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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SAFETY

01

Link to UN SDGs

주요 이해관계자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는 배터리의 특성상 제품의 안전성은 

삼성SDI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SDI는 국제 안전 기준·규격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안전성 기준을 세우고 소화 약제(fire extinguishing agent) 분사 등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롭게 적용되며 사업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졌습니다. 

삼성SDI는 안전 관련 조직, 시스템, 제도 정비를 강화하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등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역 지표 단위 2019 2020 2021

제품 안전 고객
만족도

소형 점 85.7 85.1 91.9

중대형 점 82.8 81.2 81.0

직원 안전

임직원 재해율(사고) 
(재해자수/근로자수X100) % 0.038 0.014 0.021

사내 파트너사 재해율(사고)
(재해자수/근로자수X100) % 0.051 0.019 0.035

안전환경 Audit을 
통한 개선과제1) 건 919 635 314

1) COVID-19으로 인해 점검 축소
※ 지표 범위: 국내 및 해외 생산법인

주요 성과 지표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임직원 파트너사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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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삼성SDI는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품질

은 생명’이라는 기조로,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품질 경영 체계 강화 활

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의 품질이 곧 삼성SDI 제품의 품

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품질팀 직원을 파견하여 파트너사 제품의 품질 향

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리스크 검증을 위한 품질 검증 방법론을 기

반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헝가리 법인의 경우, 안정적인 런칭을 위해 본사 품질보증실 직속으로 관

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VOC(Voice of Custom-

ers)를 수집하고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재료사업부문은 지속적인 품질 강화와 품질 보증으로 2021년 주요 고객 

품질 지표인 고객 반품률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편광필름의 공정 밀착 관리 및 외관 검증 강화를 통해 편광필름의 

Q-VOC(품질 관련 VOC)가 2020년 대비 약 5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제품 설계, 생산, 출하, 고객 만족의 전 단계에 걸쳐 ISO9001, IATF16949 등 

글로벌 기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IT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

로 IATF16949 인증 사후 점검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외부 인증 점

검을 대비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8대 품질 프로세스

개발 관리 부품 관리신뢰성

출하 보증 VOC 관리

변경 관리 공정 품질이상 발생

품질경영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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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제품 안전성 제고  

선제적인 안전 최우선 품질 확보
삼성SDI의 안전성 인자에 대한 검증은 원자재 선정 단계부터 수행됩니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품질 관련 잠재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여 안전성 최우선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 출하 전에 제품의 열악 환경 평가와 제품 장기간 사용을 대비한 안전

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제품 사용 환경의 변화와 애플리케이션의 다양

화를 고려한 제품의 안전성 리스크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가속평가법1)을 적용하여 품질 확보에 필요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제품 특성 파악을 위한 평가 중 장시간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  평가 조건을 과도하게 설
정하여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방법

통계적 공정 관리 체계 고도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공정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공정 및 제품의 

품질 잠재 리스크를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품 입고부터 제품 출하를 

포함한 모든 공정에서 핵심 관리 인자의 이상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

어, 데이터 Trend 자동 분석을 통해 이상 제품이 출하되는 상황을 근본적

으로 차단하여 선진화된 품질보증 체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

년에는 극판 품질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생산 거점에

서 생산되는 극판의 품질을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2022년에는 딥러닝, 

AI 등의 머신러닝 기법을 공정 분석, 모니터링, 제어 등에 도입하여 통계적 

공정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균일한 양산 품질 확보
본사 및 모든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의 주요 항목을 선정해 품질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월별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개선과제 수행을 통해 

생산법인 간 품질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품질 사고가 반복해서 다른 공정 및 법인에서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 방치 대책을 공유하여 글로벌 품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극

판 품질 일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제품 후공정 유출 방지, 신규 라인 증

설 시 품질 검증 프로세스 합리화 및 전문화로 적기에 제품을 양산할 수 있

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품 내 유해 물질 규제 대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전자재료사업 부문의 제품은 

‘EU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RoHS)’과 같은 글로벌 환

경 기준을 반영한 사내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제도(REACH)’에도 대응하고 있으

며, 해당 고객사의 제품환경 요구 수준에 알맞게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함

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제품 환경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삼성SDI는 국내·외 

환경 규제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유해 물질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신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경우, 개발 단계부터 유

해 물질을 저감 혹은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고객사의 작업자 안전과 

제품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력 강화
애플리케이션의 미세화 공정과 반도체 소재의 품질 수준이 더욱 높아지

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반도체 소재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고, 편

광필름은 초대형 초고화질 제품에 맞추어 자동검사기 검출력을 향상시

킬 예정입니다.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5. 지배구조 선진화 6.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OVERVIEWSAMSUNG SDI Sustainability Report 2021 25SUSTAINABILITY MAIN THEMESSUSTAINABILITY MANAGEMENT APPENDIX

제품 안전

고객 중심의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적극적인 고객 VOC 대응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불량률, VOC 등 고객과 관련 항목

을 KPI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VOC 대응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수립했으며, 소형 배터리와 ESS 배터리는 ‘24시간 즉각 대응’, ‘개선대책 30

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VOC 등록 활성화를 위해 각 법인별로 VOC 등록 관리 교

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대비 VOC는 329% 증가했으며, 각 

이슈별 개선 활동을 통해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품질 대응 프로세스를 강

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특정 항목이 반복적인 VOC가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에 공지 

및 경영진에 보고하는 프로세스인 ‘Escalation Cycle’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Escalation Cycle 운영을 통해 발견된 불량 원인은 긴급 분석을 진행하

고 개선을 100%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또한, 주요 고객별 Resident Engineer 체계 구축(2020년 4개소, 2021년 12

개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이슈 발생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응 지연 현상을 최소화하고, 즉각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배터리사업 부문은 고객 RMA(Returned Materials Authorization) 대응 프

로세스를 통해 고객사와 최종소비자가 경험하는 삼성SDI 제품의 불량률

을 고객 체감 지수로 설정하여 품질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제품의 초도 품질의 경우, 초기 3~6개월 동

안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여 품질 문제 검출 및 개선 프로세스를 구

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은 불량 항목을 대상으로 개

선 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여 제품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사업부문도 해외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품질 이슈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인력 이외에 본사 품질 전문가를 파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과 관련된 이슈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Focus 

119’ 품질 이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DB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관리 및 제고
고객 VOC 개선 이외에 사업부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 수준 외에도 연구개발 역량, 서비스 및 납기 등 다양한 항

목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청취합니다. 조사 기간 내 취합된 VOC는 각

종 회의체를 통해 유관 부서로 전달해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 파악 및 개선 

방향 설정 시 반영됩니다. 

소형 배터리부문은 2021년 22개 주요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수(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품질 특성, 품질 만

족 성과 등 항목별 고객 불만 사항을 분석하고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고객만족도 개선을 삼성SDI 품질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

고 CSI 설문조사의 시기 및 항목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전자재료사업부문은 COVID-19로 인해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품질 및 기술 지원, 개발 역량, 공급, 영업 대

응 등 5개 측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예

정입니다.2021년 사업부문별 고객만족도 점수

소형배터리

 91.9점

중대형배터리

 8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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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CET(Customer Environment Test)
CET(Customer Environment Test)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양해

지는 시장 환경에서 고객이 배터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 제품의 성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CET는 자체 품

질 기준 기반으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사용자의 사용 환경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 리스크를 개선하는 활동으로 고객이 설

정한 조건에서 배터리 셀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입니

다. 이를 통해 삼성SDI의 배터리 셀 제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조건

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발화 사고, 고객사가 

설계를 잘못하거나 Miss-Matching으로 인한 대형 품질 사고 등을 예방하

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유형 소형 모빌리티(전기 자전거, 킥보드, 전기 스쿠터 등)

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CET 대응 관리 규정 강화와 고객 점검 문서 표준화

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이 판매되어 최

종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ET 100% 달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중대형배터리 사업부도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가혹해지는 사용 환

경과 선박같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배터리가 사용되는 시장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CET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삼성SDI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고객사나 EPC1) 업체가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성 Risk를 사전에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CET를 통해 안전성 Risk를 제거할 수 있고 삼성SDI 배터리 품질

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SDI가 선박과 같이 

새롭게 배터리가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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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관리 범위 확대

해외법인 품질개선 지원 활동
삼성SDI는 국내·외 생산법인의 품질 상향 평준화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산 품질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Gate 제고 활동을 진행하여 공정별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Warning 

체계 보완, 이상 품질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개선 사례 해외법인 공유 등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법인 출고 품질 안정화를 위해 본사의 품질 전문가를 파견해 현

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산, 개발, CS에 대한 업무별 교육을 지원하는 등 

기술 수준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주재원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해외법인의 안정적

인 품질 경영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사업부문은 해외 고객사의 품질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외 인력의 

품질 전문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주사업장의 제조, 기술, 품질 부문 

인력과 함께 회의체를 운영하여 현지 인력 및 주재원에게 편광필름 제조 

노하우를 전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해외법인 직원

들의 작업 숙련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지 인력 대상 Audit 및 품질교육(문제해결, FMEA 등)을 통

해 중국 후가공 커팅사에 100건 이상의 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고객사의 

Audit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청주 사업장 엔지니어

가 중국 후가공 커팅사 현장에 파견되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커팅사별 강점 및 약점 비교 분석을 하여 수평 전개 개선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파트너사 품질개선 지원 활동
2021년에는 부품 선행검사를 도입하여 부품이 삼성SDI에 입고되기 전 파

트너사에서 부품 품질이 완벽히 보증되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삼성SDI 품질팀 인력의 파트너사 상주 검사 실시를 통해 파트

너사의 출하 품질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량품 유출 방지를 통해 품질 관

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삼성SDI로 부품이 입고될 때 진행하는 품질 검사 샘플 수를 늘려 

불량 부품이 공정으로 투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

량 부품 유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사 공정에 전수검사, 자동 

검사 등을 적용해 파트너사 자체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전자재료사업은 원료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별도 

전담 인력을 파트너사에 파견하여 파트너사의 제품 품질을 선제적으

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원료 품질 담당자는 고객 및 내부 이슈 발생 관

련 파트너사와 정기 회의체 등 밀착 관리를 통해 품질 관리를 진행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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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성 강화

SB(Safety Battery) 기종 개발
삼성SDI는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굽힘, 펼침, 한계 낙

하 등 배터리 안전성 특성을 개선한 SB(Safety Battery) 기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B 기종은 배터리의 굽힘으로 인한 Crack에 따른 분리막 파단 

현상과 양극 기재와 음극 쇼트가 발생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도입

한 새로운 배터리 기종입니다. Slip 분리막과 유연성이 높은 극판을 사용

해 Crack을 제어하고, 안전성 첨가제를 사용해 Li Dendrite를 억제(미세 

Short 제어)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라믹 절연층과 보완 기

재를 활용해 Short 발생을 차단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ESS 소화 약제 직분사 시스템 도입
ESS 셀의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안전성 확보 및 UL 규격 시험 대응이 필요

했고, 이에 신기종 배터리 셀에 소화 약제(fire extinguishing agent) 직분

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분사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감지되는 셀 내·외부만 소화 약

제를 집중 분사하여 조기 진화(냉각소화 효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

니다. 작동방식은 특정 셀에서 열 또는 연기가 발생하면 약제 용기에서 

밸브를 열어 열/화재가 발생한 셀에만 자동 집중 분사되는 방식으로 이

뤄집니다.

직분사 시스템 동작 매커니즘

SB 기종 개요

Cell Event 발생(열/연기 발생) 열/화염에 의한 노즐 사출부 녹아 
Hole Open

BMS 감지(온도/전압) or 
Rack 상부 연기 감지기

화재 감지 신호 수신반으로 입력 
  → 약제 Valve Open되어 약제 이동 Event Cell에 집중 분사1 2 3 4 5

일반 SB

양극 양극

음극 음극

PE(Polyethylene) MCS(Multi-layer Coated Separator)

Ceramic
보완 기재

분사 노즐

단열 Sheet

연기 감지기 (Rack중앙부 전면배치)M-BMS

M-BMS System
BMS 수신반

※ 밸브 open 동작

※ 분사압력 조절

약제 
용기

압력
게이지 밸브 레귤

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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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업 현장 사고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임직

원의 건강과 안전, 기업 이미지 실추, 나아가 회사의 생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형사

적·재무적 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성SDI는 2021년 5월 이후 전사 ‘중대재해 근절 T/F’를 운영하여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 제로(Zero)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안전은 전사 구성원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는 원칙하에 안전보건 관

리 체계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 C-level 임원 선임
삼성SDI는 2022년 2월에 최고안전보건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직위

를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CSO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인력, 관련 법령 대

응을 관리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합니다. 

CSO는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해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

사 사업부서를 감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 전담 조직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절한 대응

을 위해 안전환경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사, 지원 기능

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술혁신센터 산하의 안전환경인프라팀 체계에서 Global안전/기술센터

로 격상했고, 각 사업부 소속이었던 사업장 안전환경그룹을 Global안전/

기술센터 산하로 편입하여 전담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전

담조직을 중심으로 임직원 및 파트너사의 사고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제고

를 위한 소통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안전보건은 ESG 경영에서 

구성원의 인권 및 다양성과 함께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사항으로 개인, 가족의 행복과 회사 성장에 

가장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에 삼성SDI는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인식 예방하는 사전 위험관리체계 운영 및 

신속 적기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임직원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ESG 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트너사와도 ESG 경영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lobal안전/기술
센터장

부사장 서 헌

안전 관리 조직도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안전환경인프라팀

천안안전환경그룹

구미안전환경그룹

Global안전/기술센터

지원그룹 인사그룹

안전환경그룹

울산안전환경그룹

청주안전환경그룹

기흥〮수원안전환경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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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안전문화 구축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삼성SDI는 산업안전보건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

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합니다. 총 240여 종의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

성하여 매 분기마다 관리감독자, 신입사원, 유해 위험물질 취급종사자, 작

업 배치·변경 해당자 등 직군/직급 또는 근무 공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삼성SDI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물론 파트너사 대표 혹은 담당 관리자 대상으로 중

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본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새롭

게 시행되는 법규의 시행 목적,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활동
삼성SDI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안전문화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수준평가는 경영진의 의지,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의사소통 및 

참여, 역량, 준수, 원인 분석 및 시정 조치 활동, 모니터링 등 8대 분야를 대

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점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테마를 매월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임직원들

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 관리 

안전환경 절차서 제·개정
안전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의 안전 의식과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안전환경 절차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제 ISO 표준체계를 활용

해 안전환경 절차서를 규정, 표준, 지침(SOP)으로 재분류하고, 본사와 사업

장 간의 위험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법규 항목 및 세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무팀을 통

해 검증 확인하여 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규정관리시스

템(PMM)에 공개 등록했습니다. 

이외 작업현장에서의 표준작업절차서(SOP)는 안전환경 필수 10대 항목

을 수립하여, 작업절차를 세분화하고 안전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표준작

업절차서를 문서 시스템에 등록할 때 안전환경 부서의 합의가 필수로 포

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제·개정이 완료된 안전환경 절차서는 

관리자급 주관으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 통합시스템 운영
삼성SDI는 전사 안전환경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법규 준수뿐만 아니

라 위험발굴, 건강관리, 화학물질 사용량 관리, KPI 관리 등을 관리합니다. 

안전환경 통합시스템은 안전환경, 보건, 화학물질, 방재, 파트너사, Audit, 

공통 8개 부문 및 47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 규격인 ISO 14001과 ISO 45001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해 

2021년 10월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갱신심

사를 실시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갱신’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조 현장 안전 인증 강화
삼성SDI는 2020년부터 직접 설비 조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작업자만 설비 에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제조 직무 인증

제를 시행했습니다. 제조 직무 인증제는 4개 등급(A, B, C, D)으로 구성되

며, 작업자는 일정 기간 근속 및 인증평가 통과 시에만 D등급(신입)에서 

A등급(전문)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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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관리감독자 수준 평가 확대
삼성SDI는 기존 구미사업장에서 진행되던 파트 조직 대상의 안전환경 관

리 수준 평가제도를 국내 전 사업장(천안, 울산, 청주)에 확대 적용했습니

다. 사업장 별로 통일되지 않았던 평가방식을 4개 분야 및 35개 항목으로 

통일하여 2021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안전환경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해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

습니다.

비상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사업장별 화재 위험 공정과 설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사전에 예방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에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소방대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

안전환경 관리 수준 평가 4대 분야

공정 내 잠재 위험 개선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공정 내 잠재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잠재 위험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매월 2회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사 잠재 위험 발굴 실적은 제조인력 기준 총 234,072건이며, 인

당 기준 37.4건으로 목표(인당 12건) 대비 312%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중 

낙하사고 발생 사전 감지, 화재 사고 발생 사전 감지 등이 우수사례로 선

정됐습니다.

수기DRI(Double-check Risk Inspection) 활성화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 제조작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위험 

원인 파악과 현장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DRI(Double-check Risk Inspection)를 도입했습니다. 수기DRI는 작

업 현장에서의 위험점을 식별 및 표시하고 작업 방법과 안전 대책을 작업

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사전 위험성 인지력 향상 및 

현장 적응성을 높여,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산설비 및 제조작업(에러 조치, 하역작업, 청소 등)에 대한 

수기DRI 작성을 기존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삼성SDI 임직원까지 작성했습

니다. 이를 통해, 공사 및 제조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검증하고 현

장의 안전조치를 확인했으며, 상해사고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2건1)으로 2019년 대비 지속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추락사고 2건2)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작업자 이동 경로 표

시, 천장 작업 구간 도면 비치 및 개구부 표시 등 DRI 작성 방법을 보완했습

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로 누락되어 있던 재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수기

DRI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본사, 파트너사 합산 기준
2) 2021년 파트너사 사고: 헝가리법인 공사현장 파트너사 추락 사고
                                                         수원 미래기술캠퍼스 파트너사 추락 사고 

안전환경 관리 
수준 평가 
4대 분야

사고 및 기준 미준수

안전환경 활동

행동분석평가

안전환경 참여도

잠재 위험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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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 관리 고도화
삼성SDI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안전 점검을 위한 관리 프로

세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위험성

에 따른 취급 및 보관에 대한 기준으로 생산 및 보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특히 생산 중 화재 위험성이 있는 화성공정은 법적 소방시설 외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자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더불어 방재센터와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동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배터리 생산 및 보관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방대 인력과 공정

별 근무자를 대상으로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 대응을 위한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출동이 가능한 비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

파트너사 안전수준평가 결과

파트너사 안전수준평가 실시
삼성SDI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준수

하고 있습니다. 삼성SDI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

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

고 있으며, 수급인(파트너사)에 대한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안전수준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설비 및 인프라 구매, 각 사업장 

안전환경그룹 및 인프라운영그룹 등과 협업하여 시행 중이며, 2021년에

는 334개 파트너사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파트너사는 3개월 이내 보완 조치 후 재평가하도록 규정화되어있으며, 재

평가 후에도 70점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

전환경시스템(G-EHS) 파트너사 모듈 내 안전수준평가 항목과 파트너사 

관리시스템(G-SRM)을 연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9개 파트너사가 70

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COVID-19 이슈 등으로 파트너사 현장 방문 대

신 서류 대체로 개선 지도하였습니다.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삼성SDI 청주사업장은 2010년부터 전문인력 중심의 24시간 방재센터를 

운영하여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

역 관할 소방서와 연계한 지역사회 화재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 공정에 누출 센서와 가스 감지기를 설

치해 24시간 즉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

아, 2021년 11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제조 부문 최우수 안전 

관리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34개 사
파트너사

안전수준평가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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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운영
삼성SDI는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구축한 안전환경시

스템(G-EHS, Global Environment, Health & Safety)을 활용하여 화학물

질의 법적 규제 저촉 여부 사전 파악, 화학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

습니다.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반입되는 화학물질은 안전환경 영향 평가와 사업

장에 반입된 뒤 필요한 법적 조치 사항 검토가 완료되어야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안전

사내 규제물질 등급 및 승인 제도1)

사내 규제 물질 등급 및 승인제도 운영
사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물질에 법정 규제 물질뿐만 아니라 발암

성 물질 같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

과 직업성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제 물질 등

급 및 승인제도에 따라 선정된 물질은 A, B, C 등급으로 구분하며, 사업장 

내 화학 물질 도입 시 반입 금지, 대체·저감 계획 수립, 방호 대책 강구 등이 

확인된 후 반입 및 사용됩니다. 

2022년부터 임직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인체 유해물

질 관리를 목표로 고독성 물질(SVHCs, CMR, PAHs 등)을 유해성 우선 순

위별로 선별 및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

학 물질은 유해성, 노출 수준, 작업 특성이 반영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급시설의 밀폐 수준과 같은 작업환경을 점검

합니다. 이 외에 분기별로 화학물질 사용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화학

물질 취급관리 실태, MSDS 및 경고 표지 부착 등 법정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 내 유해인자 관리
생산과정에서 취급 공정이 변경되거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신규 물질이 사용

될 때 유해인자에 대한 수시 측정을 진행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인자 취급 공정의 작업환경을 연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유해인자 및 특별 관리 물질 노출과 

환기 시설에 대한 사내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초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취급되는 유해인자는 법적 기준 대비 30% 미만, 발암성, 생식

독성, 변이원성 물질과 같은 특별 관리 물질은 법적 기준의 10% 미만으로 설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준을 초과한 공정은 유해인자 대체·저감, 

설비 밀폐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설치된 국소 배기·환기시설에 대해 연 1회 이

상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하여, 환기 시설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

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 정밀 

진단을 진행합니다. 2021년에는 약 85억원을 투자하여 배기 흐름 개선, 설비 

부스화, 이동용 국소 배기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

1) 유해성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금지
물질 사내반입 금지

관리
물질

B 등급

C 등급

물질승인위원회 대체·저감 계획 수립 및 
방호 대책 강구 사내반입·사용 승인

A 등급

화학물질 사용 관리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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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활동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검진, 작업 환경 조사, 건강교육,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 및 예방하며, 

종합(생애)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임직원이 부속 의원에서 건강에 대한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이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 관련 명사 

초청 및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합니다.

업무상 질병 예방
현장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

무상 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와 작업 방법 변경

과 같은 작업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천안과 구미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근골격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업무 외 생활 습관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을 없애기 위해 1:1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보건

COVID-19 TF 조직 지속 운영
2020년 1월에 발족한 전사 COVID-19 대응 TF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COVID-19 대응 TF는 본사 인사팀, 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그리고 

안전환경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국내·외 임직원 출장 및 사업장 출입 관리, 다중이용시설 관

리, 교육 및 단체 활동 진행, 방역 활동 운영 및 관련 기준 수립, 전사 게시판 

내 국가 방역 지침 기반 방역 기준 등록 및 공유 등이 있습니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삼성SDI는 임직원의 COVID-19 감염 및 사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

베이터, 계단 손잡이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장소를 하루 1회 이상 수시로 소

독하고 사업장 및 기숙사, 통근버스 등 임직원 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운영 시간 확대 및 교차형 자리 배치,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식당

을 이용하면서 임직원 간 접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 방역 지침 및 거리두기 수칙 등의 수시 방송

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코로나 규범 준수 관리
2021년 국내 파트너사의 COVID-19 예방 관리를 위해 33개 파트너사를 대

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집단 방역 활동과 개인 방역 활

동 근로자 행동 수칙 등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S-Partner 인증심

사 시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

육했습니다 .

임직원 건강 관리 COVID-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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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미국과 유럽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와 같은 정책을 검토하면서, 

많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RE100, SBTi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ESS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는 

삼성SDI에 기회이지만, 배터리의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205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측정, 자원회수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표 단위 2019 2020 2021

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직접·간접 
배출량 원단위

tCO2e/억 원
(매출액) 12.6 12.4 11.6

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 % 93.9 96.1 96.0

해외 폐기물 재활용률 % 89.4 77.3 89.7

용수 취수량 원단위 천 톤/억 원
(매출액) 0.08 0.07 0.06

※ 지표 범위: 국내 및 해외 생산법인

주요 성과 지표

MOVE TO 
NET-ZERO

02

Link to UN SDGs

주요 이해관계자

선제적 기후행동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시민단체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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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후 위기 대응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삼성SDI는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생산 전

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직접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헝가리 법인과 중국 천진 법인

에서 사용한 전력 일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했습니다. 

2025년에는 헝가리 법인과 천진 법인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는 전체 해외 

법인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2025년 42%, 

2030년 65%, 2040년에는 90%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BAU 

대비 8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재생에너지 

42% 

2025

37%

2030년

재생에너지 

65% 

2030

58%

2040년

재생에너지 

90% 

2040

75%

2050년

재생에너지 

100% 

2050

재생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탄소중립 목표 및 계획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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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경영진

이사회

기후 위기 대응

지배구조
삼성SDI는 이사회, 경영진, 실무진을 통해 기후 위기 관련 위험 및 기회요

인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사항을 체계적으

로 관리합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후 위기 대응 전

략, 정책 등 기후 위기와 관련된 회사의 활동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CEO가 주관하는 C-level 협의체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는  기후 위기 대

응 전략 검토 및 투자 관련 사항을 논의합니다.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기후 위기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사업전략

과 연계한 전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환경경영 T/F에서 6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해 C-level에서 기후 위기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을 논의 및 관

리하고 있으며,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사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환경인프라팀은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에

너지 절감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 요인 분석1)

삼성SDI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 강화와 고객, 투

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와 관련된 위험은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합니다.

전환 리스크

전환 리스크는 규제 및 정책, 기술, 시장, 평판 리스크로 분류하여 대응합

니다. 규제 및 정책 리스크의 경우, 삼성SDI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탄소세·탄소 국경세, EU 배터리 규제(안) 등을 새롭게 대응할 필요

가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제(안)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의 제품 탄소발자국 공개 및 최

대 상한선 준수 의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판매가 

어려워져 매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LCA 산출 시스

템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배터리 개

발에 활용될 수 있어 삼성SDI의 미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리스크는 기존 제품이 저탄소 제품으로 대체될 리스크

입니다. 삼성SDI는 전기차, ESS 등 저탄소 사회에 필수적인 제품에 탑재되

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 내 R&D 투자 확대는 기술 경

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SDI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1) WRI, Think hazard 등 Open source 활용

기후 위기 대응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협의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 Working Group

지속가능경영사무국

환경경영 T/F

사업부 해외법인 안전환경
인프라팀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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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시장 리스크는 고객사가 노출된 리스크와 고객사로 인해 삼성SDI가 노출

된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먼저, 고객사가 노출된 시장 리스크는 기후 위

기의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꼽을 수 있는

데, 배터리가 탑재되는 제품은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 시장의 규모는 커

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고객

사의 탄소배출량 절감 활동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배터리 구매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고객사의 온실가스 데이

터(S&P Trucost 활용)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인 영향 리스크는 낮을 것으

로 평가됩니다. 

고객사로 인해 삼성SDI가 노출되는 리스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삼성SDI

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제품 탄소배출량 절감입니다.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 수주 실패 등 비즈니스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했고, 비

용측면에서 효율적인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는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기후 위기 대응 

관련 활동 및 정보 공개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크로 투자 

유치가 어렵거나 비즈니스 기회 상실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삼성SDI

는 매년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대응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관

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100% 전환 전략, 탄소중

립 로드맵과 같이 기후 위기 대응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결정될 사안을 공

개할 예정입니다.

물리적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는 급성 리스크와 만성 리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성 

리스크는 홍수, 폭염, 화재와 같이 단기간에 삼성SDI 자산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입니다. 직접적인 설비 파손 외에도 사업장 자산의 

보험 가용성 감소와 사업장 설비 손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리스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수면 상승이나 지속적인 고온 현상으

로 인해 나타날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해수면 상승 시 사업장이 위치한 지

역이 영구적으로 침수되어 사업장 및 자산에 대한 보험 가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 사업장 검토 시 만성 리스

크 평가 등을 통해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삼성SDI가 처한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국내 사업장은 태풍으로 인한 리

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사업장은 장기적인 기

온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향후 자동차 

배터리 주요 생산거점이 될 헝가리사업장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
삼성SDI는 식별된 기후 위기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위

험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C-level 경영진 협의

체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와 실무진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사무국 및 ESG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평가합니

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기후 위기 관련 위

험을 관리합니다.

위험 관리 내부 프로세스

기후 위기 관련 전사적 이슈 파악

우선순위 점검 및 대응 전략 / 실행 계획수립

ESG Working Group 실행

지속가능경영사무국 모니터링 및 진단

위험/기회요인 도출 및 영향평가

지속가능경영협의회 보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고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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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위험과 기회 요인 분석

리스크 리스크 내용 기간1) 재무 영향 이해관계자 대응 방안

전환 
리스크

규제 및 
정책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중기 Medium 해당 국가 정부
・ Scope 1 배출 감축 전략 수립 및 실행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PPA 등을 통해 전 사업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미래

탄소세·탄소 국경세 중기 Medium 해당 국가 정부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PPA 등을 통해 전 사업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EU 배터리 규제(안) 중기 High EU 정부, 고객사
파트너사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PPA 등을 통해 전 사업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 LCA 산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EU 배터리 규제(안) 선제 대응

기술
저탄소 제품 대체 
기술 R&D 투자

단기 Low 고객사, 소비자
파트너사 ・ 제품 저탄소화, 고효율화 기술 투자 및 상용화

시장

고객사 탄소비용 관련 
재무부담 증가

중기 Low 고객사
파트너사 ・ 기후 위기로 인한 시장 및 고객사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증가

단기 Medium 고객사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PPA 등을 통해 전 사업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평판
기후 위기 관련 이슈 
대응 및 기후 리스크 공개

단기 Medium 투자자, 고객사
잠재적 임직원

・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전략 수립 및 공개
・ CDP, TCFD 등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물리적
리스크

급성 태풍, 홍수, 폭염, 화재 단기
사업장별
상이

고객사, 파트너사
임직원

・ 사업장 비상 대응 매뉴얼 상시 확인
・ 시설 안정성 강화, 재난 대비 보험 가입 등

만성
지속적인 고온현상,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장기
사업장별
상이

정부
지역사회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신규 사업장 검토 시 만성 리스크 고려

1)  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단기(2022~2025), 중기(2026~2031), 장기(2032~)로 구분(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영향이 미미하지만, 향후 할당량 감소에 따라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물리적 리스크는 해당 리스크의 지속 기간의 관점으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단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장기로 구분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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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활동

재생에너지 전환
삼성SDI는 국내 사업장 외에도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역에서 

제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제도적인 

측면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의 성숙도 등 여건이 다르며, 이러한 사항들

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구

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2021년 헝가리 법인과 천진 법인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통

한 재생에너지 전력 전환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굴 및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해외 법인에도 순차

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2월 녹색요금제 시범사업과 2021년 1월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시행한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RE100(Renew-

able Energy 100%) 이행 수단 및 지원 제도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특성으로  

인해 전력구매계약(PPA)이 제한되었으나 2021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SDI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삼성SDI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RV(Monitor-

ing, Reporting, Verification) 탄소경영체계와 s-GEMS IT시스템을 통해 체

계적으로 배출량 및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활동으로 1차 

및 2차 계획기간인 총 6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없이 배출권거래제 의

무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해외 지역에서도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거나 점차 도입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사업장은 2021년 10월부로 일부 시설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대상으로 지정되어 배출량 보고, 배출권 할

당, 관리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삼성SDI의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분 단위 20192) 2020 2021

연료 tCO2e 16,306 17,662 12,494

전력&스팀 tCO2e 104,073 76,182 71,485

합계 tCO2e 120,379 93,844 83,979

2) 배출계수 변경에 따라 감축 성과가 증가함

글로벌 전사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투자금 백만 원 1,495 2,869 4,710

연료 절감 활동 건 88 98 78

전력&스팀 절감 활동 건 543 667 595

감축 
효과

총 감축량 TJ 1,679 1,640 1,741

 - 연료 감축량 TJ 321 396 247

 - 전력&스팀 감축량 TJ 1,358 1,244 1,494

총 감축 효과 억 원 186 195 213

 - 연료 감축 효과 억 원 38 44 28

 - 전력&스팀 감축 효과 억 원 148 151 185

글로벌 전사 에너지 투자 및 활동, 감축 성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대응
기후 위기 정보 공개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1)를 통해 기후 위기 전략 및 온실가스 저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력

이 높아지면서, 삼성SDI 역시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대응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DP 평가 결과 B등급을 획득하였는데, 

Scope 1~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 목표 수립, 이행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전세계 회사, 투자자, 도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등의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평가하는 비영리 기관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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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사용 관리

주요 에너지 사용 절감 활동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내 사업장 중 에너지 사용량

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해외 사업장의 경우, 현지 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술 스킬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 완료 과제 사례를 국내 및 해외 사

업장에 공유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 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전기차·전기버스 인프라 구축
삼성SDI는 2019년에 운행 중 환경부하가 없는 전기버스를 기흥사업장의 

통근 버스로 도입했고, 이를 기점으로 국내 사업장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

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임직원 또는 고객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민간부문 무공해차 전환사업인 ‘K-EV100’

에 가입했습니다. K-EV100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

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캠페인입니다. 삼성SDI가 보유 또는 임차한 업무

용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현황 

기흥 버스용 1대, 승용차용 21대

천안 버스용 1대, 승용차용 4대

울산 승용차용 6대

구미 승용차용 3대

국내 사업장별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

사업장 추진 내용 성과

천안
배터리 기종별 충·방전시간 단축 전력소비 감축

폭기 Blower 에너지절감형 도입 소비전력 효율 향상

울산
소성로 운전 제어방식 변경 전력 소비개선

건조로 비가동 관리기준 변경 전력 LOSS 감축

구미 공조용 냉동기 압축기 운영합리화 소비전력 효율 향상

청주 고효율 냉동기 도입 공조운영비 절감

국내 사업장별 에너지 절감 주요 성과

사업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강화
2020년부터 천안, 울산 등 국내 생산 거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관리

시스템 외부 컨설팅을 2021년까지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에너지관

리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표준 역학량 빅데이터 구축 및 설비별 부하 분석을 통해 관리 체계

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비 및 

Unit 물리량 표준화 습득, 전력 품질 진단, 설비 Mechanism 원리 등 교육

을 통한 스킬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활동으로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부별 에너지 사용 구조 분석을 진행해 에너지 사용 절감 활동 목

표를 수립하고 과제화 개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022년 3월에 구성한 전력 사용 구조혁신 T/F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

여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설비를 대상으로 핵심 과제를 도출한 후 개선 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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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제품의 환경영향 관리

LCA(Life Cycle Assessment) 수행
전과정 영향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는 원재료 채취부터 제품 

사용, 폐기 처리까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

경부하를 규명하고, 이의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 방법입

니다. 삼성SDI는 전과정 영향평가를 활용하여 환경영향 개선 방안을 수립

하고 있으며, 나아가 EU 배터리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LCA 프로

세스를 ISO14040·14044와 PEFCRs(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Category Rules)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친환경 경영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제품 환경성 제고 측면

에서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제(안)

이 발효되면 발효 후 18개월 내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공개하고, 36개월까지는 탄소발자국 성과 등급 공개, 54개월까지 탄소배

출량 상한선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의 환경영향 평가 및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환

경영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친환경성 

요구를 충족시키고 EU 배터리 규제(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

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 LCA 수행 사례1)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삼성SDI 배터리 Pack 제품에 대해서 LCA 관점에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LCA 수행 관점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셀 부품: 68%
모듈 부품: 11%
팩 부품: 21%

폐기 단계

14% 

제조 단계

16% 

유통 단계

0.1% 

제조 전 단계

53% 

사용 단계

17% 

1) LCA 수행 결과는 제품별로 상이하며, 도표 내 정량적 수치는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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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에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가 폐기한 배터리를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기준에 대해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의 법적 규제와 가이드

라인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관점

에서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전문 업체와

의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활용(Recycling) 및 재사용(Reuse) 방안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성SDI 자원 회수 프로세스광물 원자재 회수 프로세스
배터리 원자재 회수 프로세스(Closed-loop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스크

랩에서 광물 원자재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원자재 회수 기술을 갖춘 전

문 업체와 협력하여 공정 스크랩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같은 광물 원

자재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 소비자가 폐기한 배터리에서 

광물 원자재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향후 완성차 제조사와의 논의를 통

해 Closed-loop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R&D 조직 신설 
폐배터리 재활용률 및 원자재 회수율 향상을 위해 연구소에 ‘리사이클 연

구 Lab’을 신설했습니다. 전지 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연구 및 저

비용·친환경적인 소재 회수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파트

너사와의 기술 협력, 산학협력을 통한 리사이클 신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소재 채용)

원제품

양극재

Recycling 
업체

폐배터리

폐배터리

공정 스크랩

코발트, 니켈 등
Co Ni

회수 업체

Reuse  
업체

소재업체

소비자

고객

또한, EU 배터리 규제(안)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 등 배

터리 시장 참여자에게 폐배터리 회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광물 원

자재 회수에 대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삼성SDI는 

공정 스크랩에서 광물 원자재를 회수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

가 폐기한 폐배터리에서도 광물 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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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재활용 추진 현황
삼성SDI는 천안 및 울산 사업장 공장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회수하는 체계

를 구축하여 광물 원자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

하는 스크랩을 재활용 전문 업체가 수거한 뒤 공정을 통해 황산니켈, 황산

코발트 같은 광물 원자재를 추출합니다. 회수된 광물 원자재는 배터리 소

재 파트너사로 전달되어 삼성SDI에 공급되는 원부자재 제조 공정에 재투

입됩니다. 2022년에는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거점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원자재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사용 추진 현황
전기차 사용 후 폐기된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제품의 배

터리로 재사용(Reuse)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

관하는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과 신재생에

너지연계 ESS를 배터리 재사용 대상으로 검토하는 ‘재사용, 재제조 배터리

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연계 MWh급 ESS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참여

하여 배터리 재사용 방안을 연구·개발 중입니다. 향후에는 배터리 재사용 

연구·개발 및 실증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된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 조건 및 사업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삼성SDI 공정 스크랩 회수 거점

2021년말 현재
확대 계획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대한민국
〮 천안
〮 울산

중국
〮 천진
〮 시안

헝가리 미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천안, 울산)

2022년

말레이시아, 
헝가리

2023년

중국
(천진, 서안)

2025년

미국

2021년말 현재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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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환경 중기 목표1)

환경 목표 지표 단위
2022년 

감축목표
(Baseline 2020)

2025년 
누적 감축목표

(Baseline 2020)

용수 취수량 
원단위 % -14.1 -32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 -4.1 -10

대기오염물질2) 
배출량 원단위 % -7.0 -17

수질오염물질3) 
배출량 원단위 % -14.8 -33

용수 
재이용률4) % - 22

폐기물 
재활용률5) % - 80

1)  보고 범위: 판매법인 및 사무소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생산법인과 본사, 연구
소가 포함됨(생산법인의 경우, 2021년 생산실적이 있는 생산법인만 포함), 원단위: 연
결기준 매출액으로 계산함

2) NOX, SOX, PM 배출량의 합산 값
3) BOD, COD, SS 배출량의 합산 값  
4) 재이용량/용수 취수량
5) 재활용량/배출량

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안전환경 경영방침 
2022년 4월, 삼성SDI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은 안전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안전환경 경영방침은 크게 글

로벌 안전환경 경영체계 운영, 친환경 경영 실천,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가치 구현, 대외 그린 커뮤니티 조성 등 4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SDI는 안전환경 경영방침을 전사 사업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삼성SDI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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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관리   

환경경영 투자 계획 및 실적
삼성SDI는 중·장기적으로 환경경영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활동이 환

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사업장1)과 해외 6개 법인2)을 대상으로 매년 투자 계획과 투자 실

적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투자 계획은 약 292억원이었으며, 실적은 309억원으로 계획 대

비 106%를 달성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삼성SDI는 사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법적 기준 보다 높게 설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시설마다 최적의 대기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후 

최종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대상으로 사내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

고, 배출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의 버너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

은 버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정 사용원료를 유기계에서 수

계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사내기준을(법적 기준의 30~50% 이내) 적용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모니

터링 장비를 운영하여 사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합니다. 또한, 사내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의무 대상이 아

닌 사업장에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

질 저장시설 및 우수 최종배출구에 감시 센서를 설치하고, 우수로 유입 시 

회수할 수 있는 차단 및 회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구분 2021

대기오염물질

NOX 58,475

SOX 1,871 

PM 46,349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위: kg)

구분 2021

수질오염물질

BOD 27,447

COD 115,144

SS 43,288

2021년 수질오염물질 배출 (단위: kg)

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구분 2021

계획 29,281

실적 30,916

투자 집행률 106%

환경경영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1) 기흥, 수원, 천안, 청주, 구미, 울산 사업장
2) 천진, 시안, 무석, 베트남, 말레이시아, 헝가리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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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용수 사용 및 폐수 배출 관리
삼성SDI는 용수 사용 저감 및 적정 수준의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제조 설비를 운영할 때 필요한 약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

법을 변경하여 염산, 가성소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여 폐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황산, 가성소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설

정했습니다. 고농도산 및 알칼리 폐수 발생원 차단과 공정 합리화를 진

행하여 배터리 생산 거점의 유·무기 폐수 저장 이송 처리시설을 개선했

습니다.

구분 2021

국내

기흥            164,174 
수원              94,874 
천안 931,568
청주 1,013,559
구미            371,308 
울산 1,443,448
소계 4,018,931

2021년 용수 취수량 (단위: 톤)

구분 2021

국내

기흥 1,015
수원 27,287
천안 771,682
청주 376,846
구미 217,510
울산 644,234
소계   2,038,574 

2021년 폐수 배출량 (단위: 톤)

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구분 2021

해외

말레이시아            863,020 
천진          1,533,280 
무석          1,040,399 
서안            291,059 
헝가리            910,458 
베트남              57,832 
소계 4,696,048

구분 2021

해외

말레이시아      175,795 
천진      126,097 
무석      617,931 
서안       98,805 
헝가리      292,882 
베트남 -
소계   1,311,510 

폐기물 관리

폐기물 배출 최소화 및 처리 안전성 확보 
삼성SDI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자원

화 방식에 따라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및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업

체를 통해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사와 최종 소비자가 사용

한 후 폐기한 배터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리사이클링 방식

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위탁 처리 안정성 확보 및 사업장 내 적

법처리를 위해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사실 확인서’를 받아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업체에 삼성SDI의 법규 준수 의견을 전달하여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Gold 등급을 획득해 

삼성SDI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분 2021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 96.0%

총 발생량 74,151

- 일반 폐기물 36,411

- 지정 폐기물 37,740

재활용량 71,199

매립량 159

구분 2021

해외 폐기물 재활용률 89.7%

총 발생량 100,992 

- 일반 폐기물 52,105 

- 지정 폐기물 48,887 

재활용량 90,569 

매립량 4,408 

2021년 폐기물 관리 (단위: 톤)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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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PARTNERSHIP 
WITH VALUE-CHAIN 

PARTNERS AND 
COMMUNITY

0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밸류체인 내 파트너사의 제조·품질 역량 확보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삼성SDI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기업은 지역사회에 세금 수익 창출,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삼성SDI는 파트너사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유·무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파트너사와의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1차 파트너사와 2·3차 파트너사 간의 공정거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SDI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과학 관련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역 주요 성과 단위 2019 2020 2021

밸류체인 
파트너십

금융활동 지원1) 억 원 596 587 810

동반성장 협약 파트너사2) 개 사 109 110 111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 % 97.8 99.1 93.6

사회공헌 투입비용3) 억 원 109.9 102.7 134.4

1)  직접지원, 상생펀드 조성액, 특별지원 금액 합산
2) 삼성SDI-1차 파트너사 동반성장 협약 기준
3) 경영비용, 현금비용(기부금), 시간비용 합산
※ 지표 범위: 국내

주요 성과 지표

Link to UN SDGs

주요 이해관계자 임직원 파트너사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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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삼성SDI의 동반성장 추진 체계는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동반성

장’ 기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3대 추진 과

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파트너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기반 확보를 통해 파트너사

와 함께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정의
삼성SDI는 공급망을 1차 파트너사와 2·3차 파트너사로 구분하고 있습니

다. 1차 파트너사는 당사의 부품 및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부품을 직

접 공급하는 업체이며, 2·3차 파트너사는 1차 파트너사에 원부자재를 공

급하는 업체입니다. 1~3차 파트너사 중 삼성SDI의 제품 생산과 사업 수행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원재료 및 부품 파트너사를 주요 파트너사

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

니다. 파트너사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는 서면 평가와 실사 등을 진행하여 

공급망 구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행동규범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은 파트너사가 삼성SDI와 거래를 진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행동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ILO, ISO 등 국제기구의 기준을 기반으로 인권, 노동, 안전보

건, 환경, 윤리 등의 영역에서 파트너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모든 파트너사와의 거래 계약을 진행할 때 행동규범 준수

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파트너사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의식

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가 행동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거래 관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협의회 운영
삼성SDI는 파트너사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소재, 부품, 설비 분과로 구

성된 ‘파트너사 협의회(SSP, Samsung SDI Partner's Association)’를 운영

합니다. 파트너사 협의회는 2년을 주기로 새롭게 발족하며, 2020년에 발족

한 제 9기 SSP는 총 41개 파트너사가 참여하여 대내·외 경영 현황을 공유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로 인

해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에는 협의회를 통해 벤치마

킹, 세미나, 분과회의, 동반성장 DAY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파트너

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밸류체인 파트너십

동반성장 추진 체계

불공정거래 사전차단
준법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1·2·3차 파트너사 공정거래 확대

공정거래 준수

파트너사 성과 창출 지원
전문가 육성 지원 강화
글로벌 운영 능력 지원

파트너사 역량 강화

기술 협력·보호 강화
지속가능경영 강화 지원
개방형 소통채널 구축

지속성장 기반 확보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동반성장

선순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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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확립 파트너사 성장 기반 구축

공정거래 추진 원칙
삼성SDI는 투명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사 거래 시 표준계약

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

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공정거래 협약 지원
삼성SDI와 1차 파트너사 간의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1~3차 파트너사 간의 

올바른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간의 공

정거래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도록 대금 

지급 기준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차 파트너사 간 표준하

도급 계약서 작성을 장려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표준하도급 계

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경영 자문
삼성SDI는 2020년부터 삼성SDI 임원 출신 상생협력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컨설팅’을 진행하여 파트너사가 회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 경영 Know-How, 전문 지식 등

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경영 자문을 제공하

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가 경영 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년 기준 경영 자문 활동은 12개 사를 대상

으로 19건의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트너사 대상 VOP(Voice of 

Partners) 청취 활동을 통해 파트너사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인재 확보
삼성SDI 직업훈련원의 교육훈련 시스템 및 인프라를 파트너사의 임직원 

교육에 활용하여 파트너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교육 프

로그램은 직무기술, 품질관리, 공정관리, 경영관리 등 29개 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46차례에 걸쳐 총 89개 사의 1,1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 신입사원 채용과 양성 교육을 지원

하여 파트너사가 직무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채용 및 양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개 파

트너사에서 7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울산훈련원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중소기업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양성훈련인 국가인

적개발컨소시엄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울산사업장 교육훈련센터 ‘울산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2019~2020년) 최우수 훈련기관

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2021년에 배출된 1,151명의 교육생

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훈련원을 통해 12,080명(누적)

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밸류체인 파트너십

경영자문 내용

4대 실천사항

바람직한 
계약 체결

공정한 
파트너사 
선정,등록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감시시스템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

개발/품질
신제품 개발, 기술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신소재 및 신공정/설비 개발

경영혁신 해외법인 운영
해외 생산법인 운영, Audit Process, 운영제조 시스템, SCM KPI 운영

개발/사업전략
신규 사업 및 신제품 개발 전략 수립, 제품 경쟁력 및 차별화 제고 방안

품질/마케팅
품질 보증 전략 수립 & 개발 프로세스 구축, 개발 및 양산 품질 보증 체계 구축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삼성SDI-1차파트너사 개 사 109 110 111

1차-2차 파트너사 건 120 129 136

2차-3차 파트너사 건 42 40 45

공정거래 협약체결 지원 성과

국가인적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 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식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2. 선제적 기후행동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5. 지배구조 선진화 6.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OVERVIEWSAMSUNG SDI Sustainability Report 2021 51SUSTAINABILITY MAIN THEMESSUSTAINABILITY MANAGEMENT APPENDIX

상생협력 강화

파트너사 금융 지원
삼성SDI는 파트너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파트너사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제도는 동반성장펀드, 공동

프로젝트보증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반성장펀드의 경우, IBK 기업은행과 함께 1,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

성하고 펀드의 이자 수익으로 파트너사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1

년  기준 52개 사에서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프로젝트보증제도는 삼성SDI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파트너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 10개 사가 155억 원 규모의 

공동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트너사 제조 역량 제고
삼성SDI는 지속적인 공급망 제조 혁신 활동을 통해 파트너사의 제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재료사업부 파트너사인 오성첨단소

재의 요청으로 2020년, 2021년 2차례에 걸쳐 제조 혁신 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기종 변경 시간 단축과 이물성 불량 개선’을 제조 혁신 활동의 목표

로 설정했으며, 외부 컨설팅 기관과 삼성SDI 제조 기술 전문가가 파트너사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기종 변경 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는 기구 체결부 설계 변경, 원료 Tank 설

계 변경, 배관 연결 방식 변경 등이 도출되었고, 완료된 세부 과제는 이물

성 불량 개선을 위한 공정 이물 발생 원인 개선 및 관리 방법 표준화 등이 

있었습니다. 혁신 활동 결과, 총 22개 과제 중 21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삼성SDI는 2021년부터 파트너사의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2개 계열사2)

와 함께 예산을 출연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본 사업은 파트너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지원을 3가지로 구성했

습니다. 제조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제조

현장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 생산 시설에 ICT를 활용

한 운영시스템과 제조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7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사는 2022년 

5월에 완료했으며, 5개 사는 2022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과공유제 운영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수탁 및 위탁 기업

이 다양한 협업 활동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한 결과를 공유하

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사와 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과업 성취를 위해 협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량률 감소, 

인시 생산수 향상, 품질 향상 등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파트너사는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제조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2) 삼성전자, 삼성전기

밸류체인 파트너십

구분 기종변경
시간단축

고질불량
개선

이물불량 
개선 계

과제 건 수 6 11 5 22

완료 건 수 5 11 5 211)

1) 미완료 1건의 경우, 투자비 다량 발생으로 22년 사업으로 연기 

혁신 과제 수행 결과 (단위: 건)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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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교육 프로그램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삼성SDI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을 바탕으

로 세상을 더욱 가치 있게 변화시키며,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2021년도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온라

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했습니다.

삼성SDI는 2019년에 CSR 비전과 테마를 재정립한 이후,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

영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우리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

해 삼성 관계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삼성을 대표하는 CSR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별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른별 환경학교
삼성SDI는 2011년부터 아동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인 

‘푸른별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별 환경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체험형 프로그

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 지구 온난화 체험, 친환경 이동 수단 체험 등 다양한 환

경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COVID-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에 시범 도입한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 플랫폼을 확대 적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소의 제약 없

이 체험형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3,572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누적 41,124명의 

아동이 환경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푸른별 꿈꾸는학교
국내 중등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부

합하는 기업형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에 삼성SDI는 2019년부터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푸른별 꿈꾸는학교’를 운

영하여 교육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

다. 2021년부터는 COVID-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 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흥 사업장 인근 

2개 중학교의 과학탐구반을 대상으로 4번의 대면 교육을 8번의 온라인 교

육으로 시범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성SDI 5개 사업장1) 인

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푸른별 꿈꾸는학교 전용 교구

도 자체개발하여 심도 있는 환경교육을 위해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

는 총 401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누적 4,152명의 중학생이 교

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1) 기흥, 수원, 천안, 청주, 울산 사업장

사회공헌 93.6%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참여율

사회공헌 추진 방향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테마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청소년 교육)
푸른별 환경학교 - 온라인 교육 영상 푸른별 꿈꾸는학교 - 온라인 교육 영상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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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 미래과학학교
삼성SDI는 2016년부터 국내 사업장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시

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푸른별 미래과학학교’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의 기회로부

터 소외된 아이들이 장소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2,414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

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6,712명의 아동이 미래과학학교의 혜택을 받

았습니다.

푸른코끼리
삼성SDI를 포함한 5개 계열사1)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

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코끼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상담치유, 예방문

화, 학술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

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제2회 푸른코끼리 온라인 포

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인이 COVID-19 이후 심화되는 사이

버 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푸른코끼리는 2029년까지 300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SSAFY)
삼성SDI를 포함한 5개 계열사1)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SW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년간 이론과 실

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기본과정에서 알고리즘, 코딩, 

웹 기술 등을 학습하고, 심화 과정에서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기릅니다. 1기부터 5기까지 총 2,785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2022년 초 기준 2,199명이 IT,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

의 기업에 취업해 79%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현재 6기와 7기 

약 1,7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사회공헌

푸른코끼리 - 2021 청소년 사이버폭력예방 온라인 포럼푸른별 미래과학학교 - 온라인 교육 영상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 SSAFY 7기 입학식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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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워킹
삼성SDI는 매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미래 세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

주기 위한 ‘드림워킹’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워킹은 임직원들의 

걸음 수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에는 총 6,900여 

명의 임직원이 약 12억 걸음을 적립해 구미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광평초

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삼성SDI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미세

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

숲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핸즈온 - 환경교육 도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삼성SDI가 직접 개발한 

핸즈온 ‘환경교육 도서’ 제작 기부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에도 ‘물’의 소중함과 순환과정을 알려주는 팝업북 도서 제작에 총 2,8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팝업북은 전국 지역아동센

터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SDI는 환경을 생각하고 미

래 세대를 위해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핸즈온 - 한 땀 한 땀 사랑을 담아서
2021년에 300여 명의 전자재료사업부 임직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

리 주변 소외된 가정의 아동을 위한 물품을 만드는 핸즈온 활동을 진행하

였습니다. 국내·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구름빵 인형’과 한부

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촉각도서’ 500여 개를 제작하여 

기부했습니다.

핸즈온 - 그리다방네모
‘그리다방네모’ 핸즈온 활동은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에 대한 후원과 전시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이 작은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발달장

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에는 사라

져가는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3,300여 명의 임직원이 그림을 그렸고 전

시회는 천안에 위치한 전시장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SDI

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

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상생협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핸즈온 - 환경교육 도서드림워킹 - 구미 광평초 학교숲 현판식 핸즈온 - ‘그리다방네모展’ 삼성SDI 임직원 참여 작품

기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3.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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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인- 삼성SDI Newborn Baby Program
삼성SDI 헝가리 법인은 사업장이 위치한 괴드(Goed) 지역의 자원봉사자

들과 함께 신생아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삼성SDI New-

born Baby Program’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재활용, 천연재료 등 

환경친화적인 재료들로 손수 만든 신생아 용품을 150여 개 가정에 전달했

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삼성SDI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지역 환경 정화 활동
삼성SDI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의 오

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사업장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지켜라’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미사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

다. 환경을 생각하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으로 사업장 인근 하

천 주변을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인- 삼성SDI Running and Walking Week
삼성SDI 오스트리아 법인에서는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

간 ‘삼성SDI Running and Walking Week’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COVID-19로 인해 스포츠 이벤트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시작된 활동으

로, 임직원들이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뛰거나 걸은 거리만큼 1km마다 회

사에서 1유로를 기부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모인 3,703 유로는 어린이 

암 환자를 돕는 ‘Styrian 어린이 암 치료 기구 이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더 많은 기부 금액을 전달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

헝가리 법인 – 삼성SDI Newborn Baby Program 물품 전달구미사업장 에코플로깅 활동 오스트리아 법인 – 삼성SDI Running and Walking Week 기부금 전달식

환경 정화 활동 해외법인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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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ACCOUNTABILITY 
IN VALUE-CHAIN

04

Link to UN SDGs

주요 이해관계자

밸류체인의 글로벌화 및 복잡화로 밸류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당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재료와 배터리의 원자재는 

ESG 리스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되어 있어 밸류체인 내 사회적 책임 이행은 

미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삼성SDI는 2009년부터 파트너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해 

S-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광물 조달 활동을 통해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SDI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ESG Audit 제도를 실시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영역 주요 성과 단위 2019 2020 2021

공급망 관리

S-Partner 
인증 파트너사 개 사 90 55 75

S-Partner 인증기준 
재심사 대상 파트너사 개 사 4 3 3

코발트 제련소 3자 심사1) % 88 92 96

노동/인권
임직원 고충처리 접수2) 건 1,083 1,193 1,245

여성 관리자 직급 비율 % 10.5 11.2 12.0

1) 진행중인 제련소 포함 
2) 접수된 고충에 대한 응답률은 100%임
※ 지표 범위: 국내

주요 성과 지표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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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S-Partner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파트너사의 사업장 안전, 환경, 인권 등의 비재무 리스크를 확인하

고 있습니다. 또한, S-Partner 현장 심사에서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 심사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등 이슈 동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파트너사가 ESG 리스

크 관련 법·규제 개정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3차 파트너사가 위치한 원자재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인권 침해, 환경 오염과 같은  환경·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함께 책임 광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물 채굴, 가공, 조달 과정까지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Partner 인증 제도 실시
삼성SDI는 2009년부터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S-Partner 인

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Partner 인증 제도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ILO, ISO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

하여 파트너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원부자재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격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 관련 리스크 영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COVID-19 이후, 보건 평가영역에 방역 수칙 준수 및 세부 지침 이행에 대

한 점검을 추가했습니다. 

공급망 관리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파트너사 지속가능성 관리
ESG 경영은 이제 더 이상 단순 규제 준수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탄소중립 에너지저장 제품으로 글로벌 클린에너지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광산, 제련소, 원자재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이 가시화 되면서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광물을 포함한 SCM전반에 걸친 제3자 실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메탈 재활용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ESG 철학이 내재화 된 공급망이 삼성SDI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구매팀장

부사장 김 익 현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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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ner 인증 평가 프로세스는 파트너사 자가 진단 - 외부 전문가 현장 심사 -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심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파트너사는 1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 획득을 위한 최소 점수를 받지 못한 파트너사는 재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아동노동, 강제

노동, 오염물질 배출, 환경 인허가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파트너사가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는 국내 33개 사, 해외 5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해외 37개 사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방문 심사에 제한이 있어 서류심사로 대체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국내

인증 만료 50 24 26
신규 16 2 4
재심사 4 3 3
합계 70 29 33

해외

인증 만료 20 26 37
신규 0 0 5
재심사 0 0 0
합계 20 26 42

국내
   +
해외

인증 만료 70 50 63
신규 16 2 9
재심사 4 3 3
합계 90 55 75

S-Partner 인증 평가 결과

S-Partner 인증 2021년 주요 개선 항목

S-Partner 인증 평가 프로세스

(단위: 개 사)

구분 2020 2021

파트너사 
평가 

평가 대상 파트너사 수 63 75

실제 평가를 받은 파트너사 수 59 751)

지적사항 
시정 조치

지적사항 발생 파트너사 수 55 38

개선계획서 제출 파트너사 수 55 38

부정사고로 인한 계약 종료 파트너사 0 0

1) 해외 37개 사 서류심사 실시

S-Partner 인증 평가 및 시정 조치 (단위: 개 사)

1. 환경 부분 

 폐수 및 고형 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개선  3건

 대기 배출시설 관리 점검 개선  2건

 화학물질 보관 및 관리 개선  2건

2. 환경/안전보건 시스템 부분

 ISO 14001/45001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1건

 교육 훈련 실시 4건

3. 안전/보건 부분

 위험 기계에 대한 작업자 보호  개선 29건

 안전보호 장비 지급 개선 17건

 화재 및 비상시 대응 지침 구비 13건

4. 노동 부분

 강제노동/비자발적근로 예방 프로세스 개선 5건

 파트너사에 대한 강제노동 검증 프로세스 개선 18건

 급여 관련 운영 규정 및 사직통보 절차 개선 13건

 모성보호 관련 규정 개선(초과근로,위험작업 등) 17건

5. 윤리 부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규정/절차 개선 37건

 파트너사, 계약업체 관련 부정방지 프로그램 개선 38건

자가진단 현장심사

재심사

인증 부여신규 & 주요 
파트너사

필수 준수사항 
준수 & 기준 
점수1) 달성

yes

no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1) 신규 파트너사: 70점, 기존 파트너사: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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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광물 조달

Responsible Sourcing 정책
삼성SDI는 모든 원부자재 파트너사들이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과 공급

망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교육, 미팅 등을 통해 파트너사는 

물론 고객, 투자자, 경영진, 구매 부서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정책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추적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삼성SDI는 채굴, 유통, 가공 등 공급망 전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 리스크 확

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코발트를 비롯한 주요 광물 파트너사들을 대

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발트와 4대 분쟁

광물(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은 물론, 니켈, 리튬, 운모, 흑연 등 환경·사회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모든 광물을 대상으로 조

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완전한 추적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

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코발트, 리튬, 니켈 등 주요 광물 공급망에 

대한 제3자 Audi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스크 실사 체계
삼성 SDI는 모든 원부자재 파트너사에 적용되는 리스크 실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실사를 바탕으로 광물 공급망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중대 위반사항 : 중대 위반 사항 발견 시, 파트너사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 등 면밀한 정보 검토를 통해 필요시 공급중단 조치 실시 
2) 행동규범 위반사항 : 개선 가능한 일반적인 파트너사 행동규범 위반 사항들이 해당되며 개선계획 제출 혹은 Audit을 통해 개선 이행 모니터링

삼성SDI 공급망 리스크 실사 프로세스

NGO 보고서, 언론보도,
이해관계자 요구

원산지 조사
제 3자 Audit

제련소 조사 및
제3자 AuditOn-site Audit

리스크 평가

파트너사 서면 평가

S-Partner 평가(1차 Filter) 제련소·원산지 실사(2차 Filter) 고충처리 매커니즘(3차 Filter)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측면
파트너사 행동규범위반2) 

중대 위반1)  : 아동노동·심각한 인권침해·환경 및 안전보건 측면 중요 위반

미확인 제련소·원산지
제련소 제 3자 Audit 미실시

   기타 ESG 측면
   이슈 및 위반사항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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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광물 조달

3자 심사(Audit)
삼성SDI는 확인된 모든 제련소가 RMI의 3자 심사를 완료하거나 이에 준하

는 수준의 3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확인된 23개의 제련소 중 18곳의 제련소는 RMI 3자 심사 프로그

램을 통해 승인을 완료한 제련소(Conformant Refiner)이며, RMI 3자 심

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여 Active 제련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련

소는 4곳입니다. 

삼성SDI 코발트 제련소 리스트

No 코발트 제련소 국가

1 Dynatec Madagascar Company Madagascar

2 Chemaf Etoile DRC

3 Chemaf Usoke DRC

4 Gangzhou Yi Hao Umicore Industry Co. China

5 Ganzhou Tengyuan Cobalt New Material Co., Ltd. China

6 Gem (Jiangsu) Cobalt Industry Co., Ltd. China

7 Guangdong Jiana Energy Technology Co., Ltd. China

8 Hunan Yacheng New Materials Co., Ltd. China

9 Hunan CNGR New Energy Science & Technology Co., Ltd. China

10 Jiangsu Xiongfeng Technology Co., Ltd. China

11 Jiangxi Jiangwu Cobalt industrial Co., Ltd. China

12 Jingmen GEM Co., Ltd. China

삼성SDI 코발트 원산지

No 코발트 원산지

1 Australia

2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3 Madagascar

4 Russia

No 코발트 제련소 국가

13 JSC Kolskaya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any(Kola MMC) Russia

14 Kamoto Copper Company DRC

15 Lanzhou Jinchuan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Co., Ltd. China

16 New Era Group Zhejiang Zhongneng Cycle Technology Co., Ltd. China

17 Quzhou Huayou Cobalt New Material Co., Ltd. China

18 SungEel HiTech Co.,Ltd. Korea

19 Tianjin Maolian Science & Technology Co., Ltd. China

20 Umicore Finland Oy Finland

21 Umicore Olen Belgium

22 ZheJiang Huayou Cobalt Co,.LTD. China

23 Zhuhai Kelixin Metal Materials Co., Ltd. China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Ban on Deep Seabed Mining Initiative
2021년 3월, 배터리 업계 최초로 BMW, 볼보(Volvo), 구글(Google) 등과 함께 

‘심해저 광물 채굴 방지 이니셔티브(DSM)’에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Cobalt for Development’ Project 
2019년 삼성전자, BMW, 바스프(BASF)와 함께 ‘지속 가능한 코발트 채굴을 위한 

산업간 협력 프로젝트(Cobalt for Development)’에 참여하여 콩고 코발트 광산

의 근로 환경 및 지역사회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2020년 광물 조달 관행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실사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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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 및 광물 책임 확대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3TG(Tin, Tanta-

lum, Tungsten, Gold)를 의미합니다. 삼성SDI는 분쟁지역의 환경오염, 인

명피해,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

재료의 구매 단계부터 분쟁광물 사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

급망을 조사·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파트너사가 

RMI의 인증을 받은 제련소(Conformant Refiner)와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삼성SDI 제품에 사용되는 3TG 광물의 제련소

는 모두 RMI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물 채굴 및 조달 과정에 있어 사회·환경적 측면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이 커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광물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주요 광물들을 대상으로 공

급망 추적성 확보 및 리스크 개선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매 리스크 관리 방안
공급망 리스크에는 파트너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 뿐

만 아니라 파트너사가 삼성SDI에 납품할 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도 포함됩니다. 

삼성SDI의 구매 리스크 관리 방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

저, 구매팀은 IATF169491)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 

관련 리스크를 선정한 뒤, 삼성S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구매팀

장의 최종 판단으로 규명합니다. 규명된 리스크의 수준은 삼성SDI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리스크 영향의 심각성은 리스크로 인한 예상 피해 규모, 피해 당사자, 복귀 

기간 등을 기반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발생 가능성 역시 5단계

로 나누어 특정 기간 동안의 발생 빈도와 예방 대책 유무 등을 바탕으로 평

가됩니다. 이후에 평가된 리스크를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적 전략을 구

상하여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무역분쟁, COVID-19,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이 과거에 

발생한 리스크는 History DB로 이관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평가·관리할 때 활용합니다.

1)  국제자동차전담기구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이 함께 만든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한 국제 규격

COVID-19 관련 구매 리스크 대응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COVID-19가 글로벌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

쳤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에 중국 서안 지역에서 COVID-19가 재확산되

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서안 법인에 원자재를 생산 및 공

급하는 파트너사의 물류 경로 확보, 재고 비축 등을 통해 이동 제한 명령으

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였습니다. 

공급망 구매 리스크 관리

구매 리스크 관리 방법

리스크 
규명

리스크 
대응

리스크 
History 

관리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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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0건
인권 준수
위반 사례

삼성SDI는 인권 및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종교적·신체적 자유를 존중하며, 성별·인종·종교·장애·출신·성소수자 등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 협약, UN 인권선언 및 UNGC 10대 원칙,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등 글로벌 노

동·인권 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전 세계 각 사업 운영지역의 노동법 등 현지 법 규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보호 및 차별 금지
삼성SDI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시 학력·성별·국적·종교 등에 따

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자의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블라

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을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관

리자 비율 등 각종 다양성 지표를 관리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평가 불이

익 모니터링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별·국적·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 반기 1회 이상 각 팀 조직별로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 

토론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노동/인권 리스크 관리
삼성SDI는 전사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권·노동 환경이 

취약한 주요 지역 및 사업장을 파악하여 인권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

록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 주관 혹은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해 아동 

노동 및 강제노동, 근로 시간, 급여와 혜택, 인도적 대우, 차별 및 괴롭힘 금 

지, 결사의 자유 등의 인권 준수 현황을 확인하며, 관련 법 개정 발생 시 관

련 공지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 근로 시간, 급여 관 

리 등 현지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진단을 이행하여 리스크를 파악·관리

함으로써, 인권 및 준법 경영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삼성SDI 행동강령 (https://www.samsungsdi.co.kr/upload/download/
sustainable-management/Code_of_Conduct.pdf)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인권 존중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전사 인권 의식 제고
삼성SDI는 익명·실명 메일 신고, 유선 전화신고, 부서장·인사신고 등의 다

각적인 채널을 통해 인권 제보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접

수되면 징계 가이드라인 등 사내 방침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인권 보호 인식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

행에 따른 상호존중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변화하는 대내

외 환경 및 사회 니즈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콘텐츠

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 상호존중 문화 교육 자료와 임직원 실천 가이

드 등의 인권 관련 기본적인 지침자료를 사내 홈페이지의 ‘It Basic’ 게시판

에 게시하여 성희롱 및 언어폭력 예방, 음주문화 개선 등을 위한 유의 행동

과 대처 방안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상호존중문화 캠페

인을 진행하여 관련 웹툰 및 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등 임직원들이 더욱 친

숙한 방식으로 인권 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 교육용 웹툰 컨텐츠

https://www.samsungsdi.co.kr/upload/download/sustainable-management/Code_of_Condu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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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
삼성SDI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원대의기구를 운영하여 관련 제

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생활 관

련 개선 제안 또는 고충 사항은 사내 온라인 소통 채널 ‘시시콜콜’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필요시 비밀글 기능을 통해 문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각 유관 부문에서 24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에는 총 1,245건의 문의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및 대응 조치

하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확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업무 일정 관리가 가능한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 및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임직원들은 최

대 주 4일까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임직원이 출산·육아기에 가족을 돌볼 수 있

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삼성SDI는 최대 1년을 추가로 휴직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게 되

어 있지만 삼성 SDI는 12세까지 확대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계약직원 및 파견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특히 2021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

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내 지원정책을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

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수유기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실과 전 사업

장 사내 어린이집 등 일과 삶의 양립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지원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삶의 질 향상 
삼성SDI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 

연금 회사지원분을 확대했고,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임직원의 다채로운 여가생활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

기 위해 온라인 혹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삼성SDI 전자도서관’

을 개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COVID-19으로 증폭된 오프라인 공간 이용의 

어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본 도

서관은 소설, 에세이, 경제서 등 풍부한 장서를 확보하여 임직원의 높은 호

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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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삼성SDI 복지제도 삼성SDI 전자도서관

주택 대부 및 경조금 지원
• 무주택 사원들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대부 제도 운영
• 사원 경조사 지원금 지급

선택적 복리후생
•  건강관리, 여가선용, 자기계발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부여

여가생활
• 캐리비안베이/테마파크 할인 혜택
• 전국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 지원

교육비 지원/사내 어린이집 운영
•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각 사업장 사내 어린이집 운영

열린 상담 센터 운영
• 직장 생활과 개인 고충, 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건강관리
• 전 임직원 대상 건강진단 지원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 
• 모성보호실 및 유축실 구축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4.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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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전문가 양성
개발, 기술, 제조,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등에 이르는 모든 직무에 대해 직

무별로 요구되는 전문성 영역을 분석하여 맞춤형 집합·온라인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특화 기술교육인 STEP(SDI Technology 

Education Program) 과정을 운영해 개발, 공정·설비, 품질 직무의 기술교

육을 체계화했으며, 공통 직무 과정 외에 부서별 학습 셀과 사내 세미나를 

통한 부서별 특화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교육과정 외에도 산학 연계를 활용한 석·박사 학술연수 및 비학위 연

수 과정을 통해 개발, 기술 분야의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박사 학위과정(학술연수)은 선발 규모를 예년 대비 3배 규모까지 확대

하는 등 해당 직무의 최고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

격증 취득 지원 제도를 통해 제조, 품질, 구매, 재무, 안전환경, 인프라 등 분

야별 국제·국가 공인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등 전 임직원이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연수센터 운영
삼성SDI는 설비·공정 기술 인력의 공통 기본 역량 및 기술 전문성을 체계

적으로 함양하고, 설비 기술 인력의 필요 기술에 대한 선행적 학습 지원 및 

지속적 기술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입문부터 실무까지 단계별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

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핵심 부품과 모듈로 구성된 실습 장비를 1인 

1키트 방식으로 제공하여, 개념 이해에서부터 실습에 이르는 교육 커리큘

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비 에러에 

대한 우수 조치사항을 발굴하여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설비 핵심 부품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부품 기술전문가’ 과정과 설비 난제 및 공정 품질의 고질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설비/공정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연수센터는 앞으로 온

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비대면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지속

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퇴직자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삼성SDI는 임직원의 퇴직 후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부터 경력컨설팅센터(C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컨설팅센터는 임직

원의 퇴직 후 미래 준비를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s)

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는 개인별 진단 및 생애 경력설계, 전직지원 교육, 

커리어 컨설팅, Job 매칭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직원은 표준화된 진단 분석 툴을 활용하

여 개인의 직업 가치관, 직무 적성, 역량 등 성취 자원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업, 창업, 귀농,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커리어를 영

위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임직원은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해 개인별 전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커리어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경력컨설팅센터가 보유한 광범위한 전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

직 희망자와 양질의 포지션을 연결하는 ‘Job 매칭’을 통해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경력컨설팅센터는 임직원들에게 온라인 게시판, 

유인물 등으로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

용을 사전 인지하여 필요시 면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전직지원 서비스 내용

생애〮경력 설계
직업 가치관, 선호도, 직무역량 등을 신뢰도 높게 분석하여 교육, 컨설팅 등에 활용

커리어 컨설팅
개인별 전직목표 설정과 목표실현을 위한 카운슬링, 코칭, 멘토링 제공

전직 지원 교육
개인별 진단결과, 역량, 선호도에 따라 기업체 전직, 창업 등 다양한 경력대안 탐색

Job 매칭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학교〮기관과 전직 희망자의 니즈를 맞춤형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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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일류화
삼성SDI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미래를 함께 꿈꾸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부서별 조직문화 리더를 선임하여 각 조직문화 개선 및 혁

신 활동을 리딩하도록 하는 CA(Change Ag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299명의 CA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사 CA들은 공정한 평가, 팀원 육성, 

열린 소통, 업무 효율화, 협업 촉진 5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의 일류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소통 활동
삼성SDI는 COVID-19으로 위축된 사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부

터 주요 경영진들과 임직원 간 정기 대담회 및 라이브 방송 형태의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활동을 통해 회사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

하고 임직원의 고충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에 

진행된 CEO 취임 소통간담회에서는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 확

보 및 양성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 등

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진행되는 부서장 회의체 ‘리더스 채널’을 통해 회사의 경

영과 제도 운영에 대해 공유하며, 해당 내용은 부서장이 직접 부서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선진적 조직 문화 구축

2022년 1분기 대표이사 소통간담회

공정한 
평가

•  평가 교육 강화를 통한 평가자 역량 제고
•  과정관리를 위한 중간평가, 피드백 등 평가 면담 확대를 통한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평가수용성 제고

팀원 
육성

• 부서별 EA(Education Agent) 선발을 통해 직무별 특화된 교육 및 학습셀, 사내 세미나 등의 현업주도형 학습 추진 
• 직무변경 희망 시 원하는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커리어마켓 제도신설을 통해 임직원 커리어 개발 지원

열린 
소통

•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 인프라 확충 
• 랜선 회식,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활동 지원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COVID-19 시대의 상호소통 활성화

업무 
효율화

• 고부가가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효율화 우수사례 발굴〮시상
• 회의시간 단축, 참석자 및 자료 간소화 등 효율적 회의 문화 조성

협업 
촉진

• 부서간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유관부서간 교류 확대
• 부서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유관부서가 함께 이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협업과제 해결과정 운영

299명
전사 

Change Agent

조직문화 5대 목표 및 일류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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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배구조 선진화

CREDI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05

Link to UN SDGs

주요 이해관계자

건전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을 위해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지속가능경영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ESG 관리·감독 역할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CEO와 이사회 의장 간 분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제도 

수립 및 관련 교육 제공을 통하여 사내에 윤리·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영역 주요 성과 단위 2019 2020 2021

이사회 
선진화

사외이사 비율 % 57.1 57.1 57.1

이사회 평균 참석률 % 93.9 93.5 93.7

윤리·준법

준법·윤리교육 명 9,697 12,063 12,598

부정감사 징계 명 9 12 0

부정사고관련 계약 
종료된 파트너사 개 사 0 0 0

준법 점검 활동 건 17 22 26

※ 지표 범위: 국내

주요 성과 지표

지배구조 선진화

임직원 주주·투자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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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진화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이사회는 법령 혹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중에 선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

고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1)

성명 전영현 성별 남
최초 선임 2017.03.24 분야 경영전반
주요 경력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 역할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최윤호 성별 남
최초 선임 2022.03.17 분야 경영 총괄
주요 경력 대표이사 

이사회 내 역할 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김종성 성별 남
최초 선임 2021.03.17 분야 경영전반
주요 경력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이사회 내 역할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
경영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보상위원회 위원

성명 권오경 성별 남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전기전자 산업 
주요 경력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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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박태주 성별 남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노동정책, 노사관계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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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최원욱 성별 남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회계, 세무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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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김덕현 성별 여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법, 인권
주요 경력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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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사외이사

1) 2022년 3월 17일 기준 구성 현황 
    * 신규 선임 : 2022년 3월 17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윤호 사내이사 선임
    *  겸직 현황 : 김종성 사내이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기타비상무이사, 권오경 사외이사는 유민문화재단 사외이사, 최원욱 사외이사는 

LIG넥스원 사외이사 겸직 
    *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2022년 6월 30일 기준, 2.3년
▶  삼성SD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https://www.samsungsdi.co.kr/ir/disclos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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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임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삼성SDI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구축

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

가 상법(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 8)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사 

후보로 선정합니다. 이후 이사 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

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4인)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해

상충 가능성을 차단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 운영 규

정 제10조에 따라 개별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

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제고
삼성SDI는 이사회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성별, 인종, 종교,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를 지속

가능성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더욱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 여부에 따라 개최 가

능한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결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7회의 정기이사회와 2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심

의·의결했으며, 특히 정기이사회에서는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등에 대하

여 심의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향상
이사회 및 이사회 위원회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경영·경제, 전자 

및 배터리 산업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분기별로 사업 현황 및 전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사외이

사의 요청 및 필요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

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경영활동 현황 파악을 위한 교육을 진

행했습니다.

교육 일자 주요 교육내용 

2021.05.20

• 천안사업장 소개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이해
• 소형·중대형 배터리 생산 라인 투어

2021.12.29 • 삼성 CSR(사회적 책임) 추진방안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사내이사 사외이사 전체

1차 정기 33.3 100 71.4 

2차 정기 33.3 100 71.4 

3차 정기 100 100 100 

4차 정기 100 100 100 

5차 정기 100 100 100 

6차 정기 100 100 100 

1차 임시 100 100 100 

7차 정기 100 100 100 

2차 임시 100 100 100 

평균 참석률 85.2 100 93.7 

2021년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운영

93.7%
이사회 참석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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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6개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별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구성원은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 산정
이사진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 한도에 대한 적절성 검

토를 진행한 뒤,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적

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각 이사의 보수는 승인된 한도 내에서 각 이사의 

담당업무, 위임업무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사내이사 보수

는 직위별로 책정된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연봉은 매출액, 순이익, 주가 등 재무적 성과 관련 지표와 안전, 노사관계, 

부실, 부정,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환경 및 사회적 성과 관련 비계량 지표

를 통해 책정됩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기본 급여, 복리후생, 업무수행에 필

요한 각종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

해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동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업계 보

수 수준과 직무수행의 위험성 및 책임, 투입시간 등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

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사외이사의 활동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정량 및 정성 지표로 구성된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가 공정하

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해당 평가의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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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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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사외이사 4인

•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략, 정책, 
   주요 활동심의·의결
• 주주환원 정책 사전 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분 단위 2021

실 지급액 백만 원 6,285

사내 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5,926

사외 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359 

사내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백만 원 1,916

사외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백만 원 90 

1)  사외이사 4인은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상기 인원수 및 보수 총액에는 2021년에 퇴직
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기재

2021년 이사회 보수 지급 내역1)

사외이사 평가 체계

정량적 지표

이사회 회의 참석률, 
의안 심의 횟수, 

소속 위원회 활동 등

정성적 지표

사외이사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

5. 지배구조 선진화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2022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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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삼성SDI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삼성의 경영원칙 하에 체계적인 컴플라

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SDI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

램은 카르텔, 내부거래, 하도급, 상생협력, 영업비밀, 부패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준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교육 및 점검–개선 이행 등 사후관리’의 단

계로 구성된 프로세스를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목적 및 구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는 삼성의 7개 주요 관계사1)의 준법감

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2020년 2월 5일 출범하였습니다.

준감위는 삼성SDI 외부에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치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법률, 회계, 경제, 행정 등 준법감시 분

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위촉되었습니다.
1)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요활동
준감위는 관계사 준법지원인들과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감위는 관계사의 대외후

원금 및 내부거래 안건들을 통지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

의 제보채널(우편, 이메일, 외부기관 등)을 통해 관계사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회의 개최 내

역 및 대외 입장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준감위는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관계사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

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준감위 제도 및 활동을 통해 선진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라인 준수, 준법교육 및 점검 등 준법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

니다. 2022년에는 실무자급 위주의 TCM(Team Compliance Manager) 제

도를 추가로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자율 준법경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준법통제기준
삼성SDI는 상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

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준법통제기준’은 준법통제체제의 운영, 준법지원인의 권한과 의무, 

임직원의 준법의무와 준법통제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
임직원이 쉽고 간편하게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스스

로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포함한 컴플

라이언스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언론보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된 문의사항 및 익명제보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간편하게 등록하고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

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이해도 및 업무 

활용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료 요구시스템 운영을 통해 관련 

교육 및 점검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기술자료 관련 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전담 조직
삼성SDI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은 CEO 직속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를 통

해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준법실천

조직을 구성하고 부서장급 준법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준법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법관리책임자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준

법경영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부서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가이드

윤리·준법경영 체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리스크 
모니터링

교육 및 
점검 개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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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윤리·준법 관리 활동

컴플라이언스 제도
삼성SDI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

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종회사와의 카르텔 리스크

를 방지하고자 동종회사 접촉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들

의 자발적인 준법역량 제고 및 준법통제체제 고도화를 위해 임원 준법지

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점검 및 모니터링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법, 규

정, 계약 준수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향후 교육 및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외의 법적 이슈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영업비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

니다. 평소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는 현업 의사결정 프로세스 안

에 컴플라이언스 검토·합의를 필수로 설정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관리책임자 주관으로 각 준법실천조직별 부서 자율테마점검을 

진행하여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점검 사례에 대해서 포상을 진행합니다.

윤리·준법 소통 확대
삼성SDI의 최고경영자(CEO)는 정기적으로 대내·외에 준법의지를 전파하

고 있으며, 임원진 역시 소속 부서원들에게 준법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여 

전사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준법관리책임자들은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가이드라인의 준수

와 컴플라이언스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를 주

기적으로 제공하여 임직원 스스로 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대상 소통활동으로 매 분기 컴플라이언스 이

슈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와 법률 제·개정 내용을 담은 ‘SDI Compliance 

Letter’를 사외이사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컴플라이언스팀 홍보 및 주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담

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전 임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

스 관련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를 진행하여 임직원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

디어 중 적용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효과적인 준법경영 실천 및 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준법교육을 진

행하고, 콘텐츠 개발 시 교육에 대한 집중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최신 방송 트렌드 컨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부서별 자율활동을 독려하고 준법 리더십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담합, 영업비밀 등 특별 교육 내용에 주요 리스크와 관련

된 법률 동향, 내〮외부 위반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파트

너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여 파트너사의 준법

경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제보 채널
삼성SDI는 회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및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사전 방지

하기 위해 준법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컴플라이언스 시

스템, 회사 홈페이지, e-메일, 전화, 팩스 등 사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모든 제보는 접수 시 비공개로 처리되어 익명성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보자의 제보 편의성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윤리·준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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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정보보호

삼성SDI는 회사의 중요자산과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 시설, 기술

에 대한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삼성SDI는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과 개

선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정책은 회사와 임직원이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시행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보안 수준을 측

정할 수 있는 지수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 정책의 대상

은 회사가 소유·보유하거나 회사로부터 생성된 모든 유·무형의 정보자산

이며, 임직원은 물론, 계약에 따른 파트너사 직원을 포함해 회사를 방문하

는 모든 외부인에게 적용됩니다. 

국내·외 관련 법령, IT 신기술 신보안위협 관련 보안대책 등을 반영해 매년 

개정하며, 개정된 정책은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 교육과 정보보호 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코

드를 이용한 중요 정보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악성코드 

모의 메일 테스트를 월 1회 진행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방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임직

원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정보보호 역량

을 강화하고 고도화되는 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

안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관심과 제보를 장려하여 보안 관련 사

고를 예방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조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과 핵심 정보의 

보호 업무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 중 국가핵심기술은 ‘국가핵심

기술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본사 정보보호 전담 조직은 국내·외 사업장에서 임명한 정보보호 

관리자와 함께 ‘전사 보안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회사의 정보보호와 관

련된 모든 사항을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임직원과 모든 사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

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CCTV와 출입 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모든 사업장은 출입 권한을 가진 임직원만 출입 가능하며, 사업장 

방문객이 사전 방문 신청을 통해 출입 허가를 받도록 내방객 관리시스

템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출문검색체계를 구축하여 회사자산과 중요정보가 허가없이 

반출되지 않도록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출입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는 외주 파트너사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외부에서의 침입

을 막고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차단 시스템과 외부 무단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그리고 회사 PC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암호화시스템 

등 다양한 IT시스템을 운영하여 회사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수료 임직원 수

2021

8,786 

2020

7,639 

2019

7,041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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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개인정보보호

삼성SDI는 회사 임직원, 고객 그리고 내방객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

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기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에서 고시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삼성SDI는 임직원, 고객, 내방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이용 

기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정

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

침’을 통해 삼성SDI의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사항, 

개인정보 처리 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조직
삼성SDI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스마트IT팀장을 선임하여 개인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보보호그룹, 법무

그룹, 컴플라이언스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운영하

여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법무팀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사무국’을 설립하여 법적 

전문성이 강화된 전담조직의 신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개인정보취

급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의 개인정보취급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텐츠는 매년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88명(사내 개인정보취급자 291명, 파트너사 개인정보취급자 97명)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관리하

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

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건에 대해서는 사유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

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를 전달하는 제공처 등에 변화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매

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회사 시스템에 등록 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동의 없는 무단 수집을 방

지하고 있습니다.

내방객의 경우, 내방객 관리시스템에서 내방 신청 시 사전동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컨텐츠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및 

처리단계별 
주의 사항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유출 예방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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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TRANSPARENCY 
IN STAKEHOLDER 

ENGAGEMENT

06

Link to UN SDGs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삼성SDI가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삼성SDI의 지속가능경영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SDI는 고객, 파트너사, 정부, 산업협회·대학·연구기관, 지역사회·시민단체, 

임직원, 주주·투자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며,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식 블로그, YouTube,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사업 특성상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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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2021년 소통 활동 가치 제고 방안

고객 • 고객 방문
• QBR(Quarterly Business Review) 미팅

• QTR(Quarterly Technical Review) 미팅
• 홈페이지

• 고객 관점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 강화
• 다양한 소통 채널 기반의 신속한 정보제공

파트너사 • 구매포털시스템 운영
• SSP(Samsung SDI Partner’s Association)

• 파트너사 교류회 진행
• CEO 및 책임임원 파트너사 방문

• 공정거래 원칙 수립
• 성과공유제 운영

• 상생협력컨설팅 도입
• 기술, 인력, 자금 지원

정부 • 국책과제 참여
• 공통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정책 참여 및 법규 준수 
• 성실한 조세 납부

• 투명한 정보 공개

산업협회·
대학·연구기관

•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협회 및 
   학회 회원 활동

• 연구개발(Open Innovation)
•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연구개발 지원
• 산학협력 확대

지역사회·
시민단체

•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 사회공헌 활동

• 자매결연 •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
• 환경,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 운영

임직원 • 노사협의회 운영
• 열린상담센터 운영

• 경영설명회 개최
• 만족도 조사 실시

• Change Agent
• SDI Talk

• 글로벌 SDI Pick!
• 뉴스레터 발간

• 사업장 안전 관리 활동
• 선진적 조직 문화 구축

• 임직원 역량 개발 지원
• 복리후생 제도 운영

주주·투자자
• IR 실적 컨퍼런스 콜
• IR 로드쇼 진행
• IR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운영

• 주주총회 개최
• IR 컨퍼런스 및 수시미팅 진행
• 공시

•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 주주총회 등 경영현황 공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확대

접근 방향 및 관리 방안

이해관계자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1.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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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확대

주요 소통 채널

삼성SDI의 새로운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적시에 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반영하

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만의 특색이 담긴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업계 전반의 동향과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
세부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실용성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회사와 제품,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삼성SDI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데에 활용하

는 분산된 채널을 종합 안내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업, 현황 등 회사 관련 정보가 집적된 적시성 높

은 소통 채널입니다. 

공식 YouTube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성이 높은 소통 채널로, 삼성SDI의 사업 활동과 제품 특성을 더욱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

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삼성SDI 간접 체험 및 직무소개 등의 컨텐츠를 소개하며 MZ 세대 구

직자와 임직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디정보통

직무소개

주모~ 기술 한 사발 주소!

스디위키

배터리 실험실

와! 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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