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ABOUT THIS REPORT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이하 LSAT)는 2020년 처음으로 지속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기업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LSAT

의 미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LSAT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25개의

지속가능성 토픽을 기반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하며 창출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경계

안양 본사와 R&D Center, 국내 사업장 (해외 사업장 활동 및 성과데이터 일부 포함)

보고 기간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준 (과거 및 2020년 성과 일부 포함)

보고 주기

매년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글로벌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참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였고, 일부 2020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재무적 정보는 본사 기준을 준용하였고 수주 관련 데이터는 내부 보고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보고 기준 및 정의는 K-IFRS를 따르고 있으며,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모두 당사 공시체계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 관련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검증 내부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사업장과 글로벌 대상 ESG 추진 성과가 보고서에 충실하고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고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처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AFC) 20층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기획팀
E-mail. dkkim@lsautomotive.com
Tel. 031-517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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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는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CEO Message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Overview CEO Message    │    기업개요 │      사업소개 │      2019 Highlights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2020년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이하 LSAT)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LSAT의 2019년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4차 산업 혁명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격변 속에서도 저희 LSAT는 한 해 동안 친환경 및 자율주행 관련

최신 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고객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의 노력과 이해관계자 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뜻깊었던 한 해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인 글로벌 협업과 신성장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최근 들어 자동차 시장은 위기 속에서 체질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자동차 시장 또한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고부가 가치 차량 수요 의증가, 친환경〮자율주행 차량 및 관련 부품 시장의 확대, 모빌리티 다양화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LSAT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 하고자 R&D, 영업, 구매, 제조, 해외법인까지 글로벌 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제품, 기술, 생산능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을 바탕한 미래 가치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차량에 사용되는 전장부품에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48V 컨버터와 리졸버 등 신성장

핵심부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극대화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필수입니다. 저희 LSAT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양호” 등급을 달성하며 협력사와

상생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래 임직원 정기 헌혈 등 각종 봉사활동과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주주, 투자자,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사회공헌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LSAT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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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1) 2017년 8월 4일 사명 변경(대성전기 → LS오토모티브)
2) 내부 관리 기준에 따른 연결 매출액이므로 감사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연혁

1970~1980 

1973ㆍ회사설립

1974ㆍ공장가동

ㆍSwitch 생산개시

1976ㆍRelay 생산개시

1987ㆍ기술연구소 설립

1988ㆍ2공장(안산시) 

준공 및 가동

(Press, Mold, 금형)

1991ㆍ중국 청도

대성전자유한공사 설립

1997ㆍJunction Box 생산개시

본사이전(서울→안산)

2003ㆍ중국 무석

대성전자유한공사 설립

2006ㆍ제3회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수상

2007ㆍ제12회 전자부품 기술

대상 동상 수상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9ㆍ중국 무석

대성전자유한공사 설립

2010ㆍ스티어링 휠에 장착되는

차량용 스위치의 햅틱

디바이스 신기술(NET)

인증

ㆍDS1515 비전선포

(전장부품 전문회사 선포)

1980~1990 1990~2000 2000~2010

2011~2012

2011ㆍ닛산자동차 감사장

제44회 과학의날

대통령 표창(CTO)

ㆍCMMI ML2, ML3 인증

2012ㆍ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은탑훈장

(지식경제부)

ㆍ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

동탑훈장(지식경제부)

ㆍ업계 최초 ASPICE CL2 

인증

ㆍMotor 구동형 Steering 

Wheel System에 사용

되는 간접 Torque 측정

위한 Angle detecting

신기술 인증

2013ㆍDelphi Pinnacle Awards, 

Above & beyond 수상

ㆍDaimler, Supplier 

Appreciation Day 

감사패 수상

2014ㆍ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ㆍ통합물류센터 신설

2015ㆍTATA Motors 

Supplier ConFerence

Efficiency상 수상

ㆍ한국자동차공학회

기술혁신대상 수상

2016ㆍ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특허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ㆍ사명변경 (대성전기

공업→LS오토모티브)

ㆍ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ㆍISO27001(국제표준정

보보호) 인증

ㆍ제42회 경기도 품질

분임조경진대회 경기

도지사상 수상

ㆍ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2018ㆍ뉴비전

새로운 도약 22, 

Vision 222 선포식

ㆍLS오토모티브와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

지스간 영업양수도 계약

ㆍ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상 수상

ㆍISO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2019 ㆍ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ㆍ현대기아차 R&D Tech 

Festival 우수 신기술

대상(Solar DC Converter)

2013~2014 2015~2016 2017~2019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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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2019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회사명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대표자 이철우

설립연월 1973년 11월 11일 1)

주요사업
자동차부품/기계/장비/특수목적기계/전자부품 제조,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시험/검사분석 등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관양동, 안양금융센터A.F.C) 20층

임직원수 1,205명 (국내 임직원 기준)

부채 5,170억원

자본 4,809억원

매출액 8,495억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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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념

LSAT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여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써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그 이상의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고 자동차 전장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핵심가치

LSAT가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입니다. “도전, 협력, 창의, 정도”라는 핵심가치 아래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핵심가치 이행에 기반하여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제공하는기업

VISION

LSAT의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도약 23, VISION 222” 입니다. 2023년 수주 2.2조, EBITDA 2,000억원을 달성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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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1) 및 수주현황

8,495억원

2019년

사업소개

사업분야

4차산업 혁명을 시작으로 자동차 업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는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원하는 소비자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LSAT는 자동차 전장부품 중에서도 스위치, 램프와 같은 차량 내부 스위치 모듈과 각종 센서, 바디 컨트롤 시스템

등 전기전자 제어 장치를 생산하며 전장부품 업계에서도 차별화된 완벽한 품질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 환경적 어려움이 지속되

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LSAT는 매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 부품 분야를 확대

전개하고,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으로 영역을 넓혀 판매처 다변화를 통해

매출을 신장시키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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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434억원

2019년

Korea

Europe

Asia

America

주요 수상 실적

2006   제3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수상

2007   제12회 전자부품 기술대상 동상 수상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8 제13회 전자부품기술대상 은상 수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 닛산자동차 감사장 수상

2012 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 동탑훈장 수상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은탑 훈장 수상 (지식경제부)

2013 Delphi Pinnacle Awards, Above & Beyond 수상

Daimler, Supplier Appreciation Day 감사패 수상

2014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2015    한국자동차공학회 기술혁신대상 수상

201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경영대상 수상

2018    현대기아자동차 우수개발협력사 수상

2019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현대기아자동차 R&D Tech Festical 우수신기술 대상 수상 (Solar DC Converter)

1) 내부 관리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므로 감사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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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LSAT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목표로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써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고 자동차 전장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스위치류

자동차 인테리어 공간은 운전자가 운전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하는 것

을 기본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SAT가 개발한 모든 스위치 제품도 운전자가 운전중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별도의 학습없이 기존의 경험만으로

직관적인 사용성을 유도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램프류

자동차의 내외부에 빛을 조사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LSAT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블랙박스, ETCS, 터치 스위치, LED 램프를

융합한 OHCL(Over Head Console Lamp)를 생산하는 등 안전성, 디자인,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램프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센서 & 바디 컨트롤 시스템

자동차에서 센서류는 인간의 오감에 빗대어 자동차의 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서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적외선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달라서 단독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상호보완 하거나 통합해 사용합니다.

LSAT는 각종 센서를 이용한 정보를 상호작용 시키고 이 정보를 통해

바디 컨트롤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 자동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통합 기술이 더해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xEV 제품군 (VESS & 48v 컨버터)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에 없던 새로운 부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LSAT는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 사업에 대비하고자 VESS, 48v 컨버터,      

레졸버 등 고부가 가치 핵심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CEO Message    │    기업개요 │      사업소개 │      2019 Highlights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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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장

LSAT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1991년 처음 중국 청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5개 국가에 6개

사업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사업 체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명 인원수

본사/연구소 485명

1공장 363명

2공장 280명

3공장 34명

물류센터 및 기타 43명

합계 1,205명

해외 사업장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명 인원수

중국(청도, 무석) 1,358명

일본 11명

인도 873명

북미 16명

멕시코 202명

합계 2,460명

Headquarter(3 Factory, R&D Center)

Branch Office

Factory

El Paso, TX(Ware House)

Monterrey, Mexico

Detroit, MI

Boblingen, Germany

Pune, India

Chennai, India

Qingdao, China

Wuxi, China

Shanghai, China

HQ, Korea

Tokyo, Japan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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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 2019 : 글로벌 전장부품 리딩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

LSAT가 글로벌 전장부품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나감에 있어 2019년은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 였습니다.

해외에 신규 공장을 준공하여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바뀌어가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따른

최신 친환경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LSAT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Highlights

LSAT 멕시코 공장 준공

2019년 4월 글로벌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써 멕시코

몬터레이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외부환경에 민감한 전자부품이 생산되는 만큼 멕시코 공장에는 최신

빅데이터 지능화 기술과 스마트 공장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공장 내 습도

40~60%, 온도 22~28℃로 자동 유지하고, 자동화/반자동화 이원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고품질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GM SQE Award “Supplier Quality Performance”수상

2019년 10월 25일 부평에 위치한 한국 GM에서 2018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상은 한해 동안 품질, 납기 등 GM의 기준에 따라 협력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탑 서플라이어를 선정하여 수여합니다. 

LSAT는 14년, 15년에 이어 18년에도 각 이슈별 이벤트 발생율 “Zero(0)”를

달성하여 “Supplier Quality Performance”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LSAT 제품의 안정성과 기업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2019 R&D 협력사 Tech Festival “우수신기술 대상” 수상

2019년 11월 7일 현대기아자동차의 R&D 협력사 테크페스티벌에서 LSAT가

“우수신기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LSAT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기술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인 솔라루프시스템(Solar Roof System) 제어기입니

다. LSAT만의 독자적인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본 솔라 전용 배터리를

없애면서 기존 제품 대비 부피와 중량을 크게 절감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우수신기술” 대상 수상을 통해 LSAT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인정

받았습니다.

LS Automotive Technologies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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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ighlights

LSAT 제7차 협력회 정기총회 및 상생파트너십 행사 개최

2019년 3월 LSAT 제7차 협력회 정기총회 및 상생파트너십 행사가 개최 되었습니

다. 2019년에는 전장조립분과 25개사, 전장부품분과 25개사가 참석하여

총 50개사가 협력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LSAT의 중기전략, 품질, 구매에 대한 정책 공유와 우수업체

시상식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LSAT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이룩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SAT는 협력사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상생협력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획득

LSAT는 글로벌 반부패 규제에 상응하여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기업윤리와 법규 준수의 기대치가 낲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영에 투명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LSAT는 신뢰받는 글로벌 전장부품 파트너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2019 LSAT Tech Show(신기술 제안 설명회) 개최

2019년 9월 3일 현대기아자동차 양재 본사에서 LSAT Tech Show(신기술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LSAT에서 연구 개발한 안면인식시스템을 비롯

해서 전력, 스위치, 램프, 제어기기 등 총 17개 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약 27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LSAT의 기술력과 제품

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LSAT Tech Show를 통해 글로벌 전장부품 리딩 기업으로써 LSAT의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였습니다.

현대모비스 2019 상반기 납입 우수협력사 선정

2019년 7월 LSAT는 현대모비스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매년 우수협력사 250개사와 전국 1,300여개 대리점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 LSAT는 매년 현대모비스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수여 받고 있습니다.

LSAT는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장부품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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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pproach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체계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대성 평가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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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상생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LSAT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LSAT CSR을 통한 신뢰받는 상생 기업으로의 발전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 공급망, 기업윤리, 인권 및 근무환경에 대한 슬로건을 통해 LSAT CSR을 시사

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상생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체계

신뢰받는 상생 기업

CSR 목표

CSR 방향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이 가벼운 LSAT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LSAT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LSAT

차별없는 LSAT, 서로를 존중하는 LSAT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Approach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체계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중대성 평가 │       리스크관리 │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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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LSAT는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 주주 및 투자자, 정부, 협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LSAT의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

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AT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신뢰받는 상생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임직원

• 노사협의회

• 인트라넷

• 설문조사

• 고충처리 제도

• 사이버 신문고 등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

• 기부, 봉사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

• 기업 정보채널

(홈페이지, SNS, 보고서)

고객사

• 테크쇼

• 언론 보도

• 기업 정보채널

(홈페이지, SNS, 보고서)

주주 및 투자자

• 주주총회

• 이사회

• 공시 등

협력사

• 협력사 총회

• 상생 파트너십 행사

•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사이버 신문고

• 동반성장 활동 등

정부, 협회,
언론 등

• 각종 언론 보도 및 인터뷰

• 기업 정보채널

(홈페이지, SNS, 보고서)

LSAT CSR 이슈풀

NO 경제 Page NO 환경 Page NO 사회 Page

1 경제적 가치 창출 p.21 10 환경경영체계 p.26 18 사회공헌활동 p.32

2 신성장사업 발굴 및 추진 p.22 11 대기오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p.28 19 인재채용 및 유지 p.34

3 글로벌 사업 확대 p.23 12 생물다양성 보존 - 20 임직원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p.35

4 제품 안전 및 품질 p.25 13 수자원 관리 p.40 21 임직원 역량 개발 p.34

5
협력회사 동반성장

문화 정착
p.24 14 폐기물 관리 p.28 22 임직원 다양성 및 인권보호 p.36

6 경영혁신 p.25 15 에너지 관리 p.28 23 투명한 지배구조 -

7 윤리경영 p.18 16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p.29 24 유연한 조직문화 p.36

8 정보보호 p.17 17 재활용 및 순환경제 - 25 사업장 보건안전 p.36

9 고객만족도 제고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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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는 대내외 기업환경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슈 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합니

다. LSAT는 지속가능경영 및 중요한 보고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동종산업 내 주요

이슈, 내부 경영 보고, 언론 보도 등 다각도로 기업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사에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였고 해당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신성장사업 발굴 및 추진, 경제적 가치창출, 협력회사 동반성장 문화 정착, 글로벌 사업 확대

등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주요 이슈 외에도 모든 토픽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서에 보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성평가

중대성 평가 절차

본 보고서에서 중대성 평가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서 제시하는 보고 내용 결정 및 구성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중대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이슈풀 구성

지속가능경영 표준(GRI Standards)와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동종산업 내 주요 이슈,     
35개 언론 미디어 조사 등을 통해 LSAT와 관련된 이슈 25개를 도출했습니다.

중대성 평가 진행

팀장 및 실무진 설문조사, 언론 보도 내용 조사, 동종산업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 기대사항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25개 토픽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했습니다.

주요토픽 선정 및 보고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한 각 토픽의 중요도에 대한 정량적 결과값 중 상위 10개 토픽을
중요도가 높은 주요 토픽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토픽 외에도 다양한 토픽을 보고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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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 CSR 주요 토픽

NO 주요토픽

신성장사업 발굴 및 추진

경제적 가치 창출

협력회사 동반성장 문화 정착

글로벌 사업 확대

경영혁신

사회공헌활동

제품안전 및 품질

윤리경영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임직원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환경경영체계내부 전략적 중요도

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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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파트별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위험요소와 기회요소 파악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준법관리

LSAT는 사업장이 위치해있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해 해당 국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

고 있으며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여

준법 관리와 관련된 리스크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규의 재정 및 개정 사항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법규에 대해

서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속성 확보

LSAT는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등 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당사의 사업 역량

을 복구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며 보호할 수 있도록 ISO 22301(사업연속성 경영시

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SAT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 혹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

적인 백업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앞장서

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LSAT는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 회계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오류와 부정을 방지하여 대내외 신뢰를 제고합니다.

관련 업무 처리 또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준수 여부, 적법하지 못하거나 제도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 지시 발생 여부, 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LSAT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해 창출된 유무형 정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격인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수립하

여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부 관리지침을

정립하여 필수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암호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사전 동의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와

오남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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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기업 활동에 있어 모든 대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으

로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후 체계적인 진단 프로세스를 운영

하며 반부패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LSAT 정도경영

소비자

정도경영의
실천

시민사회 투자자

정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윤 창출을 통한
기업의 영속성 유지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Rule 속에서 기업경영활동 수행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기준에 맞는

윤리적 경영활동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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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윤리경영 시스템

LSAT는 여러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경쟁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런 성장은 투명한 경영, 기업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습니

다. 이에 당사는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부패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사 윤리 경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문고

를 통한 온라인, 전화, 우편 등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관련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정직하고 윤리적인 회사,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생 전

발생 후

전사 윤리 경영 및 예방 교육 실시 (On/Off Line)

제보자 경영진단팀

제보회신 (필요시)

신문고 접수
진상조사

(경영진단팀)
CEO 보고

(경영진단팀)
징계심의

비윤리
행위자

조치결과
공지결과 조치(각종 처벌 및 제도개선 등)

▶ ▶ ▶
▶

▶

▶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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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ustainable

Values

경제적 가치 창출

환경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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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내부 관리 기준1))

지역별 수주 현황 2)

경제적가치창출

1조 7,114억원

2018년

2조 1,434억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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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8,776억원 8,689억원 8,495억원

1조 2,273억원

2017년

Korea

Europe

Asia

America

1) 내부 관리 기준에 따른 연결 매출액이므로 감사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도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정체되었고, 산업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에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형 자동차가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와 플랫폼으로 산업의 영역이 확대

되는 양상을 보여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성장 가능성을 엿본 한해였습니다.

2019년 LSAT 경영 경제 성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LSAT는 2019년 매출액 8,49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SAT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장부품을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 인도처 국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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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LSAT는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의 도약에는 기술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를 넘어

친환경 모빌리티로 변화되는 흐름에 발맞춰 E-모빌리티사업부를 신설하여 미래 이동 수단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을 E-모빌리티 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어느 기업보다 빨리 만들어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사업 발굴 및 추진

2019년 들어 자동차 산업은 수직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수평적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미래 자동차 플랫폼 선점

을 위한 경쟁 심화와 다른 업종과의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SAT는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써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고객과의 접촉을 확대

하고, 차세대 전자 전장부품에 대한 개발과 기술혁신에 집중하며 우리의 분야와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차량용 스위치를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형 차량의 집중 조작 스위치인 햅틱(Haptic)을

개발하였고, 이를 개선하여 세계 최초로 루미노 햅틱(Lumino Haptic)과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용 햅틱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를 국내 최초 개발하여

국내 1위 자동차 업체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자동차 업체에도 확대 공급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2019년 전체 수주 중 60%를 해외

에서 달성하며 해외 고객 확대를 통한 매출처의 다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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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AT E-모빌리티사업부 ▲ LSAT E-모빌리티사업부

525억원

1,772억

원

6,206억원

2017 2018 2019

친환경 부품 수주 성장

KR

40%

EU

33%

ASIA

14%

NA

13%

2019년 해외 고객 수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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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확대

LSAT는 1991년 처음 중국 청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5개 국가에 6개 사업장을 설립하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핵심고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OEM사 뿐만 아니라 Tier1 

부품사의 고수익 제품군을 통해 다변화된 고객 기반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단순한 재무적 수치의 확대를 넘어 핵심 고객에 기반한 파트너쉽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해외

고객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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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제고

LSAT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고객 만족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통한 파트너쉽 확보를

통해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납기 등 각 항목에 대한 당사의 수준을 파악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품질 확보, 정확한 납기 준수, 경쟁력 있는 가격,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에 따른 신기술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우수한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으며, 고객 중점 개선 요구사항

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6.7 

7.1 
7.0 

2017 2018 2019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국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중점 개선 요인 및 개선 방향 도출

고객 만족 향상

(10점 만점 기준)

8,000억

원

8,230억원

9,080억원

2019

2018

2017

6,600억

원

5,850억원

1,330억원

2019

2018

2017

2,900억

원

1,770억원

1,200억원

2019

2018

2017

2,500억

원

2,460억원

690억원

2019

2018

2017

지역별 연도별 수주 현황

• 한국(Korea) • 유럽(Europe)

• 아시아(Asia) • 북미(North America)



협력회사 동반성장 문화 정착

LSAT는 협력사를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는 동반자로써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

다. 특히 동반성장 조직을 구성하여 영업구매기획팀을 동반성장 추진부서로 지정하고 전사 주요부서와의 협업

을 통해 자금, 기술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SAT 협력회

LSAT는 협력사와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고 상생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LSAT 협력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LSAT 협력회 회원사는 총 50개사로 정기총회와 상생교류회 등을 진행하는 정기행사 10회 외에도 추가

적으로 LSAT와 협력사의 실무자 간의 성과공유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며 총 11회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협력사 지원 실적

자금지원

총액 162억원

• 금형, 설비 151억원

• 자금대여 11억원

기술지원

총액 237억원
(128건)

• 설비자동화 231억원

• 용역개발 6억원

교육/인력 지원

• 교육 32회 / 316명

• 인력 158명 / 2,726일

직간접 경영지원

• 생산성 향상 26억

• 상생결제시스템 2,948억

총액 2,974억원

•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 국내/해외 판로지원 53억원 (30건)

기타 지원내역

24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획득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LSAT는 협력사와의 사업 동반자

로써 2017년 이래로 3년 동안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협력사와 함께 동

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 동반자로서 상생해나갈 것입니다.

▲ 2019년 LSAT 협력회 정기총회 ▲ 2019년 LSAT 협력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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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부분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로

에서 LSAT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 경영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SAT는 전사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고 Big Bang식

혁신을 추구합니다.

LSAT Big Bang식 경영혁신 3대 과제 추진

• Data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행

•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Global 경쟁 우위 선점

Data 기반의관리

Global 제조경쟁력확보

조직문화및경영 Infra 혁신 • Global 선진기업시민

• 경영 Process/Infra 혁신

혁신방향 목적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기존의틀을

벗어난

도전적목표

추구

전사적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 및 지속성장 기업으로 도약 추진

제품 안전 및 품질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안전과 품질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LSAT

는 안전과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IATF 16949 자동차품질경영스템을 도

입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협력사에서의 품질 관리부터 제품 개발과 공정 전 과정

에 걸친 품질 강화 활동으로 품질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품질 역량을 갖추어 최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 및 품질

시스템 확보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Q-Dashboard
개발

실행 및 운영

품질 Big Data 
분석

공정, 품질, 내구
개선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조직경쟁력 강화

• 균일한 수준의 제품 생산

• 사용자안전도모

• 불량율 감소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 인력, 자재 등의 낭비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

• Big Data 기반의 품질 분석 체계 구축

• 스마트 팩토리 연계

• 고객 만족에 따른 기업 신용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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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가치창출

환경경영체계 확립

LSAT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환경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환경 부문의 향상을 위해 관련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국제규격인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전 사업장에 대해 ISO 14001 국제 인증을 유지하고 관련 요구사항과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 리스크

를 관리하고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SAT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교적 적고 생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환경

영향 또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에 임하고자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4억원

9.5억원

3.2억원

2017 2018 2019

녹색경영 투자

LSAT는 환경적 가치 창출을 통한 녹색경영을 실천하여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17~2019년 동안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현장 내 각종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여 설비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화재

예방 설비 및 소음 방음벽을 추가 도입하여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녹색경영

Plan

녹색경영 방침 및 계획 수립

Action

환경감사 결과에 따라 녹색

경영 목표 및 실천 계획 반영

Do

설비 최적 운영, 환경 교육 등

환경역량 강화 활동

Check

환경실태조사, 내부평가 등

평가 프로그램 운영

DoPlan

Act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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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LSAT는 매년 내부심사원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업 활동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적으로 환

경경영 역량을 향상 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교육

LSAT는 임직원의 환경, 안전, 보건 의식의 향상과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고자 정기적

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행하고, 환경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각 팀의 담당자 및 내부심사원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및 IMDS(국제재질정보시스템) 관리

자동차는 수십만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만들어지고 이 부품들의 원재료와 소재 또한 각종 강판, 플라스틱, 화학

물질 등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원재료를 관리하여 환경 기준에 부합하고 당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유해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LSAT는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IMDS(국제재질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에 가입하여 당사 제품에 투입되는 각종 원재료

와 소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광물 조달

분쟁광물이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분쟁광물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자금이 해당

국가의 무장단체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채굴 등의 과정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LSAT는 분쟁광물이 공급사슬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력업체 공급망 내에서도 이를 준수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국제적인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ISO 인증 취득 내역

구분 대상사업장 심사기관 심사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국내 전 사업장 한국경영인증원 2019년 5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전 사업장 한국경영인증원 2019년 5월

ISO 22301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내 전 사업장 한국경영인증원 2019년 11월

환경 교육 내역

구분 교육대상 교육 참가인원 교육일

정기 환경보건교육 임직원 1,036명 매월

ISO 14001 & 45001 교육 및 내부심사 임직원 및 협력사 ISO 담당자 23명 2019년 4월

ISO 22301 교육 및 내부심사 임직원 중 ISO 담당자 17명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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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LSAT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 에너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노후화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사업장 내 설비의 동작시간 제어,

전 사업장 조명 고효율 LED 교체 등 사업장 운영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각종

활동을 통해 고효율 저탄소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만TJ)

총 에너지 소비량

278.0 

270.5 

263.6 

2017 2018 2019

(단위: tCO2)

총 온실가스 발생량

12,790

12,365

12,144

2017 2018 2019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ESS 가동

낮 시간에 집중되는 전기 수요 대비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생성되는 전기가 남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심야

시간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낮 시간대의 1/3 수준으로 낮춘 심야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SAT는 심야 전기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폭 시키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자 2018년에

ESS를 설치하여 전기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하고 주간시간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여 2년간

약 403 tCO2의 온실가스 및 약 1억 5천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폐기물 저감 활동

LSAT는 국내 환경 법규에 부응하는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및 재활용 등 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적절하게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저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해 대비 43,590kg의 폐기물을 저감하는 환경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단위: KG)

일반 및 지정 폐기물 발생량

221,150 

246,440 
202,850 

2017 2018 2019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구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1공장 199,340 1,700

2공장 82,150 710

3공장 88,560 1,100

물류센터 28,630 -

합계 202,850 3,510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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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CVT

배기가스 저감 연비 향상
주차중 충전으로

사용편의 향상

태양광 루프 시스템

ㆍ 태양광 루프 시스템 제어기술(Solar Roof System) 연구개발

LSAT는 2019 현대기아자동차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태양광 루프 시스템 제어기술을 통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신기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태양광 루프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로, 크게 솔라 패널과 제어기, 배터리로

구성되며 LSAT에서는 솔라 시스템 내 전력을 제어하는 제어기인 Solar DC Converter(SDC)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LSAT의 독자적인 전원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존에 필요로 했던 솔라 전용

배터리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부품 대비 부피와 중량이 약 44%, 부품 수량이 약 50% 절감된 것이

특징입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은 모든 산업군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인 트렌드 입니다. 전세계 소비자들은 환경을 보호하

는 소비활동이 새로 생겨나고 전세계 정부에서도 환경 관련 법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경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50%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이슈가 대두되고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패러다임에 발맞춰 LSAT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친환경 제품 수주 현황

525 

1,772 

6,206 

2017 2018 2019

4%
10%

29%

100%

친환경 제품 수주 비중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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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기자동차용 자동개폐식 충전도어(CDM, Charging Door Module) 연구개발

LSAT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의 자동개폐식 충전도어(CDM)은 전기자동차의 앞뒤 휀더 혹은 범퍼(후드) 부분에

장착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포트를 여닫는 충전도어 입니다. LSAT의 CDM은 전동식으로 자동개폐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개폐감성(조작력, 속도 등)을 개선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도어에 충전량을 표시하는 조명을 추가

하여 그동안 전기차 충전시 충전량 확인이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의

상품성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자동개폐식 충전도어(CDM)

ㆍ 48V 컨버터(48V CVT, 48V Converter) 연구개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인체 감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48V의 전압을 사용하여 Strong Hybrid차량보

다 저렴하면서도 기존 내연기관차량 대비 최대 20%이상 연비향상 및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친환경 Hybrid

차량 시스템입니다. LSAT가 연구개발한 48V 컨버터는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 내의 48V 네트워크와 12V 

네트워크 간에 에너지를 양방향으로 공급하는 전력변환장치로, 각 네트워크의 48V와 12V 배터리 충방전 관

리 및 부하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48V CVT

배기가스 저감 연비 향상

CO2 NOx

Exhaust Gas

충전중 충전완료

충전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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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혹은 자동차 내부의 다양한 전자기기들의 동작 등으로 인한 전자기 노이즈를 제거하고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고 보호하는 장치

xEV Block Diagram

E
n
g
in

e

E
P
S

M
o
to

r

Inverter

Battery

Busbar
& 

Interconnection 
Ring

High Voltage

AC/DC BusbarInterconnection Ring

ㆍ Busbar & Interconnection Ring 연구개발

전기차용 Busbar와 Interconnection Ring은 친환경 자동차의 고전압/전류를 전달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Daimler, Audi, BMW 등 많은 글로벌 고객에게 LSAT의 Busbar/EMC Filter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에 적용되고 있는 Interconnection Ring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LSAT가 시장 선두 업체로

써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라인업 확장으로써 장치 간에 발생되는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

는 EMC Filter 일체형 Busbar 및 온도센서 내장형 Busbar 등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필수 부품의 개발하고

신기술/신시장 발굴을 통한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계획

입니다.



451명
565명 577명

2017 2018 2019

2,943시간

3,399시간
3,447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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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공헌활동

LSAT의 사회공헌활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LSAT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SAT 온누리 봉사단

2010년 LSAT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창단한 LSAT 온누리 봉사단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활동하며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제20회 안산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지사로

부터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LSAT는 자원봉사 활성화 기업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지속

적인 기업 활동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온기를 나누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창출

사회공헌활동 참여 시간과 참여 임직원 수

2,247명

1,948명

2,035명

2017 2018 2019

3회
4회

6회

정기헌혈 횟수와 참여 임직원 수

LSAT는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매월 임직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임직원이 중심이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총 2,035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총 3,447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LSAT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정기헌혈을 독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

하는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입니다. LSAT는 사내 정기헌혈을 통해 우리나라의 더 나은

헌혈 문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기헌혈을 6회 진행했고 총 577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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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AT 온누리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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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려인 지원활동 및 정기 후원

고려인은 강제이주 등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로 인해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민족입니다. 뿌리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의 신분으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고려인을 지원하고자, LSAT는 2017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고려인 지원센터인 “너머”를 후원하고, 2019년

에는 50여명의 고려인과 강원도 레일파크 투어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ㆍ벽화 그리기

LSAT는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활동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LSAT 온누리 봉사단은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100여명의 봉사단원과 가족들이 함께 안양시

소년원과 안산 노적봉 개나리터널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

을 진행 했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안양시와 안산시의

시민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ㆍ환경정화활동

LSAT는 매년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

는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임직원 및 가족 170여명이 함께 대부도 환경정화활동을, 

10월에는 LSAT 온누리 봉사단 160명과 안산 지역 중고등

학생 100여명이 함께 우리골목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

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ㆍ기타 기부 및 봉사활동

LSAT는 2019년 한 해동안 44회의 봉사활동과 4,030만원

의 기부금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LSAT는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사회공헌활동

▲ 2019. 4. 18. 고려인가정과 함게 하는 일일나들이

▲ 2019. 4월, 9~10월 안양소년원 및 노적봉 개나리터널 벽화 그리기

▲ 2019. 10. 19. 우리골목 환경정화활동

▲ 2019년 김장나눔 행사, 나눔속의 꿈보따리 기부,. 사랑의 밥차 활동 등

2,715 
3,545 

4,030 

2017 2018 2019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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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역량 개발

LSAT는 인재 관리가 기업의 핵심 성장 요소임을 인지하고, 조직의 지속성장의 기반이 되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 및 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조직역량의 증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신입사원 교육 리더십 국제화
교육

맞춤식 학습
시스템

집중투자
중장기 교육

미래성장의 원동력 글로벌 리더 육성 역량모델 개발 핵심인재 육성

글로벌 차세대리더 육성

LSAT 글로벌 차세대리더는 미래의 경영자로 육성할 인재로서 직무역량, 전문성, 리더십 역량을 보유한 자이며, 

현업에서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회사의 핵심적인 인재입니다. 

LSAT 글로벌 차세대리더로 선정된 임직원에게는 핵심인재 증서와 함께 케이크 및 3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지급되며 주요 교육에서도 최우선 대상자로 안내받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 석식의 기회와

함께 Future Leader Community에 소속되어 임원 특강, 경영현황 공유 등 지식공유와 본부장과 함께 하는 석식

등 활동을 하고 특히 정기승진 심사시 우선순위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전사 전략방향에 따라 글로벌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채용 및 유지

LSAT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도전, 협력, 창의, 정도라는 네가지 핵심가치 4C(Core value)를 겸비한

인재입니다. 당사는 2019년 136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전체 직원 중 R&D 인력 30% 이상을 유지하며 창의적

이고 역량있는 우수 인재의 채용과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입사지원-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전형-채용검진-입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우대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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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핵심가치

도전
(Challenge)

협력
(Collaboration)

창의
(Creative)

정도
(Clean Management)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

최고의 전문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사람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영예와 품위를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고,
모두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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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LSAT는 조직을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임직원의 행복이 기업 성장 경쟁력이 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임직원 조직 만족도

임직원의 조직 만족도 조사는 얼마나 많은 임직원이 회사

에서 얼마나 즐겁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LSAST는 매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조직 만족도 조

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업무적인 만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인원

임직원의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업무 효율성과 생

산성을 제고하고자 LSAT는 2018년에 유연근무제도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1일 법정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및 리프레시 휴가

LSAT는 입사 1년 이상인 모든 임직원에 대해 연내 5일 연

속 연차 의무 사용을 권장하는 연차휴가와 리프레시

(Refresh)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과 임직원에게 활력을 주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있

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의료/복지 지원 여가활동 지원
WLB 지원

(Work & Life Balance)

임직원 대출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이용/할인 PC-OFF제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임직원 상해보험 지원 Refresh 휴가 운영 유연근무제도 운영

생활관/기숙사 운영 경조사 지원 하계휴가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무료통근 및 셔틀버스 운영 여직원 휴게실 운영 사내동호회 운영/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본인 및 가족 요양 위로금
지원

사업장별 건강관리실 운영 사내도서관 운영 복지포인트 지급

사내식당 및 중식 e-point
제도 운영

임직원 전용 LS복지몰 운영 야유회/송년회비 지원

LSAT 복리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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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82.2%

85.6%

2017 2018 2019

850명

645명

2018 2019

연도별 연차휴가 사용율

유연근무제도

임직원 조직 만족도 조사

3.56 3.57 
3.50 

2017 2018 2019

(5점 만점)



36

임직원 다양성 및 인권보호

LSAT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

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비인격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업무, 

승진, 보상 및 징계를 비롯한 인사관행에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기반을 통해 조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LSAT는 조직

문화 혁신 활동을 추구하면서 일하기 좋은 직장 LSA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각 사업장 조직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여 출근시간 든든한 아침을 제공하는 “Good Morning LSAT”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분기별로 진행된 “LSAT 문화의 날”에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

니다. 그 외에도 처음으로 SNS를 활용한 “LSAT 소소(小笑) 이벤트”로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 작은 상품을 제공

하며 임직원들과 소소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을 책임지는

본부/부문별 Change Agent(CA) 26명을 선발해 운영하였습니다. 선발된 CA는 조직 내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활동을 주도하며 사내의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2019년 Good Morning LSAT 이벤트 ▲ 2019년 Change Agent(CA) 발대식 ▲ 2019년 LSAT 문화의 날 이벤트

사업장 보건안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SAT는 매년 정기적으로 노경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 및 보호구 지급 등 보건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안건을 협의하여 노사가 합동

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보건안전 관리를 위해 매달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스스로 안전한 작업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전 사업장에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 및 지속 관리하여 보건안전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7 2018 201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0건 0건 0건

안전사고 발생 0건 0건 0건

자연재해 발생 0건 0건 0건

사망사고 발생 0건 0건 0건

구분 2017 2018 2019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1,162명 1,197명 1,0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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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ppendix

지속가능경영 성과

GRI INDEX

지속가능 개발 목표 (UN SDGs)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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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성과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구분 내용 단위 2017 2018 2019

임직원 수 총 임직원 수 (국내+해외) 명 3,988 4,140 3,665 

국내 임직원 수 명 1,170 1,169 1,205 

- 본사 명 396 445 485 

- 1공장 명 - 371 363 

- 2공장 명 307 247 280 

- 3공장 명 34 35 34 

- 물류센터 명 50 44 28 

- R&D센터 명 357 - -

- 기타 명 26 27 15 

해외 임직원 수 명 2,818 2,971 2,460 

- 북미 명 11 15 16 

- 일본 명 11 11 11 

- 중국 명 1,744 1,699 1,358 

- 인도 명 1,052 1,184 873 

- 멕시코 명 - 62 202 

성별 국내 명 1,170 1,169 1,205 

- 남성 명 1,007 997 1,031 

- 여성 명 163 172 174 

해외 명 2,818 2,971 2,460 

- 남성 명 1,720 1,827 1,499 

- 여성 명 1,098 1,144 961 

고용형태 총 정규직 임직원 수 명 2,604 2,611 2,515 

국내 명 1,149 1,125 1,182 

해외 명 1,455 1,486 1,333 

총 비정규직 임직원 수 명 1,384 1,529 1,150 

국내 명 21 44 23 

해외 명 1,363 1,485 1,127 

임원 수 1) 총 임원 수 명 18 19 22 

국내 명 13 13 16 

해외 명 5 6 6 

신규 채용 2) 총 신규 채용 인원 수 명 77 84 136

연구개발 인원 총 연구개발 임직원 수 (비중) 명(%) 365 (31%) 349 (30%)  372 (31%) 

조직만족도 임직원 조직만족도 조사 (5점 만점) - 3.56 3.57 3.50

사회적 성과

1)여성 관리자 없음
2)국내사업장 사무직 기준 신규채용

Approach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성과 │      GRI INDEX      │       지속가능 개발 목표 (U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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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단위 2017 2018 2019

커뮤니티 참여 총 봉사활동 시간 시간 2,943 3,399 3,447 

봉사활동 참여한 임직원 수 명 1,796 1,383 1,458 

사회공헌활동 투자비 만원 2,715 3,545 4,030 

동반성장지수 협력사 동반성장지수 - 양호 양호 양호

정기헌혈 정기헌혈 진행 횟수 회 3 4 6 

정기헌혈 참여한 임직원 수 명 451 565 577 

조직문화 유연근무제 사용 인원 명 (도입전) 850 645 

출산휴가 사용 직원 수 (여성) 명 9 11 6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 명 8 17 18 

육아휴직 복직 인원 수 (비율) 명 7 14 15

연차휴가 사용율 % 76.4% 82.2% 85.6%

교육 월별 환경보건 교육 횟수 회 12 12 12

- 참여 임직원 수 명 1,012 1,040 1,036

임직원 환경 관련 교육 진행 실적 건 1 1 1 

- 참여 임직원 수 명 16 17 19 

협력사 환경 관련 교육 진행 실적 건 1 1 1 

- 참여 임직원 수 명 4 4 4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1,162 1,197 1,099

환경심사 내부 환경 심사 횟수 회 1 1 1

제3자 환경 심사 횟수 회 1 1 1

협력사 환경 심사 횟수 회 1 1 1

안전 보건 환경적 성과

구분 내용 단위 2017 2018 2019

녹색경영 투자비용 녹색경영 지출 및 투자비용 억원 5.35 9.54 3.21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2 12,790 12,365 12,144

전기 tCO2 12,692 12,270 12,056

LNG tCO2 98 95 88

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소비량 TJ 2,780,483 2,704,908 2,636,270 

연료 TJ 0 0 0 

전기 TJ 2,762,603 2,687,437 2,620,002 

스팀 TJ 0 0 0 

기타 TJ 17,880 17,471 16,268 

재생에너지 ESS 가동을 통한 연간 전력비용 절감액 억원 - 1.43 0.07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Approach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성과 │      GRI INDEX      │       지속가능 개발 목표 (UN SDGs)



40

구분 내용 단위 2017 2018 2019

폐기물 총 폐기물 발생량(일반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발생량) kg 224,150 246,440 202,850 

일반폐기물 발생량 kg 221,080 241,900 199,340 

1공장 kg 107,370 95,840 82,150 

2공장 kg 96,960 104,940 88,560 

3공장 kg 16,750 41,120 28,630 

물류센터 kg - - -

지정폐기물 발생량 3,070 4,540 3,510 

1공장 kg 1,600 1,900 1,700 

2공장 kg 820 840 710 

3공장 kg 650 1,800 1,100 

물류센터 kg 0 0 0 

-소각 221,080 241,900 199,340 

1공장 kg 107,370 95,840 82,150 

2공장 kg 96,960 104,940 88,560 

3공장 kg 16,750 41,120 28,630 

-기타(지정업체 수거) 3,070 4,540 3,510 

1공장 kg 1,600 1,900 1,700 

2공장 kg 820 840 710 

3공장 kg 650 1,800 1,100 

수질오염 용수사용량 kg 41,561 38,096 34,260 

상수 kg 41,561 38,096 34,260 

기타 kg - - -

폐수 발생량(배출량) 21,500 11,400 23,000 

1공장 kg - - -

2공장 kg 11,500 10,500 12,000 

3공장 kg 10,000 900 11,000 

물류센터 kg - - -

안전 보건 환경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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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단위 2017 2018 2019

유해물질 관리 총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kg 32,800 41,850 36,700 

1공장 kg 22,000 20,000 18,000 

2공장 kg 2,800 2,850 2,700 

3공장 kg 8,000 19,000 16,000 

물류센터 kg -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 0건 0건 0건

기타 안전사고 건수 0건 0건 0건

1공장 0건 0건 0건

2공장 0건 0건 0건

3공장 0건 0건 0건

물류센터 0건 0건 0건

자연재해 건수 0건 0건 0건

1공장 0건 0건 0건

2공장 0건 0건 0건

3공장 0건 0건 0건

물류센터 0건 0건 0건

사망사고 건수 0건 0건 0건

1공장 0건 0건 0건

2공장 0건 0건 0건

3공장 0건 0건 0건

물류센터 0건 0건 0건

안전 보건 환경적 성과

구분 인증서명 2017 2018 2019

인증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 ○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 ○ ○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 ○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 ○ ○

보유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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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102 일반 정보 공개 (Universal Standards) 보고 페이지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p.5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p.6, 9

102-3 본사 위치 p.6, 10

102-4 사업장 위치 p.10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p.6

102-6 시장 영역 p.6, 8

102-7 조직 규모 p.8, 10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p.37

102-9 조직 공급망 p.24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p.6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p.17

102-12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p.44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p.4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p.7, 14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p.15

보고서 관행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p.15~16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p.16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p.16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기업 p.10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About this report

102-47 중대 주제 목록 p.16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이전 발행 없음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이전 발행 없음

102-50 보고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이전 발행 없음

102-52 보고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p.16

102-55 GRI Content Index p.42~43

경영 접근법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p.14, 18, 21, 26, 32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p.14, 18, 21, 26, 32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p.14, 18, 21, 26, 32

일반 표준 공개 (Universal Standards)

LS Automotive Technologies Sustainability Report 2020

Approach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성과 │      GRI INDEX      │       지속가능 개발 목표 (UN SDGs)



43

300 환경적 토픽 (Environmental Topics) 보고 페이지

에너지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p.28, 39

용수 303-4 용수 사용량 p.39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p.39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p.39

폐기물 306-3 중대한 유출 (폐수 및 폐기물) 없음

환경고충처리제도 307-1 환경 법규 위반 없음

특별 표준 공개 (Topic Specific Disclosure)

400 사회적 토픽 (Social Topics) 보고 페이지

고용 401-1 신규채용과 이직 p.34, 38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p.35

401-3 육아휴직 p.35, 39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p.36, 41

훈련 및 교육 404-2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p.34

다양성과 기회 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p.38

인권평가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p.36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 운영 비율 p.32~33, 39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p.27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건수 없음

200 경제적 토픽 (Economic Topics) 보고 페이지

경제성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p.32~33, 39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p.19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p.19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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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DGs)를 적극 지지하고 이행에 참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 문제(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가겠습니

다.

지속가능개발목표 (UN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DGs)   관련 활동 참고 페이지

• 안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칫솔, 치약 후원

• 안양시 소년원 벽화그리기 후원

• 안양시 소년원 일일나들이 후원

•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나들이 후원

• 안양시 기업연대활동

• 안산시 독거어르신 난방비 지원

• 안산시 기업통합봉사단 활동

•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후원

• 안산시 장수사진 촬영 후원

• 안산시 상록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캠페인 후원

• 안산시 다문화가정 설만지 행사 후원

• 안산시 명절맞이 전나눔 행사 후원

• 베트남 붕따우 초등학생 희망가방 만들기

• 안산시 새터민 “우리집”, 고려인 “너머” 후원

• 정기헌혈 활동(안양시, 안산시)

• 안산시 장애인 나들이 활동 등

p.32~33, 35

• 안양시 노인요양원 환경정화 및 텃밭정리

• 안산시 환경정화활동(반월공단, 대부도, 안산천)
p.26~29

• ESS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 활동

• 각 사업장 LED 조명 교체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

P.28

•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 경영혁신 활동 및 스마트 팩토리 운영

• 직무 역량 교육 및 글로벌 차세대리더 육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유연근무 등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 협력사 교육 협력

p.21~25, 2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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