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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LSAT는 2021년 두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하여 기업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경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LSAT의 미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24개의 2020년 지속가능성 토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반영하며 일부는

2021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보고 경계

LS오토모티브 본사 및 R&D Center, 국내 공장 등 국내 전 사업장 (해외 사업장 활동

및 성과데이터 일부 포함) 활동과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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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정보는 본사 기준을

준용하였고 수주 관련 데이터는 내부 보고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보고 기준 및

정의는 K-IFRS를 따르고 있으며,  재무적 정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모두 당사

공시체계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 관련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검증 내부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사업장과 글로벌

대상 ESG 추진 성과가 보고서에 충실하고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고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관련 문의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기획팀 (031-5177-1135) 

hjlee7@lsautomo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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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2020년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봉쇄, 가동중단, SCM 붕괴 등 산업 전반의 유례없는 충격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생산 축소, 소비심리 위축등 큰 영향을 미쳤던 한 해였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부가가치 창출 노력과 경영혁신으로 실적 악화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다음 3가지 사항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LSAT가 되겠습니다.   

첫째, E-Mobility 중심 및 친환경 제품을 확대해 새로운 Gree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많은 분야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SAT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여 E-Mobility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신속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Green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물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및 혁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LSAT는 새로운 ESG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영역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외부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조직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사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LSAT의 ESG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지역사회참여 및 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겠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LSAT가 정의하는 나눔은 환경과 사회 모든 측면을 포함해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에 실직적 도움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진심을 다해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함께 주주, 투자자,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사회공헌 파트너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LS오토모티브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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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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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LSAT의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도약 23, VISION 222” 입니다. 2023년 수주 3조, EBITDA 2,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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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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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조직도

1

2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매출

자본 / 부채

주요사업

회사명

대표자

임직원수

본사

설립연월

이철우

1,163 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1973년 11월 11일

7,593억원

4,715억원 / 6,263억원

자동차부품 제조

주요 거래처

CEO

경영진단팀

COO해외사업본부 CHOCFO연구개발본부

중국사업본부 인도사업본부 북미사업본부

품
질
경
영
본
부

국
내
영
업
부
문

신
차
개
발
본
부

제
조
사
업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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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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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사업 체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Headquarter

(3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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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1공장

2공장

3공장

인도
푸네

인도
첸나이

중국
무석

중국
청도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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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본사/연구소 478명 중국 (청도,무석) 1,379명

1 공장 348명 일본 11명

2 공장 263명 인도 1,246명

3 공장 33명 북미 15명

물류센터 및 기타 41명 멕시코 342명

합계 1,163명 합계 2,993명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인원수

주요연혁

1973

주요수상실적

회사설립

1987기술연구소 설립
2공장 준공 및 가동

1991중국 청도 대성전자
유한공사 설립

2003
중국 무석 대성전자
유한공사 설립

2010
햅틱 디바이스 신
기술 인증 획득

2012 SWS Angle Detecting 
신기술 인증

2014 통합물류센터 신설

2020

뉴비전 새로운 도약 22, Vision 222 선포식2018

세계 최초로 차량 내 결제용 지문인증모듈 개발∙상용화 성공

2006 제3회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2007 제12회 전자부품 기술대상 동상 수상

2008 제13회 전자부품 기술대상 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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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친화인증‘ 신규
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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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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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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LSAT는 매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 부품 분야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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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수주현황

8,840억원

2020년

1조
7,593억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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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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차 전장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LSAT가 개발한 스위치 제품은 모든 운전자가 운전중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별도의 학습없이

기존의 경험만으로 직관적인 사용성을 유도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램프류 및 스위치류 (I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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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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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Mobility (EM) 

LSAT는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 사업에 대비하고자 VESS, 48v 컨버터, 레졸버 등 고부가 가치 핵심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Steering
Angle
Sensor

48V DC /
DC Converter

Power
Window
Switch

Fingerprint
Recognition
Sensor

Console Switch

SBW 
(Shift by Wire) 

ABS Coil
CDM

Mood                       
Interior Lamp

E-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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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 2020년
올해의 협력사 수상

LS오토모티브가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한 2020년 올해의 협력사

시상식에서 보안관리 부분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사 체계적

보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외 인증

및 내부 보완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HKMC 보안 인증(H-ISMS) 

종합점수 8.2/10점을 획득하였으며, 

ISO27001 & ISO22301등 보안 관련

인증 취득 및 심사 결과를 패스하여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20 Highlights

LS오토모티브, 경영혁신목표 달성 Signing Ceremony 

경영혁신목표 달성을 통해 23년 VISION 달성 및 Global Top 100 Player로

도약을 약속하는 Signing Ceremony 행사가 7월 30일 거행되었습니다. 

CEO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Big Data 확보,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시스템/인프라 구축,  프로세스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을

토대로 World class 수준에 손색없는 기업 문화를 갗추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차량 내 결제용

지문인증모듈 개발∙상용화 성공

LS오토모티브가 카페이먼트(Car-

payment) 시스템을 적용한

지문인증모듈을 세계 최초로 현대차와

공동개발∙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제네시스 GV70에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지문인식기술과 결제 시스템을

통합한 제품의 상용화는 이번이

처음으로, 운전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로

지문인식 결제를 하는 핀테크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문인증

결제모듈의 후속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적용한 차세대 모듈이 현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기부자의 날 유공표창

안양시에서는 “제 7 회 안양시기부의

날“ 을 맞이하여 LS오토모티브의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문화가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준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부유공자 표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약역 부근

삼덕공원에 기부자 기념비를 세워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LS오토모티브, 2020년 가족친화경영기업으로 선정

LS오토모티브가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친화인증‘ 신규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의 기업 제도 및 활용률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인증 심사는

지난 6월부터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서류 및 현장 방문 심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임직원의 직장문화 만족도와 같은 세부 항목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임직원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월금날＇제도 도입 등,  사무생산성 향상 및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인증기업은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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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 공급망, 기업윤리, 인권 및 근무환경에 대한 슬로건을 통해 LSAT ESG을

시사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체계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이 가벼운 LSAT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LSAT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LSAT

차별없는 LSAT, 서로를 존중하는 LSAT

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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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LSAT는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 주주 및 투자자, 정부, 협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LSAT의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AT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소통

하고 신뢰받는 상생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협력사 정부

고객사

• 노사협의회

• 인트라넷

• 설문조사

• 고충처리 제도

• 사이버 신문고 등

• 주주총회

• 이사회

• 공시 등

• 테크쇼

• 언론 보도

• 기업 정보채널

(홈페이지, SNS, 보고서)

• 사회공헌활동

• 기업 정보채널

(홈페이지, SNS, 보고서)

• 협력사 총회

• 상생 파트너십 행사

•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사이버 신문고

• 동반성장 활동 등

• 각종 언론 보도 및 인터뷰

• 기업 정보채널

(홈페이지, SNS, 보고서)

LSAT 이슈폴

No. 경제 No. 환경 No. 사회

1 경제적 가치 창출 10 환경경영 17 지역사회참여 및 공헌활동

2 신성장사업 다각화 11 대기오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18 인재채용 및 유지

3 글로벌 사업 확대 12 수자원 관리 19 임직원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4 제품 안전 및 품질 13 폐기물 관리 20 임직원 역량 개발

5 협력회사 동반성장 14 에너지 관리 21 임직원 다양성 및 인권보호

6 R&D투자 및 기술혁신 15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22 지배구조 건전성

7 윤리경영 16 유해물질 관리 23 유연한 조직문화

8 정보보안 24 사업장 보건안전

9 고객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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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사업 파트별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위험요소와 기회요소 파악하고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LSAT는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내부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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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AT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해 창출된

유무형 정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격인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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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

정보보안 내부회계관리

준법관리

LSAT는 사업장이 위치해있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해

해당 국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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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속성 확보

LSAT는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등 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당사의 사업 역량을 복구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며 보호할 수 있도록 ISO 

22301(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SAT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 혹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백업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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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기업 활동에 있어 모든 대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후 체계적인 진단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반부패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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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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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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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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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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전사 윤리 경영 및
예방 교육 실시 (On/Off Line)

경영진단팀
제보회신 (필요시)

제보

결과 조치 ( 각종 처벌 및 제도개선 등)

비윤리 행위자 조치결과 공지

신문고
접수

진상조사
(경영진단팀)

CEO보고
(경영진단팀)

징계심의

발생 전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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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인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정체되었고, 산업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에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형 자동차가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와 플랫폼으로 산업의 영역이 확대 되는 양상을 보여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성장 가능성

을 엿본 한해였습니다.

2020년 LSAT 경영 경제 성과

2020년 매출액 7,59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LSAT는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시장 니즈에 즉각적인 대응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매출액(내부 연결 관리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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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단위: 억원)

8,689
8,495 7,593

For Growth

1조 5,781억원

2018년

2조 1,084억원

2019년

Korea

Europe

Asia

America

2) 인도처 국가 기준

2020년

지역별 수주 현황 2

1조 8,8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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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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사업 다각화

2019년 들어 자동차 산업은 수직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수평적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미래 자동차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와 다른 업종과의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SAT는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써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고객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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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2019년 전체 수주 중 60%를 해외에서 달성하며 해외 고객 확대를 통한 매출처의

다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품수주성장

2018

2019

2020

1,772

6,206

(단위: 억원)

7,333

2020년 해외고객 영업별 수주비중

2019

2020

KR EU ASIA NA

28% 24% 17%31%

40% 33% 14% 13% 6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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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확대

중국 청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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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세

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OEM사 뿐만 아니라 Tier1 부품사의 고수익 제품군을 통해 다변화된 고객 기반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LSAT는 앞으로도 단순한 재무적 수치의 확대를 넘어 핵심 고객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해외 고객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

더 나은 글로벌 전장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피드백 관리 등 고객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있는 가격, 정확한 납기 준수, 신기술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우수한 LSAT의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으며, 고객 중점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개선안을 도입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국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중점 개선 요인 및 개선 방향 도출

고객 만족 향상

(10점 만점

고객 생산국가별 수주 현황

7.1

2020년성과
2023년 목표 2025년 목표

7.5 8.5

(단위: 억원)

6,884

7,464

5,476

2019

2018

2020

북미

2,742

3,795

3,446

2019

2018

2020

유럽

268

3,101

3,908

2019

2018

2020

한국

7,220

7,153

6,010

2019

2018

2020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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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동반성장 문화 정착

LSAT는 협력사와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는 동반자로써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조직을 구성하고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전사 주요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기술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SAT 협력회

LSAT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고 상생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LSAT 협력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LSAT 협력회 회원사는 총 48개사로 매년 정기총회와 상생교류회 등의 정기행사 외에도 LSAT와 협력사 실무자 간의

성과공유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COVID-19로 인해 모든 일정 취소되어 향후 계획중에 있습니다.

2020년 협력사 지원 실적

자금지원
총액 102억원

•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 국내/해외 판로지원 53억원 (30건)

기타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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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로써 2017년 이래로

3년 동안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평가 실적은 21년 9월 공표예정이며 앞으로도 당사는

협력사와 함계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동반자로서 상생해나갈 것입니다.

(단위: 억원)

금형, 설비 99

2019

2020

자금대여 11 금형, 설비 151

설비자동화 208

2019

2020

용역개발 6 설비자동화 231기술지원
총액 216억원

상생결제시스템 2,793

2019

2020

생산성 향상 26 상생결제시스템 2,948
직간접 경영지원
총액 2,797억원

511

2019

2020

교육 32회 361

교육지원

(단위: 명)

134

2019

2020

2,726일 158

인력지원

자금대여 3

용역개발 8

인상금액 4

교육 13

LSAT 협력사
동반
성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경영혁신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부분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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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제조
경쟁력확보

조직문화및경영
Infra 혁신

Global 선진기업시민

경영 Process/Infra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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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AT는 안전과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IATF 16949 자동차품질경영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협력사에서의 품질 관리부터 제품 개발과 공정 전 과정에 걸친 품질 강화 활동으로

품질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품질 역량을 갖추어 최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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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안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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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기반의
관리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도전적 목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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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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를 관리하고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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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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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고자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투자

LSAT는 환경적 가치 창출을 통한 녹색경영을 실천하여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2020년 동안 총 15.4억원을 투자하여 현장 내 각종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여 설비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화재 예방 설비 및 소음 방음벽을 추가 도입,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15.4 억원

2018~

For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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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프로그램 운영

DoPlan

Act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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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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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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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 역량을 향상 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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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교육은 온라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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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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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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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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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전 사업장 한국경영인증원 2021년 5월

ISO 22301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내 전 사업장 한국경영인증원 2020년 11월

환경 교육 내역

구분 교육대상 교육 참가인원 교육일

정기 환경보건교육 임직원 1,036명 매월

ISO14001/45001 교육 및 내부심사 임직원 및 협력사 ISO 담당자 23명 2021년 4월

ISO22301 교육 및 내부심사 임직원 중 ISO 담당자 17명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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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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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tCO2)총 온실가스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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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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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폐기물을 저감하는 환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KG)

(단위: KG)

270.5

263.6

12,365

12,144

12,772

266.8

2019

2018

2020

2019

2018

2020

총 폐기물 발생량

246,440

202,850

239,110

2019

2018

2020

구분
일반 지정

2019 2020 2019 2020

1 공장 199,340 105,050 1,700 4,510

2 공장 82,150 96,710 710 2,060

3 공장 88,560 29,150 1,100 1,630

합계 199,340 230,910 3,510 8,200

사업장별 일반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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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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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겨나고 전세계 정부에서도 환경 관련 법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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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 

6,206 

7,333 

2018 2019 2020

친환경 제품 수주 비중

2018 2019 2020

10%
29%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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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여 그동안 전기차

충전시 충전량 확인이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의 상품성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자동개폐식 충전도어(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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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V 컨버터(48V CVT, 48V Converter)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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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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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Hybrid차량 시스템입니다. LSAT가 연구개발한 48V 컨버터는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 내의 48V 네트워크와

12V 네트워크 간에 에너지를 양방향으로 공급하는 전력변환장치로, 각 네트워크의 48V와 12V 배터리 충방전 관리 및 부하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연비 향상

Diesel 
Oxidation 
Catalyst Diesel 

particulate 
filter

Electrically 
Heatable
Catalyst

SCRT catalyst

EHC CU

E-KAT (EHC) 연구개발

E-KAT, EHC (Electric Heatable Catalyst)는 차량에서 엔진열을 이용한 자연 가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워 별도의 히팅 시스템을 통해 촉매(Catalyst)를 가열하는 제품으로 2025년 EU7에 대응 및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HEV(Hybrid EV) 및 MHEV(Mild Hybrid EV), PHEV(Plug in Hybrid EV)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완전

전기차(EV)로 변환하기 전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EHC Control Unit

Catalyst

48V C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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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ar System Configuration

High Voltage DC/DC Converter 연구개발

자동차의 동력 메커니즘이 내연기관(ICE ; Internal combustion engine) 에서 전기차(EV : Electric Vehicle)로

변화하면서 고전압 배터리의 사용을 위해 전력을 변환하여 차량 곳곳에 활용하는 전력변환기술 또한 성장하고 추세입니다. 

High Voltage CVT는 배터리로부터 발생하는 고전압의 전력을 48V 및 12V의 저전압으로 변환하는 제품으로, LSAT는

하이브리드(HEV ; Hybrid Electic Vehicle) 차량에 적용되는 48V급에서의 전력변환 기술을 보유 및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발전시킨 High Voltage의 고효율 전력변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한

유럽 등 다수의 해외 OEM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V DC/DC CVT System Block Diagram

Motor

48V CVT
HV CVT

48V CVT 
48V Loads

HV 
ConverterTorque to 

Drive Wheels

HV 
Inverter 

HV 
Battery

Battery 
Charger

HV InverterOBC                              
(On Board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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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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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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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기업 활동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온기를 나누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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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 해 동안 총 2,197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총 3,97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LSAT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정기헌혈을 독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LSAT는 사내 정기헌혈을 통해 우리나라의 더 나은 헌혈

문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680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3,399    
시간

3,447    
시간

3,974  
시간

1,948명 2,035명
2,197명

2018 2019 2020

577명
680명

2018 2019 2020

565명

정기헌혈 참여 임직원 수

천사의 기부금
LSAT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올바를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39,749,290원의 기부금으로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308,000 9,720,000 17,810,290 6,911,000

(단위: 원)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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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만들기

6월 6일 안양에 위치한 “해피우드 공방’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이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도마만들기＂에 참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완성된 도마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안양관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안양천 환경정화

7월 18일 온누리봉사단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며 열심히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LSAT 주요사회공헌활동

따듯한 선물 – 헌혈

2020년 4월, 7월, 10월 총 3번에 걸쳐 “따듯한 선물” 

헌혈활동이 진행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하여,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3번에

걸쳐 총 700여명이 헌혈에 참여, 혈액수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김장담그기

7월 25일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여름김장담그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들과 안양기업연대 소속 7개 기업이 함께 참여

하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축제분위기속 행사가 진행

되었으며, 열무김치, 얼갈이 김치 등 정성스레 만들어

안양관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도서기부 전달

도서기부 활동이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원분들께서 총 3,400권을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에

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속 외부활동보다는 실내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 하며 독서를 하시는 안양시민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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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공헌활동

코로나19 릴레이 안전 캠페인

5월 한달간 안산 중앙역, 상록수역, 안산역에서 코로나19 

릴레이 안전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활동별 하루전에

모여 소상공인에서 주문한 커피, 쿠키, 손소독제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한 면마스크도 함께 구성하여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키트는 출근하는 안산

시민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2020년 5월 20일 LSAT 온누리봉사단은 안양

기업연대 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안양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홍삼 등 으로 알차게 구성된 코로나19 응원

키트를 출근하는 안양시민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앙시장으로 이

동하여 방역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6월 한달간 안양 중앙시장 2회, 안산 시민시장 1회 등,

코로나19에 힘들어하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방역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안산/안양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소독약과 방역기구를

지원받았으며 총 4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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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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리더십 국제화
교육

맞춤식 학습
시스템

집중투자
중장기 교육

미래성장의원동력 글로벌리더육성 역량모델개발 핵심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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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임직원에게는 핵심인재 증서와

함께 케이크 및 3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지급되며 주요 교육에서도 최우선 대상자로 안내받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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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6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전체 직원 중 R&D 인력 23% 이상을 유지하며 창의적 이고 역량있는 우수 인재의

채용과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입사지원-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채용검진-입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우대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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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성장과 조직역량의 증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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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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얼마나 즐겁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LSAT는 매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조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업무적인 만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인원

임직원의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LSAT는 2018년에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및 Refresh 휴가

LSAT는 입사 1년 이상인 모든 임직원에 대해 연내 5일 연속

연차 의무 사용을 권장하는 연차휴가와 리프레시(Refresh)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과 임직원에게

활력을 주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차휴가 사용률

유연근무제도

임직원 조직 만족도 조사 (5점 만점)

3.57

3.50

850명

645명

762명

3.67

2019

2018

2020

2019

2018

2020

82.2%

85.6%

89.7%

2019

2018

2020

LSAT 복리후생제도

생활안정지원 의료/복지지원 여가활동지원 Work & Life Balanc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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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휴가 운영

본인 및 가족
요양 위로금 지원

사업장 별 건강관리실 운영 사내도서관 운영 복지포인트 지급

사내식당 및 중식
e-point 제도 운영

임직원 전용 LS복지몰 운영 야유회/송년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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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다양성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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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추구하면서 일하기 좋은 직장 LSA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각 사업장 조직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 2019년부터 시작한 “LSAT 소소(小笑) 이벤트”로 게임을 진행하여 정답자에게 작은 상품을 제공하며 임직원들과

소소한 웃음과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인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을 책임지는 본부/부문별 Change Agent(CA) 선발해

운영하였습니다. 선발된 CA는 조직 내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활동을 주도하며 각 본부별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사내의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2020년 경영관리본부 알까기 이벤트▲ 2020년 “면역력 활성업“ 이벤트

사업장 보건안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SAT는 매년 정기적으로 노경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 및 보호구 지급 등 보건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안건을 협의하여 노사가 합동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보건안전 관리를 위해 매달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스스로 안전한 작업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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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0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0 0 0

안전사고 발생 0 0 0

자연재해 발생 0 0 0

사망사고 발생 0 0 0

▲ 2020년 “면역력 활성업“ 이벤트

2018

1,197명

2019

1,099명

2020

1,148명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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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성과
구분 내용 단위 2018 2019 2020

임직원 수 총 임직원 수 (국내+해외) 명 4,140 3,665 4,156

국내 임직원 수 명 1,169 1,205 1,163

- 본사 명 445 485 478

- 1공장 명 371 363 348

- 2공장 명 247 280 263

- 3공장 명 35 34 33

- 물류센터 명 44 28 28

- R&D센터 명 - - -

- 기타 명 27 15 13

해외 임직원 수 명 2,971 2,460 2,993

- 북미 명 15 16 15

- 일본 명 11 11 11

- 중국 명 1,699 1,358 1,379

- 인도 명 1,184 873 1,246

- 멕시코 명 62 202 342

성별 국내 명 1,169 1,205 1,163

- 남성 명 997 1,031 998

- 여성 명 172 174 165

해외 명 2,971 2,460 2,993

- 남성 명 1,827 1,499 1,824

- 여성 명 1,144 961 1,169

고용형태 총 정규직 임직원 수 명 2,611 2,515 2,530

국내 명 1,125 1,182 1,141

해외 명 1,486 1,333 1,389

총 비정규직 임직원 수 명 1,529 1,150 1,626

국내 명 44 23 22

해외 명 1,485 1,127 1,604

임원 수 1) 총 임원 수 명 19 22 22

국내 명 13 16 16

해외 명 6 6 6

신규 채용 2) 총 신규 채용 인원 수 명 84 136 96

연구개발 인원 총 연구개발 임직원 수 (비중) 명(%) 349 (30%)  372 (31%) 267 (23%)

조직만족도 임직원 조직만족도 조사 (5점 만점) - 3.57 3.50 3.67

1)여성 관리자 없음
2)국내사업장 사무직 기준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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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단위 2018 2019 2020

커뮤니티 참여 총 봉사활동 시간 시간 3,399 3,447 3,974

봉사활동 참여한 임직원 수 명 1,383 1,458 2,197

사회공헌활동 투자비 만원 3,545 4,030 3,600

동반성장지수 협력사 동반성장지수 - 양호 양호 21’(9월)

정기헌혈 정기헌혈 진행 횟수 회 4 6 8

정기헌혈 참여한 임직원 수 명 565 577 680

조직문화 유연근무제 사용 인원 명 850 645 762

출산휴가 사용 직원 수 (여성) 명 11 6 5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 명 17 18 33

육아휴직 복직 인원 수 (비율) 명 14(82%) 15(83%) 33(100%)

연차휴가 사용율 % 82.2% 85.6% 89.7%

교육 월별 환경보건 교육 횟수 회 12 12 12

- 참여 임직원 수 명 1,040 1,036 1,182

임직원 환경 관련 교육 진행 실적 건 1 1 1

- 참여 임직원 수 명 17 19 17

협력사 환경 관련 교육 진행 실적 건 1 1 1

- 참여 임직원 수 명 4 4 4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1,197 1,09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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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녹색경영 투자비용 녹색경영 지출 및 투자비용 억원 9.54 3.21 2.65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2 12,365 12,144 12,772

전기 tCO2 12,270 12,056 12,697

LNG tCO2 95 88 75

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소비량 TJ 2,704,908 2,636,270 2,668,152

연료 TJ 0 0 0

전기 TJ 2,687,437 2,620,002 2,653,228

스팀 TJ 0 0 0

기타 TJ 17,471 16,268 14,925

재생에너지 ESS 가동을 통한 연간 전력비용 절감액 억원 1.43 0.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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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단위 2018 2019 2020

폐기물
총 폐기물 발생량(일반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발
생량)

kg 246,440 202,850 239,110

일반폐기물 발생량 kg 241,900 199,340 230,910

1공장 kg 95,840 82,150 105,050

2공장 kg 104,940 88,560 96,710

3공장 kg 41,120 28,630 29,150

물류센터 kg - - -

지정폐기물 발생량 4,540 3,510 8,200

1공장 kg 1,900 1,700 4,510

2공장 kg 840 710 2,060

3공장 kg 1,800 1,100 1,630

-소각 241,900 199,340 230,910

1공장 kg 95,840 82,150 105,050

2공장 kg 104,940 88,560 96,710

3공장 kg 41,120 28,630 29,150

-기타(지정업체 수거) 4,540 3,510 8,200

1공장 kg 1,900 1,700 4,510

2공장 kg 840 710 2,060

3공장 kg 1,800 1,100 1,630

수질오염 용수사용량 kg 38,096 34,260 32,939

상수 kg 38,096 34,260 32,939

기타 kg - - -

폐수 발생량(배출량) 11,400 23,000 20,000

1공장 kg - - -

2공장 kg 10,500 12,000 13,040

3공장 kg 900 11,000 6,960

물류센터 kg - - -

안전 보건 환경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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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단위 2018 2019 2020

유해물질 관리 총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kg 41,850 36,700 35,000

1공장 kg 20,000 18,000 17,500

2공장 kg 2,850 2,700 2,500

3공장 kg 19,000 16,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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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인증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 ○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 ○ ○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 ○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 ○ ○

보유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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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INDEX
GRI 102: 일반보고, GR 103: 경영 접근

GRI Standard Index 내용 페이지

General Disclosure

조직협회

102-1 조직명 6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

102-3 본사 위치 6

102-4 사업장 위치 7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

102-6 시장 영역 6

102-7 조직 규모 6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38

102-9 조직 공급망 23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7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16

102-12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43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4

윤리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5, 13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 제도 18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14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4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4, 15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15

보고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기업 7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About this report

102-47 중대 주제 목록 15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About this report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About this report

102-50 보고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5

102-55 GRI Content Index 41-42

경영 접근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3, 17, 20, 25, 31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3, 17, 20, 25, 31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13, 17, 20, 25, 31

공통주제 (Univers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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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 경제

GRI Standard Index 내용 페이지

경제성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31-33, 39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18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18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없음

특정주제 (Topic-specific Standards)

GRI 300: 환경

GRI Standard Index 내용 페이지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27, 41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27

용수 303-4 용수 사용량 40

배출 305-1 직접 배출량 (Scope 1) 40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27

폐수 및 폐기물 306-3 중요한 유해물질 및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없음

GRI 400: 시회

GRI Standard Index 내용 페이지

고용
401-1 신규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38

401-3 육아휴직 35, 38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36,41

훈련 및 교육 404-2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
램

34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38

인권평가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
원 교육

36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 운영
비율

31-33, 39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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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GRI STANDAR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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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DGs)를 적극 지지하고 이행에 참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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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개발목표 (UN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UN SDGs)   

관련활동 참고페이지

• 안양시 도서기부 활동 “나눔속의 꿈 보따리”

• 안양시 도마만들기 활동

• 안양시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

•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여름김장담그기 행사

•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현혈증 및 치료비 후원

• 안산시 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전달

• 안산시 고려인가족 ‘너머’ 썰매장나들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사랑의 짜장차” 후원

• “따듯한 선물” 정기헌혈 활동(안양시, 안산시)

• 농가 살리기 캠페인

33p

• 노후 설비 교체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 활동

• 폐기물 저감 활동

•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활성화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

26-3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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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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