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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현황

삼성SDI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

이사의 선임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운영

삼성SDI는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선정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의 유연성 및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중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자가 상법(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

31일 기준, 삼성SDI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542조 8)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독립성 기준에서 정의하는 결격사유에

1)

해당하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4인)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

사내이사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성명

전영현

성별

남

최초 선임

2017.03.24(2020.3.18 재선임)

분야

경영 총괄

주요 경력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내 역할

이사회 의장 / 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장혁

성별

남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

2021.03.17

분야

경영전반

주요 경력

SDI연구소장 부사장

이사 선임 시 성별, 인종, 종교,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

이사회 내 역할

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김종성

성별

남

최초 선임

2021.03.17

분야

경영전반

주요 경력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이사회 내 역할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함으로써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서상에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기적인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른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결의되며, 2020년에는 7회의 정기이사회와 4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
여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이사회에서는 COVID-19 관련 기부금 출연의 건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참석률
(평균)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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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개별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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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회차

사내이사

사외이사

전체

1차 임시
1차 정기

100
100

75
100

85.7
100

2차 정기

66.7

100

85.7

2차 임시

100

100

100

3차 정기

100

100

100

4차 정기

100

100

100

3차 임시

100

100

100

5차 정기

100

100

100

6차 정기

66.7

100

85.7

4차 임시

100

100

100

7차 정기

33.3

100

71.4

평균 참석률

87.9

97.7

93.5

성명

김덕현

성별

여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법, 인권

주요 경력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이사회 내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박태주

성별

남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별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이사회의 권한 중 일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노동정책, 노사관계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전원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

이사회 내 역할

보상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최원욱

성별

남

위원회

구성

역할

최초 선임

2020.03.18

전문 분야

회계, 세무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3인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정관,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른 업무 수행
‧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감사위원회 위원장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4인

‧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이사회 내 역할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4인

‧ 내부거래 투명성 및 공정거래 준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상위원회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 ‧ 등기이사의 연봉 및 일회성 보수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이사회 위원회

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신규 선임 : 2021년 3월 17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장혁, 김종성 사내이사 선임
겸직 현황 : 김종성 사내이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기타비상무이사, 권오경 사외이사는 유민문화재단 사외이사, 최원욱 사외이사는 LIG넥스원
사외이사를 겸직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2020년 12월 말 기준, 1.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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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사외이사의 전문성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경영·경제, 전자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기전자 산업, 법/인권, 노동정책/노사
관계, 회계/세무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4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사외이사의 이해도 증진을 돕기 위하여 분기별 사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외이사의 요청 및 필요 시에 별도의 교육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규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경영활동 현황 파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삼성SDI는 올바른 준법문화의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리스크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교육 및 점검–개선 이행 등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로 운영되며, 주요 관리 분야로는 카르텔, 내부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0

거래, 하도급, 영업비밀 보호, 부패 방지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회사와 최고 경영진의 준법감시를 위해 삼성SDI를 포함한
삼성그룹 7개 관계사가 함께 외부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된 이후 삼성SDI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삼성SDI의 준법감시 및 통제활동에 대해 주기

건

적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요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SDI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일자

전담 조직

주요 교육내용

2020.04.28

‧ 배터리 제품소개 및 제조공정의 이해

‧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전망

‧ 전자재료 시장 전망

‧ 최고 경영진 대상 준법감시 강화방안 소개

2020년에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CEO 직속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준
법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법무팀장이 겸임하던 준법지원인을 별도 선임하고, 전사 조직별로 구성된 준법실천조직을
강화하고자 부서장급의 준법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법관리책임자는 준법실천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각 조직원에게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준수, 준법 교육 및 점검과 같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

은 준법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준법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준법관리책임자를 대상으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반영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을 수시로 제공하여 준법관리책임자의 역량을 강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각 사외이사의 종합평가 결과는 재선임 결정 시 참고자료로 반영됩니다.

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이사회 회의 참석률, 의안 심의 횟수,
소속 위원회 활동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

준법통제기준
삼성SDI는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며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의 모든 업무 수행 시 적용되는 ‘준법통제기
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상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준법통제체제의 운영, 준법지원인의 권한과 의무, 임
직원의 준법의무와 준법통제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하여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이사회 보수 산정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준법통제체제의 적절성·실효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운영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본 유효성 평

보상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 보수 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

가 내용은 향후 준법경영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이사 보수 한도를 결정하며, 승인된 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이사의 담당업무, 위임업무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집행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사내이사의 보수는 직위별로 책정된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성과 연봉 책정 기준은 매출액, 순이익, 주가 등 재

임직원이 편리하게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행동규범을 인지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

무적 성과와 관련한 계량 지표와 안전, 노사관계, 부실, 부정,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환경 및 사회적 성과 관련 비계량 지표를 포

니다. 임직원은 시스템상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 세부 지침 및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국내·외의 최신 컴플라

함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복리후생, 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이언스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하는 준법 관련 의문 사항을 수시 문의하고, 동종회사 접촉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 결정에 사외이사 활동 평가를 연동하지는 않으나, 동종업계 보수 수준과 직무수행의 위

신고 및 익명제보 등 다양한 메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컴플라이언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험성 및 책임, 투입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술자료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상으로 협력회사의 기술자료 요청
및 수령이 가능한 ‘기술자료 요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전사에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적극적

2020년 이사회 보수 지급 내역1)
구분

단위

2020

실 지급액

백만원

10,047

사내이사 보수 총액

백만원

9,690

사외이사 보수 총액

백만원

357

사내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백만원

3,230

사외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백만원

45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사외이사 4인은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상기 인원수 및 보수 총액에는 FY2020 중 퇴직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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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관리 및 분쟁 대응

삼성SDI는 효과적인 준법통제와 준법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종회사와의 부당 공

삼성SDI는 연구개발부터 제품 양산까지 사업분야 전체에서 확보된 산출물에 관한 특허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동행위를 방지하고자 동종회사 접촉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의 준법역량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준법

권 확보 후에도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 환경의 변화에 알맞게 활용성이 높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 준법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하도급, 영업비밀 보호, 부패 방지 등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 내에 컴플라이언스 사전 합의 단계를 필수로 포함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2020년부터는 반부패 리스크를 더욱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외 후원금 지출 및 대상 업체 신규 등록에 관한 내부 규
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 건을 심의하는 ‘후원금 심의회’의 주관 조직을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으로 변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등록

있습니다. 특히, 전지 기술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및 IT 기기용 소형배터리에서부터 전기차, ESS용 중대형 전지까지 다양한 애플

(누적)

17,636

리케이션 분야에서 우수 특허를 확보하고, 차세대 전지 관련 특허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분야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0년 말 기준, 국내 5,070

건

건, 해외 12,566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외에도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 확보 및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당사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당사의 권리가 보

법 위반 리스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

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선행 특허 조사 등을 통해 특허 분쟁 가능성

요 리스크 유관 업무부서를 대상으로 법령, 내부지침 및 업무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내·외의 법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뒤 개발에 착수하는 등 당사가 뜻하지 않게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적 이슈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리스크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통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특허 등

2020년에는 준법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각 준법실천조직이 영업비밀 보호, 협력회사 기술자료 요청, 동종회사 접촉신고 등의

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분쟁 업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사내 인력의 전

업무 프로세스 관련 조직별 현황에 알맞은 부서 자율 테마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개선 조

문성 향상과 더불어 사외 전문가 영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점검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 및 제보 채널
삼성SDI는 회사와 임직원의 준법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사내 준법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2020년 누적 특허 등록 현황
(단위: 건)

5,070

있습니다. 제보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회사 홈페이지, e-메일,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4,113

4,022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2020년에는 회사 홈페이지 내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분리
운영되었던 제보 기능을 통합해서 제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익명 제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인식 확산

2,038

준법문화 확산 활동

1,410

삼성SDI의 최고경영자(CEO)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정기적으로 대내외에 표명하고 있으며, 임원진은 이를 소속 부서원들에

983

게 적극 전파하여 전사적 준법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준법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임원이 준법실
천서약을 실시하고 부서별 준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장들은 준법관리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가
이드의 준수와 제보 채널 활용을 독려하는 등 전 직원들이 준법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아울러, 2020년부터는 사외이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 분기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주요 언
론 보도와 법률 제·개정 내용을 담은 'SDI Compliance 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층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준법관리책임자 대상의 정기교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 시 발생 가능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영업 및 마케팅 직군, 해외 영업 주재원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
육을 실시하고, 구매 직군대상의 하도급법 교육을 운영하는 등 주요 리스크 분야에 대한 직무담당자 특별교육을 강화하였습니
다. 뿐만 아니라, 삼성SDI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과정을 운영하여 협력회사가 법률 역량을 제고하고 준법경
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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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연구개발 방향성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친환경성 제고 요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다변화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전지 성능

중대형배터리

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친환경 전기차의 시장 확대 및 주행거리 개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지

삼성SDI는 ‘친환경 초일류 소재 에너지 토탈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첨단소재에서부터 부품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이차전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고출력 EV 배터리를 개발하여, 삼성SDI의 차별화된 배터

IT 기기 및 반도체 소재의 전문기업으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신제품 및 신기술 도

리셀 설계를 기반으로 고용량 High-Ni 양극 소재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주행 가능 거리를 1.5배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이어나가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음극을 적용한 저저항 극판 설계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신공법을 사전 확보하여, 배터리 충전시간을 기존 대비 30% 추가 단축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2022년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를 추가로 향상시키는 기술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비용1)

8,083

(단위: 억 원)

억원

연구개발 성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8,083

1) 정부 보조금 차감 후,
연결기준

6,040

7,124

소형배터리
소형 원형 배터리는 전동공구(고출력), 전기차(고용량), Micro-Mobility(전기스쿠터 등 중출력) 시장에서의 채용이 지속 확대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TWS(True Wireless Stereo)용 coin cell 수요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이러한 TWS용 전지 수요
증가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2020년 전동공구용 5.0Ah급/25A
연속 방전이 가능한 고용량·고출력 배터리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사용 시간 증대 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을

2018

2019

2020

동종업계 대비 1년 이상 선행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각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최
고용량·초고출력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체계
삼성SDI는 플랫폼 성능 확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SDI연구소와 함께 각 소형전지, 중대형전지, 전자재료 사업부 내에 제

전고체배터리

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여 부문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사용 시간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삼성종합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배터리에 사용되는

또한, 이차전지 소재 연구개발 및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소재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 밀도, 수명,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전고체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배터리의 고용량화가 가능한 리튬 금속 음

출력 등 제품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며, 소재의 원가 비중이 높아 소재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재료 사업부는 전자

극의 충전 시 리튬이온이 음극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로 쌓여 수명 및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덴드라이트’ 현상을 해결

소재 연구 단지인 삼성미래기술캠퍼스 내에 입주하여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소형·중대형배터리 사

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 3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이러한 연구 성과를

업부는 개발 거점 및 평가 시설 등 유관 기능 인프라를 기흥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배터리 연구개발의 시너지 및 개발 효율성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회 충전당 800km 주행이 가능하며 1,000회 이상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고체전지를 개발하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략마케팅실의 영업 및 마케팅 기능을 소형·중대형배터리 사업부에 이관하여, 각 사업부의 책임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연구개발 성과
단기, 제품 중심

조직

중장기, 혁신적

삼성SDI 사업부 개발팀

삼성SDI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

기능

제품 개발

플랫폼 성능 확보

미래 전지 기술 연구

상세
R&R

상용화를 위한 제품 개발

차세대 소재 & 기술 플랫폼

프런티어 연구 &
신사업 테크놀로지 시딩(seeding)

부문
중대형

소형

전자재료

Open Innovation

외부 전문기관 및 국내외 유수 대학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삼성SDI의 차세대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산업인력 양
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자재료 소재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법 개발까
지 다방면에 걸친 산학협력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서울대, POSTECH, 한양대, 성균관대, UNIST 등 배터

연구과제

기대효과

업계 최고 수준 고용량·고출력 EV 배터리 개발

급속충전 특화 성능으로 프리미엄 전기차 업계 선점 기여

차세대 배터리 구조 및 신규 공법 개발

고용량, 고품질 배터리 공정‧공법 기술 확보

IT 기기용 이차전지 파우치 성능 평가 및
수요업체 적용 실증 연구

글로벌 업계 수준의 고신뢰성 파우치 개발

W One Slurry 개발

두 제품을 하나로 통합한 신개념 제품으로,
기존 시장 대체 및 신규 시장 진입 기여

CIS 소재 개발

일본 독점 소재 대체 및 박막‧고해상도 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

시인성 개선 편광필름

TV용 고사양 제품 시장 창출 및 매출 확대

QD Display 소재 개발

차세대 Display향 신규 플랫폼 기술 개발로 신사업 창출

리 연구 선도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
해 미국 등의 해외 대학 및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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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체계적인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기술 경

기술연수센터

쟁 속에서도 지속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현장실습 중심의 조기전력화 과정을 도입하고, 차세대 리

기술인력의 공통 역량 및 공정·설비 기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설비 기술 신입·전입 인력이 관련 기본 역량을 선행적

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과 코칭 과정,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술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문부터 실무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현

COVID-19와 같이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

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핵심 부품과 모듈로 구성된 실습 장비를 1인 1키트 방식으로 활용하여, 개념 이해와 실습을 효과적으로

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핵심부품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부품 기술 전문가 과정’과 설비 난제 및 공정
품질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설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글로벌 역량 강화

습니다. 기술연수센터는 앞으로도 엔지니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해볼 수 있는 Test Bench로서의 역할을 강화

삼성SDI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글로벌 역량 향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0년에는 임

하고,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선정하여, 영어·중어 등 어학 상위 자격 취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주/2주/12H/4H 등 다양한 ‘인텐시브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간 업무 배제가 어려운 인력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교육입과
를 지원하고, 본인의 현재 수준에 적합한 과정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외법인 파견 증가 추이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어학 교육과정 내에 법인이 위치한 국가별 주요 언어인 헝가리어, 베트남어 등 전략어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

인권 존중

삼성SDI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UN 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등 인권·노동 관련 글로벌 규준 및 가이드라인

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 각 지역의 노동법 등 현지의 법 규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COVID-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툴을 활용하여 외부 초빙강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교
육을 도입하고, 평일·주말·새벽·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교육을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준수 위반 사례

전사적 인권·노동 영향 관리

직무 전문가 양성

0

본사 주관 혹은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근로시간, 급여와 혜택, 인도적 대우,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각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발, 기술, 제조,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등 모든 직무와 관련된 집합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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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결사의 자유 등의 인권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권 기준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노동 환경이 취약한 지역 및 사업장을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인권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SDI에 특화된 기술교육인 STEP(SDI Technology Education Program) 과정을

확인해 동일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인권 및 준법 관련 자체 진단을 이행

운영하여 개발, 공정·설비, 품질 직무의 기술교육을 체계화하였으며, 부서별 사내 세미나와 학습셀을 통해 집합 및 온라인 교육

하여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Partner 인증 제도를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

아울러, 사내 교육과정 외에도 산학 연계를 활용한 석·박사 학술 연수 및 비학위 연수과정을 통해 개발,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

사적 차원의 인권경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차별 및 괴롭힘 정책에 대한 위반 사례는 발

성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구매, 품질, 관리 재무 분야의 국제·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등 전 임직원

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링크를 통해 삼성SDI 행동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업주도형 학습문화 구축

인권 인식 제고

빠르게 변화하는 신규 기술 트렌드와 직무별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특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직원을

인간의 기본권 보장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방적인 전달형 교육에서 나아가 맞춤형 직무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른 상호존중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대하기

이에 삼성SDI는 2020년부터 현업 직무교육 전문가(Education Agent) 제도를 마련하여 현업 주도형 학습문화를 구축하고

위해 매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니즈를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

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업 직무교육 전문가는 팀별·직무별로 요구되는 직무교육을 기획

니다. 또한, 사내 홈페이지의 ‘It Basic’ 게시판을 통해 성희롱 예방 교육, 상호존중문화 교육 자료와 임직원 실천 가이드 등의

및 운영하며, 해당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업 주도형 과정으

인권 관련 기본적인 지침자료를 상시 게시하여 성희롱 및 언어폭력 예방, 음주문화 개선 등을 위한 유의 행동과 대처 방안을 명

로는 사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팀 특화교육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현업 구성원이 함께 공부하는 학습셀과 특정 주제

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게시판을 통해 인권 이슈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슈 발생 시에는 관련 기준에 따

를 선정하여 부서원과 함께 공유하는 사내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엄격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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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일류화

노사간 소통 활성화

삼성SDI는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몰입도를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 및 경영성과를 함께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우

삼성SDI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준법경영 실천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소통 활성화에 앞장서고

수인력을 영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근간이 되는 선진 조직문화를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확립하기 위하여 부서별 조직문화 리더인 CA(Change Agent) 283명과 함께 공정한 평가, 팀원 육성, 열린 소통, 업무 효율화, 협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과 애로사항 청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생활과 관련된 임직원

업 촉진의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문화의 일류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 개선 제안사항이나 고충은 사내 온라인 소통채널인 '시시콜콜'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유관부
문에서 24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비밀글 기능을 통해 임직원의 문의 내용을 보호하

명

조직문화 5대 목표 및 일류화 활동
공정한 평가

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사간 소통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평가 교육 강화를 통한 평가자 역량 제고

2020년에는 1,193건의 내용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과 후속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과정 관리를 위한 중간평가, 피드백 등 평가 면담 확대를 통한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평가 수

이 외에 회사의 경영과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진행되는 부서장 회의체 ‘리더스 채널’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내

용성 제고

용은 부서장이 직접 부서원에게 안내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팀원 육성

- 부서별 EA(Education Agent) 선발을 통해 직무별 특화된 교육 및 학습셀/사내 세미나 등의 현업 주
도형 학습 추진
- 직무 변경 희망 시 원하는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커리어마켓 제도 신설을 통해 임직원 커리어 개발 지원

열린 소통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일과 삶의 양립 지원
삼성SDI는 임직원의 일과 삶이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
하여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업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 인프라 확충

시행하여 보다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내 모성보호실을 운영하고, 모든 사업장

- 랜선 회식/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활동 지원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COVID-19 시대의 상호
소통 활성화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임직원의 원활한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권고 수준 이상으로 자체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출산·육아기 임직원의 육아 병행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

- 고부가가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효율화 우수사례 발굴·시상
- 회의 시간 단축, 참석자 및 자료 간소화 등 효율적 회의 문화 조성

난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협업 촉진

- 부서 간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유관부서 간 교류 확대
- 부서 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유관부서가 함께 이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협업 과제 해결

육아휴직

과정 운영

본인 혹은 배우자가 난임 시술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한 난임 휴가 5일을 제공하
고, 난임 의료비를 연간 100만 원(50만 원/회)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5일 전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휴가일은 10일(다태아는 20일)입니다. 1회 분할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삼성SDI는 최대 1년간 추가로 휴직 기간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육아휴직 대상 연령인 8세 대비 12세까지 확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육아휴직 1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산한 최대 2년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 운영
사내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주
거안정 문제를 돕기 위해 1가구 무주택 임직원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시, 회사의 승인을 거쳐
대부받은 경우에 한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
하여 임직원의 자기계발 및 여가·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종합검진 및 실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링크를 통해 삼성SDI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활성화 랜선회식

협업과제 우수사례 시상

건강 및 보건 관리

임직원 건강증진 활동
삼성SDI는 정기검진, 작업환경 조사, 건강 교육, 질병 예방 등 임직원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초기에 진
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진 이외에도 종합(생애)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부속의원(건강관리
실) 연계를 통해 건강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명사 초청,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 증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방법을 변경하
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천안사업장과 구미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 근골격계 예방 프
로그램을 통해 업무 외 생활습관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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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안전 관리체계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전사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특히 개정 시 강화된 도급
관련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 전 안전보건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사업장
안전 관리 활동

안전환경 통합시스템 운영
삼성SDI는 안전보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규 모니터링 및 사전 리스크 감지를 위해 전사 안전환경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보건 법적기준 및 사내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협력회사 근로자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안전환경, 보건, 화학물질, 방재, 협력회사, Audit, 공통 8개 부문 및 4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정상 운영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국내외 전 사업장에 대해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항별 영향 분석 및 관련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외부 전

사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유효’ 확인을 받았습니다.

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확인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조 관리감독자 수준 평가
전담 조직

삼성SDI는 기존 구미사업장에서 진행되던 파트 조직 대상의 안전환경 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국내의 전 사업장(천안, 울산, 청

삼성SDI 안전환경그룹은 전지의 고용량화에 따른 발화 리스크에 선행 대응하기 위해 전문 기술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조건

주)에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0년 하반기에는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였던 평가방식을 재정비하여 4개 분야 및 35개

에서의 발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전지 유형별, 공정별, 설비별 소화대책을 재검증하고 있으

항목으로 단일화하고, 천안과 울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평가를 실

며 최적의 소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화 요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리스크를 통제하는 활동

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 일선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안전환경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환경 행동 방침

사고 및 기준 미준수

삼성SDI는 "안전환경이 경영의 第一 원칙이다"라는 경영원칙 하에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이자 행동방침인 안전환경 10
계명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서 회의 전 안전환경 10계명을 제창하도록 하여 행동방침의 목적과 의미를 내재화

행동분석평가

안전환경 관리 수준 평가
4대 분야
안전환경 활동

안전환경 참여도

하고 있으며, 안전환경 10계명의 실천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의식 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제조 현장 안전인증 강화

전사의 산업안전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00여 종의

삼성SDI는 제조 현장의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비 제작 시 제3자 기관 검증을 통해 설비 안전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임직원의 관심사와 니즈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 및 신입사

더불어, 2020년에는 작업자가 직접 설비를 조작하는 유의 작업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작업자에 한해 설비 에러 조치

원, 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기계·기구 취급자와 작업 배치·변경 해당자 등 직군·직급 또는 근무 공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

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제조 직무인증제를 신규 도입하여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문화 정착 활동

삼성SDI는 사업장 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 환경, 보건, 방재 전 부문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각 항

삼성SDI는 자체적인 안전문화 평가 툴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안전문화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8대 분

목에 대해 일별, 주별, 월별 주기로 이루어지며, 매주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간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저감 항목 및 취약 항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전략을 수립하여 특별 활

잠재 위험 발굴

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공정 내 잠재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확인된 잠재 위험은 전산시
스템에 등록해 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사의 잠재 위험 발굴 실적은 제조인력 기준 총 309,721건이며, 인
경영진의 의지

역량

역할과 책임

준수

8대 분야
위험관리

원인 분석 및 시정 조치 활동

의사소통 및 참여

모니터링

당 기준 41.2건으로 목표(인당 12건) 대비 34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잠재 위험 발굴 우수사업장 시상을
진행하여, 최다 발굴 및 우수 개선 사례로 선정된 베트남 법인에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비상대응 체계 구축
다양한 사건·사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내 24시
간 비상대응 소방대를 운영함으로써 비상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 리스크를 고려
하여 Shift별 특성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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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시스템 운영

배터리 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곧 안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안전 점검을 위한 관리

삼성SDI는 화학물질 반입 시 사전에 법적 규제 저촉 여부를 파악하여 반입 및 사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환경시스템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위험성에 따른 취급 및 보관에 대한 기준을 재수립하고, 화

G-EHS(Global Environment, Health & Safet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개발자재, 소모품 등 사업장에 반입되

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한 국내·외 소방대 인력 대상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

는 모든 화학물질은 구매 전 단계에서 안전환경 분야별 영향 검토 및 평가를 거치게 되며, 반입 시에는 법적 조치 사항을 확인

니다. 특히 전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성 공정 내 모니터링 룸을 신설하고, 전지 보관 및 이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한 후 구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에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전사적 차원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 문화를

에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추가 신설로 감지 능력과 소화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개발·품질 등의 TEST 전지에 대해 위험 셀 관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한 침수 방폭 챔버를 제작 및 운영 중입니다.
또한, 천안사업장 폐전지 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안으로, 폐전지에 대한 처리 기준을 재정립하고 폐전해액 및 폐유 등 인화성 폐

사내 규제물질 관리

기물은 위험물 창고로 이동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 반출 주기를 주 1-2회에서 2-3회로 단축하여 내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 규제물질 선정·관리 시 법적 규제 물질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물질(발

부 보관량을 축소하였으며, 폐전지 방전실을 자원순환센터와 분리하는 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암성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내 규제물질은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내 화학물질 도입
시 반입 금지, 대체·저감 계획 수립, 방호 대책 강구 등을 확인하고 반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기 DRI(Double-check Risk Inspection) 도입 및 활성화

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노출 수준, 작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사업장에서의 작업 과정이 점차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신규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위험점 파악이 어려워지고 현장검증이

로 취급시설 밀폐·개선 등의 작업환경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기별 화학물질 사용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작업자의 사전 위험성 인지력 및 현장 적응성을 높여 위험 작업

화학물질 취급관리 실태, MSDS 및 경고 표지 부착 등 법적 이행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리스크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기 DRI(Double-check Risk Inspection)를 도입하였습니다. 수기 DRI는 작업 현장
에서의 위험점을 식별 표시하고 작업 방법과 안전 대책을 작업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안전의식
을 제고하고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시켜 실행력 향상 및 사고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1차 적용하였으며, 이후 생산설비 및 제조작업 등의 임직원 고위험 작업에도 확대 시행하고
DRI(Double-check Risk Inspection)
작성본

사내 규제물질 등급 및 승인 제도1)
금지
물질

A 등급

사내반입 금지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작업별 안전대책을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의 안전조치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상해사고 ‘Zero(0건)’를 달
B 등급

성하여 전년 대비 무재해로 안전사고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리
물질

협력회사 고위험 작업 사전 검증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협력회사 위험요인 Check

삼성SDI+협력회사 현장 사전 확인

작업현장 안전조치

현장 위험점 도출(Sketch)

물질승인위원회

대체·저감 계획 수립 및
방호 대책 강구

사내반입·사용 승인

C 등급
1) 유해성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공정 내 유해인자 점검 강화
삼성SDI는 연 2회 외부기관을 통해 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유해인자 취급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 변경

작업 분임토의 및 검증

및 신규물질 사용 시에는 수시 측정을 진행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는 법적
노출 기준 대비 30% 미만으로, 발암성 및 생식독성과 변이원성 물질 등의 특별 관리물질은 법적 노출 기준의 10% 미만으로 자

현장 내 위험점 스티커 부착

체 노출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공정에 대해서는 유해인자 대체·저감, 설비 밀폐
화 등의 개선 방안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점검(3자)

현장 확인점검(3자)

더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내 국소배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연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후드 및 덕트, 송풍
기 등이 법적 제어 유속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정기 정밀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342

개사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진단을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49억 원을 투자하여 유해인자 외 냄새 발생 공정조사를 통해 배기 흐름 개선, 설비

삼성SDI 공급망 내 안전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협력회사 안전수

부스화, 이동용 국소배기 설치 등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준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설비 및 인프라 구매, 각 사업장 안전환경그룹 및 인프라운영그룹 등과 협업하여 프로세스를 정립하였
고, 삼성SDI G-EHS(안전환경시스템) 내 협력회사 모듈을 구성하여 시스템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내 상
주 협력회사 76개사를 포함한 총 342개사의 인프라 공사 및 설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수
급인 선정 및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18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삼성SDI 안전환경 전문가들
이 협력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3개월 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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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COVID-19 대응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

사회공헌 비전 체계

삼성SDI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 있게 변화시키며, 아동·청소년이

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여 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COVID-19의 위험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 산업계의 비즈니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COVID-19 발생 초기부터 관련 대응

2020년은 특히 청소년 교육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었으나, COVID-19의 지속적인 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임직원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으로 인해 여러 제약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교육사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

체계적 대응을 위한 COVID-19 TF 운영
삼성SDI는 COVID-19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전사 COVID-19 대응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본사 인사팀, 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및 안전환경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출장관리 및 사업장 출입관리, 다중이

99

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의 대면 사회공헌 활동들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새로
운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

%

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며 삼성SDI의 사회공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용시설 관리, 발열자 관리 및 방역 활동, 교육 및 단체 활동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방역 기준을 업
비전

테마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청소년 교육)

데이트하고 이를 전사 게시판에 등록·공유하여 전 임직원 및 관련 부서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직원 감염 예
방을 위한 전사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대표 교육 프로그램

삼성SDI는 임직원의 감염 및 사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교육과 조직 행사 등의 대면활동을 중단하고 피트니스,
동호회실과 같은 사내 다중 이용시설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계단 손잡이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장소를 하루 1회
푸른별 환경학교

이상 수시로 소독하고 사업장 및 기숙사, 통근버스 등 임직원 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푸른별 꿈꾸는학교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푸른코끼리

버스를 증차하여 좌석 간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식당 운영 시간 확대 및 한 방향 배석 등으로 임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수칙 등의 일일 홍보 문자를 전사에 발
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문진을 통해 위험시설 방문 및 발열 등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 시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교육
프로그램

푸른별 환경학교
삼성SDI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
는 ‘푸른별 환경학교’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다루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이 직접 교사로 참여하여

비대면 업무문화 조성

신재생에너지 교육, 지구 온난화 체험, 친환경 이동수단 체험 등 다양한 환경교육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COVID-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비대면 업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외 업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원격영상 방식의 진로 멘토링

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사내에서도 화상회의를 활

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기존의 체험형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지방의 초등학교들이 폭넓은 학습의 기

성화하여 비대면 업무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유행지역에 거주 중인 임부 또는 산후 6개월 이내의 면역력

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총 716명의 학생이 새로워진 교육 방식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포스트 COVID-19 시대의 변화

이 약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는 임직원을 배려하

에 적합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더 많은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대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고 있습니다.

매김할 것입니다.

협력회사 COVID-19 규범 준수 관리
2020년 국내 협력회사의 COVID-19 예방을 위한 규범 준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주요 공급 협력회사 4개사를 대상으로 점
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항목은 집단방역활동과 개인방역활동, 근로자 행동수칙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S-Partner 인증 심사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회사들이 올바르게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푸른별 환경학교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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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 꿈꾸는학교
국내 중등 교육과정 내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적합한 기업형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

푸른별 꿈꾸는학교
- 환경 교육 키트 'SDI월드'

기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

SUSTAINABILITY MEGATREND

FUNDAMENTAL SUSTAINABILITY ISSUES

APPENDICES

드림워킹
삼성SDI는 매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미래세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한 드림워킹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

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2019년부터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푸른별 꿈꾸는학교’를 운영하여 교육 정책이 보다 효과

워킹은 임직원들의 걸음 수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숲을 조성해주는 활동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로,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20년에는 총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 속에서도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7,144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13억 걸음을 걸어 3,370만 원의 후원금을 적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천안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차

는 개인별 환경 교육 키트인 SDI월드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삼성SDI와 연계한 사업분야를 체험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사

암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삼성SDI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회의 트렌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활용 방안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1학기에는 심도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숲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는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유학기제 과학탐구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4차시의 일반교육 차수를 8차시로 확대
하고, 기흥사업장 인근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6개 사업장 인근 중학

핸즈온 - 환경교육 도서

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폭넓고 다양한 체험형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미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삼성SDI는 당사에서 직접 개발한 핸즈온 환경교육 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운영

래세대의 인재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984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물’의 순환과정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팝업북 환경교육 도서를
제작하고, 이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팝업북을 한 장, 한 장 만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비대면 봉사활동으로도 전국 많은 아동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별 미래과학학교’는 6개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방문 및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6개의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핸즈온 - 그리다방네모

전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택에서도 온라인으로 기존의 과학실험, 결과물 제작 등의 수업을 안전하고 흥미

삼성SDI는 발달장애인 미술작가에 대한 후원과 작품 전시를 지원하는 ‘그리다방네모’ 핸즈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모

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푸른별 미래과학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많은 교육 취약계층에 보급하여 평

캔버스’는 임직원들이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이를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활동으로, 2020년에

소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는 총 3,083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시회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에 위치한 실내·외가 오픈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당사 창립 50

푸른코끼리

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의 자화상으로 만든 50주년 기념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삼성SDI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삼성의 CSR 비전인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의 일환으로 당사는 전자 5개 계열사 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께 어우러져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주위의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2020년 2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생의지를 다졌습니다.

1)

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진
단연구, 문화 캠페인 등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상담치유, 예방문화, 학
술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
획입니다.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드림워킹 - 천안성성초 학교숲 현판

푸른별 미래과학학교 - 온라인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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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끼리 - 협약식

핸즈온 - 환경교육 도서

핸즈온 - '그리다방네모展' 삼성SDI 창립50주년 기념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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