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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에게 있어 지속가능경영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이란,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요소를 인지하여 이를 제거하고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직을 성장하게 함을  

지난 7년간의 통합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LS엠트론의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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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CEO 메시지

외부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LS엠트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성장의 주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LS엠트론은 2008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09년 매출 1조 원을 시작으로 2015

년에는 매출 2조 원을 기록하며 약 2배가량의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LS엠트론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해외시장 확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글로벌 시장을 향한 임직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끈질긴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2015년 7월 LS엠트론의 더 큰 도약과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비전 선포식 행사가 있었는데요, LS엠트론의 새로운 비전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LS엠트론을 꿈꾸며 우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대표단과 출자사 주요 임원도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인 ‘Be the ONE*’을 공표 

하였습니다. ‘Be the ONE*’의 ‘Be’는 ‘반드시 이루어 내자!’는 의지를, ‘ONE*’은 ‘최고·1등·하나’라는 우리 

의 미래 모습인 동시에 ‘최고의 인재, 1등 제품, 승리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인재, 1등 제품, 승리하는 파트너십’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요?

‘내가 하는 일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며,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력을 갈고닦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인재’

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Needs’ 그 이상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탁월한 

기술력과 최고의 인재들이 만들어 낸 시너지의 결정체를 통해 고객은 우리를 ‘1등’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희생시키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성장과 발전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LS엠트론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성장과 

고객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승리하는 파트너십’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 매출 4.4조 원, 세전이익 8.8%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LS엠트론을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도록 ‘혁신, 품질 및 고객만족, 동반성장, 

녹색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기술개발, 직원 가치증진’ 등 지속가능경영 전 분야에서 참된 마음으로 소통 

하겠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열린 창을 통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CEO

구   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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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원

대표이사/사장

LS엠트론은 고객만족과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으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경영’, ‘글로

벌 성과 창출’, ‘스피드 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실천을 통해 고속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대내외 경영환경은 우리에

게 끊임없이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품질혁신, 신시장 진입 및 신규고객 개척을 통해 사업을 

지속 육성해 나갈 것이며, 시장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이상을 창조

하여 고객감동 실현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익 희

경영관리본부장 겸 CFO/부사장

미래시장을 선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업의 흐름 및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S엠트론은 2009

년부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임직원들은 지속가능 

경영을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각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이 정착되어 업무 

개선과 조직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 버전 

보고서를 함께 발간하여 글로벌 이해관계자 여러분과도 폭넓게 소통 

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일관된 전략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S엠트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행한 활동과  

필요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경영진 메시지

우 경 녕

트랙터사업부장/전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품질 신뢰성 강화 활

동으로 기본 품질 확보와 저원가 설계기술 도

입 및 글로벌 소싱 확대를 통해 Cost Leader 

-ship 확보 기반을 다졌습니다. 올해 중점

과제는 해외사업 도약과 신시장 개척으로 

Market Coverage를 확대하고, 친환경 트 

랙터, 범용콤바인 등 신제품 개발, Global  

Top 수준의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혁신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 

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 현 구

CTO/이사

2015년에는 트랙터, 사출시스템 사업 관련 

성장동력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주력사

업의 신제품 개발 및 IP 라이선스 아웃 등

의 R&D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R&D Speed Up을 위한 설계검증 기술의  

강화,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및 외부 기술  

전문가를 통한 Open Innovation 확대 등

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사 

학위 과정 파견 및 산학 장학생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에 힘쓰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R&D 투자

와 인재육성을 통해 LS엠트론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조 호 제

전자부품사업부장/전무

전자부품사업은 국내 Captive 고객의 플

래그십 모델에 제안영업 기반의 주요 제품 

Spec-In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중국지역의  

현지 영업력 강화 및 인지도 향상을 통한  

적용모델 확대와 신규 거래처 확보로 해외고

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 

에서는 전략제품의 일등기술 확보로 First 

Mover 지위에 도전하고, 제품 확장을 위한  

신규 제품군 진입 및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방시장 확장과 신 

규 아이템 발굴 등 성장동력 창출활동을  

지속하여 미래 성장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구 기 본

CPO/이사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원가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 

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협력회사들과

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생협력 부문은 협력회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LS

엠트론과 협력회사 간의 굳건한 협업체계야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큰 힘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김 영 태

CF사업부장/상무

CF사업부는 전지용 동박 Global No.1 

Player로서 현재 전세계 전지용 동박 시장

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 

으며, 그 결과 세계 최초로 6㎛ 전지용 동

박 양산, 품질 수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

본 파나소닉으로부터 품질우수상 수상, 경쟁

사로부터 특허 로열티 수수, 테슬라 전기차

용 동박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

로도 차세대 전지에 필요한 초극박 전지박,  

고강도/고연신 전지박, 고객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광폭장조장 전지박 등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 명 호

CHO/담당

구성원들이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학습기반 구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장 

인재들이 맡은 바 업무의 전문가로 성장하

며 보람을 느끼도록 기능직 HR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구성원 모두 스스로 학습하는 풍토 

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상사 중심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수시 보상 

을 확대하는 등 일반직 평가/보상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인재 경쟁력을 바탕

으로 ‘1등 제품’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봉사 및 소외아동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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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제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회사를 지향합니다.

주요 사업

LS엠트론의 주요 사업군은 트랙터, 사출시스템, 특수사업(궤도)으로 구성된 기계사업 부문과 전자부품(커넥터/안테나), 동박, FCCL, 

자동차부품(호스), UC(Ultracapacitor) 등으로 구성된 부품사업 부문입니다.

국내

2,924명

해외

3,961명

8,099

7,863
7,811

20132012 2014 2015

8,103

9,847

8,459

10,970

20132012 2014 2015

11,157

17,946
16,322

18,781

20132012 2014 2015

19,260

매출액 (억 원, 연결기준)

직원 수 글로벌 성장 기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  

수출 (억 원, 연결기준) 내수 (억 원, 연결기준)

Tractor

Plastic Injection 
Molding Systems

Track Shoes

Electronic Components

Copper Foil

FCCL

Automotive Parts

Ultracapacitor

부품기계

2008 

3개

2015

16개

세계 속의 LS엠트론

 LS엠트론/지사    출자사 

유럽·아시아 미국·브라질

한국 No. 국가 지역 명칭 관련사업(기능)

1 폴란드 브로츠와프 폴란드 지사 사출시스템

2
인도

푸네 대성 인디아(푸네) 자동차부품

3 첸나이
대성 인디아(첸

나이)
자동차부품

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SMI 사출시스템

5 베트남 박닌 LSEV 전자부품

6

중국

무석 LSMW 사출시스템

무석 무석대성 자동차부품

7
청도 LSMQ 트랙터

청도 LSEQ 전자부품

청도 청도대성 자동차부품

8 연태 YTLS 자동차부품

9
일본

도쿄 일본 지사 -

10 도쿄 대성일본 자동차부품

1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LSTA 트랙터

12 애틀란타 애틀란타 지사 사출시스템

13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LSMB
트랙터, 사출시스템, 

자동차부품

14

한국

안양 LS타워 본사

안양 하이테크센터 전자부품, UC, 영업본부

15 군포 R&D센터 -

16 안산 대성전기 자동차부품

17 전주 전주공장, 엔진공장
트랙터, 사출시스템, 

특수, 트랙터 엔진

18 전주 농가온 트랙터

19 정읍 정읍공장 CF, FCCL

20 정읍 캐스코 주물

21 구미 인동공장 자동차부품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LS엠트론,

미국·중국·브라질·베트남 등 16개 해외 거점 보유, 

수출 규모 58%, 해외 인력 비중 58%, 

글로벌 LS엠트론의 모습입니다.

12

4

2

8

5

6

10

9
7

3

1

11

13

14
15

17

20

21

16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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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비전은 구성원들의 ‘세계 1등에 대한 강한 의지,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열망,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행복, 공동 번영의 추구’에 

대한 의견을 담아 수립하였습니다.

영국의 신문기자였던 나폴레온 힐(Napoleon Hill)은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에게

서 성공의 비밀을 찾아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카네기의 주선으로 20여 년에 걸쳐 성공한 기업가  

507인을 인터뷰한 힐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끈기 

였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목표를 가진 이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주변의 모든 사물과 상황을 목표와 연관하여 바라봄으로써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목표의 존재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가능케 하여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직도 명확한 미래상과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로써 얻어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의 과실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2월 말,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 수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내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는 의지였습니다. 경영진의 의견은 비전 수립에 있어

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결국 비전이라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따라야만 실현될 수 있기에  

마음을 열고 전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설문조사·워크숍’ 등의 채널을 통해 ‘엠트론인이 꿈꾸는 우리 회사의 미래 모습 및 바람직한 조직문화’

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전사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전체 1,900여 명 중 90%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260여 명을 대상으로  

‘비전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팀장 86명, 반·조장 54명, 일반·기능직 팀원이 참여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번 ‘비전 수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업부가 함께하는 만큼 하나의 목표를 만든다는 것

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도 고객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쟁사보다 뛰어난 기술·품질·속도로 고객이 먼저 선택하는 LS엠트론, 고객의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하여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 LS엠트론이 되겠다”는 구성원의 공통 의견을 취합하여 새로운  

비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왜 비전이 

필요한가요?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비전을 통해

다 함께 한 방향으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진단 및 벤치마킹 임원 인터뷰
설문조사 및 
워크숍 실시 비전 확정

프로세스

최고의 인재란, 학력·성별·지역 등과 

상관없이 본인의 맡은 바 역할과 

업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인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정확한 볼트 토크값으로 

 조립 업무를 어느 누구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인재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휴대폰 혹은 자동차는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좋을지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본인들이 선호하는 제품 또는 기업을 

먼저 떠올리겠지요. 그리고 그 추천의 

근원에는 해당 제품 또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고객가치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완벽한 품질만이 

고객의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 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요?

LS엠트론은 이해관계자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각각의 역량과 기대를 모아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것을 추구합니다.

비전
최고의 인재

본인의 역할과 업무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인재

Ownership 주인의식

내 회사, 내 사업이라는 생각

으로 역량과 성의를 다한다.

2020년 매출 4.4조 세전이익 8.8%

New- thinking 청년정신

밝고 유연한 생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다.

Excellence 기술선도

업계 최고의 기술과 통찰력으로 

고객가치를 선도한다. 

1등 제품

고객의 감동을 넘어 전율을 

선사하는 탁월한 품질과  

가치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

승리하는 파트너십

임직원·협력업체·

고객·사회와 

동반성장 추구

핵심
가치

최고의 인재, 1등 제품, 승리하는 파트너십

경영
목표

LS엠트론 비전

‘최고의 인재’란? ‘1등 제품’이란? ‘승리하는 파트너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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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의 성장과 발전

트랙터

밭갈이부터  

수확까지  

농촌의  

만능 일꾼

LSMB (트랙터_브라질) -  

브라질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도 성장 기반 확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 및 브라질의 정치적 이슈로 2015년 브라질 트랙터 시장은 2014년 대비 30% 

이상 역신장했습니다. LS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4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판매를 달성하여 

Market Share를 2014년 2.9%에서 2015년 4.2%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지역의 우수한 거래선을 발굴하며, 시장 요구 사양에 발 빠른 

대응 및 자체 Financing(Barter) 개발을 통해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 14개 주, 31개 거래선, 45개 지점  

•  브라질 정부의 긴축정책 타개를 위한 자체 Financing(Barter)  개발  

LSMQ (트랙터_중국) -  

2015년 중국국제농업기계 전시회 참가

LSMQ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2015년 중국 

국제농업기계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본 전시

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농업기계 전시회로 국내

외 약 1,9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LSMQ는 

900㎡ 규모의 비교적 큰 부스에 H-모델 130마

력, Tier3 P-모델 100마력 그리고 U-모델 55

마력 트랙터와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 전시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전

시회 참가로 향후 LSMQ의 주력 제품을 관람객

에게 홍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 LSMQ 제1회 전문점 지정서 수여식

을 진행하였으며, 전문점으로 지정된 17개 대리

점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방문, 참가했습니다. 

전문점은 LSMQ 중국 내 TOP5 진입 및 M/S 

8%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의 중장기 

과제로 2018년 80개소, 2020년 100개소로 확

대할 계획입니다.

• 중국국제농업기계전시회 (CIAME, China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chinery Exhibition)

• 전문점(당사 트랙터 연 50대 이상 판매하는  

전문 대리상)

LSTA (트랙터_미국) - LS엔진 친환경 Tier4 모델  

성공적 진입 및 신흥강자로 확고히 자리매김

미국 EPA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 

2013년, LS엠트론은 경쟁사 대비 발 빠

르게 Tier4 엔진모델을 출시하여 2013

년 10% 비중이었던 Tier4 엔진모델을 

2014년에는 전체 판매 모델의 40%, 

2015년에는 LS기술로 완성한 Tier4 

모델의 성공적 시장진출에 힘입어 70% 

이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이는 전세

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인 북미마켓

에서 LS기술력을 인정받은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두 자릿

수 성장률을 달성하며 북미시장 진출 

6년 만에 공히 중소형 트랙터 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

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2016년도에는 Tier4 모델을 전 마력대로 확대하고 마케

팅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조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북미

시장에서 다시 한 번 LS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LS 

Tractor USA는 앞으로도 북미시장 공략 강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2020년 북

미 M/S 10%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 트랙터 시장의 Major Player로서 자

리매김할 것입니다.

•미국 환경청(EPA)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ier4 엔진 모델의 성공적 진입 

• 미국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

LS MINI - LS엠트론의 핵심기술 결정체로 트랙터 시장 점령

트랙터사업부는 2015년 10월 경운기를 대체할 신개념 

농기계 LS MINI를 출시했습니다. LS MINI는 안전 

성과 경제성 그리고 편리성과 작업성을 두루 갖춘 18

마력의 다목적 농기계입니다. 트랙터의 기본 성능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경운기보다 안전장치를 강화함은 

물론 혁신적인 가격으로 우리나라 농기계 역사상 

새롭게 선보이는 신개념 제품입니다. 농촌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LS 

MINI는 안전벨트, 사이드 미러, 경광등, 안전 프레임 등의 다양한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보다 안전한 

주행과 작업이 가능하며, 600만 원대의 혁신적 가격으로 우리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LS엠트론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오토)와 같은 

유압무단변속(HST)을 채용한 전·후진 페달과 파워 스티어링 적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운전이 가능하며, 다양한 작업을 하는 과수농, 소규모 논밭을 경작하는 영세소농 및 귀농인 등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농촌의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성 향상시킨 신개념 농기계 출시 

• 자동차 자동변속기(오토) 같은 유압무단변속 채용과 파워 스티어링 적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조작 가능



2015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14 15

Overview 8대 중대 영역       Appendix

LSEQ (전자부품_중국) -  

운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LSEQ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공

정을 현지화하면서 공정별 이원화 업체 발굴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프레스 공정 부문 중국 로

컬업체 참여를 통해 가격경쟁력 및 수급능력을 

끌어올렸고, 현지 조립기 제작업체를 통해 조립

기 제작/운영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Lega-

cy 공정관리 시스템, 수기결산, 회계 시스템도 

SAP로 통합하면서 낭비/지연을 개선했고, 지

속적인 낭비제로학교 운영을 통해 직원들에 대

한 마인드/동기부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중국영업 확대를 위해 현지영업인력 확대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영업 기반을 구축

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고난이도 자

동설비 제품 생산확대를 위해 현지 기술력을 배

가하고, 사출/인서트 기술 도입 및 구축된 외주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제품 로컬화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전 공정 중국현지 이원화 체계 구축 

•중국 현지업체 조립기 제작/운영

전자부품

휴대폰  

기능의 필수  

요소,  

커넥터와 

안테나

LSEV (전자부품_베트남) -  

고객사 근접 대응을 통한 매출 확대 및 Low Cost 생산 기지 구축 

LSEV는 2014년 10월 하노이 인근 VSIP 공단에  공장을 완공하고  2015년 4월 주요 

고객인 삼성 베트남과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맞춤형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현지 밀착지원을 통하여 매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제품 확대에 

따라 본사/LSEQ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현지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수작업 공정에 

대한 운영역량을 확보하여 신제품 대응력을 강화하고, 저임금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및 반제품 로컬화를 추진하여 Low Cost 공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

니다. 아울러 ISO 인증 취득, ERP Roll-out 등 사업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 거래 개시 및 현지 밀착 영업활동         •신제품 제조역량 확보 및 Low Cost 공장 구축         •사업 운영역량 강화

3년 연속 매출성장 및 글로벌 사업 파트너 확보

UC사업팀은 2015년 3년 연속 매출성장을 이루어 냈

습니다. 전세계적인 불경기, 투자위축 상황에서도 지

속적인 시장개척과  끊임없는 제품 경쟁력 강화의 결실

로, 주력시장인 하이브리드 버스, 산업용, 풍력 분야뿐 

아닌 유망 잠재시장인 운송, 중장비 시장에서도 

LSUC의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UC

사업팀은 LS산전 등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

결했습니다. LS산전과는 중국시장의 UC매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LS산전에서 UC를 적용한 자체 제품의 개발 및 판매는 물론, 기존 LS산

전의 중국 고객들에게  LSUC를 소개하고 프로모션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개척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3년 연속 매출성장 

•LS산전 등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 체결

UC

풍력터빈,  

하이브리드 

버스, UPS  

등에 쓰이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UC

독자제품 적용 및 해외고객 확대로  

성장 기반 마련

휴대폰 및 LCD 패널용 초소형 커넥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전자부품사업부는 어려운 사업

환경과 치열한 경쟁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부

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국 등 신흥시장

의 경기침체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된 데다 패널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는 등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국내 주요 고객의 부진

으로 인해 단가인하 압박도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고, 꾸준한 제안영업을 통해 독자제품 적용

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의 밀착대응으로  

신규 고객에 진입하는 등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부품사업부는 

제안 및 밀착영업 강화로 고객을 확대하고, 시

장 선도제품 개발과 혁신활동을 통한 원가 경쟁

력 강화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 제안영업 강화로 B2B 독자제품, m-USB 
(Type-C, 방수) 신제품 적용 확대

• 현지 밀착대응으로 해외 신규고객 진입  

및 인지도 확보

Hybrid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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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전차에 원활한 

주행과

기동성을  

제공하는 궤도

자동차부품

자동차에서 

공기나 액체의 

이동 통로, 

고무호스

플라스틱 기반 기술 확보 및 신규 시장 진입 추진

자동차부품사업부는 차량에 장착되는 각종 호스 및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 변화에 

맞춰 신규설비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엔진 다운사이징 터보 차량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및 경량화 요구로 고품질·저원가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부 비전목표 설정을 통해 플라스틱 기반으로 한 CAC용 덕트 개발 자체 기술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 양산 이력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운영구도에 진입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기반 일체형 덕트 개발 추진        •현대자동차 운영구도 진입

YTLS (자동차부품_중국) -  

상해자동차 주력 차종 IP31 신규 수주 및 장안마쯔다 공급 자격 획득

YTLS는 중국 내수 경쟁업체가 공급하고 있던 상해자동차의 5~10년 주력 개발 차종 시작 모델인 

IP31 프로젝트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YTLS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해자동차의 주력 공급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인 히타치가 공급하고 있는 장안마쯔다의 공급 업체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공급 중인 일기마쯔다에 이어 장안마쯔다에 진입함에 따라 일본계 합자 

자동차사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자동차 주력 차종 수주로 향후 추가 신규 수주 기대 

•중국 내 일본합자 자동차사에 대한 진입 확대 발판 마련

수출형 궤도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제조 부분자동화 실현

LS엠트론은 전차·장갑차·자주포 등 전투 기동장비의 하중을 지지하고 각종 험로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해 주는 궤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궤도 전문 메이커입니다. 1975년부터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에 궤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조 부문에서는 작업용 로봇 도입을 통한 부분자동화를 실현했고, 세계 최초 

2 Body 단조 타입의 수출형 궤도 개발을 통해 해외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비업체가 아닌 부품업체로서 PMS(생산성경영시스템) Level 6를 획득하여 방산기업으로서 

신뢰성도 확보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미래선도 제품 개발 및 진취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Top Maker로 도약함과 동시에 군수산업의 

첨단화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혁신적 제품 개발로 적극적 해외 공략을 위한 기반 마련 

•제조/품질 경쟁력  확보 및  방산기업으로서 신뢰성 확보

사출시스템

자동차  

내 · 외장재,  

가전제품 등 

플라스틱 

외형을 책임지는 

사출시스템
LSMI (사출성형기_인도네시아) -  

빠른 납기 대응으로 경쟁력 증대

2014년 판매법인 설립 후 현지 에이전트를 개

설하여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 영업망을 확장  

하고, 에이전트 영업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한국 본사 교육 및 내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LSMI는 상시 재고 보유로 경쟁사보다 빠

른 납기가 가능해 고객사에 만족을 주었으며, 

주요 부품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으로 신뢰

를 주었습니다. 나아가 기술력 인정으로 구형

기계 개조 수주 등 인도네시아 내 입지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개설, 영업력 기술력 강화  

•STOCK 사출기 & 부품으로 고객 요구에 빠른 대응 

LSMW (사출성형기_중국) - 중국 내수 중/

초대형 사출성형기 시장 집중 공략

중국 내수 자동차 산업 고객 확보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로컬업체(심양도달(道达), 후안

서(芜湖安瑞), 광주해천(海天) 등) 및 한국업체 

(동광기연, 골드라인, KM&I)로 부터 약 8,000만  

RMB의 신규고객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써 자동차 관련 더 많은 내수고객을 확보했으

며 향후 한국계 및 로컬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계 등 글로벌 사출업체까지 공략할 예정

입니다. 사출기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초대형  

업그레이드 및 이색 사출기 개발을 진행했습니

다. 2015년 개발한 모델은 Cycle time 20% 단

축, 컨트롤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기계성능 

및 조작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내부적으로는 품

질 향상 및 조립 생산성을 개선했습니다. 2016

년에도 지속적으로 초대형기 개발 및 품질 안정

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산업 주요 고객  확보 및  

대형 프로젝트 수주

• 초대형 Line-up 확충 및  

1,600톤 이색 사출기 개발

고객중심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혁신 가속

사출시스템사업부는 세계 1등 제품을 제조한다는 목표로 R&D 기반강화와 자원을 집중하여 2015년 Two-

Platen 신형체를 적용한 대형 신모델(1,800톤 시제품 설계)과 전동식 특수기(중형 650/850톤, Injection 

Blow Machine) 개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아이템(스마트 

사출/금형시스템)을 발굴하여 제조사가 아닌 고객 중심으로의 사업모델 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사출/금형시스템은 성형 조건과 금형 내 정보를 통해 사출기와 주변기기(로봇 등)를 제어하여 

동일한 성형품질 확보와 생산성 향상 및 IT 기술을 이용한 중앙관제 원격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LS 

사출기는 끊임없는 제품과 기술혁신으로 고객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여 세계 1등 제품과 메이커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Two-Platen 신형체 적용 대형 신모델 개발 (1800톤 시제품 설계) 

•전동식 특수기 개발(중형 650/850톤, Injection Blow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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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전기자동차와  

IT기기의 

배터리를  

구성하는  

전지용 동박

FCCL

TV, 휴대폰 등 

전자부품의 

휘어지는 

기판에 

사용되는 FCCL

대성전기공업 

(출자회사)

자동차 스위치, 

릴레이 등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사업 포트폴리오 고부가화 및 Globalization 가속화

HMI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Kostal, Valeo, Alps 등 소수업체의 

과점시장이자 고객관계, 품질, SCM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대성전기는 H/KMC를 기반으로 GM, Nissan 등 선진  

고객 및 Geely, TATA 등 신흥시장(중국·인도)의 로컬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하였으며, 제품의 모듈화·통합화 

및 지속적 원가혁신을 통해 고부가 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BCS(Body Control System) 사업은 중국 중심 영업팀을 신설하여 

BCM을 중심으로 중국·이란 등 신흥시장 사업규모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MC 사업군은 가공, 금형, 

자동화 설비 등 제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2014년 세계 최대 Steering 업체로부터 2,000억 규모의 

수주를 받은 ABS Coil & Housing의 본격적 양산을 시작으로 Relay와 함께 글로벌 사업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성전기공업은 해외 7개 거점을 운영, 해외비중을 51%

까지 확대했으며, 향후 멕시코·중국·인도 추가거점 확보를 통해 2018년 5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는 VESS, 48V Converter 등 (H)EV 제품군을 규모 있게 육성 

하였고, 2016년 4월에는 글로벌 전기차 전문 메이커로부터 500억 규모의 자율주행 스위치를 

수주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Steering 업체(미국)로부터 수주한 ABS Coil & Housing 본격 양산

•VESS, 48V Converter, Resolver 등 (H)EV 제품군 시장 확대

•글로벌 전기차 전문 메이커(미국)를 통한 자율주행 시장 진입

캐스코

(출자회사)

선박용 엔진, 

가스터빈 부품, 

풍력발전 부품 

등 초대형 주물 

제조 메이커

 3세대 저풍속 풍력발전 부품 국내 최초 개발

캐스코㈜는 2015년 풍력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고효율의 저풍속 풍력발전기 부품인 

TC3(Hub, Main Frame, Hub Spacer)을 국내 최초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TC3 풍력발전기는 저풍

속에서도 바람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풍력발전기 대비 30% 이상의 발전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

품 소재의 블레이드의 직경을 더 크게 만들어 장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TC3 풍력발전 부품은 태풍 등 

고풍속을 견디게 설계하므로 부품 소재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캐스코㈜의 TC3 풍력발

전부품 개발은 그간 주조 전문회사로서 다져 온 기술역

량과 기술개발진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TC3 저풍속

용 풍력발전 부품은 풍력자원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높은 발전효율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육상풍력발전단

지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캐스코㈜는 국내 풍력발전 부품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

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형 풍력발전 부품 기술역량 과시

Flexible 기기 확대에 대응한 박막 소재 개발

스퍼터 방식 FCCL은 전세계 3개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술집약 제품으로, 당사는 

지난해 정부에서 수여하는 세계일류 상품으로 등재되어 세계시장 M/S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 Display 업체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삼성/LG에 이어 일본 및 대만/중국향 개발모델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Flexible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Flexible에 

들어가는 양면 소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사의 신규라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Flexible Display의 필수 소재인 양면 Semi FCCL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고객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Flexible 기기용 매출 확대를 통해 세계 일류 제품으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용 양면 FCCL 고객사 판매   

•기능성 필름 소재 국산화 및 혁신 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로 전지용 동박 시장 트렌드 선도

CF사업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6㎛ 전지용 동박을 개발하여 양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이 되는 

동도금 Recipe 기술과 Roll to Roll 생산기술에서 지속적인 혁신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동박, 고연신 동박 등 물성을 향상한 동박을 개발하여 2015년 양산을 시작했으며, 극박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5㎛ 전지박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4㎛ 전지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인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품질우수상을 수상했고, 해외 경쟁업체로부터 전지용 

동박 관련 로열티를 받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지용 동박 Global Top Player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플렉서블 기판(FPCB)용으로 7㎛ 동박을 개발 중입니다.

•세계 최초 5㎛ 전지용 동박 개발

•물성 향상 전지용 동박 개발(SU - 전지박, T - 전지박 등) 

•초극박 FPCB용 동박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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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의 성장과 발전

  구분    2015년 주요 성과    2016년 주요 계획    중장기 성장 포인트

트랙터

(국내)

본사

• 국내 자작엔진 Tier4 성공적 론칭
• 국내 최초 경운기 대체 모델 LS MINI 론칭
• 북미 자작엔진 Tier4 전환
• OEM 공급 통한 유럽 Market Coverage 확대

• 현장 분임조 품질경영대통령상 수상
• 신뢰성분석실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 세계 최대 농기계 전시회 하노버 출품
• 베트남 농업기계화 ODA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  LS Brand Network 강화
•  OEM 물량 확보
• 신시장 확대

• 시장 선도 및 현지시장기반 제품개발
• 생산 효율화

• OEM 기반으로 신시장 및 글로벌 거점  
진입을 통한 브랜드 매출 확대

• 유통망 정예화 통한 국내 Market Leadership 확보

• 시장 선도 및 현지시장기반 제품 개발역량 강화
• Cost/서비스/품질 경쟁력 및 생산역량 확보

중국법인

(LSMQ)
•U/P 모델(Tier3) Face Lift 개발 및 출시 
•유통망 강화(전문점 30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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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모델(110~140마력) 개발 및 양산 판매
• V/Kai 모델(Tier3) Face Lift

• 전문점 확대로 유통망 강화(현 30개 → 40개) •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
• Cost Leadership 확보

• 전문점 확대로 영업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협력업체 정예화

미국법인

(LSTA)

•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 
(전년대비 16% 성장)

•LS엔진 친환경 트랙터 성공적 출시 

• 동북부 및 서부 딜러 네트워크 확대
• 브랜드 인지도 체계화
•2015 EDA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 1위 수상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 달성 및 북미 M/S 확대
• 딜러네트워크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LS Tier4 Economy 제품 라인업 강화

• 품질 및 Service 고객 만족도 개선
• 선진 기업문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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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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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법인

(LSMB)

•중남미 시장 진입: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 브라질 시장 내 M/S 8위 → 6위
• 브라질 올해의 트랙터상 수상

• 유통망 확대 : 37개 → 45개 점포
• Barter (New financing tool) 개발

• 중남미 시장 진입 확대 :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 로컬 작업기 업체 제휴 통한 시장 확대

• Localization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브라질 MDA International, 한국 금융 활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대형 물량 수주

• H모델 Launching 통한 시장 커버리지 확대
• Financing Tool 다양화 : Barter  

(기존 커피 → 대두, 옥수수) 외

•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대형 물량 수주를 위한 
동반성장 Program (농업기술 전수, 교육) 개발

• 75 ~ 90마력대 Compact 제품 Line-up

사출

본사

•신제품 개발 PJT
  -  Two-Platen 대형 신모델, 다색다종 초고속 

전동사출기
  -  전동식 특수기 개발(중형 650/850톤, IBM)
  - 중형 Compact형 사출장치 개발

• 개발역량 강화
  - Screw 성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변기기 Interface 개발/Loadcell 자동영점 

조정기능 개발

• 신제품 개발 PJT
  -  Two-Platen 신모델 Line-up 확대 개발
  -  전동식 중형, 1,100톤 사출기 개발
• 응용기술 개발
  -  제어화면 디자인 및 옵션 프로그램 개발
  -  고속 전동식 사출기 개발을 위한 고신뢰 

위치센서 개발

• 개발역량 강화
  -  가소화 기술역량 강화/Screw Design 표준 구축
  - 금형 데이터와 자동성형조건 최적화 기술
  - 사출제어기 내 통신 프로토콜 개발

• 제품 및 기술경쟁력 확보
  -  Tier1 그룹 진입을 위한 신모델 개발
  -  시장 선도제품 지속 발굴
  -  경량화 대응 신성형공법 개발 적용
  -  스마트 사출/금형시스템 

(품질제어 및 사출성형 기술지원) 내재화

• 해외사업 확대
  -  현지 Local Pallet 제조업체 등  

특수사출기 고객 발굴
• 품질(설계, 제조, 제품) 경쟁력 강화
  -  품질 테스트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품질 System Upgrade 정비
• 본사(전주) & LSMW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중국법인

(LSMW)

• 자동차산업 고객확대 및 물류산업 고객확보 
(파레트)

• 중/초대형 품질 Upgrade 및 출하 후  
품질관리 강화

• 원가절감 및 생산부하 평준화

• 혁신활동 추진 
(분임조 개선활동 및 제안제도 활성화)

• 협력업체 품질개선 및  
고객불만 모니터링 강화

• 내수 자동차산업 중/초대형 시장 수주 확대
  -  로컬업체 : 장성/장안/동풍자동차 대형수주 추진
  -  한국업체 : 북경현대 제4공장(창주) 및  

제5공장(중경) 신설투자 집중 수주
•월말 집중 해소 및 생산계획 정확도 향상
  -  주기적인 영업/개발/구매/생산 소통 및 협업 

강화

• VIP고객 Before SVC 활성화로 Repeat Order 확대
• LS 통합 기술교류회를 통한 신규고객 발굴
  -  금형/주변기기/수지업체 협업으로 시너지 확대
• 초대형 품질개선  

(설계품질 및 고객현장 설치/시운전 검사 강화)     

• 자동차 시장을 Target으로 유압식 초대형에 집중
• 기술영업 중심 영업역량 강화 및 성형품별 영업 

Reference 축적

• 서비스 초기 대응력 향상 및  
고객 설비 비가동 시간 최소화 지원

• 대형 Line-up 재구축(4,000톤 이상 사출장치 개발)
• 초대형 이색사출기 개발 확대 및 양산 판매

인도네시아

법인 (LSMI)
•  인도네시아 쇼룸 및 

한국공장 투어로 고객홍보 극대화
• 단납기 STOCK 기계 판매로 고객요구 부응
• 전국 에이전트 개설로 판매망 확보

• 법인, 에이전트 조직적 영업활동으로 매출 증대 및 
LS 브랜드 홍보

• 인도네시아 LEASING 업체 협업으로 고객사에 
저리금융 제공

• 기존고객 주기적 무상점검 활동으로 신뢰 증진 • 각 지역 에이전트 통한 신규고객 발굴
• 법인 주도의 이탈고객 재유인

특수
본사

• 제조 현장 부분자동화 실현
• 세계 최초 2 Body 단조 타입 수출형 궤도 

개발

• PMS (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 및  
Level 6 획득

• 국내 궤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
• 해외 성과 창출(중동시장 중심)

• 경량화 기술 Level up, 고무역량 확보 • 국내 유일의 궤도 전문회사 지위 유지
• 성장을 위한 해외 거점 확대 및 신규 아이템 발굴

• 핵심 기술역량의 지속적 Build up 
: 경량화, 생산기술, 고무역량

전자

부품

본사
• 핵심고객 플래그십 모델(독자제품) 적용
• 해외 신규고객 확보

• 주력제품 개발확대 (B2B 3종, m-USB 7종) • 국내고객 점유율 극대화
• 중국 등 해외고객 빠른 매출 확보

• 적기 생산체계 구축 및 생존 원가 확보
• 선도제품 및 핵심기술 역량 확보

•기존시장 내 입지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전개      

•사업 경쟁력 확보

중국법인

(LSEQ)
• Local 반제품 경쟁력 강화
• 출하검사 성인화 도입/운영

• SAP 기반 생산/결산 시스템 도입/운영
• 중국영업 지원체계 구축

•신규 이관제품 양산역량 확대 
•원가 경쟁력 강화      

•사업 운영역량 확보 •고난이도 제품 제조역량 구축 
•원가절감 극대화      

•독자생존기반 확보

베트남법인

(LSEV)
•삼성 베트남 구매처 승인 및 거래 개시 
•현지 밀착지원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생산 설비 이관 및 양산 안정화 
•ISO 인증 및 ERP System 도입/운영

• 생산능력 확보 및 원가 경쟁력 확보
• 현지 영업활동 강화

• 사업 운영역량 확보 •현지매출 확대 
•신제품 제조역량 확보

•Low Cost 공장 구축

CF
본사

• 세계 최초 5㎛ 전지용 동박 개발
• E-전지박, SU-전지박 등 신제품 양산 시작

• 무선충전용 동박 개발 • 전지용 동박 신제품 개발  
(4㎛, H-전지박 등)

• FPCB용 동박 신제품 개발(9㎛, 7㎛, 저조도 등) • 물성 향상 및 극박화로  
2차 전지용 고부가 전지박 시장 선도

• xEV용 전지박 시장 선점
• FPCB용 동박 극박화 트렌드 선도

FCCL
본사

• Flexible용 양면 SEMI 제품 개발
• 고부가 신제품(EMI 차폐용) 제품 양산

• 생산성 20% 확대 (100만/월)
• 신규거래선 개척(일본 FLEXCEED)

• Flexible용 양면 SEMI 제품 판매
• 고부가 신제품(특수용 FPC 외) 제품 확대

• 신규 라인 투자를 통한 CAPA 확대
•신규 거래선 개척(중국/대만 시장)

• Flexible, 고기능 박막 소재 선행 개발 
(공동 개발, M&A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혁신 공정기술 및 설비 확보를 통한 품질 혁신 및 
원가경쟁력 확보

• 신제품 판매를 위한 글로벌 거래선 개척

UC
본사

• 3년 연속 매출성장
• 중국, 일본, 유럽 등 신규고객 양산진입

• 제품 라인업 강화(셀 3종, 모듈 2종 추가)
• 독자기술 적용 모듈 매출 확대

•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다변화 통한  
매출기반 확보

• 차별화 제품 개발 및 고객만족 품질 확보

•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보를 통한  
Cost Leadership 구축

• 주력시장 대형고객 확보 및 잠재 유망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성장

•  혁신제품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리더십 확보

•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 확보

자동차

부품

본사

• 소재, 소음, 플라스틱 기술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

• 현대자동차 운영구도 진입  
(레조네이터, 플라스틱인터쿨러호스)

• 블로몰딩 양산 개시
• 컨소시엄을 통한 Global Bidder List 진입

• 신규 수주를 통한 성장성 확보
• 안정적 수익 기반 강화

• 원가, 품질 경쟁력 확보
• 플라스틱 개발능력 확보

• 글로벌 수주 확대
• Capa 확보 및 수익 기반 개선

• 글로벌 네트워크 내실화

중국법인

(YTLS)

• 상해자동차 IP31外 14개 프로젝트 신규 수주
• 장안마쯔다 공급 자격 획득

• 일기대중 (Volkswagen) DY 프로젝트  
입찰 참여

• 일기대중 DY 프로젝트 수주
• 북경자동차 전기차 프로젝트 수주

• 고객 영역 확대 : 동풍차, 북경현대, 광주피아트
• CAC 조립 생산 라인 구축

• 고객 다변화 및 시장 확대
  -  (합자) 폭스바겐, 닛산, 혼다, 현대, 기아 

(내수) 동펑차, 장안차, 장성차, 지리차
  - 고급차 시장 진입 / 전기차 공급 확대

• CAC 조립 생산 라인 구축 및 중국시장 진입
  - GM 프로젝트 중국 현지 양산 대응
  - B/H 고객사 CAC 진입 및 프로젝트 수주

대성

전기

출자회사

• 수주액 16,500억 달성
• 해외법인 성장 매출 2,950억 

(전년비 +35.8%)

• 연결기준 매출 8,080억(전년비 +12.9%) 
세전이익 237억(전년비 +24.0%)

• 해외사업 가속화 
(청도) 20% 이상 고성장 지속(로컬 고객 확대) 
(무석) 글로벌 신제품 양산 안정화 
(인도) 생산/품질 안정화 → 수익성 기반 구축

• Cash 창출(재고/채권/투자 등) 및 부가가치 극대화
• Global 품질 관리체계 정립 및 모니터링

• 글로벌 거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마련 
(기존 거점 추가) 중국/인도  
(신규 거점 확대) NA/EU 

• Low Cost 및 Green 중심의 혁신제품 개발, 확대
•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인재 양성, 시스템 통합)

캐스코

출자회사

• 세전이익 Turn – Around
• 전동식 사출기 전문 생산 LINE 구축
• 산업기계 품목 확대(대형 주형바디 류)

•신제품 개발
  -  G95ME C/F 등 저속,  

중속 엔진블럭 개발 완료
  - 3MW TC3 Hub, M/F 개발 완료
  -  GE 7HA MCC Gas Turbine Model 개발 완료

• 일본 대형 선박엔진 부품시장 공략 
(MES, 히타치 등)

• 대형 풍력부품 기술역량, 경쟁력 유지 
(3MW, 5MW)

• GE 신규 Gas Turbine Model 개발 (9HA) • 저속 대형 선박엔진 선도 메이커 
• 중속 대형 엔진블럭 제품군 확대 
• 대형 산업기계, 사출부품 전문 메이커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   Gas Turbine, 풍력 부품, Stave Cooler,  

대형 산업기계 부품



2015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2 23

Overview 8대 중대 영역       Appendix

8,263

9,370

2013 2014 2015

9,995

LS엠트론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LS엠트론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가치를 나누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회사

원재료 구매

9,995억 원

1. 원자재 공급

2,154
2,231

2013 2014 2015

2,423

2,423억 원

임금 

2,276억 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131억 원

교육훈련비* 

16억 원

임직원

2. 제조/생산

경제적 가치 분배

* ‘교육훈련비’, ‘사회공헌비’, ‘환경투자’ 항목은 본사 기준

법인세           52억 원 

세금과공과   93억 원

113

145

2013 2014 2015

145

378

343

2013 2014 2015

288

145억 원

 288억 원

 5억 원

사회공헌활동비*   3억 원

환경투자*   2억 원

16
11

2013 2014 2015

5

지역사회

정부

3. 판매

매출액 1조 9,260억 원

영업이익 537억 원

주주 및 투자자 



2015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4 25

Overview 8대 중대 영역       Appendix

임직원, 정부/지자체

•전사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노경실무 협의 및 회의 

•사업장 참여 및 협력증진 협의회 

•고충처리 위원회 

•임직원 소통 간담회 

•조직역량 서베이 

•사이버 신문고

지역사회(대학/연구기관), 임직원

•산학협력(대학) 기관 협력 

•대학 연구실(Lab.) 협력 

•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Change Agent 활동

•계층간담회 

•신규 입사자 Soft Landing 활동

직원 가치증진

혁신

품질 및 고객만족

동반성장녹색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기술개발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COO와의 만남 

•COO 현장 경영 

•Be the ONE* Festival 
•임원 혁신 워크숍 
•분임조 지도위원 워크숍 

•혁신전담자 교류회

Global/지역사회, 임직원, 지구/생태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 

•  NGO (사회공헌 프로그램  

파트너) 협력

•1사 1교, 1사 1촌 결연 

•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단체 협력

고객, 협력회사, 정부/지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VOC(Voice of Customer) 수렴 

•제품 설명회(제품 전시회) 

•대리점 총회

이해관계자 전체

•신문고 

•윤리상담실 

•클린컴퍼니 

•윤리수준 설문조사

협력회사, 고객, 정부/지자체

•VOS(Voice of Supplier) 수렴 

•협력회사 정기간담회(사업설명회) 

•협력회사 성과공유회 

•LS엠트론 윤리수준 설문조사

정부/지자체, 임직원, 지구생태, 

글로벌/지역사회

•정부·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설명회 

• 환경 NGO 간담회 및 환경기술인  

협의회

•녹색기업 정보공개 

•늘푸른 안양21 실천협의회 

•산업보건안전 위원회 및 회의

이해관계자들은 LS엠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랄까요?

2015
STEERING  

WhEEL

  성균관대학교  문정환 교수

2014년 LS엠트론-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부터 LS엠트론과  

성균관대 바이오메카트로닉스센터(센터장: 문정환 교수)  

공동으로 ‘LS엠트론 CAC 생산공정 디지털 생산 시스템  

구축 및 CAC 조립라인 최적화’를  Open Innovation 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igital Manufacturing 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의 사업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경영진단팀  서영일 팀장

임직원의 윤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매년 실시하는 협력사 설문을 통해 파악해 

보면 100점 만점에 85~90점 수준으로 LS엠트론 임직원의 

윤리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CEO 직할 경영 

진단팀 내 윤리사무국 조직을 갖추고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교육 실시와 신문고/클린컴퍼니/윤리상담실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와 내재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팀  이만호 대리

저희 인재육성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LS엠트론의 성공 

과 행복을 주도하는 성장 파트너’라는 팀 슬로건 아래,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성취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Be The ONE* 달성을 

촉진하는 가치교육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구성원들의 업무 전문성과 직무 만족이 곧 우리 

회사가 지속 성장하는 원동력이라는 믿음과 사명감을 갖고 연구와 실행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천대리점  최금석 대표

LS트랙터를 통해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LS트랙터는 최첨단 캐빈 장착 

으로 저소음·저진동으로 작업자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며 

강력한 PTO 출력으로 어떤 작업 조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XU 모델은 친환경 엔진을 탑재한 

수도작 전천후 트랙터로 농·축산업 농가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출시 전 필드 테스트를 철저히 하고 제품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품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리와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이고, 10년 후 모습을 생각하며 제품을 만든다면  

LS트랙터의 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종지역아동센터  강현수 시설장

순종지역아동센터는 ‘밝은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희망 

입니다’를 모토로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한 발달을 이루 

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 아동들은 성인과의 교류 기회가 부족해 성 역할,  

진로, 직업관 등에 대한 롤모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LS엠트론 임직원의 재능기부와 지정기탁 후원으로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과 진로개발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전북도청  임영환 환경보전과장

LS엠트론은 선제적으로 전사 녹색경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 등을 지속적 

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영역확대 지원을 

통해 녹색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제품 및 그린 비즈니스 영역 

확대 등 친환경 사업장 운영으로 모범적인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강화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환경안전 관련법규의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는 계획도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안전 개선과 관리시스템 개선 등 녹색 

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지속되어지는 점 등을 보면 LS엠트론은 지속 

가능경영과 더불어 글로벌 경영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혁신추진팀  박현규 팀장

LS엠트론의 혁신 수준은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교육과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역량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국내 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

단한 결과, 우리 회사는 ‘혁신력’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1 

수준으로 업종 내  우수한 혁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Challenge 2020’ 혁신

활동 모델을 정립하여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모델은 LS엠트론

의 사업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비전 달성 가속

화를 위한 중점 혁신과제 수행의 ‘Innovation’ 영역, 자율적 현장혁신을 통해  

현장체질을 강화하는 ‘Kaizen’ 영역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천공업㈜  양은오 대표

율천공업㈜는 LS엠트론 트랙터 외장부품 중 프레스 성형 및 

제관, 용접과 도장을 하여 최종 조립부품을 공급하는 외장 

부문 전문업체입니다. 도장외관 품질향상을 위해 2011년

부터 LS엠트론㈜ INLINE BODY 도장 라인 운영 및 기타 외

장품 도장 품질향상에 전념하여 고품질 고객만족 실현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와 물량공급

을 위하여 2014년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9,920m2 (3,000평)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현재 사업 중이며, 지속적인 물량 수주를 위하여 

원가, 품질, 납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와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기대하며 트랙터 부문 글로벌 TOP 5 목표에 진입하는 날까지 율천 

공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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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TERNAL
ASPECT
(보고경계 :  

기업 내부 및 

임직원)

품질경쟁력 

강화

비전 달성 

가속화

 

작업장 

효율 증대

 

직무 

전문성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 처리

 

공정한 

평가와 보상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FOR
EXTERNAL
ASPECT
(보고경계 :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

 

협력회사  

성장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

 

친환경 

기술 및 제품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선도

 

고객관계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의사소통 

활성화

 

사회공헌 

활동 

내실화

FOR FUTURE 
미래성장을 위한 가치창출 활동

FOR TRUST 
신뢰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활동

LS엠트론은 회사 경영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 받은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고객, 협력회사, 직원, 지역사회, 정부를 핵심 이해관계자로 

주주를 일반 이해관계자로 구분함

지속가능경영 관련 각 부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함

비전 및 중기전략, 각 부서와의 인터뷰, 경영회의 보고,      

전년도 추진과제 목표달성 여부, 각 부서별 전략지표 등을 통해 

이슈를 도출함

GRI G4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ISO 26000, UNGC 원칙,       

경쟁사 및 선진기업 동향, 미디어 리서치 등을 통해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이슈를 도출함  

도출된 이슈들에 대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영향도를 평가하여 중요 이슈 선정한 후, 

LS엠트론 가치창출 활동과 리스크 예방 활동 그리고 내부와 외부 측면으로 분류

Step 1.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Step 2. 
내부자료 검토 및 분석

Step 3. 
외부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Step 4. 
중요 이슈 선정

중대성 평가

     중대 영역 2015년 주요 활동 2016년 계획

혁신

(30p)

• 사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Mobile  CS 시스템 개발

• 초소형 Robust B2B 개발

• 새로운 비전에 맞는 혁신활동 추진 모델 

(Challenge 2020) 정립

•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및 실행

• 중점 추진 영역별 전략과제 수행을 통한  

비전 달성 가속화

• 낭비 없는 작업장을 통한 생산현장 경쟁력 확보

•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활동 기반 조성

품질 및

고객만족

(31p)

•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 품질인재 육성체계 운영 및 인재 양성

• 해외법인 맞춤형 품질교육 운영

• 협력회사 품질제고 교육 운영

• 협력사 품질교육체계 수립 및 운영

• 사업별 고객만족활동 지속 전개 및 고객 접점관리 

동반성장

(32p)

• 동반성장 활동 2차 협력사 확대 적용

• 협력사 품질 컨설팅 및 인력 파견지원

• 상생결제 프로그램 추진

• LS상생펀드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펀드 조성

• 기술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협력사 교육지원

• Q-파트너 인증제 운영을 통한 협력사 지원

•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활동 전개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집행 및 추가 조성

• 기술교육 아카데미 협력회사 교육 확대

• 상생결제 프로그램 구축(1, 2차간 대금결제)

• 현금성 결제 100% 상생협력펀드 운영

• 사업 설명회 및 성과공유회 시행

녹색경영

(33p)

• 전사 녹색경영 진단 실시

• 전문기관 화재예방 진단 실시 

• 전사 필수 5대 환경안전 수칙 운영

• 메르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온실가스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환경안전 활동 전개

• 환경안전 기본 준수의식 정착화를 통한  

무재해 사업장 달성

• 안전에 대한 인지향상 및 마인드세트 활동

• 온실가스배출권 국제 규제(파리기후협정 등) 강화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 해외법인 정기협의체 운영(1회/분기)

• 법인장/주재원용 관리 매뉴얼 제정

사회공헌

(34p)

• 희망홀씨학교 운영

• 우수리 제도를 활용한 중학생 장학금 지원

• 농촌사랑봉사단 운영

• 사업장별 봉사 인포멀 활동

• 사업장별 봉사 인포멀 활동 지원 및 활성화

• 기존 프로그램 확대 실시 

(희망홀씨학교, 농촌사랑봉사단)

• 신규 봉사기관 발굴

기술개발

(36p)

• 시장 선도형 및 친환경 제품 개발

• Digital Manufacturing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 PJT 관리 시스템 고도화 

• 특허발굴/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고도화

• 신뢰성 분석실 국제공인시험기구(KOLAS) 인정 획득

• 기술역량 체계 구축 활동

• 사업별 특성화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

• 주력사업 성장동력 아이템 발굴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고문/기관 확보

• 우수 연구원 확보 및 육성

• IP 포트폴리오 구축

• 우수특허 발굴을 위한 특허 양적/질적 확대

직원

가치증진

(38p)

• 중국법인 현지화 Roadmap 구축

• HR Audit 체계 구축

• 임금피크제 일반직 확대

• 정년퇴직 예정자 교육 실시

•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기능직 기술전수 및 교육체계 수립

• 비전 달성 조직역량 강화 활동

• Work & Balance를 위한 ‘Be Happy Day’ 운영

• 평가제도 개선

• 고령화/고직급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실시

• 비전 및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포상제도 개선

•기능직 HR제도 설계(인사 및 교육) 

• 학습조직(Community of Practice) 활성화

• 선진 e-HRD 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40p)

• 최신 동향 및 사례를 반영한 윤리규범 교재 개정 및  

전사원 교육 실시

• 협력사 윤리수준 설문조사 실시

• 임직원 윤리인식 및 홍보활동 강화

• 윤리 설문조사 지속 실시

Our Material Issu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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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8대 중대 영역       Appendix

LS엠트론은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8대  중 대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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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Mobile CS 시스템 개발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의 존립 가치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제조업이 공급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Shift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zing)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LS엠트론은 고객의 소리를 빠른 시간에 제품에 반영하고, 공급된 설비의 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CS Link)을 개발하였습니다. 타사의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과 택시업계의 모바일 서비스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고객이 Mobile device를 통해 

요청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정보가 즉시 서비스맨에게 전달되어 대응하게 되며, 이 데이터를 

통하여 제조공장에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고객 대응 시간은 54% 단축되었고, 고객 만족도는 15% 향상되었습니다.

초소형 Robust B2B 개발

LS엠트론에서 생산하고 있는 B2B(Board to Board) Connector는 스마트폰 등의 휴대 

기기 내에서 Main Board와 Module 간 연결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외 주요 모바일 

Set Maker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슬림화 및 기능의 다양화 등에 따라 부품의 

실장 면적이 축소되고, 고전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고객 니즈를 파악하여 LS엠트론은 ‘

초소형 Robust B2B’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개발품은 경쟁사 대비 우수한 동적 해석 기술 

역량과 초소형 금형 기술을 통하여 기 출시된 초소형 제품 대비 실장 면적 15% 감소 및 독자 

Robust 구조 적용을 통하여 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Hold down을 통한 정격 전류 

5A인 고전류를 대응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메이커에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맞는 혁신활동 추진 모델(Challenge 2020) 정립

LS엠트론은 ‘혁신1기 맞춤형 혁신활동’과 ‘혁신2기 3C 혁신활동’에 이어 2015년 새로운 비전 

수립에 맞춰 ‘Challenge 2020’ 혁신활동 추진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Challenge 2020 모델은 

비전 목표 달성을 혁신의 지향점으로 하고, ‘Innovation’과 ‘Kaizen’의 두 가지 혁신영역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혁신인재와 역동적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활동은 새로운 비전과 혁신활동과의 연계, 주인의식 청년정신 

기술선도의 핵심가치 내재화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Innovation’ 영역은 비전  

달성의 가속화를 목표로 생산혁신, 구매혁신 등의 중점 혁신 테마를 선정하고 테마별 혁신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izen’ 영역은 주인의식을 통한 자율적 현장 

혁신을 방향으로 현장 체질 강화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도구로서 분임조, 

5S, 제안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및 실행

LS엠트론은 새로운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Challenge 2020’ 혁신활동 모델에 맞춰 중점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별 ‘1등 기술, 1등 제품,  

1등 지역’의 비전 KPI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비전 KPI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건의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진척 

현황을 점검하여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혁신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나아갈 방향

단기

• 환경 극복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과제 실행력 강화

• 낭비 없는 작업장 구축을 통한 생산현장  

경쟁력 확보

•전문성을 갖춘 혁신인재 지속 육성

장기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혁신 활동을 

통해 Global Player와의 Gap 극복

•주인의식과 청년정신의 조직문화 내재화

•기술선도 역량 확보

대외환경

•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 각국의 안전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필요

• 제조,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과 시장 

경쟁력 확보 

 선언

LS엠트론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혁신문화를 창조하여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Key Driver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지표

재무가치 창출                              (억 원)

2013 242

2702014

4062015

혁신인재 육성(누적)                          (명)

2013 232

2642014

3202015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품질 및 고객만족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트랙터, 사출시스템 고객 대상으로 제품 품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Tracking을 통한 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글로벌 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이 인식하는 품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을 개발하였고, 모델군별, 지역별로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트랙터는 

고객 460명 및 전문가 158명, 사출시스템은 고객 2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조사 외에 고객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심층 

인터뷰 등의 정성조사를 통하여 상세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 시장 내 성장 트렌드 및 주요 이슈 파악

• 자사와 경쟁사 간 경쟁 구도 및 핵심 성공요건 파악

• 자사 및 경쟁사 제품/서비스 만족도 파악 및 비교 분석

• 불만/문제점 및 세부적인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 방향 탐색

•  경쟁사 대비 자사의 강·약점 및 불만/문제점 현황 파악을 통한  

전사적 개선 방안 탐색 및 전략 방향 도출

정량조사와 함께 트랙터의 경우 고객과의 집단 간담회와 대리점 사장, 농협센터장 등의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고, 사출시스템의 경우 구매관련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부별 워크숍을 실시,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2016년 사업운영 

방안에 반영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개선사항 도출

• 작업 편의성과 디자인, 내구성 관련 요구사항 증대에 따른 대응 필요 

• 고객이 제품력을 느낄 수 있는 고객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필요 

 사출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고객이 중시하는 ‘사용편리성’ 측면의 제품력 개선

•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력 향상

품질인재 육성

1등 제품, 최고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LS엠트론은 지속적으로 품질인재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 품질인재 육성 체계에 따라 품질필수과정, 전문선택과정, 전문자격취득 과정 운영

• 품질필수과정 :  품질경영 활동분야 및 직급별 필요역량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단계별 

구성화된 품질인원 필수과정

•전문선택과정 :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핵심 업무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 

• 전문자격취득 :  외부 공인된 전문자격 취득으로 신뢰성 있는 전문인원 확보를 위한 전문자격 

취득과정

 해외법인 : 해외법인별 요구사항 파악/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수립 및 과정 운영

• 품질필수과정(Mind Level 1, 2, 3 과정)

• 전문과정 (ISO 9001 요구사항 과정)

 협력회사 : LS엠트론-협력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회사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 공정능력 관리방안 및 Gage R&R 교육 

나아갈 방향

단기

• 품질 개선을 통한 시장품질 확보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접점 관리 강화

장기

•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 협력사 품질 지도/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대외환경

• 고객의 의식 및 눈높이 향상

• 제품/서비스 요구사항 다변화

• 제품 신뢰성 확보 노력 필요

• 품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 언론매체 발달로 품질문제 발생 시 

파급 효과 심각 

 선언

우리의 존재기반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얻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주요 실적지표

2013

8
13

2014

10

2015

고객불만손실 (전년대비 개선율) (%)

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 보유율 
(전사 품질부문 인원 대비) (%)

2013 45

432014

442015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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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지원 확대(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완료 후 구매로 연결)

LS엠트론이 추구하는 동반성장 활동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1차 협력회사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차 협력회사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본질로 합니다. 

LS엠트론이 2차 협력사인 삼성유리공업㈜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중곡면 강화유리 성형기술 

개발’건은 당사가 추구하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WIN-WIN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개발건을 통해 주력 제품인 트랙터의 외관 디자인 변화에 따른 ‘다중 

곡면강화 유리’의 개발 및 제조기술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트랙터 사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대체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LS엠트론이 지향하는 동반성장 활동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 컨설팅 및 인력 파견지원

LS엠트론의 높은 품질 경쟁력은 우수한 품질의 부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LS엠트론은 

협력사의 품질관리가 곧 자사의 품질관리란 인식에 기반하여 부품 검사 철저화, 협력사 공정 

표준화, 협력사 자체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품질 컨설팅 프로그램부터 국가품질명장을 

비롯한 기술인력의 협력사 파견과 같은 광범위한 품질 향상 지원책을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의 결과로서 향상된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은 LS엠트론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프로그램 추진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금결제는 당사 명의의 외상매출채권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하위 협력업체가 채권을 할인할 때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할인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하위 업체에게는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LS엠트론의 동반성장 활동은 하위 협력사들에까지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갈 것입니다.

재무적 지원(상생펀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LS엠트론은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40억 원 

규모의 LS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금리감면적용(1.65~2.95%)을 통한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200억 원 규모의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제 펀드를 조성하여 

R&D 투자재원으로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LS엠트론은 재무적인 측면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 협력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진행

LS엠트론 기술교육 아카데미는 고객 및 협력사의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2014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이듬해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에 선정된 당사 기술교육 아카데미는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의 양과 질에 아낌없는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LS엠트론의 

교육지원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324명이 사출성형 실무부터 생산현장 개선, 품질관리, 

공정개선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기술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는 교육의 결실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꽃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나아갈 방향

단기

• 상생결제 프로그램(1, 2차 협력회사) 구축

• 환율 및 원자재 FTA 대응

장기

•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 실현

대외환경

• 글로벌 경기 침체(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원자재 급락(유가, 철재류, 전기동 등)

• 공정거래 등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협력회사의 CSR 관리 강화 

(2차 협력회사 확대)

 선언

LS엠트론은 공정한 거래문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경쟁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지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펀드(누적)       (억 원)

상생펀드 참여회사                          (개사)

2013 183

1882014

1922015

2013 22

182014

132015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직원 가치증진

전사 녹색경영 진단 실시

사고예방 및 임직원 의식수준에 중점을 두고 협력업체 포함 전 사업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녹색경영 관리수준 진단기법을 적용하여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환경안전 각 항목 

및 운영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부에 대한 

사장상 포상 및 미진한 사업부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하여 임직원 의식확보 및 내부 환경안전 

운영제도 정착 등 관리수준 Level-up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화재예방 진단 실시 

사업장별 화재위험에 대한 관리 실태와 화재발생 리스크 파악을 통해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사 화재예방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 및 

설비의 발화위험 요인을 도출하였고, 즉시 개선 및 투자계획 수립 등 화재위험 리스크 감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하여 자율 소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전사 필수 5대 환경안전 수칙 운영

환경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 파악 및 핵심 요인을 도출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사 필수 5대 환경안전 수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기본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무재해 달성을 위한 관리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메르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

전국적인 메르스 발생 시 정부 대책에 앞서 메르스 예방 사내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중동지역 

출장자 관리, 열화상 카메라 운영 및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자 재택근무 조치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 및 가족 포함 발병자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감염병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건강한 일터를 만들 것입니다.

온실가스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LS엠트론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으로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고자 규제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하여 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툴을 

개발하여 사전 발생량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 시 생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측면 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환경안전 활동 전개

 전주사업장(기본준수 캠페인 활동) : 사업장 내 보행자 통로 재정비 및 출퇴근 사내 버스 운영 시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등 생활 속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통한 임직원의 기본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경보 시스템 구축 :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출 등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내외부 확산 방지 등 

환경사고 리스크를 감소시켰습니다.

 안양사업장 : 화학물질 입고 관리 : 화학물질 입고 시 누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담당자 입회,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사전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사고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사업장 : 협력업체 작업환경 개선활동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을 보완하였고, 잦은 인원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나아갈 방향

단기

• ‘My Safety Zone’ 운영을 통한 불안전 행동 

근절 및 전사 무재해 달성

장기

• 법/규제 강화 대응 등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통한 녹색경영팀 및 사업부실행력 

증대

대외환경

• 국내외 환경안전규제 강화 

(징벌적 지도단속 [벌금/과태료])로  

경영상 리스크 증가 

• 협력업체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요구 증가

 선언

LS엠트론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그린 비즈니스 영역 

확대 지원을 통해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분야의 Global  Leading 녹색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지표

2013

112,931
108,856

2014

107,352

2015

   온실가스 배출량                          (CO2 톤)
 

녹색경영 지출 및 투자                   (100만 원)

2013 1.924

9912014

1,43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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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홀씨학교

LS엠트론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희망홀씨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 순종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회(2월, 5월, 8월, 9월)에 걸쳐 활동을 진행했으며 점차 

그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희망홀씨학교는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공부에 흥미를 유도하는 

과학교육, 스킨십을 통한 인성교육, 1대 1 멘토링을 통한 공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외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함께 하며 아동들이 꿈을 갖고 밝고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참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미팅을 통해 봉사 

마인드 함양,  아동 대면 시 주의사항 교육, 피드백을 통한 임직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수혜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감성도 케어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앞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발굴해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 전국에 희망의 홀씨를 흩뿌리겠습니다.

우수리 활용 중학생 장학금 지원

LS엠트론 전 임직원은 2008년부터 급여의 1,000원 이하 금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회사는 이와 동일한 금액을 후원금으로 적립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인 급여 우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전 임직원의 급여 우수리 기금을 활용해 12개 학교(지역별 

3개교) 36명의 학생들에게 2,520만 원(인당 7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장학금 전달을 계기로 장학생이 올바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미래세대 후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회공헌

나아갈 방향

단기

• 자율/참여형 봉사활동 추진

•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화

• 일반직 봉사활동 참여율 제고

장기

• 임직원 모두가 봉사하는 문화 형성

대외환경

•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규모 감소 추세

•임직원 재능기부, 비현금성 사회공헌 주목

•사업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 지속

 선언

LS엠트론은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주요 실적지표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참여                   (시간)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억 원)

2013 2,254 

2,8232014

1,8072015

2013 1.8 

6.72014

3.02015

농촌사랑봉사단

농촌사랑봉사단은 농촌의 고령화, 빈곤층 증대, 독거노인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지역사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 나가는 LS엠트론 대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농기계 

점검, 주거환경 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식사 대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임직원과 가족, 지역사회 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진행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1리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LS엠트론은 꾸준한 농촌사랑봉사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봉사 인포멀 

LS엠트론은 4개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봉사 인포멀을 형성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사랑실천회는 군포 양지의 

집, 어린이재단 경기지부 등과 연계해 매월 시설 청소, 식사지도, 

나들이 봉사, 지역소재 청소년 후원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전주지역 사랑나눔회는 다애공동체, 은혜의 동산 등 장애인 

주거시설들을 방문해 환경개선 활동, 건축 지원 등 장기적으로 후원 

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사랑실천회는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집수리 공사, 목욕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의 희망♡나누미는 구미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 후원, 해외아동  

결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봉사 인포멀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이웃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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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도형 제품 개발

LS엠트론은 2015년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시장선도형 제품 개발을 목표로 B2B 커넥터와 

USB 커넥터, 신규 제품군인 임베디드 베터리 커넥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B2B 

커넥터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는 동종업계 최소 사이즈 독자 제품을 출시하여 S사 프레그십 

모델에 국내 생산 B2B 커넥터 최초로 적용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프로모션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초소형 B2B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6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USB 커넥터에 있어서는 신규 USB3.1 전송규격을 만족하며, 위아래 구분없이 체결이 가능한 

Type-C 커넥터 독자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사이즈 축소를 위해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실장 구조를 적용한 제품이며, 국내 및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베터리 커넥터에 있어서는 10A급 고전류 전송이 

가능한 자웅동체 구조의 독자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종래의 서로 다른 암수 한 쌍의 

체결구조와 달리 하나의 커넥터에 암수 기능을 동시에 반영한 구조로, 단일 제품간 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LS엠트론은 이러한 시장 선도형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해 감으로써 

고객가치 증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전지용 동박의 극박화 지속

LS엠트론의 전지용 동박은 전기자동차나 정보통신(IT) 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집전체에 사용됩니다. 전지용 동박을 얇게 생산하면 전지에 사용되는 동박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전지의 용량을 증가 및 전지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 사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일 뿐 아니라 동박의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자동차의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지용 동박의 극박화를 위해서는 제조 공정 중 찢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LS엠트론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2013년 세계 최초로 6㎛ 동박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 5㎛ 동박, 2017년 4㎛ 동박의 상용화를 

목표로 극박 동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도 전지용 동박 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리딩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개발

나아갈 방향

단기

• 신기술,  융·복합기술 적용을 통한  

시장선도형 제품 개발

• IP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장기

• 기술개발을 통한 신사업/신시장  

성장동력 발굴

•핵심/기반기술 육성을 통한 기술 우위 확보

대외환경

• 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사업 기회와  

경쟁 심화의 양립

• 경쟁사간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

 선언

LS엠트론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소재 

분야의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육성하고 

Open Innovation 활동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하여 고객에게 Leading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지표

2013

42 47

2014

49

2015

친환경 제품 R&D 투자 비율                   (%)

지적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              (건)

2013 148

1592014

2092015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LS엠트론은 품질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리튬이온전지의 에

너지 효율 향상, 제품 공급길이 2.5배 증대, 이산화탄소 배출 30% 저

감 등으로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 2015년 파나소닉 그룹에서 주최하는 우수 파트너 미팅에서 품질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S엠트론은 품질 수준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DM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문정환 교수 연구팀(성균관대학교)과 공동으로 ‘CAC 라인 재고 최소화 

및 조립라인 최적화’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10월 자동차 부품 사업부 

CAC 라인 생산성 향상 및 물류 최적화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DM(Digital Manufacturing) 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공정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제 수행 후 CAC 조립 

공정 내 최적 적재량을 도출함에 따라 기존 대비 적재량이 50% 감소 

하였으며, 생산인원의 이동 LOSS 제거 및 공정 배치 최적화로 

생산성이 20%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개발된 DM 기술은 자사 공정의 정량적 평가와 지속적인 물류/

적재 최적화,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상된 생산성은 

사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한 R&D를 위한 PMS 고도화

LS엠트론은 2014년부터 PMS(Project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R&D 실행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시행착오 및 연구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된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거듭나, R&D 수행에 필요한 각종 

현황 정보와 점검 포인트를 이해관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범위를 전사로 확장하여 전사 

R&D 프로젝트를 아우르며, 국책과제, Open Innovation까지 종합 

관리하는 툴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R&D 프로젝트의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현황이나 연구개발 진척 현황, 투자실적 현황, 

이슈 현황 등 각종 대시보드를 새롭게 정비하여 실시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행했던 각종 연구개발 경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R&D 성과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를 프로세스화하여 

연구개발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통해 R&D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특허 발굴을 위한 특허 TF 및 특허 Day 운영

LS엠트론은 우수특허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특허발굴 TF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 밖에도 매월 사업별 특허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발굴 TF는 특허발굴 아이템을 선정 후 관련 TF를 구성하여 우 

수 특허를 발굴하는 작업으로 2015년 두 번의 TF를 운영하여 13건의 

특허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특허 Day에서 각 사업별 특허동향을 

연구원에게 제공하면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아이템에 대해 아이 

디어의 특허화를 지원하여 우수특허 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S

엠트론은 특허 TF를 통해 우수특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특허 Day

를 통해 특허확보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전년대비 약 25% 이상 

증가된 특허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당사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R&D 기술역량 체계 구축 착수 및 MOU 체결

LS엠트론은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R&D 기술역량 체계 구 

축에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중앙연구소 트랙터선행개발그룹과 전 

자부품선행기술파트의 핵심 기술 역량을 대중소 분류로 세분화하여 

각각 기술의 중요도 및 보유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필요기술에 

대한 확보 및 육성 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기술개발 부문, 사업부 

연구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자사 특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하대학교 건설기계 R&D양성사업단과 MOU를 2015년  

6월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하대학교 우수 R&D 인력을 

연구 프로젝트 및 자사 특화 과정 참여를 통해 맞춤형 인재로 사전 

육성하여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필요 기술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사 연구원에게도 학위 파견(석·

박사 학위) 지원 및 Open Innovation 연계 등을 통해 LS엠트론 

기술역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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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 현지화 Roadmap 구축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외자 기업에 대한 견제 강화로 법인 비용 부담이 점점 높아 

지고 있는 상황과 이랜드·P&G·오리온·포스코 등 중국 내에서 성공한 외국 기업들은 공통

적으로 현지사원 대상의 교육 및 인사제도가 체계적이며 현지사원 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

램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를 감안하여 LS엠트론은 2015년 중국 법인에 현지사원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주재원을 대체하기 위한 현지화 Road-

map을 구축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장 및 관리담당 외의 전 주재원 포지션을 대상 

으로 현지화를 실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리담당 외의 전 주재원 포지션을 대상으로 현지

화를 실행한다는 큰 방향을 정하고, 법인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인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주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현지 핵심인재 리더를 육성하여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현지사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통한 비전을 심어주고, 주재원의 한정된 파견기

간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업무 연속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국 법인 현지화 

추진 이후 미국, 브라질, 베트남 등 타 국가의 법인에 이를 확산 적용하여 글로벌 현지사원  

육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hR Audit 체계 구축

LS엠트론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통해 임직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HR Audit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동관계 법령과 내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사업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앞으로도 본 툴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과 내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 글로벌 회사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 일반직 확대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LS엠트론에서는 기존 기능직 사원에 한해 

시행 중이던 임금피크제를 일반직 사원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적용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장년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직원 가치증진(HR)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기능직 정규직 전 사원(일반직까지 확대)

정년 연장 만 60세 도달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임금피크제

개선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만 53세 만 56세

피크임금 감액 적용 연령 만 58세 만 59세

정년퇴직 예정자 교육 실시

LS엠트론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재취업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정명 : 정년퇴직 예정자 재취업능력 향상교육

 실시목적 :  개인별 경력 진단 / 정보 제공(재취업, 자산관리, 귀농·귀촌 등)을 통한  

정년퇴직 예정자의 ‘제2 인생 설계’ 지원

 대상 : 당해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내용 :  1) 개인별 경력 진단 : 나의 생애 조망, 직업역량 도출, 경력대안 개발, 평생경력계획 수립 등 

2) 정보 제공 : 재취업 준비, 귀농·귀촌 이해, 자산관리 및 재테크, 스트레스 관리 등

나아갈 방향

단기

• 노동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를 통한 

임직원 인권 신장 도모

 

장기

• 직무·성과 중심 HR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주의 정착

대외환경

• 노동관련 법규 준수 통한 윤리경영 실천 

요구 강화

•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확산 통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선언

LS엠트론은 임직원을 이해관계자이자 

기업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인권 및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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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여성 비율                        (%)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직원 가치증진(인재육성)

일반직 직무교육의 다양화

치열한 경쟁 환경 돌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LS엠트론은 임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 향상을 

주요 인재육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구축된 직무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4대 직군별(R&D, 생산, 영업, 지원) 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과정을 개발 

하여 다양한 교육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현장낭비개선/원가절감 

(생산), 채권법률 심화, 무역 심화(이상 영업) 등 3개 과정을 추가 개발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현황   

전통적인 집합교육 외에도 사내 우수사례 및 현장 노하우 공유를 위한 학습조직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관련 지원제도의 적극 홍보를 통해 전사 7개 학습조직을 

운영했으며(참석인원 66명), 올해에는 전사적 Boom-up 및 관련제도 개선으로 학습조직 

20개(200명)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기술전수 및 교육체계 수립

현장 기능직 구성원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기술전수 공백을 예방하고자 S-OJT 매뉴얼 

및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3개 사업부(트랙터, 사출, 특수)의 매뉴얼 및 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타 사업부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기능직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체계 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부별 직무기술 

역량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개 사업부(트랙터, 사출, 특수, 전자부품, 

CF)의 NCS 기반 역량 분석을 완료하였고,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전 사업부의 역량 분석을 

완료하여 교육체계 수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新비전 및 핵심가치 전파 촉진

2015년 7월 7일, LS엠트론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의지를 담아 Be the 

ONE*이라는 新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로서 Ownership 

(주인의식), New-thinking(청년정신), Excellence(기술선도)를 함께 선포하여 비전 

달성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핵심가치의 전파를 위해 팀내 변화 

촉진자를 대상으로 한 ONE* 리더 양성과정을 자체 개발, 실시하였습니다. 전사 팀장 및 현장  

리더, 각 팀에서 선발된 ONE* Promoter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18명이 참가하여 

조직 내 비전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ONE* 리더들의 주도로 

각 팀에서는 ONE* Team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비전/핵심가치 전파 및 행동 

변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비전 및 핵심가치 전파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비전 

달성 가속화 및 핵심가치 실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ONE* Promoter

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실행 자신감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사원 대상 핵심가치 적용/실천 

교육과정을 개발/실시하여 핵심가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구성원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여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갈 방향

사업부장 및 임원과의 대화 (회)

단기

•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학습 형태 다양화

• 기능직 HR 체계 및 교육과정 구축

대외환경

• 제2의 성장을 위한 임직원 역량향상  

기반 마련 필요

• 기능직 인원 필요역량 정의와  

체계적 성장 요구 증대

• 현장 맞춤형 지식 습득 및 업무 노하우 

확산 방법으로서 학습조직의  

중요성 확대

장기

• 학습문화 구축 및 전문역량 제고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 경쟁력 확보

주요 실적지표

 선언

LS엠트론은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회사와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조직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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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직군

7개 과정

생산직군

11개 과정

영업직군

9개 과정

지원직군

16개 과정



40 41

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경영 전략수립 및 이행, 실천, 프로그램 운영, 윤리문화 홍보/교육 등을 CEO 직할 경 

영진단팀 내 윤리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신문고/윤리상담실 : LS엠트론은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신문고와 윤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제안, 

상담할 수 있도록 1)비밀보장, 2)신분보장, 3)제보자 책임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후 규정위반 및 

비윤리적 사안이 있을 경우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클린 컴퍼니 : LS엠트론은 어떠한 형태의 향응/접대 및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

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모든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및 반송할 수 있도록 클린 

컴퍼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송이 불가능한 수수물품의 경우는 ‘사랑나눔경

매’를 통해 수익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활동

•  임직원 윤리규범 교육 실시 : LS엠트론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이래 신규 

입사한 신입 및 경력사원에게 윤리규범 입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 해외주재원의 경우 파견 전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최신 동향 및 사례를 반영해 윤리규범 교재를 개정하고 수시교육 5회와 함께 

전사원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윤리규범 실천 서약 제도 : LS엠트론 모든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일반조건 

외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는 윤리실천 특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리수준 설문조사 : LS엠트론은 매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수준을 점검하고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꾸준한 홍보활동 전개 : 사내외 게시판을 통해 윤리경영 관련 사례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 및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

이해관계자

제보내용 등록
사이버신문고/ 

윤리상담실

처리결과 전달

제보 접수/조치

※ 윤리규범 전문 : http://ethics.lsmtron.co.kr/rule/law.asp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장  공정한 경쟁(경쟁자) 제4장  공정한 거래(협력업체)

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윤리사무국

나아갈 방향

단기

• 윤리 실천 프로그램 실행력 제고

• 사내외 이해관계자와 윤리 소통 강화

장기

• 윤리제도를 넘어 윤리문화로 정착

• 반부패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 도달

• 협력회사와 윤리적 공급망 구축

대외환경

• 국제적 반부패 협력 강화

• 준법모델이 수렴된 ISO19600과 같은  

새로운 국제표준 등장

• 공정위 등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 처벌 강화

• 내부신고제도 및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선언

LS엠트론은 그룹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의 근간인 윤리성

(Integrity)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모든 일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지표

협력업체 윤리수준 설문조사 (5점 척도)            (점)

2013 4.34

4.352014

4.362015

기술개발사회공헌녹색경영동반성장품질 및 고객만족혁신 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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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의견 50

보고서 개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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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 Figures
중대 영역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주석

혁신추진 재무가치 창출 억 원    242 270  406 

혁신인재 육성 명 232 264 320

한계돌파 과제 

건 

12 11 10

6시그마 과제 49 63 52

VE 과제               22 35 37 Value Engineering 

TRIZ 과제 10 12 12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일상 과제 70 100 100

품질 및 
고객만족

고객만족도 평균 5.0 만점 - 3.87 3.9 2013년 미실시

고객불만손실(전년대비 개선율) 

%

8 13 10 

ISO9001 국제인증심사원 보유율 45 43 44
전사 품질부문 인원 대비 

품질전문기사 보유율 43 37 42

제품 품질불량 개선

 건 

21 38 38

품질 경영시스템 정비 
46 40 33

해외법인 체계진단 및 개선 16 52 35

협력회사 체계진단 및 개선 99 104 119

동반성장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펀드(누적)  억 원 183 188 192

상생펀드 : 참여회사/운용금액 개사/억 원  22 / 60  18 / 18  13 / 18 

현금성 결제비율 % 100 100 100 3개월 이하 어음

협력회사 직무교육 명 210 307 160 FTA, 혁신제안교육, 협회교육, 기술교육 아카데미 

협력회사 수 : 국내/해외 개사  1,565/183  1,603/192 1,449 / 165 
국내 주요 하도급, 중소기업, 대기업  

거래처/해외 거래선

입고액 : 국내

억 원 

4,979 5,433 5,250

구매비용 

입고액 : 중국 792 803 735

입고액 : 유럽 428 413 312

입고액 : 일본 366 388 514

입고액 : 그 외 167 124 127

녹색경영 온실가스 배출량 

CO2톤 

112,931 108,856 107,352

- 간접배출 103,031 99,044 99,044

- 고정연소 8,113 8,120 7,831

- 이동연소 및 기타 1,787 1,692 1,524

온실가스 원단위 CO2톤/백만 원 0.14 0.13 0.14

에너지 사용량 
TJ

2,302 2,206 2,174

에너지 절감량 145 60 76

에너지 원단위  TJ/천 원  2.85 2.74 2.8

녹색경영 지출 및 투자

 백만 원 

          1,924             991 1,434

- 환경 1,447 401 222

- 안전보건 447 590 1,212

구리 사용량

톤 

11,779 11,388 12,123
주요 원자재 카본 및 고무류 사용량 1,710 1,699 1,656

합성수지 사용량 179 170 128

용수 사용량 837,729 825,229 895,467

- 공업용수 701,710 731,485 674,214

- 생활용수 124,598 87,385 206,647

- 지하수 11,421 6,359 14,606

오염물질 배출량 : 먼지 

kg 

13,029 14,082 8,645 

오염물질 배출량 : COD 36,828 13,925 15,210

오염물질 배출량 : SS 10,805 5,441 5,154

폐수 배출량
톤

499,958 547,971 484,982

용수 재활용량 703,401 723,518 610,885

용수 재활용률 % 74 84 56

폐기물 발생량 : 일반
톤

3,880 4,193 4,420

폐기물 발생량 : 지정 259 303 239

중대 영역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주석

녹색경영 폐기물 재활용률 
%

82 80 81

산업재해율 0.40 0.17 0.12

산업안전보건회의 건 20 16 16 각 사업장별 1회/분기 실시(4회/연) 

윤리경영 신문고 접수/처리 현황
건

9 8 6

수수 신고 접수/처리 현황 4 5 1

협력업체 윤리수준 설문조사(5점 척도) 점 4.34 4.35 4.36

사회공헌 사회공헌활동 투자액 억 원 1.8 6.7 3.0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참여 시간 2,254 2,823 1,807

기술개발 산학 Lab. 선정 개소 19 14 18
MOU 체결, 과제 추진, 교육/세미나 교류 등을

실시하고 전략적 제휴관계가 필요한 Lab. 

R&D 인재 양성 명 16 14 17 신규 산학장학생, 학위파견 및 T-MBA 

친환경제품 R&D 투자비율 % 42 47 49

친환경제품 R&D 과제건수

건

42 47 52

지적재산권 출원 238 302 291

Open Innovation 37 32 30

HR 총인원

명

1,726 1,729 1,711 비정규직 포함, 파견/일용 제외

정규직(남) 1,492 1,551 1,503

- 일반직 844 887 841

- 기능직 648 664 662

정규직(여) 45 52 54

- 일반직 44 51 53

- 기능직 1 1 1

비정규직(남) 127 98 98

비정규직(여) 62 68 56

지역별(전주) 803 826 822

총인원 기준 

지역별(정읍) 213 198 180

지역별(안양) 606 636 599

지역별(구미) 103 109 110

연령별(20대) 262 227 207

연령별(30대) 679 706 668

연령별(40대) 406 436 430

연령별(50대) 379 400 406

신규 고용(남) 214 218 142

정규직 기준

신규 고용(여)  59 72 64

신규 입사자 여성 비율 % 22 25 31

퇴사 인원/비율

명/%

81 / 5.3 87 / 5.4 110 / 7.1

장애인 인원/비율 32 / 2.1 28 / 1.7 29 / 1.9

여성 인원/비율 107 / 7.0 120 / 7.5 110 / 7.1

교육지원현황 : 시간 평균

시간/인

123 140 95

교육지원현황 : 임원 103 147 169

교육지원현황 : 부장 72 111 69

교육지원현황 : 차장 100 101 62

교육지원현황 : 과장 118 166 76

교육지원현황 : 대리 128 127 103

교육지원현황 : 사원 171 171 145

교육지원현황 : 금액 천 원/인 2,186 1,842 1,444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 비율 

%

100 100 100
정규직 기준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183 291 277

동일직급 남녀의 평균임금 비율 100 100 100 고정급 기준

출산휴가 사용  명 4 7 9

육아휴직 사용(남)
명

- 2 2

육아휴직 사용(여) 4 5 7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 100 100 100 복귀 인원/복귀 대상자

복리후생비용 억 원 112 11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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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제8기(2015.12.31 기준) 제7기(2014.12.31 기준) 제6기(2013.12.31 기준)

자산총계

백만 원

1,830,034 1,787,647 1,684,469 

유동자산 913,871 870,169 802,546 

비유동자산 916,163 896,835 881,924 

매각예정자산 20,643 

부채총계 1,295,974 1,234,248 1,119,070 

유동부채 779,486 838,174 889,183 

비유동부채 516,488 394,883 229,887 

매각예정부채 1,190  

자본총계 534,060 553,400 565,400  

지배주주지분 534,040 554,325 565,508 

비지배주주지분 20 (925) (108)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단위 제8기(2015.01.01~12.31) 제7기(2014.01.01~12.31 기준) 제6기(2013.01.01~12.31 기준)

매출액

백만 원

1,926,024 1,878,099 1,794,633 

영업이익 53,671 56,819 68,437 

계속영업이익 (14,375) 6,261 34,380 

중단영업이익 (2,889) (8,155) (4,754)

당기순이익 (17,264) (1,893) 29,627 

요약 손익계산서

• 결사 및 단체교섭 보장, 아동노동, 강제노동 철폐 | 당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가 없으며, 2010년부터 UN 

글로벌컴팩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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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대우 및 차별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 노경관계 | 조합원이 전근 및 부서이동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공장 이전 및 사업상 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게 사전협의 

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제품 라벨링 | 제품의 환경안전 정보 라벨링과 관련해 납품 시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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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항목을 

최소화하고 접근권한을 축소하여 정보유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법규 준수 | LS엠트론은 2015년 영업활동 기간 동안 환경법 및 관련 규정 

위반, 경쟁저해 행위 또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 위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 위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위반,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제품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 국고보조금 | 2015년 순수 국고보조금 해당금액은 28.6억 원이며, 기술료  

납부금액은 3.9억 원입니다.

중대 영역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주석

HR 노동조합 가입 인원/비율 명/% 647 / 37 664 / 38 663 / 37

사업부장 및 임원 대화 회 53 53 54

퇴직연금 : DB형 가입자

명

1,421 1,499 1,461

퇴직연금 : DC형 가입자 100 108 125

출자사 인원 2,011 2,365 2,231

경제적

가치 분배

원재료 사용

억 원

8,263 9,370 9,995

종업원 급여 2,016 2,096 2,276 급여, 퇴직급여 합

조세공과금 113 145 145 법인세, 세금과공과 합

지역사회 및 환경 16 11 5 기부금, 봉사활동, 환경관련 투자 합

자본비용 378 343 288 이자비용, 배당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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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UN Global Compact 이행 성과

LS엠트론은 2011년 9월 2일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였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LS엠트론 제도 및 방침 페이지

인권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윤리규범(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취업규칙 서론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38, 40, 44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단체협약 서론

•취업규칙 서론

•윤리규범(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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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33, 36, 37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윤리규범(제3장 공정한 경쟁, 제4장 공정한 거래,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협력회사 윤리실천 특별약관

40

가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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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LS엠트론 이사회는 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회사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2015년 

이사회는 총 6회 개최되어 2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은 100% 가결되었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이사회 등기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은 38억2,500만 원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2016년 3월 30일 기준)

감사의 권한과 책임

LS엠트론은 정관에 따라 비상근감사 총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영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2015년 말 기준 LS엠트론의 발행주식 수는 9,000,000주이며, ㈜LS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상장되지 않아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영회의

경영회의는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전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경영실적 점검 및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사안을 보고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CEO 주재로 매월 개최됩니다.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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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요 경력

구자은(남)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CEO (최고경영자) •美 시카고대학 MBA
•前 LS니꼬동제련 부사장

•前 LS전선 대표이사 사장

이광원(남)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COO (최고운영책임자) •부산대 법학

•前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장(부사장)

이익희(남)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본부장 겸 

CFO
•고려대 통계학

•前 LS엠트론 CF사업부장(전무)

최수택(남)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前 LS전선 전무

•前 슈미들린 코리아 대표이사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0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전략 및 분석 G4-1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CEO, 의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

4~7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6~7, 26~17

조직 프로필 G4-3 조직 명칭 1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9, 12~19

G4-5 본사 소재지 52

G4-6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성 이슈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9

G4-7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46

G4-8 시장 영역 8~9

G4-9 조직의 규모 43~44

G4-10 성별, 고용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43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44

G4-12 조직의 공급망 42

G4-13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N/A

G4-14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33, 36~37

G4-15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행목표 또는 실행계획 45

G4-16 가입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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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과 실행방법

26~27, 52

G4-19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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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상의 큰 변화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이해관계자 목록 24

G4-25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G4-26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4~26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조직의 대응 방법.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 목록

24~27

보고서 

프로필

G4-28 보고기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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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부합’요구사항은 아님

47~49

G4-33 a.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

b. 첨부하는 검증 보고서에 외부 검증의 범위와 근거

c. 조직과 외부 검증기관 사이의 관계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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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공개 페이지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a.중대이슈로 선정된 이유 및 영향

b.중대이슈에 대한 관리 방법

c.관리체계 및 평가 방법

26~27, 
30~40

경제

경제성과 G4-EC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22~23

G4-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44

G3-EC4 정부의 재정지원 

시장지위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43

간접경제 효과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34~35

조달관행 G4-EC9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42

환경

원재료 G4-EN1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42

에너지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42

G4-EN5 에너지 집약도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용수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42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배출 G4-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42

G4-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42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36~37

컴플라이언스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44

종합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42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33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지배구조 G4-34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의  

지배구조. 경제, 환경, 사회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 위원회

46

G4-38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

G4-39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장과 임원의 겸직 여부

G4-41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해관계 상충 방지, 관리 절차

G4-47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경제, 환경, 사회 영향과 위험 및 기회 검토의 빈도

G4-50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해결하기 위한 제도

윤리성 및 

첨령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40

G4-57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특정표준공개 페이지

사회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고용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43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노사관계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여부 포함) 44

산업안전보건 G4-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의 근로자 비율 44

G4-LA6 부상유형, 부상발생률, 업무상 질병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관련 사망 수(지역별, 성별) 43

훈련 및 교육 G4-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43

G4-LA10 지속적인 고용을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38~39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43

다양성과 기회 균등 G4-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43

남녀 동등 보수 G4-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43

인권

차별금지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N/A

사회

지역사회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34~35

반부패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40

경쟁저해행위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N/A

준수 G4-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N/A

제품책임

고객 안전보건 G4-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N/A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4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N/A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31, 4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G4-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N/A

고객개인정보보호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N/A

컴플라이언스 G4-PR9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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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중대 영역       AppendixOverview

제3자 검증 의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하 ‘지속가능경영원’)은 ‘2015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

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목적

본 검증의견서는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LS엠트론의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적절하게 도출되어 

보고되었는지에 대해 독립적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사항 및 독립성

본 보고서는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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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준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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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의 보고서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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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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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은 본 검증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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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적용 여부 검토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중대성 평가 과정 및 주요 이슈 확인, 관련 사내 정책 검토

•현장 실사를 통한 담당자 인터뷰 및 세부 데이터 확인

검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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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행한 검증 활동에 근거하고 AA1000APS 원칙을 고려한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LS엠트론은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분한 지역사회, 임직원, 고객, 협력사,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LS엠트론의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에서 누락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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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경영원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LS엠트론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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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엠트론은 ‘Be the ONE’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LS엠트론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LS엠트론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가치창출 활동 및 리스크 예방 활동으로 중요 이슈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S엠트론이 중요 이슈를 관리하는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중요 이슈와 관련하여 실제 성과 및 계획이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 환경안전을 위한 전사 녹색경영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임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HR Audi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한 LS엠트론의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LS엠트론의 영향력 범위를 고려하여 해외 사업장 및 협력회사의 

CSR 강화를 위한 활동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원장 전  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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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개요

2009 보고서 2010 보고서 2011 보고서

2012 보고서 2013 보고서 2014 보고서

LS엠트론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일곱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개요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CORE)

•보고 경계  LS엠트론 및 LS엠트론 종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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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기간   2015. 1 ~ 2015. 12(회계연도 기준), 일부 성과 2013년 ~ 2016년 3월

•보고 검증  제3자 독립검증

•보고 주기   매년 보고 (지난 보고서 발간 2015년 6월, 다음 보고서 발간예정 2017년 6월 예정)

•구성 기준  LS엠트론 지속가능경영 Steering Wheel

•본사 소재지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번지 LS타워 11층

•보고서 문의처   LS엠트론(주) 전략기획부문 사업전략팀  

 TEL. 031) 689-8217 

 E-mail. kdy0425@lsmtron.com

보고서 제작에 대한 참고사항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이 주관하고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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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가 높았던 대표 성과를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발자취

발행일: 2016년 6월 27일 

발행인: 구자은

발행처: LS엠트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주신 분들

총괄 경영관리본부장 이익희 부사장 

사업전략팀 이성준 부장, 강대영 대리

참여 혁신추진팀 박현규 부장, 조성표 과장

품질경영팀 박희정 담당, 장인석 차장

상생협력팀 송요성 부장, 한종윤 대리,

강한 사원

녹색경영팀 전철응 차장, 정명구 차장

경영진단팀 서영일 부장, 고혁찬 과장

업무지원팀 권오석 부장, 이경태 차장,

최나래 대리

기술경영팀 장성환 부장, 정미경 대리

HR팀 이창우 부장, 김철순 사원

인재육성팀 이재학 차장, 이만호 대리,

공형우 대리

법인지원팀 김정윤 과장

트랙터사업부 정근붕 부장, 이인 사원

사출시스템사업부 황선익 부장, 김보성 과장

특수사업팀 최영철 부장, 유성광 과장

CF사업부 조동진 차장, 부재철 대리

전자부품사업부 이형주 부장, 이혜원 과장

자동차부품사업부 황건욱 부장, 성준영 과장

FCCL사업팀 김규문 담당, 양윤호 대리

UC사업팀 윤권용 과장

LSMQ 유영래 부장

LSTA 김용구 과장

LSMB 권호영 과장

LSMW 정구연 차장

LSMI 심호 과장

LSEQ 최인용 차장

LSEV 성맹규 부장

YTLS 최재필 차장

대성전기공업 구자한 사원

캐스코 김지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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