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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이사회 평가 및 보상이사의 선임

삼성SDI의 이사회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의 책임성과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의장 후보에는 사외이사도 포함됩니다.

이사의 독립성
삼성SDI는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 후보자가 상법(상법 제

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 8) 등 관련 법에서 정하

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여 독립성을 확

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립성 기준에서 정의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출

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반수(4인)의 사외이사

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의 다양성
삼성SDI는 이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

임 시 성별, 인종, 종교,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등

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삼성SDI는 주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2019년에는 6회의 정기이사회와 

1회의 임시이사회를 열어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이사회에서는 ESS 안전성 강

화 대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사

회 안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

수 찬성으로 결의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투명

경영,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돕

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

여 주요 의사결정 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

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자격기

준에 부합하고 경영·경제, 전자 및 배터리 산업 전

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

습니다.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다

루어질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

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新외부감사법 도입기

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 교육’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사외이사 전원을 신규로 선임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사외이사 전문성을 다방면으로 고

려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전기, 전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교수, 법률 및 윤리, 

노동 및 노사관계, 재무 및 회계 등 경영 전반에 필수

적인 분야의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매

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회의 참

석률, 의안 심의 횟수, 소속 위원회 등 정량적 평가

지표와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 정성적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별로 종합 평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 산정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부의

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

토하고 있으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

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직위별로 책정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성과연봉 책정 기준은 

매출액, 순이익, 주가 등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계

량 지표와 안전, 노사관계, 부실, 부정, 보안, 컴플라

이언스 등 환경 및 사회적 성과 관련 비계량 지표

를 포함합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투입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 급여와 이사로서 업무수

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사외이사의 보상과 평가는 연동하지 않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

면 사외이사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19 
Achievements

이사회 참석률(평균)

93.9 %   

69

위원회 구성 역할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3인 - 정관,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른 업무 수행
-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4인 -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4인 - 내부거래 투명성 및 공정거래 준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상위원회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성명 전영현 성별 남

최초 선임 2017.03.24(2020.3.24 재선임) 분야 경영 총괄

주요 경력 現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내 역할
이사회 의장 / 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권영노 성별 남

최초 선임 2018.03.23 분야 경영 전반

주요 경력 現 삼성SDI 경영지원실장

이사회 내 역할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성명 안태혁 성별 남

최초 선임 2019.03.20 분야 경영 전반

주요 경력 現 삼성SDI 중대형전지사업부장

이사회 내 역할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
내
이
사

성명 권오경 성별 남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전기전자 산업 

주요 경력 現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이사회 내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성명 김덕현 성별 여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법, 인권

주요 경력 現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이사회 내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박태주 성별 남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노동정책, 노사관계

주요 경력 現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사회 내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성명 최원욱 성별 남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회계, 세무

주요 경력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사회 내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장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
외
이
사

이사회 내 위원회
구분 단위 2019 

실 지급액 백만 원 3,669 

사내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3,330 

사외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339 

사내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백만 원 833 

사외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백만 원 85 

2019년 이사회 보수 지급 내역

사외이사 전원 
신규 선임 

(2020년 기준)

* 사외이사 4인은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상기 인원 수   
   및 보수 총액에는 FY2019 중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함

회차 사내이사 사외이사 전체

1차 정기 66.7 100 85.7

2차 정기 66.7 100 85.7

3차 정기 100 100 100

4차 정기 100 100 100

1차 임시 100 75 85.7

5차 정기 100 100 100

6차 정기 100 100 100

평균 참석률 90.5 96.4 93.9

2019년 이사회 참석률(%)

*  사외이사는 대외 겸직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주주이거나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을 시 선임 자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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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컴플라이언스 활동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삼성SDI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

함으로써 기업의 근간이 되는 준법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은 ‘예방활동 – 점검 및 모니터링 – 사후관

리’의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주요 관리 분야로

는 카르텔, 내부거래, 영업비밀, 부패방지, 하도급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SDI를 포함한 주

요 삼성 관계사가 외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삼

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준비하였으

며, 2020년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전사적으

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준
삼성SDI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상법에 근거하여 제정

하고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에는 준법경영

을 실행하기 위한 준법경영 운영원칙, 준법지원인

의 권한과 의무, 임직원 준법 의무, 기준 준수 점검 

및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존 ‘준법통제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준법경영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이를 준법경영 활

동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층별 정기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리스크 담당자 및 해외법

인 인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

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

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전 직원 교

육을 애니메이션, 픽토그램,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

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수강자로부터 피드백

을 수렴해 향후 교육 및 점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재원 및 해외법인 임직원 대상으로는 변호

사가 특별교육을 진행하여 해외법인 임직원의 준

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담 조직
2019년에는 준법지원팀 산하에 컴플라이언스 전

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해당 조직을 

CEO 직속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개편하였습

니다. 또한 기존 법무팀장이 겸임하던 준법지원인

을 별도로 지정하여 전사 준법감시 역할의 중요성

을 제고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전사 조직별 준법실천조직

을 구성하고 준법실천담당자(2020년부터 부서장

급 준법관리책임자로 변경됨)를 임명하였습니다. 

준법실천담당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원의 준법 교

육 및 자가점검 등의 준법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

원함으로써 준법경영 실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준법실천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

과 더불어 수시로 뉴스레터, 주요 법률 제·개정 내

용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시스템을 통

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와 매뉴얼 확인, 주기적으

로 업데이트되는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이슈 파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종회사 접촉신고, 문의 및 

제보 등의 다양한 메뉴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

다. 2019년에는 협력회사와 체결한 기술자료제공

합의서 관련 메뉴를 구축하여 최근 강화되는 기술

자료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의 편의

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술자료 제공 

관련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

입니다.

점검 및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 위반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에는 

현장 대면 점검과 비대면 점검이 있습니다. 

-  현장 대면 점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관련

된 리스크를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임

직원의 업무 방법 및 조치 필요 사항 확인

-  비대면 점검: 시스템 데이터 자료 취합 및 분석, 

임직원 대상 체크리스트 및 서면조사 방법으로 

업무 관련 내부 규정 및 프로세스 준수 여부 확인

모니터링 활동은 업무 프로세스 내 컴플라이언스 

사전 합의 단계를 필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법률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기여합니다. 2019년에 진행된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2020년 교육 및 점검, 관련 규

정 및 가이드 개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상담 및 제보 채널
삼성SDI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 제보를 e-메일,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비

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회사 홈페이지 내 윤

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분리·운영되던 제보 기능

을 통합하여 제보자 접근성 및 익명 제보의 편의성

을 높였습니다. 

2019 
Achievements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2020년 2월, 삼성SDI를 포함한 삼성그룹 7개 계열사는 회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직접 검토 및 이에 대

한 의견을 회사측에 제시합니다. 또한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준법감시제도의 개선

에 관하여 권고합니다.

71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0 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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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및 보호 채용과 육성

인권경영
삼성SDI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UN 인권선언,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

규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노동법 등 노동·인권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단체의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근

로시간, 급여와 혜택, 인도적 대우, 차별 금지, 결사

의 자유 등 인권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

록 매년 본사 주관 혹은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S-Partner 인증 제도 운영을 통

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점검 결

과,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정책에 대한 위반과 

차별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인권·노동 영향관리
매년 사업장의 인권·노동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

라 인권·노동 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사업장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동일 이슈가 발생하지 않

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개 

해외법인(생산 8개, 판매 5개, 개발 1개)에 대해 인

권과 준법 관련 자체 진단을 진행하여 리스크를 점

검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발견한 항목에 대해서

는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채용
삼성SDI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천안, 울산, 헝

가리, 베트남 등 국내 및 글로벌 생산 거점을 중심

으로 기술, 제조 분야 우수 인재를 대규모 채용하여 

기술전문가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인력의 지속 확보를 위하여 국내는 물

론 미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체계
삼성SDI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역량개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인

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교육의 효율성 향상

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변

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개발은 물론, 공정 및 설비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내부 교육과정 외에도 산학연계를 통한 연

수 과정과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제도 등을 지원하

여 직무에 맞는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강화
2018년부터 각 사업장에 위치한 인재개발센터의 

교육장을 확장하고 시설 업그레이드를 시행하였

습니다. 기흥사업장의 경우 2018년에 240석 규모

의 대강당을 포함하여 교육장 인프라 12개 소를 신

규 구축한데 이어, 2019년에는 120석 규모의 대강

의장을 추가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사업장 인

재개발센터 교육장 시설 및 장비 업그레이드, 수원

사업장 교육장 개설, 청주사업장 전산 교육장 확충 

등 교육장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며 신규입사자 교

육 및 직무교육, 어학교육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교육 인

프라 관련 투자를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무 전문가 양성
임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기술, 

제조,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등 모든 직무와 관련

된 집합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특히 개발, 공정·설비, 품질 직무의 기술교육

을 체계화하여, 사내전문가를 통한 기술교육인 

STEP(SDI Technology Education Program) 과정

을 운영 중입니다. 집합 및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부

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

록 부서별 사내 세미나와 학습셀을 활성화하기 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

발,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계

를 통한 석·박사 학술 연수 및 비학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 품질, 관리, 재무 분야 등에 

대해 국제·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전문자

격증 취득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전 분야의 직무 전

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간 기본 권리의 보장 및 보

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정의무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달라지는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니즈

를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신규 콘텐츠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기본을 지킴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사내 홈페이지 ‘It 

Basic’ 게시판을 운영하여 인권 이슈에 대한 기본

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성

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임직원 실천가이드를 상시 

게시하여 성희롱 및 언어폭력 예방, 음주문화 개선 

등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행동과 대처방안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상호존중문화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교육 자료를 It Basic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

다. 임직원은 게시판을 통해 인권 이슈에 대한 제보

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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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규 채용

6,792 명 

여성 관리자 비율 

9.2 % 

(2018년 대비 1% 증가)

임직원 수

 26,813 명 

기술연수센터
기술연수센터는 설비기술 신규 입사자 및 전입 인력(타 부서에서 전배된 인력)의 기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술인력의 공통 기술역량 강화와 공정·설

비 기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입문부터 실무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핵

심 부품과 모듈로 구성된 실습 장비를 사용해 개념 이해와 실습을 중심으로 한 1인 1kit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설비 핵심부품의 전반을 다루는 부품기술 전문가 과정과 설비 난제 및 공정 품질의 고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설비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연수센터에서는 앞으로 엔지니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검증해볼 수 있는 Test Bench 기능으로의 역할 확대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역량

을 지속 발굴하고 이에 맞춘 교육 과정들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입니다.

헝가리법인 인사 체계 구축
2016년 착공하여 2018년부터 자동차용 배터리를 본격 양산하고 있는 헝가리법인은 2019년 말 기준 

2,84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SDI의 주요 제조법인으로, 다양한 국적의 인력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

실상부한 글로벌 법인입니다. 현지의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를 바탕으로 채용, 평가, 보상, 교육 등 법

인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근무환

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3개년도 정량 데이터는 보고서 후반부   
   Appendices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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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 일하기 좋은 회사 노사간 소통 활성화 선진적 조직문화

글로벌 역량 강화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어학 과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비즈니스·문화를 학

습하는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외국어 생활

관’, ‘글로벌 비즈 라이팅 실무’ 과정을 비롯하여 ‘사

내어학반’ 및 ‘OPIc/TSC 특강’을 통해 영어, 중국어 

등 임직원의 어학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국 6

개 사업장에 다양한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

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해외 사업의 확장

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 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학등급 상위보유자 확대를 목표로 1주 동안 회

화 등급 취득에 집중하는 ‘인텐시브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핵심과정으

로 어학 집중 교육과 해외 현지 연구를 수행하는 지

역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 베트남, 헝가리 등 세계 

각지에 지역전문가들을 파견하였으며, 해당 인력

은 외국어생활관 입과 후 각 지역에 파견되어 지역

연구·어학교육·법인실습 등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해외법인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삼성SDI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모성보호제도

와 일·가정 양립 제도 외에도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

직은 자녀 1명당 1년만 사용이 가능하나, 삼성SDI

는 최대 1년간 추가로 휴직기간을 부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준을 법정 만 8세 대비 12세

까지 확대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임직원 각자

의 형편에 맞게 육아의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

가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를 운영

하며, 임직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몰입도를 높

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근

무시간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

에도 양질의 여가 생활을 하도록 휴가 계획 관리와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

부를 위하여 모성보호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임직

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
삼성SDI는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의 일

환으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양한 문화

생활, 교육,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가구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안정

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의 주

택을 구입 또는 임차 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대부 

받은 경우 3년간 이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 추가 정보 
https://www.samsungsdi.co.kr/career/talent-
development.html

노사협의회
삼성SDI는 동수의 근로자 대표와 회사 대표로 구

성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정기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임금, 

근로조건 등 주요 노사 현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등 권익 

보호 및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변경된 사항은 모든 임직원에

게 즉시 공유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별 관련 법규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전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고충처리
삼성SDI는 다양한 고충을 제보할 수 있는 ‘시시콜

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에는 1,08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100% 응답

률로 처리하였습니다.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함으로써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CA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삼성SDI는 현업이 주도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272명의 CA(Change Agent, 변화 촉진자)

를 부서별로 선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들은 조직 내 비

효율 업무개선 활동, 소통 및 협업 촉진 활동, 조직 

활력 제고 등 조직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

하여 임직원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지표 운영
조직의 건전도 향상을 위해 부서 단위로 조직관리 

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조직문화 변화

관리 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구성하되, 매년 중점 

이슈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 및 협업, 일과 삶의 균형 등

이 있으며, 총 2개 영역, 5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관리 통합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시

스템은 조직별 부진 항목을 삼색등제로 시각화하

여 정보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이를 활용하여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법인 교육
삼성SDI는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본사교육 및 해외

법인 방문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

기적으로 연 1회 '판매법인 기술교육(GSET, Global 

Sales Subsidiary and Engineering Training)’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 대만, 미국, 

독일 등 각 판매법인의 우수인력을 국내로 초청하

여 삼성 및 회사의 핵심가치 강의, 컴플라이언스, 

보안 정책 등 회사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천안 

및 울산사업장에서 전지기술교육과 제조현장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글로벌 리더양성(GLC, Global 

Leadership Course)’ 과정을 신설하여 각 법인의 

우수 부서장을 초청하여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였

으며, 리더로서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면

담스킬), 성과관리, 이문화교육 등을 진행하였습

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정기 운영할 예정이

며, 법인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

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리더십 강화
삼성SDI는 직무와 관련된 기능장(기능계 국가 기

술 자격 등급)자격 3개 또는 기능장 자격 2개와 기

사 자격 1개를 취득한 임직원에게 ‘기술마이스터’ 

명칭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운

영된 제도로,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자

발적인 학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마이스터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동판을 제

작하여 소속 사업장 내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기술 마

이스터 제도는 2016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

며, 현재는 전 사업장에서 기술마이스터가 배출되

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학습을 통한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기술 전수를 통해 현장의 기술 자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 
Achievements

전사 Change Agent 

272 명
고충처리 응답률

100 % 

육아휴직 제도 강화 

1년
 
추가 휴직기간 부여

만12세 아동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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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업장 기술마이스터 명예의 전당 임직원 가을 동행 행사 CA 활동 – 컬처페어* 3개년도 정량 데이터는 보고서 후반부   
   Appendices에서 확인 가능

(법정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법정 연령은 만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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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공헌

사회공헌 추진 방향 대표 교육 프로그램

삼성SDI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

라는 CSR 비전 아래 회사와 임직원의 역량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에너지원인 아동·청소년

의 꿈을 키우고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CSR 테마인  

‘청소년 교육’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2019년에는 

약 10억 원을 대표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였습니

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미래세

대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 나눔문화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교육부 장관 명의 표창인 ‘2019 교육기부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청소년 교육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전국 6개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시

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월 1회 ‘푸

른별 미래과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

과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체험, 결과물 제작, 

실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학생들의 융합적,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기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의 수업 운영에 임

직원 봉사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동참하고 있습

니다. 

‘푸른별 미래과학학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

되는 일반교육과 함께 연 1회 과학캠프도 운영하

고 있습니다. 과학캠프는 그동안 참여한 아이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전문가의 과학콘서트와 임직원

이 함께하는 실험교육뿐만 아니라 회사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

년 6개 사업장 인근 2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4,298

명의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아이

들을 위한 과학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형 교육기부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합니다. 

푸른별 환경학교
삼성SDI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

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푸

른별 환경학교’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활용의 중요

성을 다루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부터 임직원이 직접 교사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교육, 지구 온난화 체험, 친환경 이동수단 체험 등 

다양한 환경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마크를 획득

하여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푸른별 환경학교’는 경제적, 지역적 한계 때문에 어

린이 체험학습 장소가 부족한 사업장 인근 도서, 벽

지,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방학 기간에는 ‘푸

른별 환경학교 여름캠프’, 학기 중에는 전용 교육버

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푸른별 환경학교' 두가지 형

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학

부모의 성원 속에 2019년에는 10,626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 도입 이래 총 

36,836명의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9 
Achievements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 

98 % 

푸른별 환경학교 수혜자

10,626 명 

푸른별 꿈꾸는학교 수혜자

3,354 명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수혜자

4,29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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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기부대상 수상 푸른별 꿈꾸는학교 – 진로콘서트푸른별 환경학교 - 교육버스

푸른별 꿈꾸는학교 – 일반교육푸른별 환경학교 – 여름캠프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 과학캠프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 일반교육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비전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청소년 교육)

테마

푸른별
환경학교

대표 교육 프로그램

푸른별
꿈꾸는학교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삼성 환경캠퍼스

* 3개년도 정량 데이터는 보고서 후반부   
   Appendices에서 확인 가능

푸른별 꿈꾸는학교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국가시

책에 대응한 기업형 교육기부 프로그램 요구가 증

가됨에 따라 삼성SDI는 2019년부터 자유학기제

와 연계한 ‘푸른별 꿈꾸는학교’를 시작하였습니

다. ‘푸른별 꿈꾸는학교’는 중학생들에게 삼성SDI

의 업과 연계한 미래 사업분야 소개와 함께 빠르

게 변화하는 미래사회 트렌드와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에너지 활용 방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세계 탐색을 통해 새로운 시각

과 비전으로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자유학기제 과학탐구반을 중심으로 운영

하는 4차시 일반교육과 관련 산업분야에 재직중

인 임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진로콘서트 

두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푸른별 꿈꾸는학교’는 2019년 

3,3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누적으로 총 3,751명의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6개 사업장(용인, 수원, 천안, 청

주, 구미, 울산) 인근 중학교로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시에서 8차시 수업으로 개

편하여 임직원의 전문역량을 보다 심도 있게 나누

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심

화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같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 인재 육성에 기여하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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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 사업장 안전관리 활동

안전 및 보건 관리 정책
삼성SDI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에 앞서 입법예고 법률안에 대해 조항별 영향 분석

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도급 관

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환경 통합관리시스

템을 활용하여 작업 전 안전보건 영향을 파악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

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법적 기준 및 사내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임직원 및 협력

회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본사 및 각 사업장 안전환

경그룹에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 임직원 및 지역사회에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전 임직원이 인식하고 리스크 예방을 실천할 수 있

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전담 부서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다

양한 채널을 운영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 통합시스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환경, 보건 화학물

질, 방재 관리가 가능한 안전환경 통합시스템을 운

영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환경 통합시스템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내부 감사를 추진하고 외부 전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 대응체계 구축
삼성SDI는 모든 사건·사고 발생시의 비상대응 체

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최고

경영진부터 모든 직원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

을 통해 비상대응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업장에는 24시간 

비상 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

비하고 있습니다.

설비 안전인증 프로세스 강화
기존에도 설비 안전인증 프로세스를 시행해 왔으

나, 해외에서의 사업이 확장되고 관련 법규가 강

화됨에 따라 설비 안전인증 프로세스를 강화하였

습니다. 각 사업장의 설비 안전인증을 제3자가 검

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검증이 되지 않

은 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

어 기존 운영 중인 설비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

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및 모니터링
삼성SDI는 안전과 환경 전 부문에 대해 일별, 주별, 

월별로 주기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전, 환경, 보건 화학물질, 방재 관리를 통한 전산시

스템과 전문 인력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

습니다.

잠재 위험 발굴
임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와 각종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

인 잠재 위험 발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사례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위험 발굴 활동은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사

업장에서도 진행하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잠재 위

험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존 잠재 위험 

발굴 활동을 넘어 현장에서 발굴된 잠재 위험과 공

정 내 생산, 설비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빅데

이터 분석 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준
삼성SDI는 기존의 안전환경 규정, 규칙 외에 안전

환경 10계명을 상위개념의 행동방침으로 정립하

였습니다. CEO 주관 서약식을 시작으로, 해외법

인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

여하여 ‘안전환경 10계명 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

다. 안전환경 10계명을 단기성 슬로건이 아닌 생

활화를 목표로 모든 임직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

고 회의 시 제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Achievements

CEO 주관 안전환경 회의

6 회 

안전보건 국가기술자격 
보유율

산업안전기사 이상 60 % 

안전 직무 자격 인증 교육 
이수율

100 %

79

안전환경 경영방침 안전환경 10계명 소방인력 화재진압 훈련환경안전 혁신 Day 우수사례 전시회* 3개년도 정량 데이터는 보고서 후반부   
   Appendices에서 확인 가능

기능장 이상 30 % 

(2018년 대비 11% 증가)

안전환경 경영방침
준법 및 책임경영
•  안전환경보건 관계법령, 국제기준 및 협약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강화된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법규 누락, 위반사항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한다.

•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제휴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
자들과 의사소통하고 안전환경보건에너지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친환경경영 실천
•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자원

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경영을 실천한다.

리스크 선행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가치 구현
•  안전 최우선의 경영과 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자율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식해서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착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린 커뮤니티 조성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반자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지속

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글로벌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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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건강 및 보건 관리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안전환경시스템인 G-EHS(Global Environment, 

Health & Safety) 시스템을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저촉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장 반입·사용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반입되는 모든 화학물

질(원부자재, 개발자재, 소모품) 평가는 구매 전 단

계에서 안전환경 분야별 영향 검토와 평가를 시행

하고 있으며, 반입 시 법적 조치사항 확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

다. 더 나아가 시스템을 해외법인으로 확대 적용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법

적규제 물질 외에도 인체유해물질(발암성 등)에 대

한 규제사항을 반영하여 사내규제물질을 선정, 관

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내규제물질은 등급화

(A, B, C 등급)하여 사업장 내 화학물질 도입 시 반

입 금지, 대체·저감 계획수립, 방호 대책 강구 등을 

확인하고 반입·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화학물질 전수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 및 보관되는 화학물질의 전체 현

황을 파악하고, MSDS 및 경고표지 부착 등의 법적 

이행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삼성SDI는 생산 및 연구개발 등 유해인자를 취급

하는 공정에 대하여 외부 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

경 측정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변경, 신규물질 사용 시 수시 측정을 통

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 공정에서 취

급하는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법적 노출기준 대비 

30% 미만으로 자체 노출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

며, 특히  특별관리물질(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

성 물질)은 법적 노출기준의 10% 미만으로 관리하

고 있습니다. 당사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은 개

선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인자 대체·저감, 설비 밀폐

화, 환기시설 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소배기 환기시설 관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에는 국소배기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국소

배기 환기시설은 연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하며, 

후드, 덕트, 송풍기 등이 법적 제어 유속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경

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주기적으

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해인

자 발생원 차단 및 밀폐, 환기시설 풍량 효율 개선

을 위한 시설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법인에도 수평전개하

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

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종합(생애) 검진을 통해 

임직원의 조기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유

소견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속의원(건강관

리실) 연계를 통해 건강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명사 초청 교육 및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 예방을 위

해, 해당 공정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조사를 주기적

으로 진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유관부서

와 협업하여 작업방법 변경을 통해 부담작업을 개

선하고 있습니다.

천안사업장과 구미사업장은 근골격계 센터를 운

영하여 업무 외에도 생활 습관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호소자에게도 증상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특히 천안사업장은 건강 고위험군에 속한 직원

을 대상으로 부속의원과 메디피트, 사내 헬스장을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Total Health Car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력 측정에서부터 

근력 강화 운동, 도수 교정 등 임직원의 건강 회복

을 돕고 있습니다.

작업자 행동기반 안전 활동
삼성SDI는 임직원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 행동기반 

안전(BBS, Behavior Based Safety) 기법에 따른 

현장 특별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에는 해외사업장 한 개 소를 선정, 7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 작업자들의 

실제 행동과 작업절차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를 일

치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임의로 수행하는 작업을 찾아 작업절차서를 문서

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거하였습

니다. BBS 활동을 통해 해외법인 임직원의 안전의

식과 안전 활동 참여가 높아졌으며 경미한 사고조

차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부터는 국내와 일부 해외사업장에도 추가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신입사원, 위험물질 취급 및 유

해위험기계기구 취급자와 작업배치·변경 전 등 직

군·직급 또는 근무공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

한 관심도를 충족하기 위해 200여 종의 교육 커리

큘럼을 확보하여 임직원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직군 신규입사자의 경우, 

공정 배치 전 해당 공정에 맞는 교육을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만 배치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외부 

체험형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활동
삼성SDI는 자체적인 안전문화 평가 툴을 구비하여 

국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

하고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안전문화 수준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제조, 개발, 사무로 구분하고 해외는 제조, 기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병행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부서장과 직원을 대상

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안전문화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미흡한 부문을 개선·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급망의 안전 

관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 업체 범위를 기존 

사내 상주업체 57개 사에서 설비제작, 인프라 공사 

단가업체까지 대상 업체를 총 238개 사로 확대하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

전보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충원하였

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위험요인평가제를 통해 공

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사전

에 수립하였습니다. 공사 당일에는 위험공사 시행·

승인·안전부서 3자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관리
배터리 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안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배

터리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 프로세스를 강

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배터리 위험성에 따른 취급, 

보관에 대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화재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

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해 국내·외 소

방대 인력을 대상으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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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제물질 등급 및 승인 제도

사내반입 금지A 등급금지물질

관리물질 물질승인위원회 사내반입·사용 승인대체·저감 계획 수립 및 방호 대책 강구

B 등급

C 등급

* 유해성 정도 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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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 효율성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용수 

사용, 유해물질 사용,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202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개선

  2배 이상 개선

  95% 이상 유지

  5% 이하 유지

  2배 이상 개선

2020년 목표

BASIC ISSUE
환경경영

환경경영 

수자원 관리 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효율성 목표

용수 및 폐수 관리
삼성SDI는 수자원 절약과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을 위해 용수 사용과 폐수 발생 및 처리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지 세정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선별∙회수하여 

중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순수 제조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수는 R/O(Reverse Osmosis, 역삼투) 재생

시스템을 통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을 통해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처리된 방류수 또한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으로 이송하여 2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 및 배출 저감 노력
삼성SDI는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처리에 대하여 정

부에서 지정한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

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처리업체 점검 및 법규 위반 사실을 수시 확인

함으로써 당사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및 스크랩

에 대한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 저

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완벽히 처

리하기 위해 배출시설별로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후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모니터

링 및 상태 파악을 통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배출 

추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

기 위해 사업장 관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하고 오염물질 저감능력 향상을 위해 충진재를 개

선하는 등 오염물질 처리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
수질오염물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장

의 운영과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염물질 처리에 대한 내부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법적 배출 허용 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처리하며, 이

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오염물질 추이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수질 측정업체를 대상으로 매

년 ‘수질 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수질오염물질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지

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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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국내

기흥 318 

수원 11,968

천안 729,475 

청주 340,047 

구미 388,137 

울산 643,270

소계 2,113,215

해외

말레이시아 357,992

천진 57,721

서안 61,491 

무석 549,525 

헝가리 129,488 

소계 1,156,217

합계 3,269,432

2019년 폐수 배출

* 데이터 수집 범위: 국내 및 해외 모든 생산법인과 본사, 
    연구소(판매법인 및 사무소 제외, 생산법인의 경우에는 
    2019년 생산실적이 있는 생산법인만 포함) 

*  데이터 수집 범위: 국내 및 해외 모든 생산법인과 본사,
   연구소(판매법인 및 사무소 제외, 생산법인의 경우에는
   2019년 생산실적이 있는 생산법인만 포함)

(단위: 톤)

구분 2019

수질
오염
물질 

BOD 7,677

COD 16,458

SS 23,707

대기
오염
물질 

NOx 24,651

SOx 7,946

Dust 20,482

2019년 국내 오염물질 배출 (단위: kg)

환경 효율성 목표

  0.43톤/억 원유해물질 사용

  0.97톤/억 원폐기물 배출

  96%폐기물 재활용률

  4%폐기물 매립률

  0.11천 톤/억 원용수 사용

2015년

2019년 폐기물 관리 (단위: 톤)

폐기물 재활용률

  85.1%

구분 2019

총 발생량 65,176

   - 일반폐기물 39,828

   - 지정폐기물 25,348

재활용량 55,451

매립량 9,725

해외

폐기물 재활용률

  92.7%

구분 2019

총 발생량 58,246

   - 일반폐기물 28,082

   - 지정폐기물 30,164

재활용량 53,975

매립량 4,270

국내

2019 
Achievements

전사 용수 사용 원단위

0.07천 톤/억 원 

* 3개년도 정량 데이터는 보고서 후반부   
   Appendices에서 확인 가능

폐기물 재활용률

국내92.7 % 

해외85.1 % 

(2018년 대비 0.02천 톤/억 원 감소)

전사 폐기물 발생 원단위

1.22 천 톤/억 원 

전사 폐수 배출 원단위

0.03 천 톤/억 원 

(2018년 대비 0.01천 톤/억 원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