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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는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2020년 최초 발간을 시작으로 2022년 세 번째 ESG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22개의 핵심 토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정성 및 정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 기간 외의 중대한 성과는 2022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 각 페이지 하단에 명시하였습니다. 

보고 경계

본 보고서는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본사 및 R&D Center, 국내 공장 등 국내 전 사업장(해외 
사업장 활동 및 성과 데이터 일부 포함)의 활동과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였으며,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참고하였습니다. 보고 기준 및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따르고 있으며, 재무적 
정보는 본사 기준을 준용하였고 수주 관련 데이터는 내부 보고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재무적 정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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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Information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발간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보고서 제작	 경영관리본부 기획팀

문의	 hjlee7@lsautomo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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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존경하는 LS오토모티브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보고서에는 LS오토모티브의 ESG 약속과 책임을 담았으며,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기록하였습니다. 

항상 LS오토모티브에 대한 격려와 따뜻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자동차 시장 모두 회복 국면을 전망하였으나 반도체 수급 이슈와 함께 

원자재 및 물류비 인상으로 인해 성장과 진통을 함께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지속적인 전사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미래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LS오토모티브 

ESG에 대한 글로벌 이슈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LS오토모티브는 당사의 

Growth뿐만 아니라 Planet과 People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친환경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R&D 투자 및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 있는 Global Green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환경과 사회 모든 측면을 포함해 실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각 영역별 ESG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시행 및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SG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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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LS오토모티브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CEO Message

대표이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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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오토모티브는 1973년 설립 후, 2008년 LS그룹으로 편입되었

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이어갑니다. 

LS오토모티브 소개

OVERVIEW

회사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설립일 1973년 11월 11일 

대표자 이철우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매출액 9,032 억 원

임직원 수 1,171 명

LS오토모티브 개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1,17 1

9,032

임직원 수(명)

매출액(억 원)

LSAT의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도약 25, VISION 330” 입니다. 

2025년 수주 3조 원, EBITDA 3,3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LSAT가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 “도전”, “협력”, 

“창의”, “정도”의 4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형성

하며 핵심가치 이행에 기반한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LSAT의 미션은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과 

그 이상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전 

창의

협력

정도

열정과 주도적 행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계돌파를 추구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며 

늘 업무를 개선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다.

공동의 성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한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

기업개요

핵심가치 경영이념 

사람 

우리의 고객

안전 

동반자적 가치

자연 

친환경

편의

지속가능성장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안전과 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기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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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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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1 Power Conversion

2 Brake Housing

3 Solar Energy Conversion 

Power Conversion1

자동차의 전력변환 시스템은 다양한 전장품 작동 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써, 성장하는 xEV 시장에서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LS오토모티브는 기존 내연기관의 

12V 시스템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48V MHEV 및 고전압 컨버터, 

인버터 제품을 개발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전압 Power Conversion 제품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High Voltage Converter의 기술 확보 및 차량 탑재형 충전 

시스템인 OBC(On-Board Charger)로의 제품 확대를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선행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ake Housing2

자동차의 제동과 주차 및 주행 안정을 위한 유압식 또는 전동식 

Brake Housing으로, 제동 시스템에 적용되는 ABS(Anti-

lock Brake System)와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되는 EPB 

(Electric Parking Brake System), 그리고 차량 주행 안정을 

위한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차세대 제품인 모터 구동식 전자 브레이크 

IBC(Integrated Brake Control)를 양산 및 개발하고 있으며, 

ABS와 ESC의 기능을 통합하는 제품으로 향후 높은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olar Energy Conversion3

당사는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활용하는 Solar Converter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솔루션뿐 아니라, 자동차의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7, 

European emission standard)에 적극 대응하며 당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E-Mobility Solution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친환경 차량의 핵심 기술로 구성된 당사의 미래 성장동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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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OVERVIEW

�Biometric Information Recognition 
(Fingerprint Recognition, Face Recognition)

LS오토모티브는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보안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양산 중인 지문인식 

모듈은 지문으로 사용자를 인식하여 자동차 시동, 맞춤형 시트 

및 운전대 위치 조절 등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개인정보 및 

카페이먼트(Car-payment) 인증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사양에 따라 4~6개의 지문 등록으로 차량 공유 또한 

가능합니다.

Center Stack Controller (Interior Switch) 1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센터페시아, 콘솔, 뒷좌석 암 레스트 

(Armrest) 등에 장착되며 오디오 및 실내 통풍/온도 조절, 비상등,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 등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스위치입니다.

Door/Window Controller � � �
(Power Window Switch)

자동차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창문 개폐, 도어락, 윈도우락, 

사이드미러 조절 및 확장 등의 기능으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In Vehicle Control

차량의 실내에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고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인 제품

1 Interior Switch 2 Remote Control Switch 3 Multi-function Switch

�Driving Controller (Remote Control Switch2, 
Multi-function Switch3, SBW)

Multi-function Switch는 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방향 지시등, 전조등, 와이퍼 등을 운전자가 손쉽게 제어 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제작된 다기능 스위치로, 차량의 운전대 뒤편에 

양방향으로 장착됩니다.

Remote Control Switch는 운행 중 스위치 조작 시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대에 장착되는 스위치로, 

일반적으로 오디오, 클러스터 설정, 크루즈 컨트롤 등의 조작 

기능으로 구성되는 스위치입니다.

SBW (Shift by Wire or E-Shifter)는 자동차의 변속 시스템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제품으로, 형태에 따라 Lever Type, Button Type, Column 

Type 및 Dial Type의 4가지 형태로 개발‧양산 중에 있습니다.

Interior Lighting System

LS오토모티브는 Overhead, Personal, Vanity, Foot, Cargo 

Lamp 등 자동차 실내 조명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HCL (Overhead Console Lamp)과 같이 자동 결제, 실내 

블랙박스 기능 등이 융합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Ambient Light와 같이 차량의 실내 분위기에 감성을 더해주고 

탑승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제품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 LS오토모티브 
지속가능보고서

1211



Steering Sensor (SAS, TOS, TAS)

당사는 차량의 조향 및 가속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AS (Steering Angle Sensor)는 차량의 

운전대에 위치하여 회전각을 센싱하는 기능을 하며 TOS (Torque 

Only Sensor)는 운전대의 조향 토크를 측정하여 운전자의 

조향성을 향상 시키는 제품 입니다. TAS (Torque Angle 

Sensor)는 조향 토크를 감지하는 TOS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조향각을 동시에 감지하도록 개발된 복합 센서입니다. 이들은 

운전자의 주행 습관 및 환경에 맞춰 최적의 핸들 조작력을 

제공합니다.

Exterior Lighting System � � �
(Head Lamp Control Unit, Lighting Grill 
System)

LS오토모티브는 차량의 Head Lamp가 비추는 방향 및 각도를 

조절하는 모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간단한 조작으로 

야간 주행 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에 용이합니다.

당사는 거시적인 전기차 개발 흐름에 맞춰 차량의 Grill 부에 

Lighting System을 선행개발 하였습니다. Lighting Grill 

System은 차량 외부에 주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뛰어난 

심미성을 제공합니다.

Others

당사에서는 운행 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RPAS (Rear Parking Alert System)는 

차량 후진 시 장애물에 대한 알람 기능을 하고 UIP (Ultrasonic 

Intrusion Protect)는 차량의 실내 물품 및 타이어 등 도난에 대한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이며, BBS (Back-up Battery Siren)는 차량 

배터리의 차단을 감지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은 

운전자의 주행 및 차량의 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Driving Safety & Others 

OVERVIEW

차량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품

2022 LS오토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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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체계 

LS오토모티브는 2020년부터 주기적인 보고와 논의를 바탕으로 ESG 전략 및 운영안을 구상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 및 팀별 ESG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월 과제에 대한 진척상황
보고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2025년 / 2030년 중장기 ESG 목표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KPI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 글로벌 시장 확대

• 기후변화 대응

• 전사 친환경 활동 강화

• 지역사회발전 도모

• 인재관리 및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Growth Planet People

• ESG 추진조직 체계화

• ESG 목표와 KPI 연계

• ESG 보고서 및 ESG Special Report 발간

• ESG 전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실행과제

Global ESG Leader

ESG Infra ESG 커뮤니케이션 및 내재화전략 +

방향성 목표 추진방안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활동 확대 

에너지 모니터링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공장별 계측기 설치 확대

친환경 활동 확대

전사 일회용 제품 저감활동

친환경 업무차량 확대 

노후 설비 교체 

다양성 존중 강화

여성인력 양성 추진 전략 설정

여성 근로자 채용 확대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지역사회 기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정기적 헌혈활동 및 헌혈기금 조성 강화

협력사 동반성장
협력사 ESG 워크숍 및 간담회 진행 

협력회 관리 체계화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 

● ESG 경영 총괄    ● ESG 실행담당그룹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책임 경영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강화 

SUSTAINABILITY

목표

경영관리본부

환경

지배구조

사회

인프라 및 커뮤니케이션

• 환경안전팀
• 업무지원팀
• 제조사업본부
• 신차개발본부
• 연구개발본부

• 경영진단팀
• 법무팀
• 회계팀

• 기획팀
• 업무지원팀

• 업무지원팀
• 인사팀
• 노경지원팀
• 개발구매팀

2022 LS오토모티브 
지속가능보고서

1817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공동 목표입니다. LS오토모티브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LS오토모티브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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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목표를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경영 체계 

UN SDGs 연계활동

도서 기부 활동, 장애인 복지관 헌혈증 및 치료비 후원, 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전달, 

농가 살리기 캠페인 등 

직무 역량 교육,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력사 교육 등 

경영혁신 활동, 스마트 팩토리 운영, 동반성장 활동, 친환경 포트폴리오 제품 강화 등 

노후 설비 교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모니터링, 폐기물 감축 활동,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 전사 친환경 캠페인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LS오토모티브는 고객사,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경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폭넓게 구축하여 
당사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 테크쇼
• 언론보도
• 	LS오토모티브 	

정보채널	
(홈페이지, 블로그, 
ESG보고서)

• 사회공헌활동
• 	LS오토모티브 	

정보채널	
(홈페이지, 블로그, 
ESG보고서)

• 협력사 총회
• 상생 파트너쉽 행사
•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사이버 신문고
• 동반성장 활동 등

협력사 

정부지역사회

고객사

주주 및 투자자

• 	각종 언론 보도 및 
인터뷰

• 	LS오토모티브 	
정보채널	
(홈페이지, 블로그, 
ESG보고서)

• 주주총회
• 이사회
• 공시 등 

SUSTAINABILITY2022 LS오토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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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오토모티브는 대내외 기업환경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슈 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중대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 국제표준, 동종산업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국내 언론 보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이슈 Pool을 도출하고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성평가로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차 및 내용 구성에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에 충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SUSTAINABILITY

중대성평가 결과

주요 이슈별 추진방향

중대성평가 프로세스

STEP_1

STEP_2

STEP_3

환경분석 및 이슈 Pool 구성

중대성평가 실시

핵심 이슈 도출

• 국제 표준 지표 (GRI Standards)

• 	LS오토모티브 사업전략 및 전년도 
ESG 보고서 이슈 분석

• 	 		미디어 분석 (국내외 주요 언론사 
등 보도자료 분석, 2021. 01. 
01~2021. 12. 31)

• 	글로벌 OEM 및 동종업계의 		
주요토픽 벤치마킹  

22개
이슈 도출 

3개
핵심 이슈

• 			비즈니스 영향도 (Business Impact)

- 	내부 방향성 (경영전략 등 내부 자료 및 
관심사항 관련 이슈 반영)

- 	임직원 설문조사 실시: 총 603명 참여
(2022. 02. 14.~2022. 02. 25)

• 			이해관계자 관심도 측정 

- 	국제 가이드라인

- 	동종산업 보고이슈 분석

• 	 		LS오토모티브 기획팀 및 	
주요 경영진 검토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3개 핵심 이슈 선정

603명
설문조사 참여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따라	LS오토모티브는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	제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군	별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2021년	말	기준	85개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선행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 성과 창출

친환경 자동차 확대와 국가별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LS오토모티브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친환경	부품	수주액	비중은	2020년	대비	약	3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및  임직원 건강관리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과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위험요인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위한	안전	규정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및	비만	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한	
보건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영향도

경제적 성과 창출

안전한 작업환경 및 
임직원 건강관리

책임있는 폐수 및 폐기물 관리

환경경영 전략 및 체계 

윤리경영 / 공정거래

임직원 역량 교육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고객 만족 및 소통 

이해관계자 소통유해물질 관리 

환경 투자 

에너지 관리

공급망 ESG관리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사회 기여

신성장 동력 / 사업다각화 

건전한 노사문화 

인재 채용 및 유지

제품 안전 및 품질

임직원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이
해

관
게

자
 관

심
도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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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LS오토모티브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대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후 체계적인 진단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반부패 윤리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기업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굳건히 하며, 여러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경쟁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협조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해 2018년에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문고를 통하여 누구나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온라인 외에도 유선, 
우편, 메일 등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제보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윤리경영 시스템

LSAT 정도경영

경제적 책임 

이윤 창출을 통한 기업의 영속성 유지

윤리적 책임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기준에 맞는 윤리적 경영활동

법적 책임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Rule 	
속에서 기업경영활동 수행

자선적 책임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 수행

소비자

정도경영의 실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

안정적 
투자처 
확보

신뢰구축, 기업의 가치/성과 제고

기업 및 기업인 이미지 제고

투자자 

정부 시민사회

발생 전 발생 후

전사 윤리 경영 및 
예방 교육 실시
(On/Off Line)

신문고 접수 진상조사
(경영진단팀)

제보회신 (필요시)

결과 조치(각종 처벌 및 제도개선 등)

제보

CEO보고
(경영진단팀)

징계심의 

제보자 

비윤리 행위자

경영진단팀

조치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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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LS오토모티브는 사업 파트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를 파악하여 면밀히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LS오토모티브는 기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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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부 관리지침을 정립하고 필수 개인정보 항목을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오남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LS오토모티브는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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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관리 

LS오토모티브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규 및 

국제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준법 관리와 

관련된 리스크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규의 재정 및 개정 사항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로써 어떠한 법규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연속성 확보

LS오토모티브는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등 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당사의 사업 역량을 복구하고 연속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ISO 22301(비즈니스연속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사업 운영 위협에 대한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백업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해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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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AREA

FOCUS AREA 
• GROWTH 

• PLANET 

• PEOPLE 

29

3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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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S오토모티브는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xEV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LS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고객사로부터 인정받으며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xEV 산업은 LS오토모티브의 미래 성장의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xEV 트렌드에 맞춰 핵심사업을 성장해 나아가며 2020년 대비 EM 수주비중을 약 59% 증가시키며 시장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사업성과 

FOCUS AREA : GROWTH 

LS오토모티브는 1991년 중국 청도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 중국, 인도, 멕시코 등 4개 국가에 8개 사업장을 

설립하였으며, 특히 멕시코 법인 강화로 북미권역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OEM 업체와 Top Tier-1 부품사의 

고수익 제품군을 통해 다변화된 고객 기반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오토모티브는 단순한 재무적 

수치의 증가를 넘어 해외 고객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사업 현황 

매출액 (단위: 억 원) 수주액 (단위: 억 원)

2019 2019

2018 2018

2020 2020

2021 2021

370 ㅣ 7,087 ㅣ 1,575 6,812  ㅣ 13,013 ㅣ 450

■ E-Mobility Solution ㅣ ■ IVC ㅣ ■ DS&O ■ E-Mobility Solution ㅣ ■ IVC ㅣ ■ DS&O

320 ㅣ 5,741 ㅣ 1,527 4,753  ㅣ 13,182  ㅣ 905

403 ㅣ 6,637 ㅣ 1,456 5,120  ㅣ 15,227  ㅣ 346

388 ㅣ 7,086 ㅣ 1,214 1,748  ㅣ 14,761  ㅣ 523

9,032  20,275 

7,588  18,840 

8,495  20,693 

8,689  17,032 

GROWTH 
사업성과 

연구개발

고객만족경영

동반성장 

경영혁신  

30

31

34

35

3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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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오토모티브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최신 기술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Ricardo와 전기차 DC-DC 컨버터 개발 계약 체결

LS 오 토 모 티 브 는  최 첨 단  고 전 압  D C -

DC 컨버터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링 회사인 리카르도 (Ricardo 

PLC)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카르도와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 R&D및 제조를 가속화 할 예정이며, 자동차 전력전자 

시장에서 최고의 오토모티브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전압 DC-

DC 컨버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SBW (Shift-by-Wire or E-shifter)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발전 방향에 따라, 기존의 기계식 

변속 시스템에서 전자식 변속 시스템으로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이에 발맞춰 Lever 

Type, Button Type, Column Type 및 Dial Type의 4가지 

종류의 변속 제어 모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일부 제품은 

양산 중에 있습니다. OEM 방식의 개발 트렌드에 따라 Lever 

Type에서 Column Type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자율주행 4단계 이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OCUS AREA : GROWTH 

Brake Housing (ABS / ESC / EPB)

LS오토모티브는 현재 ABS (Anti-lock Brake System),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및 EPB (Electronic Parking 

Brake) 기능에 적용되는 3가지 Type의 Brake Housing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Housing은 차량 내 제어장치인 

ECU (Electronic Control Unit), HCU (Hydraulic Control 

Unit)와 결합되어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와 ESC의 기능을 통합한 IBC (Integrated Brake 

Control) 제품으로의 개발 추세에 따라 차량의 제동 및 조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BS (Anti-lock Brake System) 

자동차 급 제동 시 타이어의 잠김 방지 및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장치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주행 시 차량의 자세를 제어해 주는 장치로, 곡선 주행 

시 노면의 미끄러움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

EPB (Electronic Parking Brake)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로 전자식 작동 방식을 가진 

사이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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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Integrated / Advanced Controller (Switch)

차량 내부 스위치는 기존의 단일 스위치에서 모듈화된 

스위치로 OEM사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Tesla와 

같은 전기차 제조 업체에서는 터치스크린 형태의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역량으로 차량 내부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LS오토모티브는 기존 차량의 센터페시아 위치에 

구성되는 공조 시스템 조작 패널과 AVN (Audio, Video, 

Navigation) 패널 및 시트 컨트롤 관련 스위치를 통합한 CIM 

(Center-fascia Integration Module) 제품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CIM 제품은 기계식 조작 방식이 아닌 Touch 및 

Haptic 조작 방식을 적용하여 조작 감성과 심미성을 강조

하였고 추가적인 OEM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콘솔 위치에 장착되는 CCP (Center Control 

Panel)는 Dial 형태로 구성하여 Dial의 회전 및 조이스틱, 

Push를 통해 하나의 스위치로 다양한 AVN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FOCUS AREA : GROWTH 

고객만족경영

LS오토모티브는 제품 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경영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결과�

8

7

6

5

4

 가격 개발능력 납기 품질 환경‧대응 종합

 6.6 6.9 7.4 7.3 7.8 7.2

경쟁사 6.8 7.0 7.0 7.0 7.3 7.0

7.8 6.9

7.2

7.47.3

6.6

환경‧대응 개발능력 

종합

납기품질

가격

(단위: 점, 10점 만점)

LS오토모티브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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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동반성장 

LS오토모티브는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현해 나갑니다. 동반성장 조직을 
구성하고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전사 주요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실천하는 동시에 자금, 기술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LS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전장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협력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동반성장�프로그램

경영지원

• 사급제도 효율화
• 설비구매 지원제도
• 생산성 향상 및 공정혁신 지원 

금융지원

• 대급지급조건 개선
• 대여금, 선급금 운영
•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일반지원

• 	교육훈련, 	 	 	
선진기술기업 벤치마킹 지원

• 	윤리경영시스템 지원, 	 	
분쟁조정지원센터 운영

• 	협력사 교류활동(상생교류회, 	
분과위원회 등)

전략적 파트너

자금지원

국내판로지원

인력지원

139억	원

14억	원

129명

149억	원

92억	원

181명

기술지원

해외판로지원

교육지원

협력회 
주요 활동 

사출/금형 협력사 
간담회 

도장/도금 협력사 
간담회지역별 간담회 

정기총회 & 
상생파트너십

LS오토모티브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고 상생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LSAT 협력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SAT 협력회 회원사는 총 48개사로 매년 정기총회와 상생

교류회 등의 정기행사 외에도 글로벌 전장사로서 성장과 

경쟁력을 위한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

입니다. LS오토모티브는 협력사와의 사업동반자로서 지난 

3년 동안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동반자로서 상생해나갈 것입니다.

협력사 협력회 및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지수

FOCUS AREA : GROWTH 

지난 3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등급 달성

LS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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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워라벨과 효율적 업무를 위해 단순 반복 업무 프로세스를 로봇으로 자동화하며 Human Error를 제거할 수 있는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하였습니다. RPA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생산/물류 등 효과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해 자체개발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무 집중

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RPA 도입 

경영혁신  

LS오토모티브는 전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 과제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쓰고 있으며 근본
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경영혁신 전략

1   원가 경쟁력 확보  •  R&D/제조/구매/신차/품질 등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실현으로 시장 경쟁우위 선점

2   Global Standard Process, R&R  •  Global 선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Process, R&R 정립

3   Big Data 경영  •  Data 기반의 혁신 Drive

4   Smart Factory  •  Data 기반의 제조 운영체계 혁신(최적 생산체계)

5   경영 Infra & 조직문화 혁신  •  경영관리 체계(Process, IT 등), 조직문화 혁신

조직문화 및 경영 Infra 혁신Data 기반의 관리Global  제조 경쟁력 확보

FOCUS AREA : PLANET

PLANET
환경경영 목표

환경교육 및 환경인증

환경경영 투자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

39

40

41

4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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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오토모티브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장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용수 및 폐수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녹색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LS오토모티브는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환경경영 목표

FOCUS AREA : PLANET

일반페기물 (단위: ton)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교육

LS오토모티브는 모든 구성원의 환경〮안전〮보건의식의 향상과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고자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각 팀의 담당자 및 내부심사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LS오토모티브는 기업 경영의 전 영역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6월, ISO14001(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및 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환경인증

2020

2021

2022 
Goal

 15.6ton 감소 

•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배출
• 분리수거품을 다양화 및 확대 적용하여 일반폐기물 감소  
• 	제품생산 관련 발생 폐기물 중 친환경/재활용 대체 	 	

용품 및 자제 검토

215.30

200 이하

230.90

폐수와 용수 (단위: ton)

2020

2020

2021

2021

2022 
Goal

2022 
Goal

1.63ton 증가

1,084ton 증가 

• 	폐수 발생 세정액  → 친환경 세정액 및 폐수 저감 세정액으로 검토
• 노후 물탱크 보수(1, 2공장)
• 절수 수도꼭지 설치

21.63

34,023

20 이하

33,002 이하

20.00

32,939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단위: tCO2)

2020

2021

2022 
Goal

598 tCO2 증가 

•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대체(Air Compressor, 냉난방기, 	
등기구)

• 	주/야간 에너지 절전 활동 및 냉난방기 중앙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 	1공장 ESS(Energy Storage System) 운영

13,468

13,200 이하

12,870

지정폐기물(폐유, 폐보루) (단위: ton)

2020

2021

2022 
Goal

3.16ton 감소 

• 	노후 폐유 발생 설비 교체 및 수리를 통해 폐유 발생량 	감축

5.04

5.0 이하

8.20

폐수

용수

2022 LS오토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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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AREA : PLANET

환경경영 투자

2018부터 2021년까지 총 16.5억 원을 투자하며 사업장 내 

각종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환경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약 11.3억 원을 안전, 보건, 시설에 투자하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LS오토모티브는 매년 내부심사원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적으로 환경경영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투자 및 평가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비용 누적 (단위: 억 원)

2021 +1.13

16.53

2020 +2.65

15.40

2019 +3.21

12.75

2018

9.54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 대상사업장 : 국내 전 사업장
•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2021년 심사일 : 2021년 5월
• 2022년 심사 예정일 : 2022년 5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대상사업장 : 국내 전 사업장
•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2021년 심사일 : 2021년 5월
• 2022년 심사 예정일 : 2022년 5월

ISO22301비즈니스연속 경영시스템

• 대상사업장 : 국내 전 사업장
•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2021년 심사일 : 2021년 11월
• 2022년 심사 예정일 : 2022년 12월

•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개발 : 전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성적서, MSDS 등 이력 관리 및 검증

• 	개발 부품 유해물질 함유 여부 검증 : 당사 자체 	 	
실물 검증을 통한 제품 보증

• 	해외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확산전개
   - Local 협력업체 관리 강화
• 	유해물질 검증 강화 

• 	협력업체 관리 감독 강화
  - 전 협력업체의 친환경 부품 공급에 대한 협정 체결
  - 	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환경영향 저감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IMDS)

LS오토모티브는 모든 구성원의 환경〮안전〮보건의식의 향상과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고자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각 팀의 담당자 및 내부심사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성적서 검증

• 유해물질성적서
• 재질성적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LS오토모티브 검증

• 샘플 자체 검증(양산/개발)

• ED-XRF 검사 후 정밀분석 의뢰

글로벌 확산전개

• 	5개 사업장 적용	 	 	
(청도, 무석, 첸나이, 푸네, 멕시코)

※ 2022년 하반기 순차적용 예정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개발로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 구축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해외 사업장 확산전개 및 
협력업체 관리 강화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개발 개발 및 양산 부품

협력업체 양방향 소통LS오토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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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조달 

분쟁광물이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분쟁광물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자금이 해당 국가의 무장단체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채굴 등의 과정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분쟁광물이 공급사슬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력업체 

공급망 내에서도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국제적인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ESS 가동

LS오토모티브는 심야 전기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 효율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18년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심야 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고 이를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사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폐기물 저감 활동

LS오토모티브는 국내 환경 법규에 부응하는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등 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적절하게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저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 일반폐기물 배출량은 

215.3 톤으로, 전년 대비 약 7% 저감을 달성하며 환경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 활동

LS오토모티브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설비의 동작시간을 제어하고, 전 사업장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및 에어 컴프레셔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고효율 저탄소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PEOPLE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코로나19 대응

임직원

인재육성

다양성 존중

45

47

51

53

56

60

FOCUS AREA : PEOPLE

44

2022 LS오토모티브 
지속가능보고서

43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LS오토모티브가 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손길을 나누고 환경을 보호하며 따뜻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참여

LS오토모티브는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매월 임직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임직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2,326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총 3,899시간의 나눔으로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온누리 봉사단

2010년 창단한 온누리 봉사단은 LS오토모티브 임직원과 

가족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기업으로서 임직원의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 곳곳에 온기를 나누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천사의 기부금 

LS오토모티브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행복의 나눔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00만 원의 

기부금으로 나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사회공헌 참여 시간과 참여 임직원 수

2,326명

2,197명

2,035명

3,899시간

3,974시간

3,447시간

2019

2020

2021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
LS 오토모티브는 지역사회와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LS오토모티브 사회공헌활동 HISTORY

활동 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명절	맞이	떡국	나눔

새터민	가정

추석	맞이	송편	나눔

환경정화활동

김장나눔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

헌혈활동

고려인	쉼터

도서기부

사랑의짜장차

교통안전캠페인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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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증식 ‘나눔 속의 꿈 보따리’

2016년 시작된 '나눔 속의 꿈 보따리’는 기증된 도서를 도서관 주변의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도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나눔활동입니다. 2021년 4월에는 새마을문고안양

시지부, 안산 별별작은도서관에서 총 2,000여 권의 '나눔 속의 꿈 보따리' 도서기증식이 진행

되었으며,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가위 이심전심 사랑의 전 나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장애인, 독거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은 전과 떡을 전달하는 ‘한가위 이심전심 사랑의 전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행복나눔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Drive-Through 방식으로 각 기관 및 수요처에 전달하였습니다. 

LS오토모티브-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식

LS오토모티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식사지원을 진행

했습니다. 식사지원금 600만 원을 후원하고 선정된 법정 저소득 결식아동 7가정에 식사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결식아동 가정을 위한 식사지원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 간 매주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추후 기간연장 및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S오토모티브 사회공헌 활동 

나눔활동

나눔활동

환경활동

꿈나무를 위한 활동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

▪도서기증식 ‘나눔 속의 꿈 보따리’
▪한가위 이심전심 사랑의 전 나눔
▪LS오토모티브-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식 

▪ESG 캠페인 ‘건강걷기&플로깅’

▪교통안전 캠페인
▪양심우산 후원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후원
▪새터민, 고려인 ‘설 맞이 밀키트 나눔’
▪장애인 및 고려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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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후원

2021년 1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후원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관련하여 안양관내에서도 피해아동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심리치료비 2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LSAT온누리

봉사단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새터민, 고려인 ‘설 맞이 밀키트 나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행복나눔터에서 '설 맞이 밀키트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밀키트는 떡국떡, 

사골육수, 배추김치 등 쉽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하였으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 세트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LSAT온누리봉사단 임직원 및 가족 

14명이 참여하였으며, 안산관내 새터민, 고려인 200여 명에게 밀키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려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LSAT온누리봉사단과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은 안산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짜장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소속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총 580인분의 짜장밥 도시락과 과일 등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LSAT온누리봉사단 5명과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 20명은 고려인 쉼터 

‘너머’에서 ‘사랑의 불고기덮밥’ 행사를 열어 고려인의 입맛에 맞춘 120인분의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LS오토모티브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잠시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2021년 5월, 

석호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이 재개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LSAT온누리봉사단 

5명, 상록경찰서 4명 외 총 20명이 참여하여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심우산 후원 

LS오토모티브는 사회공헌활동 기금 ‘천사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안양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빗길에서의 안전한 보행과 빌린 우산을 돌려주는 도덕성을 일깨우기 위한 ‘양심우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안양동안경찰서 녹색연합회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우산꽂이 6개, 

우산 200개를 제작하여 안양관내 6개 초등학교(인덕원초, 중앙초, 남초, 덕현초, 호성초, 

범계초)에 전달 하였습니다.

꿈나무를 위한 활동

ESG 캠페인 ‘건강걷기&플로깅’

LS오토모티브 ESG 캠페인의 하나인 ‘건강걷기&플로깅’ 활동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활동입니다. LS오토모티브는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

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안산 호수공원과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총 

200여 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 했으며, 60여 명의 장애인복지관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했습니다. 

환경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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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임직원

LS오토모티브는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임직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사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장해 건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지역사회 

LS오토모티브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LS오토모티브 임직원은 2021년 6월 한 달 간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과 함께 한대앞역, 

중앙역, 안산역, 시우역 내부 및 인근 상가에서 방역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한 방역을 

위해 참여 인원을 소수로 구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후 시간을 

이용해 안전하게 방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약 6개월간 매주 이틀간 식사를 지원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과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곳에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헌혈 참여

LS오토모티브는 사내 정기헌혈을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해 희귀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과 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정기헌혈 참여 임직원 수 (누적) 

1,691명

1,257명

577명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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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Work & Life Balance(WLB) 

LS오토모티브는 임직원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PC-OFF제 운영, 유연근무제도 운영, 재택근무제도 운영, 휴게실 운영

▪건강: 종합건강검진 지원, 임직원 상해보험 지원, 건강관리실 운영

▪여가활동: 휴양시설 이용/할인, 동호회 운영/지원, 리프레쉬/하계 휴가 

▪생활안정: 사내융자, 중식 e-point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구분 항목 실적
의식변화 LSAT 아침편지 발행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하고자 하는 의지 강화 (매주 월, 금 발행)

문화개선 2021년 신뢰회복 캠페인 
‘같이, 가치’ 운영 월 1회 주제 선정 운영 (인사, 변화, 열정, 칭찬, 환경 등)

수평소통 확대

구성원 행복 PG (이벤트) 좋은아침, L’Thanks, 으쓱이를 찾아라, Smile Eco, 브며든다 등 
이벤트 5회 진행 (주관 3회, 협업 2회)

오토마루 발행 38호, 39호 발행
근무환경 개선 본사 19층, 18층 휴게실 개선, 안마의자 6대 설치 운영
사내 모니터 운영 혁신 의지 제고, 최신 Trend, 캠페인 등 포스터와 동영상 운영
뿌지직 (화장실 게시물) 캠페인 주제, 게시물 변경

Change Agent 활동 CA간담회를 통한 조직의 수평적 소통 및 구성원의 목소리 전달 (Brave Voice) 
본사 6회, 안산 1회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확대
사회공헌활동 18회, 조직문화 활동 5회, 기사 7회, 총 30회 
(블로그 월 평균 방문 2,276명)
유튜브, 카카오, 블로그를 통한 내외부 소통 강화 (브랜드 홍보 강화)

WLB
오늘은 내가 주인공 생일, 결혼기념일 등 기념일 연차휴가 의무사용
월급날 제도 운영 매월 월급이 있는 주의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집중근무제 운영 집중근무: 오전 8시 40분~10시 40분 / 오후 2시~4시, 유연근무 활동 25.32%

핵심가치 실천

유튜브 Live 생중계 시무식, 경영현황설명회 등, CEO 메시지 실시간 방송을 통한 투명한 소통

무석법인 조직문화 Survey 진행 무석법인 전체인원 대상 총 평균 4.05점 (2019년 3.80점)
*해외법인 대상 조직문화 활동 공유

기초질서 캠페인 복장, 에너지 절약 캠페인 (사내 모니터 게시)

조직문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LS오토모티브는 유튜브, 

카카오, 블로그 등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 많은 소통을 위해 조직문화 활동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 내역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FOCUS AREA : PEOPLE

구분 항목 계획

의식변화
조직문화 교육 팀장, 신입/경력 사원 대상 조직문화 교육 진행 : 지속 시행 (2021년 110명)
LSAT 아침편지 발행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하고자 하는 의지 Up!

문화개선
LSAT 신뢰회복 개선 캠페인 LSAT ‘하나됨’ 매월 주제 선정 진행 (ESG 관련 포함)

회의문화 개선 ‘회의문화 개선은 정확한 회의시간 준수부터’
각 회의실 타이머 비치, 회의실 예약 1시간이내 제한 (대회의실 제외)

수평소통 확대

오토마루 발행 40호, 41호 발행
게시물 작성 , 배포 화장실 게시물, 모니터 게시물 캠페인 주제 연동 작성 배포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확대 유튜브 중계 역량 강화, 카카오, 네이버 블로그 등, 브랜드 홍보 강화
'괜찮아요' 프로젝트 LSA Talk 연계, 회사생활 어려운 점, 고민 털기
Change Agent 활동 CA간담회를 통한 조직문화 저해요소 도출, 개선 (Brave Voice)
LSA Talk(경청)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은 조직문화 개선 제안 제도 시행
행쇼(행복하쇼) 프로그램 진행 숨겨진 행쇼를 찾아라 (핵심가치 보물찾기), 든든한 아침, 옥상 체육대회

WLB

근무환경 개선 임산부 전용 의자 제공, 영양교실, 출산관련 교육 / 사무환경 개선
WLB PG 기념일조기퇴근(4시, 오늘은 내가 주인공 시즌2), 재택근무(↑25%)
'팀장 없데이' 운영 직원들의 자율적인 회사생활. 월 1회 임원/팀장 없는 날
유연근무, 집중근무제 운영 집중근무 : 오전 08:40 ~ 10:40/오후 2:00 ~ 4:00

핵심가치 실천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 활동영역 글로벌 확대
공인기관 인증 Great Place To Work 일하기 좋은 직장,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갱신
해외법인 해외법인 전체 대상 조직문화 Survey 진행
기초질서 캠페인 복장, 에너지 절약 캠페인 (사내 모니터 게시)

2022년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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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재육성

임직원 조직만족도 Survey 

LS오토모티브는 매년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만족도 Survey를 실시하여 Weak point를 분석〮개선하고 있습니다. 

항목 2020 2021 증감

일하는 방식 4.0 3.8 -0.2

구성원(소통과 신뢰) 3.4 3.8 0.4

업무프로세스 3.6 3.6 0.0

WLB 3.5 3.8 0.3

회사(비전, 주인의식) 4.0 3.8 -0.2

목표/성과 3.8 3.9 0.1

혁신 3.5 3.5 0.0

종합 평균 3.67 3.74 0.07

3.8

3.8

3.63.9

3.5

3.83.8

일하는 방식

구성원혁신

WLB회사

업무
프로세스

목표/성과

 2020년
 2021년

3.74

3.67

3.502019

2020

2021

최근 3년 종합평균 증감률 (단위: 점)

임직원 조직만족도 Survey 결과

(단위: 점)

FOCUS AREA : PEOPLE

• 목적	 조직문화 활성화 현상 파악 및 조직문화 핵심 이슈 도출 
• 방식	 온라인 설문 응답
• 문항구성	 일하는 방식, 구성원, 업무 프로세스, WLB, 회사, 목표성과, 혁신의 7가지 주요영역으로 설정
• 기간	 2021.10.11 ~ 2021.10.15
• 점수결과	 3.74점

인재상

LS오토모티브는 ‘창의적 인재와 기술로 고객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장 파트너’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의 핵심가치(Core Value)를 ‘도전(Challenge)’, 

‘협력(Collaboration)’, ‘창의(Creative)’, ‘정도(Clean 

Management)’로 설정하고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량개발

채용

채용 과정은 입사지원-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채용검진-

입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차별 없이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우대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교육

LS오토모티브는 인재관리가 기업의 핵심 성장 요소임을 인지하고,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환경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Platform(Smart Learning) 구축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상시 교육을 제공하고 현업의 요구를 기반으로 자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Global Major Player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조직역량의 증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신입사원 
교육

글로벌 
역량강화

맞춤식 
학습 시스템

집중투자 
중장기 교육

미래성장의 원동력 글로벌 리더 육성 직무전문가 육성 핵심인재 육성

2022 LS오토모티브 
지속가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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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상시학습 환경 구축을 통한 임직원 역량 강화

LS오토모티브는 임직원의 직무역량 개발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부서)이 함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LSAT Value-up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바탕으로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한 계획을 실행하며 

CM(개인성과목표)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1:1 멘토링/코칭으로 

개인과 회사의 니즈 및 방향성을 맞춰가는 등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alue-up Program 기반의 교육계획 수립 및 역량향상 

활동은 구성원들이 향후 수행할 업무 및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역량 수료인원(명) 인당 교육비(원) 총 비용(원)

교양/인문/자기계발 1,183 4,768 5,640,000

리더십 1,419 40,000 56,760,000 

어학 1,185 64,338 76,240,000 

조직/계층 103 1,162,188 119,705,400 

직무 12,463 55,779 695,168,685 

총 합계   16,353    1,327,072  953,514,085 

구분 부서(팀) 교육계획 수립 본부 주관 교육계획 수립 전사 교육체계 수립

Process

개인의 성장과 직무상 역량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팀장/지도선배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 후 연간교육계획 
수립

부서(팀)와 본부가 함께 주요 육성역량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과정
개설 신청

회사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사내교육 과정개설을 통한 
역량개발 향상을 지속적 관리/지원

Activity

- 임직원: 개인별 연간교육계획 수립
- 신규입사자: 신규입사자 입문교육 및 

OJT일지 작성

- 본부 주관교육 선정 및 육성계획 
수립 

- 직무교육(육성기술 & 자격증) 
선정 및 교육과정 개설 신청

- 전사 교육체계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설

- 사내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전사 교육지원

LSAT Value-up Program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재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 강화

LS오토모티브는 해외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목표로 어학우수자 집중육성을 통한 Business 

Presentation Skill 및 Conversation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lended Learning 학습방법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Intensive) 집중과정을 통해 실제 

담당업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실무형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세대리더 육성

LSAT 글로벌 차세대리더는 직무역량, 전문성, 리더십 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LS오토모티브의 미래의 경영자로 육성할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입니다. 

LSAT 글로벌 차세대리더로 선정된 임직원에게는 핵심인재 

증서와 함께 케이크 및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지급되며 주요 교육에서도 최우선 대상자로 안내받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Future Leader Community에 

소속되어 임원 특강, 경영현황 공유 등 지식공유와 함께 CEO 

및 본부장과 함께 하는 석식 기회가 주어지며, 정기승진 심사 

시 우선순위 가점이 부여됩니다.

혁신인재 육성

고객의 요구사항 대응 및 신기술에 대한 사내 직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필요한 직무전문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자발적 

학습조직(Cop)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사내 지식 내재화 

및 사내강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운영 

중인 R&D 역량강화 과정은 Engineer의 기술지식 및 내부역량 

내재화를 목표로 매주 1회, 1시간씩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2021.01~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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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존중인재육성

목표수립
(Consensus Meeting, 

매년 초)

성과목표 중간점검
(반기) 

최종평가
(연말) 

•방향 재설정, 목표 달성도에 대한 중간평가 및 Feedback
※ 조직 변경 시 팀 CM에 대한 변경 및 재확정 진행

•본부/부문 CM등급에 따라 최종 배분율 부여 
•배분율에 따라 개인등급 조정 시 팀 CM등급에 따라 차등 반영 
•최종평가 순서

※ 연구소의 경우 모수가 많아 센터장이 최종 평가권 가짐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LS오토모티브는 성별, 평가, 승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공정한 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을 지향합니다. 매년 초 목표 수립 시, 

평가자와의 1:1 면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하고, 평가자로부터 점검을 받으며 지원 사항을 요청합니다. 연말에는 

연간 주요 성과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상위목표를 연속하여 수립
※ 매년 각 팀목표까지 CEO승인을 거쳐 팀CM 최종확정 

CEO

팀원

각 본부/부문장

각 팀장

FOCUS AREA : PEOPLE

자기평가 팀장평가 HR조정

CEO 승인

본부/부문장 
평가

담당/사업부장
평가

평가 Process

장애인 채용 확대 

지속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소회계층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여성인재 확보 및 육성을 통해, 조직내 다양성과 창의성 강화, 기업의 CSR 실현으로 ESG 경영시대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자동차산업      LS오토모티브  인원      비중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여성 근로자 (단위 : %) 여성 채용실적

27.5

13.8

6.2

17

13%

13%

15%
27.5

14.2

6.5 9

27.1

15.0

9.0

23

구분 2020 2021 2022 (목표)

장애인 채용 인원(누적) 6명 16명 28명

 채용 - 10명 8명

장애인고용률 0.5% 1.5% 2.0%

장애인 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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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성과 

FACT BOOK

경제적 성과

수주액 � (단위: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주 
신규수주 (합계) 17,032 20,693 18,840 20,275

수주 잔고(합계) 53,804 64,270 71,427 79,244

제품별 수주� (단위: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EM
신규수주 (합계) 1,748 5,120 4,753 6,812

수주 잔고 (합계) 4,960 9,452 13,384 19,532

IVC
신규수주 (합계) 14,761 15,227 13,182 13,013

수주 잔고 (합계) 47,470 53,451 56,065 57,590

DS&O
신규수주 (합계) 523 346 905 450

수주 잔고 (합계) 1,373 1,366 1,978 2,122

친환경 자동차 수주비중� (단위:%)

구분 2018 2019 2020 2021

친환경 자동차 수주비중 13% 32% 34% 54%

지역별 수주� (인도처 기준,단위: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Korea  7,220  7,153  6,010  3,436 

Europe  268  3,101  3,908  7,126 

America  2,742  3,862  3,446  3,917 

Asia  6,884  7,318  5,476  5,796 

사업장별 매출액 �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본사 6,666 6,711 6,315 7,162

청도 1,816 1,619 1,195 1,081

무석 738 652 618 845

인도 683 677 632 1,128

멕시코 - 44 12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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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tCO2)

구분 2018 2019 2020 2021

총 배출량 (Scope 1)

전기 12,270 12,056 12,697 13,170

LNG 95 88 75 81

합계 12,365 12,144 12,772 13,251

에너지 사용량� (단위:TJ)

구분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 총 사용량 

연료 0 0 0 0

전기 285 278 265 275

스팀 0 0 0 0

기타 5 4 3 3

합계 290 281 269 279

용수 사용량 및 수질오염� (단위:ton)

구분 2018 2019 2020 2021

용수 사용량 

상수 38,096 34,260 32,939 34,023

기타 0 0 0 0

합계 38,096 34,260 32,939 34,023

폐수 배출량

1공장 0 0 0 0

2공장 10.5 12.0 13.0 13.9

3공장 0.9 11.0 7.0 7.6

물류센터 0 0 0 0

합계 11.4 23.0 20.0 21.6

폐기물 � (단위:ton)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일반폐기물 

1공장 95.80 82.00 105.00 99.50

2공장 104.40 88.60 96.70 91.20

3공장 41.10 28.60 29.20 24.60

물류센터 0.00 0.00 0.00 0.00

합계 241.30 199.20 230.90 215.30

지정폐기물

1공장                    1.90                    1.70                    4.51                    3.84

2공장                    0.84                    0.71                    2.06                    0.28

3공장                    1.80                    1.10                    1.63                    0.92

합계                   4.54                   3.51                   8.20                   5.04

총 폐기물 발생량 (일반+지정)                 245.84                 202.71                 239.10                 220.34

녹색경영 �

구분 2018 2019 2020 2021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비용(억 원) 9.54 3.21 2.65 1.13

환경 교육 

교육 시간(시간) 24 24 24 24

교육명 정기환경안전교육

참여 임직원 수(명)  1,040  1,036  1,182  1,116 

재생에너지  � (단위: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연간 전력비용 절감액 1.43 0.07 1.9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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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위반 �

구분 2018 2019 2020 2021

벌금 총액(원) 0 0 0 0

제기된 소송 수(건) 0 0 0 0

유해물질 � (단위:Kg)

구분 2018 2019 2020 2021

유해물질 사용량

1공장  20,000  18,000  17,500  16,500 

2공장  2,850  2,700  2,500  2,400 

3공장  19,000  16,000  15,000  13,500 

물류센터 0 0 0 0 

합계  41,850  36,700  35,000  32,400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건) 0 0 0 0 

사고 및 재해 � (단위: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안전사고 건수 

1공장 0 0 0 0

2공장 0 0 0 0

3공장 0 0 0 0

물류센터 0 0 0 0

자연재해 건수 

1공장 0 0 0 0

2공장 0 0 0 0

3공장 0 0 0 0

물류센터 0 0 0 0

사망사고 건수

1공장 0 0 0 0

2공장 0 0 0 0

3공장 0 0 0 0

물류센터 0 0 0 0

사회적 성과

임직원 현황 및 다양성 �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임직원 수 

성별 현황 
남성  997  1,031  998  996 

여성  172  174  165  175 

신규 채용 
남성  212  323  141  261 

여성  72  64  24  59 

장애인 채용 
인원  -  -  -  5 

비율 1.02% 0.87% 0.76% 1.48%

국가보훈자 채용 
인원  1  -  -  - 

비율 0.09%  -  -  - 

지역별 
국내  1,169  1,205  1,163  1,171 

해외  3,008  2,635  3,070  3,235 

임원
국내  13  16  16  18 

해외  6  6  6  6 

연구개발 인원  349  372  267  355 

고용형태 

정규직 
국내  1,125  1,182  1,141  1,152 

해외  1,486  1,333  1,389  1,752 

기간제 국내  44  23  22  16 

해외 해외  1,485  1,127  1,604  1,445 

FACT BOOK

환경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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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 현황 �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이직률(%) 9.5% 11.2% 10.1% 14%

희망퇴직 0 0 0 0

정년퇴직 0 0 0 0

권고사직 5 18 27 12

기타 106 117 91 151

성별 이직자 
남성 100 119 98 145

여성 11 16 20 18

출산휴가   �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출산휴가 사용자 (여성) 11 6 5 11

육아휴직  �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 - - 19

여성 17 19 33 20

휴직 사용 후 복귀자
남성  -  -  - 19

여성 - - - 20

근로환경 � (단위:시간)

구분 2018 2019 2020 2021

근로자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 현황 7.16 84.23 89.78 80.35

기부금 (천사의 기부금) � (단위: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임직원 모금액  35,450,000  40,300,000  39,749,290  73,000,000 

유연근무제 �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유연근무제 사용 인원 850 645 762 741

연차휴가 � (단위:%)

구분 2018 2019 2020 2021

연차휴가 사용률 82% 86% 90% 89%

조직만족도� (5점 만점,  단위: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조직만족도  3.57 3.50 3.67 3.74

동반성장지수 
�

구분 2018 2019 2020 2021

협력사 동반성장지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사회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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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FACT BOOK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Page

조직프로필

102-1 조직명칭 5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5

102-3 본사의 위치 5

102-4 사업 지역 5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5

102-6 시장 영역 5

102-7 조직의 규모 5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67

102-9 조직의 공급망 30

102-10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

102-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 방법 25-26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9

102-13 가입 협회 72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3

102-15 핵심영향, 위험과 기회 25-26

윤리성 및 청렴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23-24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23-24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20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21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1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22

보고방식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21-22

102-47 중대 주제 목록 22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

102-50 보고기간 1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1

102-52 보고주기 1

Classification Disclosure Indicators Page

보고방식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1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

102-55 GRI Content Index 70-71

경영 접근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2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2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22

경제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45-54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24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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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4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43

303-4 용수 사용량 39, 65

305-1 직접 배출량 (Scope 1) 39, 65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43

306-3 중요한 유해물질 및 유출 건수 및 유출량 66

사회

401-1 신규채용, 퇴직자 수 및 비율 60, 67-68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53

401-3 육아휴직 53, 68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등 66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6-58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0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60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 운영 비율 48-50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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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1 사회 및 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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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 현황   

• 한국자동차공학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 한국계량측정협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협회  

• 공단방위협의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안산소방서 공단지역 의용소방대  

•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기숙사)  

• 대한산업안전협회(1공장)  

•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 경기서부지역 안전보건관리 협의회  

• 한국지엠 협신회  

• 현대기아자동차 협력회  

• 현대모비스 협력회  

• 쌍용자동차 협동회  

• 르노삼성자동차 협회비  

• 한국인사관리협회  

• 한국무역협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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