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환경경영 추진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14

17

18

19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환경경영 추진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OVERVIEWSAMSUNG SDI Sustainability Report 2021 14SUSTAINABILITY MAIN THEMESSUSTAINABILITY MANAGEMENT APPENDIX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ESG 관점의 밸류체인 관리 방안

배터리 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ESG 이슈가 연관된 산업으로서, 제품 사용단계의 친환경 가치에 대한 기회와 그 외 밸류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이러한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전달되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밸류체인

위기요인

기회요인
・ 글로벌 친환경 이동성 수요 증가,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한 ESS 설치 확대 등 제품이 Net-Zero 
    사회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

・ESG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핵심 원자재가 편중1)

・공급망 ESG 리스크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 증가 

자사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 실사 체계 및 제3자 검증 체계 수립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과정평가(LCA) 역량 내재화 필요

폐배터리, 스크랩 등에서 원자재 회수 기술 개발 및 양산 과정에 재활용 원자재 투입 필요

・ 기존 내연기관 대비 CO2 발생량 많음2)

・ 사업장 노동/인권 이슈에 대한 규제 확대

・ 고객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
・ 배터리 안전성 관련 사회 이슈 증가로, 
    제품의 품질 강화 요구 증가 

・ 원자재 회수 기술 및 재활용 원자재 품질 확보 
    요구 확대
・ 재활용 금속 사용비율 공시 의무화

・ 공정 스크랩 및 폐배터리의 재활용 순환 체계
    (Closed-loop) 구축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

1) U.S. Geological Survey, 202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2: U.S. Geological Survey            
2) BloombergNEF, New Energy Outlook, 2020

원재료 채굴 및 제조 배터리 제조 완성품 제조 및 제품 사용 폐기(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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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삼성SDI는 2022년 3월, ‘에너지·소재 솔루션 분야에서의 초격차 ESG IMPACT 리더(‘Super-gap’ ESG IMPACT leader In Energy & Materials Solution)’ 비전을 향한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중점영역
비전 달성 및 
전략 방향의
실천 영역

임직원 
의사결정 및
업무 기준

전략방향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Infinite Safety

선제적 기후 행동

Move to Net-Zero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Partnership with 
Value-Chain Partners 

and Community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Accountability in 
Value-Chain

지배구조 선진화

Credi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Transparency in 
Stakeholder 
Engagement

제품 안전
(Product Safety)

직원 안전
(People Safety)

기후 위기 대응
(Action for Climate Crisis)

자원순환
(Circular Economy)

밸류체인 파트너십
(Value-Chain Partnership)

사회공헌
(Togetherness with Community)

공급망 관리
(SCM Risk Management)

노동/인권
(Labor/Human Rights)

이사회 선진화
(Advanced BOD)

윤리/준법
(Ethics & Compliance)

투명한 정보공개
(Transparent Disclosure)

소통 확대
(Proactive Communication)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도

BUILT-IN

제품 내 환경사회적 가치로 
품질 경쟁력 

제고

LOCK-IN

공급망 내 ESG 확산을 통해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WITH-IN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가치 

창출

회사·사업
지향점 비전 초격차 ESG IMPACT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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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직원 안전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밸류체인 파트너십

사회공헌

공급망 관리

노동/인권

이사회 선진화

윤리/준법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 확대

지속가능경영 전략방향

비즈니스 측면과 사회 측면에서 동시에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 제고’, ‘밸류체인 파트

너십 강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3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IN’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일하는 방식에 내재화하고자 ‘BUILT-IN’, ‘LOCK-IN’, ‘WITH-IN’을 개발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방향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중점 영역

중점 영역은 내재화의 우선 영역으로서, 배터리 산업에서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영역

입니다. 사업과의 연관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6대 중점 영역 및 12대 세부 이슈로 구성되며, 각 중점 영역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아 ‘IMPACT’라는 삼성SDI만의 지

속가능경영 브랜드 워딩을 개발했습니다. 

LOCK-IN

공급망 내 ESG 확산을 통해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BUILT-IN

제품 내 환경사회적 가치로 
품질 경쟁력 

제고

WITH-IN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가치 

창출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파트너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주주·투자자

ESG 관리 수준 및 품질 역량 향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제품 안전성 및 
친환경성 등 품질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정적 환경영향 예방

사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향으로 “내재화” (IN)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는 “긍정적인 영향” (IMPACT)

‘안전’ 최우선 
가치 추구

Infinite 
Safety

선제적 
기후 행동

Move to 
Net-Zero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Partnership 
with Value-Chain 

Partners and 
Community

밸류체인 
사회적 책임 이행

Accountability 
in Value-Chain

지배구조 
선진화

Credi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Transparency 
in Stakehold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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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삼성SDI는 2022년 1월,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획팀 내의 ESG전략그룹을 최고재무책

임자(CFO) 직속 조직인 ‘지속가능경영사무국’으로 재편하여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CEO가 주관하는 C-level 협의체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실무 단계에서의 지속가능경영 과제 대응 및 Communication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부, 해외법인, 

유관부서 간 ‘ESG Working Group’을 구성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ESG Working Group’과 긴밀한 소통

을 기반으로 삼성SDI가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공포·시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회적 책임, 투명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최전선에서 

기업은 그 전환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생산 양식과 소비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ESG에 대한 

인식과 활동 강화가 요구됩니다.

저희는 미래 세대와 지구 생명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ESG 경영을 사업 성장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E)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온실가스 감축, 배터리 리사이클 확대, 사업장 

폐기물 매립 최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S) 측면에서는 책임 있는 광물 소싱, 

EU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 등 이사회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김 덕 현

CFO/지속가능경영 
사무국장 

부사장 김 종 성

이사회

경영진

실무진

지속가능경영협의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 Working Group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사업부 해외법인 유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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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환경경영 추진 체계

환경경영 추진 체계

환경경영 추진 체계

환경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전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아젠다입니다. 삼성SDI는 특히 기후 변화 및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 기후행동’을 환경경영의 중점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이라는 2대 테마로 구분, 총 6대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입니다.

삼성SDI 환경경영 : 선제적 기후행동

2대 테마

6대 과제

공정 스크랩 및 폐배터리의
재활용 순환 체계(Closed-loop)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회수

사업장 재활용 확대

・ 2025년: 42% 
・ 2030년: 65%
・ 2050년: 100%

・ 2021년: 603㎥/억 원 (0.3 tCO2e 절감)
・ 2030년: 513㎥/억 원(5.5만tCO2e 절감) 
・ 2050년: 301㎥/억 원(34만tCO2e 절감) 

・ 2022년: 말레이시아, 헝가리
・ 2023년: 중국 
・ 2025년: 미국

사업장 폐기물 매립 최소화
・ 2023년: 국내사업장 Platinum, 
                       해외사업장 Gold 인증 취득

거점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전 사업장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LNG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저감

・ 2022년: 2개 
・ 2023년: 6개(4개 추가)
・ 2024년: 10개(4개 추가)

용수 취수량 절감 및 재이용을 통한 
용수 사용 원단위 절감

・ 2021년: 55.5㎥/억 원  
・ 2030년: 41.2㎥/억 원
・ 2050년: 27.8㎥/억 원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 확대

재생에너지 100%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무공해 차량으로 100% 전환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전 업무차 무공해차 전환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 2025년: 36% 
・ 2030년: 100%

・ 2022년: 사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로화
・ 2023년: 입점 업체 일회용품, 플라스틱 50% 저감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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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전사 차원 리스크 관리 체계

삼성SDI 이사회는 사업, 재무, 안전환경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별 리스크와 담당 부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사업과 관련된 전략, 재무, 운영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 등이 있으며, 담당 부서의 리스크 점검 결과와 대응 전략은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혹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이사회

비재무 리스크전략 리스크 재무 리스크 운영 리스크

경영지원실 품질보증실,
구매팀, 인사팀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감사팀

컴플라이언스, 
공시 등

신사업, 수주, 
투자 등

시장, 신용, 
유동성 등

품질, 원자재 수급, 
보안 등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생협력사무국, 
지속가능경영사무국

Global 안전/기술센터, 
인사팀

기후 위기 대응 공급망 ESG 관리 안전, 전염병 등

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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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분류 및 저감 활동

리스크 리스크 카테고리 설명 영향 저감 활동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 경제 리스크

・ 전기차, ESS 등 Net-Zero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제품/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더욱이 광물 원자재의 매장지역과 공급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수급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자재 수급 경쟁 심화는 
    배터리 제조 원가 상승을 야기하며, 
    이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

・ 원자재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혹은 협력을 통해 
    원자재 수급 확보

・ 자원 회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재활용 원자재 회수율을 
    높여 배터리 제조에 재투입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 
사회/환경 영향 및 
관련 규제 발효 예정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사회 리스크

・ 원자재가 다수 매장되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상 
    채굴 과정에서 수질 및 토양 오염,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이슈가 존재함

・향후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의 발효로 공급망 내 
    ESG 리스크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리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 공급망 실사가 고객사(완성차 제조사 등)와의 
    공급 계약 시 의무 조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함

・ S-Partner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 ESG Audit 제도를 통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한 
강력한 고객 요구 및 
관련 규제 발효 예정
(EU 배터리 규제(안))

환경 리스크

・ 완성차 제조사는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에게 RE100 선언, SBTi 참여 등 
    적극적인 탄소발자국 감축 노력을 요구함

・ EU 배터리 규제(안) 발효를 통해 배터리 생산자는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정보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최대 배출량 상한선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부여 받을 것으로 예상됨

・ EU 배터리 규제(안)에 따라 탄소 발자국 
    정보 공시 의무와 최대 상한선 준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 배터리 LCA 산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 205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