관련사업 다각화로
국내시장 리더십 강화
•현지시장 제품라인업 확대

•V-모델(70, 75, 80마력) 트랙터 개발
•High Clearance(고지상형) 트랙터 개발
•브라질向 CABIN 개선

•여신관리시스템 구축
•LS 농장 운영(신민시,
학호수도전업합작사)

•H-모델(110~140마력) 신제품 개발

•C/S 대응 능력 강화
(3024활동: 30분내 회신, 24시간 이내 수리)

•신제품개발
(110~140마력 트랙터 라인업 확대)
•품질 경쟁력 확보

•S/A급 우수 대리상 확대를 통한 유통망 정예화

•U/P 모델 Face Lift
•유통망 확대 및 정예화

•4,500대 판매(전년 대비 38% 성장)
•북미지역 딜러 수 확대

•부품 24Hr 이내 대응체계로
고객만족 실현(월중 90% 이상)

•5,150대 판매 달성
•LS엔진 친환경 트랙터 성공적 출시

•동북부 및 서부 딜러 네트워크 확대
•브랜드 인지도 체계화

•Compact 제품 라인업 확대
•고객 중심 제품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Major Player 도약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딜러 네트워크 전문화 및 대형화

•Compact(G/R/U) 및
Plus Cabin 모델 Local 화 성공
•기존 남동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유통망 확대

•아프리카(모잠비크) 시장 진입
•스톡 파이낸싱 도입,
채권회수 조건 개선

•중남미 시장 진입 개시
•아프리카 시장 추가 진입

•Cabin 로컬화 확대(R/U),
전 모델 정부 파이낸싱 가능
•유통망 확대 (브라질 전 지역 50개 점포)

•H모델(100마력 이상) Launching,
시장 커버리지 확대
•로컬 작업기 업체 제휴 통한 시장 확대

•중남미 및 포어권 국가 시장 지속 확대
•공장 증축 통한 생산 능력 증대 대응

•초소형 전동식(18톤) 사출성형기 개발
(고속 정밀제어기술 재현성 향상)
•글로벌 거점 확보 (인도네시아, 미국 등)

•신모델 라인업 확대 및 런칭
- 유압식 중대형(WIZ 5기종)
- 초대형(WIZ-X 4기종)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착수
- Two-Platen 신형체
- 다색다종 초고속 전동사출기

•응용기술 개발
- 자동차 경량화 기술 개발
•개발역량 강화

•국내시장 리더십 강화
•국내와 중국의 생산제품 이원화
•글로벌 거점 운영체제 재정비

•영업역량 확보

- 전동식 중대형 650EIII
- 중대형 COMPACT형 사출장치

사출

중국법인

- SCREW 성능 DATA BASE 구축
- 전동식 사출기 기능S/W

•토글식 90톤/330톤 개발완료
•혁신팀 신설 및 전사혁신활동 전개

•신규 고객군 확대 및 고객군 다변화
•소형기 내수 판매 확대
•낭비 제거를 위한 혁신 활동 추진

•중/초대형 Upgrade 및 출하후 품질 관리 강화
•협력업체 품질개선 및 고객불만 모니터링

•중국 대리상 전국망 확대 및
대형 전문 대리상 육성
•미리미리 서비스, One-Stop서비스

•기존 모델 상품력 보강 및 신규 개발,
독자 개발 역량 강화
•안전한 공장, 깨끗한 공장, 낭비없는 공장 실현

•판매법인 설립
•법인 STOCK 판매로 단납기 대응 강화

•신규 고객 개발

•Semarang(세마랑) 서비스 지점 개설

•Surabaya(수라바야) 지역 Agent 개설

•에이전트 확보 및 직영 영업 확대

•고객 기술교육 강화로 충성 고객 확보

본사

•차기 주력 전차(K2) 궤도 본격 양산
•수출형 궤도 개발

•차기 KAAV(경량화 중심) 기술 확보

•터키 신형전차용 궤도 양산 계약

•국내 유일 궤도전문업체 위상 유지

•해외부문 성장을 위한 신규 고정고객 지속 확보

•미래시장 선도형 제품개발 및 기술역량 확보

본사

•m-USB 제안영업 확대
•글로벌 거점 확보 (베트남 등)

•협피치 B2B커넥터 Variation 확대

•제안영업 강화로 독자제품 적용 확대
•글로벌 생산운영 효율화

•현지 밀착대응으로 해외고객 성과 창출

•국내시장 점유율 극대화, 해외 대형고객 확대
•선도제품 개발, 혁신 공정기술 확보

•지속적 원가경쟁력 확보
•전방시장 탐색 및 아이템 발굴

•검사/포장 성인화
(m USB, FPD용 커넥터)

•Press원자재 현지화 확대
(H/D류→C/T류)

•Local 반제품 경쟁력 확보
•출하검사 성인화 확대

•독자 사업기반 구축
(개발역량 확보/영업기반 구축)

•지속적 생존원가 확보
•중국 대형고객 확대

•선도제품 개발, 혁신 공정기술 확보

•삼성 베트남 구매처 승인
•현지 밀착 대응으로 만족 극대화

•생산, 품질 안정화

•현지 영업 역량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수행

•반제품 현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인도네시아
법인(LSMI)

특수

중국법인

(LSEQ)
베트남법인

•생산법인 설립(하노이 인근 VSIP 공단)

(LSEV)
본사

•고강도 전지박 개발
•회로박 9㎛ 양산 판매

•고연신 전지박 개발

•고강도 및 고연신 전지박 양산화
•FPCB용 7㎛ 동박 개발

•전지용 4,5㎛ 동박 양산화

•신물성, 극박화로 2차 전지 선제 대응
•xEV 시장 선점

•PCB/FPCB 극박화 트렌드 선도

본사

•전년대비 매출 38% 증가
•일본 신규 고객사 확보

•생산성 40% 확대(50→80만m/월)
•세계일류상품 인증(산업통상부)

•대만향 신규 업체 확보
•Flexible향 신규라인 투자 검토

•생산성 20% 확대(100만/월)
•고부가 신제품 판매 확대(EMI용)

•Flexible, 고기능 소재 요구에 대응한
박막 소재 선행 개발

•혁신 공정기술 및 설비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원가경쟁력 확보

본사

•C타입 UC셀 판매물량 확대
•남미, 북미, 유럽, 인도 등
유망 신규고객 확보

•신규시장 발굴 통한 고객 다변화
•C타입 자동화 설비 확보 통한
•셀/모듈 관련 선행 핵심기술 확보 추진
생산능력 확장
•고전압셀(2.85V) 및 신기술 적용 모듈 출시

•모듈매출 확대

•주력시장 대형고객 확보통한
안정적 매출기반 확보
•혁신제품 개발 및 주요 핵심기술 확보

•지속적 원가경쟁력 확보

본사

•블로우몰딩 라인 설치 및 양산 준비
•레조네이터(소음기) 국산화

•브라질 생산거점 확보

•브라질공장 양산개시
•글로벌 대형수주 확보 및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신제품 강화(블로우몰딩, Air-con 호스)
•브레이크호스 친환경 저원가 호스 개발

•해외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확보(소재기술)

•글로벌 제품 경쟁력 확보(품질, 핵심기술)

•일기대중 수주 확보

•중국내 브레이크호스 시장 점유율 확대

•닛산 공급 자격 획득 (ASES평가)

•고객 다양화

•부가가치창출 활동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품질 혁신 및 자원운영 최적화

•글로벌 사업 본격화/해외법인 사업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BCS(Body Control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인재양성 / 통합시스템 구축)

•대형 선박엔진 모델추가
- G95ME 엔진블럭 개발
•LNG선 중속엔진 대체용
•저속 MEGI 엔진블럭 개발

•TC3 저속용 풍력부품 개발
•전동식 사출기 생산체제 구축
•GE 신규 가스터빈 모델(7HA) 개발

CF
FCCL

UC

자동차부품

- Total Solution 역량 확보
- 신성형공법 개발 지속

•신규 및 로컬 고객 비중 증가
•M모델 품질 및 성능 개선
•전동식 구조개선 및 원가 절감

(LSMW)

전자부품

중장기 성장 포인트

중국법인

•일기대중(Volkswagen) 공급자격 획득

(YTLS)
출자회사

대성전기공업
출자회사

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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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액 15,000억 달성
•매출 7,155억(전년비 +7.8%),
세전이익 191억(전년비 +52.7%) 달성

•전사 부가가치 105억 창출/
품질혁신활동 추진

•기술경기대회 주조부분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수상

•중속엔진(ADD 32 중속 엔진블럭)
신제품 개발

- 12V50DF Crank Case개발/양산

System), HMI(Human Machine Interface),
MC(Mechatronics Components)
•저속 대형 선박엔진 선도
•중속 대형 엔진블럭 제품군 확대
•대형 산업기계, 사출부품 전문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가
 스터빈, 풍력부품, Stave Cooler,
대형 산업기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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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FUTURE

TRUST

FOR
미래의 성장을 위한 가치창출 활동입니다.

FOR
신뢰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사무직 혁신을 위해 17개 부서의 133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업무 중 크고 작은 낭비요소를 발굴하였습니다.
•156명이 문제해결역량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중 27%가 새로운
혁신인재로 인증받았습니다.
•해외법인 품질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국법인 품질 교육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혁신

INTERNAL

ASPECT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입니다.

2014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기술개발

FOR

품질 및
고객만족

직원 가치증진

EXTERNAL

ASPECT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입니다.

녹색경영

윤리경영

•중국법인은 환경안전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R&D 인재육성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기술교육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원 EVP(Employee Value Proposition)
정립하여 GWP(Great Work Place)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30여 개 협력회사로부터 거래 투명성 및 윤리수준을 평가
받았습니다.

•기능직 기술전수공백 예방 및 기술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역량/기술별
육성방안을 수립하였고,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상세 구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더육성을 위하여 법인장, 부서장 등 개인별 역량확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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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투자

전년대비

13

%

•집단창의, 갈등극복 등 조직활성화 신규 프로그램에 총 121명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는 4.1점(5점 만점)을 획득 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과 품질향상 실현을 위해 기계사업군의
최종 고객을 약 800명을 직접 찾아가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협력회사 83개 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여 동반성장협약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협력회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39개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협력회사 100개를 대상으로 CSR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경영 전파 의지를 전달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역량을
높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감축전략 수립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중기 기술개발 / 제품개발 로드맵에 친환경 전략 및 목표를 함께
수립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시장에 친환경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경제, 사회, 환경, 윤리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지속가능경영의 특성상 전략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가치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불만손실률

•경영진과 사원 간의 소통 기회를 확보하고 고충 및 이슈 수렴을
위해 공식적으로 총 53번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펀드금액을 약 92% 소진하였고 협력회사
가 장기적인 사업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사업별 친환경 기술개발 지표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재무성과 창출

•환경안전의식 고취 차원에서 SOS캠페인 전개하고 전사 그린
패트롤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반성장

FOR

사회공헌

•특허 등급기준과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우수 특허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허 리스크의 사전 해소를 위해 특허상담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188억 원

5

억원

•전략적 기술파트너 32개를 확보하여 핵심 기반기술 경쟁력과
산학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LS엠트론 윤리수준 평가

에너지 원단위

2.74 TJ/천 원

0.11

TJ/천원

0.01

점

•LS농장 프로그램(중국지역 대표 사회공헌활동)을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농촌사랑봉사단(국내)은 활동을 확대하여
농촌지역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증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주국제
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를 후원
하였습니다.

R&D 투자액

봉사활동 참여시간

4.35점

•화학물질 인벤토리와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 관련 법규 및 리스크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823시간

569

시간

인당교육 시간

444억 원

28

억원

140시간

17

시간

* 본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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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과 LS엠트론의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LS엠트론은 회사 경영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 받은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고객, 협력회사, 직원, 환경 및 지역사회를 핵심 이해관계자로 정부, 주주를 일반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4

2014년 1월~12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습니다.

2

•협력사 정기 간담회
•사업설명회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윤리수준 설문조사
•CSR 자가진단
•사이버신문고

FOR

환경 및
지역사회

직원
•각종 노경 협의체
•고충처리 위원회
•임직원 소통 간담회
•조직역량 조사
•다슬터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NGO(환경, 사회공헌 파트너) 협약
•1사 1교, 1사 1촌 협약
•문화·예술·체육 후원 단체 후원
•정부·지방자치단체 설명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기술인 협의회
•녹색기업 정보공개
•늘푸른 안양21 실천 협의회

FOR

INTERNAL
ASPECT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입니다.

2014년 3분기

FUTURE

미래의 성장을 위한 가치창출 활동입니다.

비즈니스 영향도

•고객만족도 조사
•제품 설명회
•품질혁신 한마당
•대리점 비전 공유회
•콜센터
•사이버신문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협력회사

고객

2015년 1월

FOR

TRUST

신뢰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혁신 영역확대를 위한 사무직 즉실천 활동

•정기 내부감사 확대, 불시 소방훈련 강화

•활동수준 향상을 위한 혁신활동

•해외법인 환경안전 관리수준 향상

•품질인재 육성체계 운영 및 품질 Mind-up 과정

•환경안전 평가지표 개발 및 인력육성 NEW

•해외법인 품질시스템 진단

•환경/안전 그룹 스터디 활동 NEW

•IP 포트폴리오 활용 우수특허 발굴

•임직원 윤리인식 및 홍보활동 강화

•WLB(Work Life Balance) 연구소 기반 강화

•Change Agent 활동

•해외법인 핵심인재 육성로드맵 구축 NEW

•R&D 기술역량체계 구축

•직무교육 콘텐츠 확대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구축 NEW

•기능직 HR체계 구축 NEW

핵심 이해관계자별로 2015년 LS엠트론에게 바라는 활동을 물어보았습니다.

고객

협력회사

직원

환경 및 지역사회

트랙터

연간 구매 실적 상위

일반직 전체

봉사활동

640명
사출시스템 194개사
부품사업 17개사

500개 회사

917명

수혜마을 주민 인터뷰

5명

FOR

EXTERNAL
ASPECT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친환경제품 및 기술개발
•투명한 제품 정보·기술 홍보
•신속한 고객의견수렴 및 A/S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

3

•협력회사 자금안정성 강화 지원
•2차 협력회사 동반성장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납입 정보 실시간 공유
•품질·생산 기술지도
•Q-파트너 확대 및 지원 강화

•일과 삶의 조화, 가족친화경영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경력개발 및 교육 제공
•소통강화
•복리후생
•직장내 인권보호

•무상 농기계 점검 서비스
•물품 기증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연 및 식사 대접
•임직원 재능기부
•농협과의 연계 필요성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입니다.

•협력회사 교육체계 수립 및 운영 NEW

•협력회사 CSR 평가체계 요소 반영 NEW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고객접점 강화

•하도급 4대가이드 표준계약서 최신화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활동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및 화학물질 규제 대응

•기술교육 아카데미 협력회사 교육

•사내 협력업체 사고예방활동 지원

•현금성결제 100% 및 LS상생펀드 운용

•LSM 윤리 설문조사 지속 실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진행

•신규 봉사 프로그램 운영 NEW

•사업별 특성화 친환경 기술/제품개발

•농촌사랑 봉사 및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파트너 다변화

•Lab Tour를 통한 산학협력 인재 확보
•학위파견, T-MBA 프로그램 운영

* NEW: 신규과제

2014년 4분기

수렴 결과에 대한 비즈니스 영향도를 파악합니다.

30

내부적인 요인 LS엠트론 비전 및 중기전략, 경영회의 보고 및 지속

외부적인 요인

가능경영 협의체 의사결정 사항,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규정, 전년도

자문그룹 의견, 경쟁사 및 선진기업 동향, 고객사 CSR 체크리스트

GRI(G4), ISO 26000, UNGC 원칙, 지속가능경영

추진과제 목표달성 여부, 각 부서별 전략지표 등

Index 및 외부기관 질의사항, 당사 관련 미디어 노출 이슈 등

이해관계자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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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비전 2020

추진기구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협의체 운영, 이해관계자 Engagement,
지속가능경영 KPI 수립 및 평가, 교육 지원 등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담당임원: 전략기획부문장
* 전사 합의기구

지속가능경영 Goal

* 실무기구 * 지속가능경영 자문: KoreaCSR

이해관계자 신뢰강화를 통해 존경 받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3대 전략방향

CSR 글로벌

4대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가치창출

리스크 관리 및
명성제고

HR팀

경영기획팀
(통합관리)

경영진단팀
(윤리경영)

혁신추진팀
(혁신활동)

녹색경영팀
(ESH)

(인사/노무)

상생협력팀
(동반성장)

인재육성팀
(교육)

기술경영팀
(친환경제품)

업무지원팀
(사회공헌활동)

품질경영팀
(고객만족, 품질)

본사
협의체 개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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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4년 아젠다(건수)
추진영역
통합 관리
혁신

품질 및 고객만족

동반성장

녹색경영

사회공헌

기술개발

직원 가치증진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의

고객이 감동하는
품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와
협력사 경쟁력
확보

그린 비즈니스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안전한
사업장 구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글로벌 R&D
인재육성
및 Open

글로벌 HR Sys.과
역량을 확보하고
GWP 실현

Key Driver

윤리 사무국

녹색경영 소위원회

동반성장 소위원회

품질 및 고객만족 소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소위원회

친환경제품 소위원회

21

회

중국
중국지역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담당임원: 법인장

Innovation 심화

협의체 개최(누적)

9

* 중국지역 합의기구

회

2014년 아젠다(건수)

실천기조

윤리경영

e

st
Tru

ue
er Val Together
e at
!
r
G
erspect
P
l
a
ive
ob
전략수립과 성과평가 체계
Gl
Care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지표가 반영된 영역
LS엠트론은 2010년부터 전사 성과평가 체계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목표를
ct

LS농업장비(청도)

LS기계(무석)

LS전자과학기술(청도)

유한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

11

회

2014년 본사 및 중국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결과
2014년 본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총 6회(제26차~제31차) 열렸습니다. 1월에 열린 제26차에서는 각 부문별 2014년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보고하였고, 중국지역부문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개최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제27차에서는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보고내용을 CSO

수립 후, 경영기획팀과 최종합의를 거쳐 CEO에게 보고합니다. 수립된 Integrity
목표는 구성원의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서 및 개인

가 승인하였습니다. 5월에 열린 제28차 협의체에서는 하반기 지속가능경영 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계획을 합

별 계획으로 하부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연간 총 3회 실시하고 연말에 자체평가 후, 공식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실사를 거쳐 최종결과

의하였습니다. 제29차부터 제31차까지 3회 동안 각 부문별로 계획의 진척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주제는 중국법인 환경안전 점검

를 CEO가 승인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부문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 설문조사, 사회공헌 추진 결과,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중국법인 품질 기초과정, 혁신 지도위원 양성 결과,

R es p

은 부문장 및 대표이사 직할 부서장이며, 전체 지표의 10%를 차지합니다. 목표는 중대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부문 및 부서에서 자체적인 목표를

친환경제품 사내인증체계 구축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하부전개를 위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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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며 더불어 전사 기능부서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회사 전체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법인 지속가능경영는 2014년 총 6회(제3차~제8차) 개최 되었습니다. 모든 회의체에서 법인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실

LS엠트론은 다양한 제도와 회의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격월 단위로 운영하는 지속가능경영 협

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와 제8차 협의체에서는 전사원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제7차 협의체에서는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감대 및 실

의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수립된 목표에 대한 진척사항을 모니터링

행력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연중 주요 보고 및 공유 안건으로는 중국법인 중기로드맵, 법인별 환경/안전 맞춤형 과제 진척사항, 사회공헌활동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상정시킵니다.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전략기획부문장(CSO)이 주재하며 경영회의 주관부서

진척사항, 법규 연계 지속가능경영 지표 관리 진척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8차 협의체에서는 중국법인 지속가능경영 진단을 통해 2015년 업무계

인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은 경영기획팀 산하에 편제되어 협의체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입니다.

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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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중점 과제와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➊
➊

215

395

협의체 개최(건)
1

2013
2014

➌

6

중국지역 안전사고(건)
2013
2014

2. 추진체계
운영

법규 체크리스트 개발

글로벌
(중국) 확대

신노동 계약법 2014 완료
법규 체크리스트 개발
오염물 배출관리 신고법 2014 완료

➎

•중
 국은 LS엠트론의 ‘글로벌 성과창출’ 전략 지역
(출자법인 4개소)

협력회사
전파

•지
 속가능경영 협력회사 평가체계
개선 및 정착 완료

•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외자기업을 향한 자발적 CSR
기대감 확산, 관련 현지 법규 관리감독이 강화 추세

Level
54%

2014

2014

윤리분야 Level

환경분야 Level

24%

88%

2014

2014

협력회사
평가체계
개선

• 핵심 협력회사 환경-안전 리스크 Zero

안전보건 분야

65%
2. CSR
자가진단
실시

• 독자적 지속가능경영 체계 운영

4. 현지법규
Risk 대응
5. 중국 현지
이슈 대응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하도급 재해/사고에 대해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준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강화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

3. 법인별
맞춤과제

➍

• 그룹차원 상생협력 강화방침 수립 및 자체적인
공급망 경쟁력 강화 필요성 증가

background

20

4

•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 정부차원의 대기업
상생협력 실천 요구 확대

1. 공감대
확산

➋
노동분야 Level

1. Q-파트너
지원

background

➋

1,424
1,630

2013
2014

지속가능경영 교육 이수자(명)
2013
2014

현금결제액(억)

•지
 속가능경영 수준평가 LEVEL 4
등급 달성(사내기준)

2014 LS농장
전사 윤리경영 교육(횟수)
2013
2014

1

background

2

지속가능경영

2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2014
~
2017

•이해하기 쉽고 지속성 높은 교육, 정보 제공 요구

사내 공감대
확산

    • 주요 직무 지속가능경영 교육 개발 및 이수 완료
• 교육만족도 4.0 이상 획득

1. 공감대
확산
➊

background

준법경영

•기
 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적

2014 선포

•비
 윤리적 행동이나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관행에 대한 사전감지기능 강화 필요

➋
고객(명,개사)
2013 0
2014

851

지역사회
2013 0
2014

투명/정도
업무 문화 구축

•김
 영란법 등 최근 반부패, 반뇌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강화
•투
 명/정도 경영 문화 정착

5

•부
 서단위 윤리자율 실천 프로그램 정착

2. 참여 확대

➊

1. 친환경
기술개발지표

background

• 법규 준수 수준을 넘어서 친환경시장의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인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 노력 필요

• 사업단위 친환경 외부 인증 확보

2014 적용
➋

•Grade 0 규제만족
배기가스 저감기술 외 5개

• 2010년 개발한 친환경개발 프로세스의 체계
적용 강화 필요
• 일상 업무에서의 친환경 개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 필요

TRM/PRM

(Technical Road Map/Product Road Map)

친환경성
증대

2. ECO Grade
설정

•Grade 1 자체관리
진동/소음저감 기술 외 15개

•Grade 2 대외인증
UC
•지속가능형 제품
트랙터: 1건 / 사출: 1건

• 사내 Eco-mark 제도 정착
(Grade 1 100% 달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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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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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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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녹색경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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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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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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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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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품질 및 고객만족
LS엠트론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맞춤형 혁신활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혁신문화를 창조하여

선언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Key Driver가 되겠습니다.

대외 환경
▶ 글로벌

나아갈 방향

경기회복 지연

▶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필요

▶ 혁신활동을

위한 혁신활동
운영효율화 필요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얻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대외 환경

단기적 추진과제

▶ 고객의

장기적 추진과제

•고성과 지향을 위한 혁신운영체제의 변화

•사업성과 견인으로서의 혁신역할 강화

•낭비인식 강화와 전사적 혁신활동 참여

•일하는 방법으로서의 혁신 내재화

▶ 제품

나아갈 방향

의식 및 눈높이 향상

▶ 제품/서비스

•비전 2020 달성을 위한 혁신역량 집중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내
 실경영을

우리의 존재기반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언

요구사항 다변화

신뢰성 확보 노력 필요

장기적 추진과제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품질역량 강화 및 품질 인식 제고

•협력사 품질 지도/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고객접점 관리 강화
▶ 품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2015년 Plan

2015년 Plan

INTERNAL ASPECT

INTERNAL ASPECT

•전 조직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 체화

•자율형 참여 문화 구축

EXTERNAL ASPECT

•품질인재 육성체계 운영 및 인재 양성
•전사 품질 Mind-up 과정 운영
•해외법인 품질시스템 진단개선

•협력회사 품질개선 지원,
교육체계 수립 및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별 고객접점 관리 강화

Forthe
the Futher
For
Future

•고성과 과제 역량 집중

•혁신 영역확대를 위한 사무직
즉실천 활동 확대

Forthe
the Futher
For
Future

•활동수준 Level Up을 위한 혁신활동 내실화

18톤급 사출성형기 개발

전 영역에 걸친 혁신활동 전개

face-to-face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품질인재 육성

사출시스템사업부는 국내 최초로 전동식 사출성형기 30톤~300톤 8개

LS엠트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성과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

트랙터, 사출시스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품질이 높아야 제품의 품질수준이 높아진다는

모델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하여 일본이 독

는 혁신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조사 신뢰성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LS엠트론은 품질역량을 체계적으로 함

점하던 국내 전동식 사출기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선두권을 유지

▶

2008년 출범과 동시에 혁신활동 도입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양하도록 품질인재 육성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부진한 30톤급 이하에서의 시장점유율 향

▶

2009년 생산현장 중심의 활동 전개

고객의견을 세분화하기 위해 최적의 설문지를 개발하고 모델군별, 지

상을 위해 18톤 사출성형기 개발을 사업부의 ‘한계돌파과제’로 선정하

▶

2010~11년 영업, 마케팅 영역으로 확대

역별로 구분하고 트랙터 사용자 640명, 사출성형기 사용 고객 194개를

국내 품질경영 프로세스별로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

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밀도와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제

▶

2012년 Staff부문 전원 혁신활동 참여

대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

등의 필수 과정과 ISO/TS16949 Core Tool, 신뢰성, 협력회사 품질관

어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개발된 기술을 전 모델에 적용함으로

▶

2013년 해외법인으로 전파

해 정량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세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리 및 개선 지도로 구성된 전문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써 사출성형기의 성능을 선진사 대비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확보하였

▶

자사와 경쟁사간 경쟁구도 및 성공 요건 파악

▶

품질 필수/전문 과정(총 14과정)

▶

자격취득 지원(품질경영기사/ISO심사원)

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제품으

Staff부문 2014년에는 ‘Staff부문 즉실천 워크숍’을 통해 혁신활동의

▶

자사 및 경쟁사 제품/서비스 만족도 파악

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영역을 확대시켰습니다. 17개 팀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즉실천 워

▶

자사 강점 및 경쟁사 대비 부족한 부분 파악

크숍은 업무 중 낭비요소인 재작업, 업무역할 편중, 단순반복 업무 등

▶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방향 제시

해외법인 해외법인의 사업비중이 확대 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해

트랙터 2억 달러 수출 달성

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LS엠

2011년 트랙터 수출 1억 달러를 이룩한 트랙터사업부는 중남미, 중동,

트론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낭비를 최소화하여 업무가

추가적으로 트랙터의 경우 영업소장, 대리점 사장, 농협센터장 등의

구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법인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수립/운영 중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3년 만에 2억 달러 수출을

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사출시스템의 경우 구매관련 담당자 의견을 청

에 있습니다.

취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 시행을 하고 있

▶

품질 필수 과정(Mind / Level 1,2,3 과정)

▶

전문과정(ISO/TS16949 Core Tool 등)

달성하였습니다. 2009년 6,000대를 생산하였던 역량을 도킹라인 물류

외법인의 품질혁신 체계 및 품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법인별 요

개선, 엔진라인 밸런스 개선 등의 LPS* 혁신과제와 생산/품질/영업/

해외법인 혁신활동을 해외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법인의 분

습니다.

고객만족 등 전 분야의 통합적 글로벌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14년

임조 지도위원 양성, 제안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

1만 6,000대로 생산역량이 167% 향상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실시된 분임조 지도위원 양성과정은 2014년 9월 과제평가를

- 사전점검 서비스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

협력회사 2015년에는 협력회사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회사

전 부문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2016년 트

끝으로 3개 법인에서 7명의 분임조 지도위원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 고객 사용조건 (다양한 경작환경)을 고려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품질 교육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체계 진단 및

랙터 매출 1조 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국법인

 PS(Lsmtron Product System) TPS기법과 개선방법론을 Mtron화하여
*L
진행하는 혁신활동

의 끊임없는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분임조 지도위원 역량 강화, 워크

-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구현

▶

품질 인식 제고 및 품질 기본 과정

숍 실시, 제안활동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객의 불편함을 공감하는 감성적인 접근 및 서비스 인식 제고

▶

품질 전문기술 과정

숫자로 보는 활동
지표
재무가치 창출
혁신과제(6시그마, LPS, VE, T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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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추진과제

•품질 개선을 통한 시장품질 확보

▶

트랙터 개선사항

사출시스템 개선사항

개선지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숫자로 보는 활동

2012

2013

2014

지표

190 억 원

242 억 원

2012

2013

2014

270 억 원

고객불만손실 (전년대비 개선율)

-48 %

8%

13 %

128 건

119 건

140 건

내부실패비용 (전년대비 개선율)

-15 %

3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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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LS엠트론은 공정한 거래문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상생협력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선언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경쟁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외 환경
▶ 글로벌

나아갈 방향

경기회복 지연

▶ 공정거래

등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협력회사와

CSR 공급망 구축 노력 강화

▶ 글로벌

경제 침체와 환율 및 원자재 변동
리스크 증대

▶ FTA

확산(중국 등)에 따른 무역기회 확대

단기적 추진과제

장기적 추진과제

•환율 및 원자재 FTA 대응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 실현

•하도급, 공정거래법 준수
•협력회사 평가 및 육성 체계 마련

2015년 Plan
EXTERNAL ASPECT

•현금성결제 100% 및 LS상생펀드 운용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진행

•협력회사 CSR 자가진단 실시
•협력회사 평가체계 CSR 요소 반영
•하도급 4대가이드 표준계약서 최신화
•사업설명회 및 성과공유회 실시

For the
the Futher
For
trust

•기술교육 아카데미 협력회사 교육

Forthe
the Futher
For
Future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활동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전파

역량강화 지원 2014년 LS엠트론 컨소시엄 기술교육 아카데미를 개원

LS엠트론 기술교육아카데미 개원

LS엠트론은 2013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하여, 협력회사 임직원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4개 사를

LS엠트론은 기술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성장에 대비

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들어 EICC(전자산업시민연대, Electronic

대상으로 품질컨설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품질명장을 직접 파견하

하여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교육아카데미를 개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등 고객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 관련

여, 현장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Green Part-

원하였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 속에서 협력회사

nership을 통해 협력회사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화학물질 관리

기술교육아카데미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절전형 Eco-Heater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가소화장치 토탈

지속가능경영 전파를 2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

를 지원하여, 2014년에는 61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었습니다.

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기업입니다. Barrel의 세계적 선두 기업인 미국 X-aloy

다. 2014년은 첫 단계로 핵심 협력회사군(100개 사)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경영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R&D 경쟁력 강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6개 협력회

이해관계자 인터뷰

향상교육

바스코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LS엠트론
사출성형기의 핵심부품인 Barrel, Screw, Shut-off aNozzle 및

사의 바이메탈 Barrel을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 농업기계: 고장진단 및 정비기술 / 농업기계 구조분석 /

(주)LS엠트론의 표준사양으로 채택되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스코

▶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 개선

사에 총 188억 원을 R&D 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임

농업기계 시스템 진단

는 LS엠트론에 고품질의 가소화장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인정받

▶

법규 리스크 항목에 대한 실태 점검

치제도와 기술보호 특별약관으로 협력회사의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고

- 사출성형: 실무입문 / 전문 / 사출기계 마스터

아 Q-Partner 4회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2012년에는 LS엠트

▶

핵심 협력회사로서 기대되는 체계 및 역량 점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으로부

- 공통역량: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 현장개선 / 품질관리

터 3년 연속 과제발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론 사출사업부 최우수 협력 Platinum-Partner선정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LS엠트론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양성교육

인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용접 코팅부가 형성된 스크

- 사출성형 기술인력 양성과정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 결과는 2014년 12월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시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도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가

협력회사 자금 안정성 확보 2014년 한 해 동안 LS상생펀드는 18개

진단 항목을 협력회사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협력회사가 자발적으로 지

협력회사에 40억 원의 경영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LS엠트론의 신용도

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로 협력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P-CBO를 통해 56억 원을 지원

▶

근로조건: 근로 현황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

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에는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마감 후 10일

▶

안전보건: 안전규정 확립과 대응매뉴얼 및 실행력

이내 대금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 현황

▶

윤리경영: 윤리경영의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

▶

류 및 이의 제작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절삭, 컷팅장치 및 자동용접

맞춤형 교육

장치를 개발하여 스크류의 성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기술

- 농업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기술 도전, 가격 경쟁력 강화, 철저한 서비스로 고객만

LS엠트론은 농업기계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 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족 극대화” 라는 바스코의 경영방침 아래 바스코 전 임직원은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 육성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개발과 최고의 품질을 확보함은 물론 적극적인 협력으로

LS엠트론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급망 투명성 강화 및 참여확대 매년 협력회사로부터 윤리경영 만

- LS엠트론 협력회사 바스코 (4년 연속 Q-파트너 수상) -

족도, 직원 태도, 공정거래 및 경쟁 등을 평가 받아 업무에 반영하고 있

동반성장 5대 영역에 대한 성과

습니다. 2014년에는 납입지시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E-procurement

Q파트너 제도 Q파트너는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의 서버를 보강하여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가격 합의 및 발

협력회사 인증제도입니다. Q파트너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주 변경은 전자문서를 통해 진행하도록 공정거래 프로세스를 마련하였

100% 현금 대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협력

습니다.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연말 성과공유회와 사업부별로

회사를 통해 2차, 3차 협력회사에도 동반성장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

협력회사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숫자로 보는 활동
지표

Q파트너
민관공통투자개발기술사업 펀드(누적)

40

2012

2013

2014

33 개수

35 개수

40 개수

134 억 원

183 억 원

188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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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선언

윤리경영

LS엠트론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그린 비즈니스 영역 확대 지원을 통해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분야의 Global Leading 녹색기업이 되겠습니다.

대외 환경
▶

나아갈 방향

 형사고 증가에 따른 법/규제 및
대
지도단속 강화

▶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거래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요구

▶ 도급

단기적 추진과제

장기적 추진과제

•환경안전 관련 법규/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사업 리스크 감소

•국내외 사업장 환경안전 자율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무재해·무사고 실현

▶

국제적 반부패 협력 강화

▶

 법모델이 수렴된 ISO19600과
준
같은 새로운 국제표준 등장

▶

 정위 등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공
정부 차원 처벌 강화

▶

 부신고제도 및 내부신고자
내
보호제도 강화

2015년 Plan
INTERNAL ASPECT

EXTERNAL ASPECT

•해외법인 관리수준 Level up

•온
 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및
화학물질 규제 대응

•환경안전 LEVEL 지표 개발 및 내부 통합 전문인력 육성

•사내 협력업체 사고예방활동 지원

•전 사업장 환경/안전 그룹 스터디 활동 실시

단기적 추진과제

장기적 추진과제

•윤리 실천 프로그램 실행력 제고

•윤리 제도를 넘어 윤리 문화로 정착

•사내외 이해관계자와 윤리 소통 강화

•반부패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 도달
•협력회사와 윤리적 공급망 구축

2015년 Plan
INTERNAL ASPECT

EXTERNAL ASPECT

•임직원 윤리인식 및 홍보활동 강화

•LS엠트론 윤리 설문조사 지속 실시

For the
the Futher
For
trust

•정기 내부감사 확대, 불시 소방훈련 강화

나아갈 방향

For the
the Futher
For
trust

및 협력 업체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모든 일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규제 강화
▶ 온실가스배출권

LS엠트론은 그룹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의 근간인 윤리성(Integrity)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선언

Value-chain 전반에 걸친 환경안전 강화

화학물질 인벤토리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제 도입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활동

국내 환경안전의 실행력 확보와 책임 강화를 위해 녹색경영팀을 대표

화평법 및 화관법 등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

임직원 모두가 직무윤리와 기업윤리의 실천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임직원 윤리규범 교육 실시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입사

이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사업장 녹색경영팀을 사업장 최고책임자 산

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2014년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목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입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

하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국내 법인 및 영업소를 대상으

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하였

▶

추진조직: CEO 직할 경영진단팀 내 윤리사무국 운영

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주재원의 경우 파견 전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로 환경·안전·보건·소방 관련 법적사항 및 관리수준, 비상사태 대

습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를 도입하여 최초 사용하는 화학물

▶

주요활동: 윤리경영 전략 수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2014년에는 수시교육 5회와 함께 전 사원 대상 윤리교육, 온

응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행실태 진단 결

질은 반드시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사용량에 대한 유해성 및 관련법

과 전사 총 455건의 환경안전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시설

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인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윤리문화 홍보 및 교육 수행
▶

윤리규범: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98%(412건/421건), 관리시스템 97%(43건/44건)를 개선하였습니다.

윤리수준 설문조사 매년 협력회사를 통한 윤리수준 평가 설문조사를

판단의 기준 제시

또한 2015년에는 전사 환경안전분야에 11.4억 원을 투자하는 개선 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환경안전보건활동 전개

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성소다 약품 투입라인 자동화(정읍사업장) 자동 약품투입 제어판

 리규범 전문: http://ethics.lsmtron.co.kr/rule/law.asp
*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윤리수준 평가와
연계하여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및 동반성장 활동 항목 평가를

넬을 통한 약품 자동 주입을 통하여 기존 수동 주입 시 생길 수 있는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해외법인 생명 존중과 자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안전 관리범위를

주입 손실을 방지하고, 수동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신문고/윤리상담실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신문고와 윤리

해외법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중국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수준의 관리

하였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지역사회 등 이

꾸준한 홍보 활동 전개 윤리경영 관련 사례와 메시지를 사내외 게시

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제안, 상담할 수 있도록 1)비밀보장 2)

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 및

신분보장 3)제보자 책임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법을 전파하여 자율관리체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여 사업장 내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불시소방훈련을 평가하여 기준미

LSEQ: 환경안전 관리/보고 체계 정착

▶

LSMW: 안전위원회 개최 및 구역별 책임제 운영

▶

LSMQ: 환경안전시설 개선 투자 진행

불시소방훈련 실시(전주사업장)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하
달 시 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위반 및 비윤리적 사

윤리규범 실천 서약 제도 LS엠트론 모든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윤리규

안을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범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

금연프로그램 확대(구미사업장)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회사 2014년은 ‘대중소 그린탄소 파트너십 국책과제’ 2차년으로

연계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클린 컴퍼니 LS엠트론은 어떠한 형태의 향응/접대 및 금품 수수를 엄

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는 윤리실

쾌적한 작업환경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된 모든 수수 행위에 대해서

천 특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 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는 자진 신고 및 반송할 수 있도록 클린 컴퍼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서 10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탄소경영체제 구축 및 집체 교육 등을 실
시,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10개 협력회

환경안전 S.O.S캠페인 활동(안양사업장) ‘내 기계 위험요인 알기’,

니다. 또한, 반송이 불가능한 수수물품의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환경 유해물질 관리체

‘불안전한 행동 멈추기’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

기증하고 있습니다.

계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편, 관리감독자 및 노동조합이 함께하여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
굴·개선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활동

숫자로 보는 활동
지표

42

2012

2013

2014

에너지 원단위

2.98 TJ/천 원

2.85 TJ/천 원

2.74 TJ/천 원

온실가스 배출량

101,915 tCO2

112,931 tCO2

108,856 tCO2

지표
윤리수준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신문고 접수/처리 현황

2012

2013

2014

4.56 점

4.34 점

4.35 점

5건

9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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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LS엠트론은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선언

나아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외 환경
▶ 기업의

나아갈 방향

사회적 책임 인식 확대

▶ 단순기부에서

재능기부 등
임직원 참여형 봉사문화 형성

▶ 사업과

연계된 전략적 사회공헌 확대

▶ 지역사회의
▶ 현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증대

단기적 추진과제

장기적 추진과제

•실행 중심의 봉사활동 실시

•임직원 모두가 봉사하는 문화 형성

•1인 1일 봉사 실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운영

2015년 Plan

외자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요구 확대
•봉사활동 활성화

•농촌사랑 봉사 프로그램 지속 운영

•지역사회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농촌사랑 봉사단

For the
the Futher
For
trust

EXTERNAL ASPECT

•신규 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해관계자 인터뷰

농촌사랑 봉사단은 농촌의 고령화, 빈곤층 증대, 독거노인화 등 사회

인포멀 봉사단

LS농장(중국) 설립

LS엠트론은 사업장이 위치한 전 지역에 봉사 동아리를 조성해 정기적

중국은 글로벌 성과창출의 전략지역으로서 트랙터, 사출, 전자부품,

적 이슈로 떠오르는 지역사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

먼저 마을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의 사랑나눔회는 다애공동

자동차부품 법인이 진출해 있습니다. LS엠트론은 2014년부터 지속가

께 펼쳐 나가는 LS엠트론 대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주거환

저희 마을은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본격적인 수확

체, 은혜의 동산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건축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

능경영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범위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는 작

경 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식사 대접 등 다양한

시기를 앞두고 농기계 무료 점검을 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원, 후원금 전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의 사랑

업을 시작하였습니다. LS농장은 지속가능경영 체계가 도입 된 후 처음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

오셨습니다. 나중엔 부품이 부족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천회는 양지의 집, 어린이재단 경기지부 등과 연계해 목욕봉사, 청

으로 시작된 중국지역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LS엠트론 임직원뿐 아니라 재능기부를 펼칠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자, 임직원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전이라서 어르신들에게 미용이 딱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마을 주민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 기대효과

모두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입니다. 추석 2주 전이어서 일손이 바쁘지

- 농촌 주민만족도 증대

않았던 시기라 주민들이 참석하기에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 농기계 무상점검을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주민들이 무척 만족해 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이·미용 서비스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명절

어우러져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엠트론에서 부품을 추가로 구해 모든 농기계 점검을 끝마쳐 주셔서

중국청도에 위치한 트랙터 생산법인(LSMQ)은 동북지역 민영농장 한

독거노인 및 결손 가정의 집수리 봉사, 요양환자 간병 등의 활동을 펼

곳과 제휴하여 LS농장으로 선정하고, 트랙터를 무상 지원하여 생산된

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의 희망 ♡ 나누미는 도계 사랑의 쉼터에서 봉

수확물을 도움이 필요한 농촌의 불우이웃에 기증하였습니다.

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미초등학교와 연계해 결손가정 아동들을 후

▶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 기대효과

-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 농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전북 익산군 신복리 이장 -

-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자긍심 고취

읍지역의 사랑실천회는 애육원, 정읍 장애인 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역

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기업 가치 창출 측면 기대효과

소, 식사지도, 지역소재 청소년 후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

LS 대학생봉사단

- 기업 및 트랙터 브랜드 인지도 향상

▶

기업 가치 창출 측면 기대효과

LS엠트론은 LS그룹과 함께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

- 브랜드 인지도 제고(쌀포대에 LS 로고 부착)

지역사회 참여

라는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

- 잠재 고객(농장)과의 신뢰 관계 형성

2014년에는 경기도 화성, 전라북도 익산과 정읍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

LS엠트론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

국에 대학생봉사단을 선발,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2회 베트남

- 외자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 실천

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임직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그 규모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대표

하노이와 호치민 인근에 파견된 대학생봉사단은 열흘간 노후 학교시설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적인 문화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는 LS엠트론이

보수를 돕고 아동들의 과학실습과 위생교육, 문화교류활동 등을 펼쳤

8월에 농장에서 트랙터 기증식을 가졌고, 12월에는 쌀 400포대를 신민

사랑 봉사단 활동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베트남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시 양로원 등에 기증하였습니다. LSMQ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유

지역사회와 봉사 참여 임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

행사에는 임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

위해 LS드림스쿨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대관계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촌사랑 봉사단은 봉사활동 후

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교 결연을 맺은 봉동초등학교 학생들

푸토성에 LS드림스쿨 1, 2호를, 8월에는 빙롱성과 하이즈엉성에 3, 4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에 마을을 재방문하여 마을대표에게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건물을 완공하여 'LSpartnershipⓇ'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항을 다음 봉사단 방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우수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활동
지표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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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39 시간

2,254 시간

2,823 시간

3.5 억 원

1.8 억 원

6.7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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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선언

LS엠트론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소재 분야의 우수한 R&D인재를 확보·육성하고 Open Innovation 활동과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하여 고객에게 Leading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외 환경

나아갈 방향

▶ 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사업 기회와
경쟁 심화의 양립

▶ 지적재산권의

범위 확대 및 상품화 심화

단기적 추진과제

장기적 추진과제

•사업별 환경을 고려한 시장 차별화/선도형 제품 개발

IMG

•기술개발을 통한 신사업/신시장
성장동력 발굴

•IP(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기반기술 육성을 통한 기술 우위 확보

2015년 Plan
INTERNAL ASPECT

EXTERNAL ASPECT

•Change Agent 활동을 통한 연구환경 개선

•IP 포트폴리오 활용 우수특허 발굴

•R&D 기술역량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WLB(Work Life Balance) 연구소 기반 강화

•Lab Tour를 통한 산학협력 인재 확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파트너 다변화

•학위파견, T-MBA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R&D 인력 육성

For the
trust

•사업별 특성화 친환경 기술/제품개발

For the
Future

•성과 지향 R&D 강화

고객 중심의 전자부품 혁신 개발 성과

통해 IP의 중요성 전파는 물론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임직원들의 궁

중장기 친환경 기술개발 전략 강화

동 제어가 가능한 복합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부착형 작업기 전동화

LS엠트론은 고객 중심의 영업,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 개

금증을 해소하고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가 및 고객의 환경 규제사항을 재점검하고 친환경 트렌드를 분석하

개발을 통하여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연료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제

여 사업별 환경 기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로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영업'을 화두로 하여 지난 수년간 R&D 투
자 확대, 공격적인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성장해왔습니다. 2014년에

특허등급 기준 및 등급별 보상체계 개선 기존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

환경 규제 리스크 선제적 대응

는 업계 최초로 커넥터 절연물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는 강화 Type

특허의 가치를 평가 S,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보상금

▶

친환경 기술개발 능력 향상

트랙터 탑재용 친환경 Tier 4 디젤엔진 개발

의 기판 대 기판 연결용 커넥터를 개발하여 삼성 등 주요 고객들의 호

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활성화와 질적으로

▶

이해관계자의 친환경 인식 제고

LS엠트론은 2011년 7월부터 Non-Road 디젤엔진의 Tier 4 배기규제

평 속에 양산, 매출 및 영업이익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

우수한 특허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EU)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트랙터 탑재용 친환경 Tier

객의 고질적인 불량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

사업단위별 중장기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로드맵과 연계하여 친환경

4 디젤엔진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최신 기

와 같은 해외 글로벌 업체의 표준 선정 Test에서 감성평가 1위를 달성

IP 확보 및 경쟁력 강화 IP 확보 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기술개발 인자를 합의하고 2017년까지의 개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

술인 3세대 커먼레일(1800bar) 시스템 및 후처리(DOC+DPF) 장치와

하는 등 LS엠트론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기술력 제고 효과도 올렸습

에는 300건 이상의 IP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약 27% 증가 하였습니다.

다. 향후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단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전략을

Cooled EGR 시스템을 적용하여, 4년간 400억 원을 투자해 개발 완료

니다. 이외에도 FPD용 광전 커넥터, 방수 커넥터, 고객 품질검사용 공

기술별 특허분류 및 각 분류별 우수 특허 및 실시특허를 선별/관리함

업데이트하고 상세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

하였습니다. 미국 EPA/CARB 및 국내 Tier 4 배기규제 인증을 2014년

정 커넥터 등 고객에 품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

으로써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회사의 IP경쟁력을 지속적

환경제품 Eco-Grade를 설정하여 친환경 제품의 전략적 확대 및 운영

8월 및 2015년 2월에 각각 통과하였으며, EC Stage ⅢB 인증도 2015년

인 제품들을 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품들을 예측/평가할 수 있는 해

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에 획득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에는 개발 엔진을 탑재한 XU

석 및 평가 기술도 확보하였습니다.

Series(58~68마력), XR Series(35~55마력) 트랙터를 미국에 출시하

LS엠트론은 향후 출원/등록 중인 지적재산권과 축적된 기술력, 고객

FMEA기법으로 고객 품질 신뢰도 제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트랙터 개발

였으며, 국내에는 2015년 6월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 및 제품 라인업을 확보

장중순 교수 연구팀(아주대학교)과 공동으로 ‘사출성형기 설계 FMEA

LS엠트론은 친환경제품 연구개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이번에 개발한 Tier 4 엔진은 지난 38년간 트랙터 사업을 통해 축적한

하여 이윤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2월 사

하이브리드 트랙터 개발에 착수하여, 자사의 주력 모델인 U 모델과

LS엠트론의 노하우가 집약된 산물로서, 전자제어장치(ECU)가 적용되

출성형기 품질 신뢰성 개선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FMEA

PLUS 모델의 하이브리드 트랙터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U 모델 하

어 고출력, 고연비,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으며, 또한 전자식 가버

특허관리 고도화

를 통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부품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

이브리드 트랙터는 2014년 시제품 제작 후 정부기관(실용화 재단)의

너를 적용하여 빠른 작업 응답성과 부하 환경에 적합한 운전 조건을 구

전사 IP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임직원을

고 문제 해결 및 예방 규격 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개선과 예방

성능 인증시험을 완료하였으며, PLUS 모델 트랙터는 상용화를 목적

현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엔진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건강하고 깨

대상으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

규격 제정은 LS엠트론 사출성형기의 개발 적용기간 단축 및 비용 절

으로 제품 실사용 조건에서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

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친환경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류와

니다. 직무발명 보상/포상제도 및 발명의 평가기준, 지재권 등록요건

감,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니다. 향후 자사 보유 기술인 Tier 4 친환경 전자식 제어 엔진과의 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친환경, 고
성능 디젤엔진 및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및 사례, 해외출원 및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숫자로 보는 활동
지표

R&D 투자
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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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328 억 원

416 억 원

444 억 원

26 건

37 건

32 건

지표
친환경제품 R&D 투자비율
지적재산권 출원

2012

2013

2014

51 %

42 %

47 %

191 건

238 건

3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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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치증진 (HR)
선언

직원 가치증진 (인재육성)

LS엠트론은 임직원을 이해관계자이자 기업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인권 및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외 환경

나아갈 방향

대외 환경

▶ 노동관련

•노동 관련 글로벌스탠더드 준수를 통한 임직원 인권 신장 도모

▶ 기능직

법규 준수 통한 윤리경영 실천
요구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의 경력유지
환경 조성 요구 확대

▶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일과 삶의 균형 통한 임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제고

▶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경영 전략 필요

전략 수행 지원을 위한
교육 확대 필요

2015년 Plan

단기적 추진과제

장기적 추진과제

•직무교육 콘텐츠의 확대 및 이수관리 강화
•기능직 기술전수체계 정비

•학습문화 구축 및 전문역량 제고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경쟁력 확보

•임금체계 선진화를 통한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구축

INTERNAL ASPECT

•직무교육(영업/생산/자발적 학습) 콘텐츠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능직 HR체계 구축(S-OJT, 기술육성/인증체계)

Forthe
the Futher
For
Future

•해외법인 핵심인재 육성을 통한
현지화 로드맵 구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성
확보 채널 제공 필요

2015년 Plan

▶ 직무역량
INTERNAL ASPECT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력

하고 있는 제도들의 확대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기능직 기술전수 확대 기능직 구성원의 정년퇴직 증가로 인한 기술전

임직원 인권보장 LS엠트론은 국제노동규범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직 직무교육 확대 LS엠트론은 일반직 대상 직무교육 체계를 구

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직 기술전수체계 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

축하여, 구성원들에게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니다. 효율적인 기술전수를 위해 S-OJT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
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고충처리실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보장

글로벌 HR 체계구축

있습니다. 4개 직군별 (R&D, 생산, 영업, 지원) 로 구성되어 있는 LS

일환으로 사업부별 공정 분석을 통해 작업 매뉴얼을 도출하여 신규 입

및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LSEV HR체계 구축 2014년 10월 베트남 전자부품공장의 완공에 앞

엠트론 직무교육 체계는, 수요기반으로 정리된 사업부별/직군별 필요

사자가 공정 내용, 기본 원리, 상황 대처 노하우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

서 경영철학, 인사제도의 빠른 현지화 작업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 각 직군

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에 대한 기술 전수가 효율적

모성보호 프로그램 운영 LS엠트론은 여성 종업원의 건강한 출산과

5월부터 전반적인 HR 체계 구축을 선제 지원하였습니다. HR 운영 전

별 체계적 직무교육이 진행되어, 임직원 전문성 확보 채널로써의 역할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OJT 사내 트레이너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

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해 여성

반에 대한 현상의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시급도와 중요도를 고려하는 한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니다. 이러한 전수체계의 구축은 LS엠트론 고유 기술 및 지적 자산의

종업원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자 모성

편 채용, 평가, 진급, 보상, 복리후생, 시스템 등에 있어서 베트남의 특

▶

영업직군: 12개 과정, 이수인원 149명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을 반영한 HR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

R&D직군: 9개 과정, 이수인원 138명

과 지원을 통해 이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생산직군: 7개 과정, 이수인원 108명

기술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2014년에는 기능직 대상 교육체계 방향성

▶

지원직군: 10개 과정, 이수인원 34명

을 수립하였고, 기술전문가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

▶

임신기: 임신 축하선물 지급,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

출산기: 출산 축하선물 지급, 출산전후 휴가 90일

▶

양육기: 어린이집 운영(안양, 전주)

지속적인 유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외법인 핵심인재 육성체계 구축 2015년에는 중국법인 현지사원 핵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각 사업부의 생산공정을 분석하

심인재에 대한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법인은 전반

초기에 구축한 교육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규 직무과정

여 수준별/공정별 필요 역량을 정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

일하기 좋은 일터(GWP) 조성 LS엠트론은 임직원들의 신바람 나는

적인 HR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현지사원 육성의 기대가 증가됨

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영업직군 글로벌 역량 향상 과정 (무

계별 수준을 설정하고 인증 방법 및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기능직 구성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연 2회 리

에 따라 장기적인 차원으로 핵심인재 현지화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합

역/채권) 과 생산직군 원가절감 추진 과정을 신규 개설, 운영할 예정

원의 기술역량 증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프레시 휴가 제도 운영,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 운영, MBA/박사학위

니다. 현재의 법인별 조직구조, 조직별 R&R, 조직별 권한과 책임 등을

입니다.

은 기능직 구성원들의 성장 비전(Career Goal)을 제시하고 기술명장

취득 지원, 1:1 멘토링 제도 등 최적화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

감안하여 현지화 우선 포지션을 정의하고, 우선 순위부터 단계적으로

고 있습니다. 이런 LS엠트론의 노력은 대내외에서 인정받아 2014년도

육성 계획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개인 성장과 기업 성과 간의 시너

직무학점 취득의 진급 연계 LS엠트론은 2014년 ‘교육이수학점제’를

에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직무학점 취득을 진급에 연계하여 구성원들의 직무교육 참석을

주재원 후보군 육성체계 실행 해외주재원의 조기 육성을 위해 해외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LS엠트론 직원들은 연간 일정수준 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LS엠트론은 가족초청행사, 가족캠프, 가족휴양시

재원 적정 POOL을 사전에 구축하였습니다. 경영관리 전반, 현지시장

상의 직무학점을 취득하여야 진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설 제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모성보호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들

파악, 현지문화의 이해 및 언어습득 등 현지 OJT 및 교육을 사전에 실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임직원들이 본인의 직무학점 진척도를 상시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시하여 법인부임 후 조기 정착 및 적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해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

외사업 확장에 따라 더 많은 법인의 설립이 예상되므로, 해외주재원 후

으로 기대됩니다.

로도 임직원의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

보군 POOl을 더욱 확대하고, 육성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숫자로 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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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방향

▶ 직군(기능)별

For the
the Futher
For
trust

청년위원회의 신입사원
스펙초월 채용 제안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조직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퇴 증가에 따른
기술전수 공백 예방 필요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성과주의 정착

Forthe
the Futher
For
FutURE

▶ 대통령직속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회사와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선언

숫자로 보는 활동

지표

2012

2013

2014

지표

신규 입사자 여성비율

19 %

22 %

25 %

인당교육 시간

2012

2013

2014

109 시간

123 시간

14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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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 Figures
LS엠트론 및 종속회사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단위

제7기(2014.12.31 기준)

제6기(2013.12.31 기준)

제5기(2012.12.31 기준)

자산총계

1,787,647

1,684,469

1,672,867

유동자산

870,169

802,545

838,046

비유동자산

896,835

881,924

834,821

1,234,247

1,119,070

1,117,573

838,174

889,183

786,539

394,883

229,887

331,034

20,643

매각예정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백만원

비유동부채

1,190

매각예정부채
자본총계

553,400

565,399

555,294

지배주주지분

554,325

565,508

554,694

(925)

(109)

600

제7기(2014.01.01~2014.12.31)

제6기(2013.01.01~2013.12.31)

제5기(2012.01.01~2012.12.31)

1,878,099

1,794,633

1,632,170

비지배주주지분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단위

매출액

56,819

68,437

46,819

6,261

34,380

19,189

중단영업이익

(8,155)

(4,754)

3,845

당기순이익

(1,893)

29,627

23,034

제7기(2014.12.31 기준)

제6기(2013.12.31 기준)

제5기(2012.12.31 기준)

영업이익
계속영업당기순이익

백만원

LS엠트론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APPENDIX

단위

자산총계

1,260,738

1,153,713

1,151,908

유동자산

495,937

431,767

472,942

비유동자산

764,801

721,946

678,966

부채총계

655,304

546,121

555,710

유동부채

394,243

416,673

345,908

261,061

129,448

209,802

605,434

607,592

596,198

비유동부채

Fact & figures			

51

Corporate Governance		

57

자본금

제 3자 검증의견			

58

주식발행초과금

GRI G4 Index, Core		

6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서 개요 			

63

백만원

자본총계

이익잉여금

45,000

45,000

45,000

426,066

426,066

426,066

99

(4,418)

(1,588)

134,269

140,944

126,720

제7기(2014.01.01~2014.12.31)

제6기(2013.01.01~2013.12.31)

제5기(2012.01.01~2012.12.31)

1,023,799

1,020,367

923,783

34,218

46,348

40,466

5,752

27,457

31,468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단위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영업당기순이익
중단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백만원

(99)

(174)

3,845

5,653

27,283

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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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연결기준)
항목

2012

단위

2013

2014

성장성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

%

억원

4,674

4,979

5,433

764

792

803

398

428

413 구매비용

6.1

0.7

13.1

입고액: 유럽

4.7

10.0

8.8

입고액: 일본

367

366

388

입고액: 그외

87

167

124

2012

2013

2014 주석

수익성
영업이익률

입고액: 국내
입고액: 중국

3.0

3.8

2.9

103.8

90.3

106.5

162.1

156.0

150.3

3.4

3.2

2.9

: 간접배출

5.9

6.2

5.6

: 고정연소

안정성
유동비율
고정비율

%

활동성
총자본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녹색경영
지표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회

CO2톤

: 이동연소 및 기타
온실가스 원단위

혁신추진
2012

2013

명

183

232

264

미실시

12

11

녹색경영 지출 및 투자

6시그마 과제

50

49

63

: 환경

LPS 과제

46

38

30 LS Mtron Production System

: 기후변화

27

22

35 Value Engineering

: 안전보건

5

10

12

혁신인재 육성
한계돌파 과제

VE과제

건

TRIZ과제
일상과제
혁신 제안건수

인당

2014 주석

백만원

단위

지표

74

70

100

21

20

21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단위

2012

2013

2014 주석

3.7

-

3.87 2013년 미실시

: 품질

3.6

-

4.01

3.7

-

3.64

: 마케팅
: A/S, 납기

3.8

-

3.94

ISO9001 인증심사원 보유율

46

45

43

품질전문기사 보유율

%

15

43

37

제품 품질불량 개선

56

21

38

품질 경영시스템 정비

27

46

40

협력회사 체계진단 및 개선

건

71
23

해외법인 체계진단 및 개선

99
16

7,090

8,113

8,120

1,223

1,787

1,692

0.15

0.14

0.13

2,076

2,302

2,206

145

60
1,105

590

1,447

401

197

350

114

220

477

590

구리 사용량

9,901

11,779

11,388

카본 및 고무류 사용량

1,651

1,710

121

179

170

728,484

837,729

825,229

백만원

톤

1,699 주요 원자재

: 공업용수

639,332

701,710

731,485

: 생활용수

81,613

124,598

87,385

: 지하수
오염물질배출량: 먼지

폐수 배출량
용수 재활용량

52

99,044

2,274

kg

오염물질배출량: SS

104

108,856

103,031

56

오염물질배출량: COD

전사 품질부문 인원 대비

112,931

93,602

1,007

용수사용량

고객만족도 평균

5.0만점

TJ

합성수지 사용량

품질 및 고객만족
지표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CO2톤/

101,915

용수 재활용률
폐기물 발생량: 일반
폐기물 발생량: 지정
폐기물 재활용률
산업재해율
산업안전보건회의

톤

%
톤

%
건

7,539

11,421

6,359

11,544

13,029

14,082

15,315

36,828

13,925

7,326

10,805

5,441

506,306

499,958

547,971

418,605

703,401

723,518

43

74

84

4,542

3,880

4,193

266

259

303

84

82

80

0.13

0.40

0.17

20

20

16

2012

2013

1

4

각 사업장 별 1회/분기 실시 (4회/연)

동반성장
지표
동반성장 직접투자

Q-파트너 현금결재

억원

2012

2013

37.7

40

1,285

1,424

2014 주석

25 컨설팅, 구매조건부, 상생펀드 민간공통투자펀드 등
1,724

현금성 결제비율

%

100

100

100 3개월 이하 어음

협력회사 직무교육

명

131

210

307 3T, FTA, 혁신제안교육, 기술교육 아카데미

상생펀드: 참여회사/운용금액
협력회사 수: 국내/해외

52

단위

개사/억 원
개사

20/35

22/60

-

1,565/183

윤리경영
지표
수수 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2014 주석

5

18/18 운용금액 절감, 펀드 우대이율 강화
1,603/192 국내 주요 하도급, 중소기업, 대기업 거래처/해외 거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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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지표

단위

참여인원: 정읍
참여인원: 전주
참여인원: 안양

명

참여인원: 구미
참여시간: 인당

시간

2012

2013

98

114

93

99

56

77

171

117

1.35

1.46

2014 주석

76

72

111

147 불우이웃돕기 성금, 농촌사랑봉사단,

교육지원현황: 차장

117

100

101

103

118

166

94 봉사 인포멀 등

교육지원현황: 과장

24

교육지원현황: 대리

96

128

127

1.76

교육지원현황: 사원

139

171

171

1,550

2,186

1,842

100

100

100

-

183

291

100

100

100 고정급 기준

4

4

7

1

-

2

2

4

5

%

100

100

100 복귀 인원/복귀 대상자

억원

105

112

115

628/37

647/37

664/42

228

480

52

53

1,319

1,421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비율

2012

2013

2014 주석

9

19

7

16

14 신규 산학장학생, 학위파견 및 T- MBA

육아휴직 사용(여)

51

42

47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2

1

2

29

23

27

노동조합 가입 인원/비율

20

18

18

심리상담실 이용

100

100

100

3

2

2

퇴직연금 - DB형 가입자

73

84

82

퇴직연금 - DC형 가입자

24

14

16

출자회사 인원

2012

2013

2014 주석

총인원

1,683

1,726

1,769 비정규직 포함, 파견/일용 제외

정규직 (남)

개소
명

친환경제품 R&D 과제건수
: 온실가스저감
: 유해성감소

건

: 자원절약
친환경제품 R&D 투자비율
: 온실가스저감
: 유해성감소

천원

%

: 자원절약

%

동일직급 남녀의 평균임금 비율

MOU 체결, 과제 추진, 교육/세미나 교류 등을 실시하고
14
전략적 제휴관계가 필요한 Lab.

R&D 인재 양성

시간/인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 비율
단위

147

교육지원현황: 부장

기술경쟁력
산학 Lab. 선정

103

199

교육지원현황: 금액

지표

127

교육지원현황: 임원

출산휴가 사용
육아휴직 사용(남)

복리후생비용

사업부장 및 임원 대화

명

명
회
명

정규직 기준

331 상담전문가 통한 구성원 개인 및 집단상담
53
1,499 운용기관: 농협은행 등 8개 사업자 (2014년 기준)

74

100

108

1,953

2,011

2,365

2012

2013

2014 주석

HR
지표

단위

1,461

1,492

1,551

- 일반직

833

844

887

원재료 사용

8,700

8,263

9,370

- 기능직

628

648

664

종업원 급여

1,771

2,016

2,096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 합

정규직 (여)

40

45

52

- 일반직

39

44

51

11

16

- 기능직

지표

단위

지역사회 및 환경

기부금, 봉사활동, 환경 관련 투자 합
억원

10 2014년: 성균관대 공동실험실: 2.1억, 세월호 성금: 1.6억
2013년: 하이테크센터 환경 설비투자

1

1

1

비정규직 (남)

123

127

98

자본비용

446

378

343 이자비용, 배당금 합

비정규직 (여)

59

62

68

조세공과금

110

113

145 법인세, 세금과공과 합

787

803

826

지역별 (정읍)

225

213

198

지역별 (안양)

543

606

636

지역별 (구미)

128

103

109

연령별 (20대)

258

262

227

연령별 (30대)

670

679

706

연령별 (40대)

398

406

436

연령별 (50대)

357

379

400

신규 고용 (남)

214

214

218

지역별 (전주)

명

신규 고용 (여)
고용 창출률

%

퇴직 인원/비율
장애인 인원/비율

명/%

여성 인원/비율
교육지원현황: 시간 평균

54

경제적 가치 배분

인당(H)

49

59

72

0.7

2.4

4.3

92 / 6.1

81 / 5.3

87 / 5.4

31 / 2.1

32 /2.1

28 / 1.7

99 / 6.6

107 / 7.0

120 / 7.5

109

123

140

기타 활동
총인원 기준

정규직 기준

•결사 및 단체교섭 보장, 아동노동, 강제노동 철폐 당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가 없으며, 2010년부터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여 10대 원칙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 보장, 인권
및 노동관련 차별금지, 아동노동 철폐, 강제노동 배제를 선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노동 관련 법규 및 국제 노동규칙(Labor Standards)에
근거하여 아동노동 및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채용, 승진, 보상,
교육, 퇴직에 이르기까지 불공정대우 및 차별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노경관계 조합원이 전근 및 부서이동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공장이전 및 사업상의 변동의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게 사전협의
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링 제품의 환경안전정보 라벨링과 관련해 납품 시 필수적으로
표기해야하는 플라스틱, 금속류, 고무 등은 모두 승인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내부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을 파악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을 최소화하고
접근권한을 축소하여 정보유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LS엠트론은 2014년 영업활동 기간 동안 환경법 및 관련 규정위반,
경쟁저해행위 또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위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 위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위반,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제품공급 및 사용에 대한 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2014년 순수 국고보조금 해당금액은 23.8억 원이며, 기술료
납부금액은 2.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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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Governance
UNGC 성과이행 보고서

이사회

LS엠트론은 2011년 09월 02일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이사회는 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회사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2014년 이사회는
총 4회 개최되어 2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은 100% 가결되었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범위 내에
서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하
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이사회 등기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은 41억 8,200만 원 입니다.

이사회 구성현황 (2015년 3월 25일 기준)
10대 원칙

LS엠트론 제도 및 방침

페이지

인권
➊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➋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윤리규범(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취업규칙 서론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단체협약 서론
•취업규칙 서론
•윤리규범(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43, 48

환경
➐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➑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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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➓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윤리규범
(제 3장 공정한 경쟁, 제 4장 공정한 거래,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구자은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CEO(최고경영자)

•美 시카고 대학 MBA
•前 LS니꼬동제련 부사장
•前 LS전선 대표이사 사장

이광원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COO(최고운영책임자)

•부산대 법학
•前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장(부사장)

이익희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본부장 겸 CFO

•고려대 통계학
•前 LS엠트론 CF사업부장(전무)

최수택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前 LS전선 전무
•前 슈미들린 코리아 대표이사

43, 48, 55

노동규칙
➌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➍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➎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➏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성명

감사의 권한과 책임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된 회의체 운영

LS엠트론은 정관에 따라 비상근감사 총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전략기획부문장(CSO) 주재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실적을 점검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격월

며,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업

단위로 개최됩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

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거나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유 경영회의에서 보고하고 결정사항은 지
속가능경영 협의체를 통하여 추진합니다.

43

주주 구성
2014년 말 기준 LS엠트론의 발행주식수는 9,000,000주이며, ㈜LS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상장되지 않아 집중투표제의 채

가입 단체

택 여부,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소수주주권의 행사

•경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기술진흥협회, 서부지역방산보안협회, 완주산단진흥회, 지식경제부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능률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예비군지휘관협회, 완주산단안전관리자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환경 녹색기업협의회, 완주산단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완주산단환경협의회, 전국녹색기업협의회, 전북녹색기업협의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의회
•지속가능경영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영회의
경영회의는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전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경영실적 점
검 및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사안을 보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서 CEO 주재로 매월 개최됩니다.
주요안건
•경영이념 및 중·장기 비전
•경영실적 분석, 사업별 주요 관리지표 F/U
•경영관리 개선활동, 시장/산업/경쟁사 동향 등
•경영평가 결과, 품질/생산성 등 관리지표 현황
•혁신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진행 현황
•자본/설비/R&D 투자 심의 및 사후 평가
•전사 규정 제·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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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의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하 ‘지속가능경영원’)은 ‘2014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

중대성

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가?
•LS엠트론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를 확정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목적

•지속가능경영원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검증의견서는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적절하게
도출되어 보고되었는지에 대해 독립적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검증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응성 
: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책임사항 및 독립성
본 보고서는 2014년도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추진 노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LS엠트론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경영진에게 검증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는 LS엠트론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상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LS엠트론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내·외부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LS엠트론이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검증기준 및 제한사항

•LS엠트론은 2014년부터 새로운 최고경영자와 함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 5대 방향성 설정 또한 이를

지속가능경영원은 AA1000AS(2008) 검증기준의(Type 1, moderate) 3대 원칙인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및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5대 방향성에는 아직 세부적인 전략이나 단계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구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G4의 보고 내용과 품질 원칙을 고려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들을 보고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검증은 국내외 사업장 가운데 안양에 위치한 본사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증업무의 범위는 보고서에 포함된 성과로 한정되어

•LS엠트론은 중국법인에서도 지속가능경영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여러 경영 환경과 LS엠트론의 영향력을

있으며, 그 이전 데이터와 온라인 정보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본 검증

고려했을 때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중국 지속가능경영협의체가 본사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를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해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주요 검증절차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을 위해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및 회사가 제공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주요 검증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LS엠트론은 협력회사 100곳을 대상으로 CSR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 실제 구매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이 다양해지고 빈도 또한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회사 내부에 잘 전달되고, 경영에 반영된 부분은 다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사 내부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적용 여부 검토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중대성 평가 및 주요 이슈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현장 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검증의견

2015년 5월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검증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서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보고서에 실린 내용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보고서가 GRI G4 Core 기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Core option)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행한 검증 활동에 근거하고 AA1000APS 원칙을 고려한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전 수 봉

포괄성 
: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LS엠트론은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분한 고객, 협력회사, 직원,
환경 및 지역사회와 정부, 주주에 이르는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에서 누락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58

59

2014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0(Core)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페이지

일반표준공개
지배구조

G4-37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최고 의사결정기구 협의 과정. 협의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
32
위임자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피드백 절차

12~13, 28~29,
34~35

G4-38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

G4-39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장과 임원의 겸직 여부

G4-3

조직 명칭

1

G4-41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해관계 상충 방지, 관리 절차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4~17

G4-42

G4-5

본사 소재지

63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고위 임원이 경제, 환경, 사회 영향과 관련된 조직의 목적, 가치 또는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개발, 승인, 개선의 역할

G4-6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성 이슈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G4-44

14~15

경제, 환경, 사회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성과 평가 절차. 독립적 수행 여부와
수행 빈도, 자체적 평가 수행 여부

G4-7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57

G4-45

경제, 환경, 사회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 실사 시행과정에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G4-8

시장 영역

14~15

G4-46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 검토에서의 역할

G4-9

조직의 규모

51, 54

G4-47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경제, 환경, 사회 영향과 위험 및 기회 검토의 빈도

G4-10

성별, 고용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54

G4-48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식 검토, 승인, 중대측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 위원회 또는 직위

32~33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55

G4-49

중요 사항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절차

32~33, 57

G4-12

조직의 공급망

52~53

G4-50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해결하기 위한 제도

33, 57

G4-13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G4-14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G4-15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행목표 또는 실행계획

G4-16

가입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G4-17

a.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b.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

51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과 실행방법

28~29, 63

G4-19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

G4-20

각 중대측면 별 조직 내 측면경계

G4-21

각 중대측면 별 조직 외 측면경계

G4-22

이전 보고서에 제시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상의 큰 변화

G4-24

이해관계자 목록

G4-25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G4-26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조직의 대응 방법.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 목록

G4-28

보고기간

G4-29

최근 보고서 보고일자

G4-30

보고 주기

G4-31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G4-32

a. 조직이 선택한 ‘부합’방법
b. 선택한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를 보고
c. 보고서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에 대한 참조를 기입. GRI는 외부 검증 활용을

G4-1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8~13

N/A

윤리성 및 첨령성

35, 42, 47

G4-33

G4-34
G4-35
G4-36

60

a.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
b. 첨부하는 검증 보고서에 외부 검증의 범위와 근거
c. 조직과 외부 검증기관 사이의 관계

조직 내 임원급 인사나 경제, 환경, 사회 토픽을 책임지는 인사 임명 여부. 책임 인사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G4-57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G4-58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

특정표준공개

28~31

경영접근 방식공개

32, 57

43

G4-DMA a. 중대이슈로 선정된 이유 및 영향
b. 중대이슈에 대한 관리 방법
c. 관리체계 및 평가 방법

28~31,
38~49

G4-EC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G4-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시장지위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간접경제 효과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44, 45

조달 관행

G4-EC9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52, 53

원재료

G4-EN1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에너지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G4-EN5

에너지 집약도

G4-EN6

에너지 소비 감축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N/A

30

페이지

경제
경제성과

55

환경

30~31

63
용수

53
28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배출

60~62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53

G4-EN1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G4-EN19 온실가스 배출 감축
60~61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의 지배구조. 경제, 환경, 사회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57

56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부합’요구사항은 아님

지배구조

페이지

32~33, 57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47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55

컴플라이언스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종합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53

61

2014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특정표준공개

LS엠트론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여섯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페이지

환경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고충 처리제도

G4-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40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40, 42

G4-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

43

201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개요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CORE)
•보고 경계 LS엠트론 및 LS엠트론 종속회사

사회

•보고 범위 경제(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사회, 환경 전반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고용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노사관계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여부 포함)

산업안전보건

G4-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의 근로자 비율

G4-LA6

부상유형, 부상발생률, 업무상 질병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관련 사망 수(지역별, 성별)

53

G4-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29, 55

훈련 및 교육

•보고 기간 2
 014. 1 ~ 2014. 12(회계연도 기준), 일부 성과 2012년 ~ 2015년 3월

54

•보고 검증 제3자 독립검증
•보고 주기 매
 년 보고(지난 보고서 발간 2014년 5월, 다음 보고서 발간예정 2016년 5월 예정)

55

•구성 기준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본사소재지 대
 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번지 LS타워 11층
•보고서 문의처 LS엠트론(주) 전략기획부문 경영기획팀

TEL. 031)689-8232
E-mail. creatorpark@lsmtron.com

G4-LA10 지속적인 고용을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49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55

다양성과 기회 균등

G4-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54

보고서 제작에 대한 참고사항

남녀 동등 보수

G4-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55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이 주관하고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공급업체 노동평가

G4-LA14 노동관행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G4-LA15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G4-LA16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43

차별금지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43

결사 및 단체교섭

G4-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아동노동

G4-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조치

강제노동

G4-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조치

공급업체 인권평가

G4-HR10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노동고충처리제도

보고서 작성기준은 당해 연도 중대영역을 나타내는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이며 중대

40

영역별로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가 높았던 대표 성과 2~3개를 선정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영향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자가 다른 중대영역에 대해서는 중대성 편차를 고려하

인권

지 않았습니다.

G4-HR11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인권고충처리제도

G4-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주신 분들(직급 생략)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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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정근붕, 박종현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유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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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43

사회
지역사회
반부패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G4-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경쟁저해행위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준수

G4-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G4-SO9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공급업체 사회평가

G4-SO10 공급망 안에서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사회고충 처리제도

G4-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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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책임
고객 안전보건

G4-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4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G4-PR7

•
 전략기획부문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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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사업부: 김지태, 김다민		

•인재육성팀: 이재학, 공형우

•사출시스템사업부: 황선익, 김보성

•품질경영팀: 박희정, 오대성

•특수사업팀: 최영철, 조윤제		

•혁신추진팀: 박현규, 최홍주

•CF사업부: 조동진, 양은상

•기술교육아카데미: 이철주

•전자부품사업부: 이형주, 박형권		

•LSMQ: 유영래, 장뤄핑

•자동차부품사업부: 황건욱, 정외용

•LSTA: 전성찬

•FCCL사업팀: 김규문, 양윤호		

•LSMB: 정인호		

•UC사업팀: 윤권용

•LSMW: 정구연, 천려화

•경영진단팀: 유의재, 고혁찬

•LSMI: 심호		

•기술경영팀: 장성환, 유승훈

•LSEQ: 최재필, 신태호

•녹색경영팀: 전철응, 이승훈		

•LSEV: 김창훈		

•상생협력팀: 송요성, 김정근

•YTLS: 김창배

•업무지원팀: 권오석, 이경태, 최나래

•대성전기공업: 채희만

•HR팀: 이창우, 김병준, 한정우

•캐스코: 김지훈

보고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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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고객개인정보보호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컴플라이언스

G4-PR9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55

* LS엠트론 중대이슈에 포함되지 않은 GRI G4 측면(Aspect): 환경 측면(생물다양성, 운송), 인권 측면(인권투자, 보안관행, 원주민 권리, 평가), 사회 측면(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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