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개요

보고서�소개
LX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매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통해�기업의�경제, 사회, 환경�그리고�지배구조�부문에서 

지속가능경영�추진�목표와�성과를�공개해�오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을�둘러싼�내외부의�주요�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지배구조�부문�이슈를�파악하고�방향성을�제시함으로써�이해관계자�관점에서�기업의�존재가치, 거버넌스 

관점에서�기업의�신뢰가치, 그리고�시장에서�기업의�비즈니스�가치를�높여가고자�합니다. 

이번 2021년�보고서에서는�특히�중대성평가�프로세스를�통해�선정된�중요�주제들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관심도�및 

기대사항을� 반영하고� 중요� 주제에� 대한� 이슈� 관리방향과� 핵심� 성과, 중장기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비전�및�사업전략과�연계된�지속가능경영 Initiative를�제시하였습니다. 

향후 LX인터내셔널은�지속적인�경제적�가치�창출과�사회적�가치창출, 그리고�환경적�가치�실현을�통해�건전하고 

성숙한�기업의�지속가능성을�달성해�나가겠습니다.

보고�범위
LX인터내셔널�본사와�해외�주요�운영투자법인의�경제, 환경, 사회적�성과와�계획을�중심으로�보고하였습니다.

보고�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지속가능경영�활동�성과�및�데이터를�수록하였으며, 일부�중요�성과

에�대해서는 2021년 1분기까지의�활동�내용도�포함하고�있습니다. 시계열적�추이를�파악할�수�있도록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3개년�데이터를�제공하고�있습니다. 성숙한�기업의�지속가능성을�달성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작성�원칙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핵심적�부합방식 (Core Option)을�따르고�있습니다. 

재무정보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연결기준

으로�보고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LX인터내셔널과 84개�종속기업의�현황을�포괄합니다. 

보고서�검증
보고서�작성�원칙과�수록된�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서현회계법인 (Seohyun Accounting Corporation)을 

통해�제3자�검증을�거쳤습니다. 검증의견서는�본�보고서의 58페이지에�수록되어�있습니다.





CEO MESSAGE

LX인터내셔널은�정도를�걷는 ESG 경영을�통해�보다�밝고�희망찬�미래를�준비해갑니다.

존경하는 LX인터내셔널�이해관계자�여러분, 대내외적으로�급변하는 LX인터내셔널의�상황�속에서도�변함없는�지지와�신뢰를�보내주신�이해관계자�여러분께 
2021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통해�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전�세계를�강타한 2020년�한�해는�모든�국가와�기업, 그리고�사람들에게�참으로�힘겨웠던�한�해로�기억될�것�입니다.
그러나�위기를�이겨내고�돌파하는�힘이야�말로�새롭게�태어난 LX인터내셔널에�새겨진�저력의 DNA입니다.

2020년�한�해 LX인터내셔널은�기존�자산의�운영역량을�강화하고�보건/위생�분야�등�신규사업에�진입함으로써�전년�대비�개선된�영업실적을�기록하였습니다. 
또한�부동산�등�비영업자산을�매각하여�재무건전성을�제고하고�신사업�개발을�위해�적극적으로�조직을�개편하는�한편�투자를�지속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이름, 새로운�조직으로서의�새출발에�앞서�기업�내부고객인�직원들과�비전을�공유하고�폭넓은�공감대를�형성하고자�다각도로�노력을�기울였습니다.

이제�기업은�경영에�있어서의�경제적�신뢰성과�환경적�건전성, 그리고�사회적�책임성을�보장하는�것이�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기가�도래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
19 위기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관점은� 더욱� 철저하게� 공급망과� 기후환경� 리스크, 인권� 및� 안전·환경에� 연계된� 리스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LX인터내셔널의�새출발에�맞춰�발간하게�된�첫�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더욱�뜻깊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사회적�책임 (Responsibil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그리고�회복탄력성 (Resilience) 을 ESG 경영의�핵심�가치로�삼아, 시장�및�고객 
중심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존재가치를� 찾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가치를� 제고하며,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시장
경쟁력에�대한�비즈니스�가치를�높여�나갈�것입니다. 

이를�통해�명확한�전략과�경영목표를�지니고�성과를�냄으로써�고객과�투자자, 임직원�및�사회로부터�신뢰가치를�형성해�나가겠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힘찬 
새출발에�따뜻한�응원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

기� 업� 명 LX인터내셔널
대 표 이 사 윤춘성
설 립 연 도 1953년 11월 26일

매출액 (202년 12월 31일�기준)

【수익구조 】

: 11조 2,826억�원

본 사 위 치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58 LX인터내셔널
기� 업� 명 489명 (2020년 12월�기준)

조 직 도



일반현황

1953-1999 2000-2009 2010-2021

HISTORY

2021.07. (주)LG상사에서 (주)LX인터내셔널로�상호�변경

1953.11.
1976.11.

11.
1983.03.
1995.01.

11.
1998.07.

락희산업주식회사�설립
종합무역상사�지정
무역의�날 1억�달러�수출의�탑�및�금탑산업훈장�수상
호주�엔샴�석탄�광산�개발�참여
㈜LG상사로�상호변경
무역의�날�금탑산업훈장�수상
7억�달러�카타르�정유플랜트�수주

2003.11.
2004.05.
2006.02.
2009.02.

11.
12.

무역의�날 150억�달러�수출의�탑�수상
1.8억�달러�오만�폴리프로필렌�플랜트�수주
15억�달러�오만�아로마틱스�플랜트�수주
인도네시아 MPP 석탄�광산�상업�생산�개시
인도네시아�팜농장 (PT.PAM) 인수 - 팜오일�사업�진출
15억�달러�투르크메니스탄�가스처리�플랜트�수주

2011.09.
2012.03.
2014.05.

07.
2015.05.
2016.09.
2017.11.

12.
2018.09.
2019.12.
2020.01.

10.

중국�완투고�광산�상업�생산�개시
5.3억�달러�투르크메니스탄�정유플랜트�수주
34억�달러�투르크메니스탄�석유화학�플랜트�수주
중국�석탄화공�요소�플랜트�준공�및�상업�생산�개시
종합물류기업 '범한판토스’ (現 LX판토스) 인수
인도네시아 GAM 광산�상업�생산�개시
오만�무산담�화력�발전소�상업�가동
중국�우웨이�석탄�열병합�발전소�상업�가동
인도네시아�팜농장 (PT.GUM, PT.TBSM) 인수
MPC (오만�무산담�화력�발전소) 오만�증권거래소�상장 
인도네시아�하상�수력발전소�상업�운전�개시
2020 ESG 우수기업부문 ‘ 우수기업상‘ 수상 



자연과�함께�하는�팜 · 에너지사업
기후위기는�인류의�생존을�위협합니다. 에너지�전환은�기후정책의�핵심입니다. 
LX인터내셔널의�에너지사업은�과거�에너지안보에서�기후안보로�그�무게중심을 
이동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팜농장�사업은�개발에서�운영, 그리고�탄소저감 
사업에까지�그린시너지가�기대되는 LX인터내셔널의�주요�사업입니다. 

또한�기업�창립�이래�축적되어�온�광산�개발·운영�및�트레이딩�역량을�활용하여 2
차� 전지� 핵심� 원료인� 니켈� 광산�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탄소�저감, 폐기물�처리�등의�분야에서도�계속해서�신규사업을�모색하는 
등 LX인터내셔널은�친환경적�사업�포트폴리오�확대를�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사람을�생각하는�생활자원�사업
LX인터내셔널은�산업�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서도�사람을�가장�먼저�생각합니다.

특히�우리가�사랑하는�가족, 이웃에게�가장�필요한�생활자원이�무엇일지�항상�고민합니다.
이에�생활자원�개발의�최우선�목표는�친환경�산업�소재�개발�및�가족과�이웃의�건강입니다.

 

일반현황



일반현황

4차�산업을�이용한�솔루션�사업
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세상을�만들기�위한�최적의�통합솔루션은�리스크�관리에서�시작됩니다. 위기관리를�위한 ICT기반
신사업과�공급망�관리는�밸류체인에�대한�이해와�기술-금융의�이노베이션을�통해�보다�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습니다. 
상생의�파트너쉽을�통해�기업생태계의�리질리언스를�부여하겠습니다.



일반현황
Global Networks

˙본사 서울
˙지역총괄 인니

본사�및�지역�총괄  2

˙일본
˙싱가폴

˙홍콩
˙상해

˙미국
˙유럽

해외법인  6

˙북경
˙얼뛰스

˙타이페이
˙양곤

˙아쉬하바트
˙이스탄불

˙광저우
˙심천

˙방콕
˙두바이

˙뭄바이

˙호치민
˙하노이

˙무스카트
˙모스크바

해외지사  15
˙인도네시아 6
˙중국 5

˙오만
˙인도

˙베트남 2
˙호주

˙폴란드
˙러시아

˙카타르
˙카자흐스탄

투자자산  20
˙청도
˙란저우
˙뉴델리
˙야쿠츠크
˙블라디보스톡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락사무소  6



일반현황

LX인터내셔널은�국민과�고객, 주주�및�투자자, 국내외�파트너, 해외사업장의�구성원, 임직원, 지역사회�및�정부를 
주요�이해관계자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 LX인터내셔널의�주요�환경, 사회, 
거버넌스�이슈를�파악하고�장기적인�방향성을�함께�고민하고�있습니다. 다양한�소통채널을�통해�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이를�수렴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습니다.

ESG 전문가의�기획�및�점검

국민·고객

이해관계자

- LX인터내셔널�공식�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소통채널

- 기업의�사회적�책임
- 기업브랜드

주주·투자자
- 주주총회
- 사업보고서

- 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
- 안정적�수익�창출

국내외�파트너
- 업무공유회
- 정기평가
- 워크숍

- 공정한�거래
- 중소기업�동반�성장

해외사업장�구성원
- 워크숍
- 간담회
- 사내게시판

- 안전·환경 리스크 관리
- 현지채용 직원 역량강화

임직원
- 사내게시판
- 간담회
- 임직원�설물

- 공정한�기회�및�성과�평가
- 직원�역량�강화
- 복리후생

- 반부패�및�규제�준수
- 투명한�조세�납부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정부
- LX인터내셔널�공식�홈페이지
- 지역주민�공청회

주요�관심사

【 LX인터내셔널의�이해관계자 】



일반현황

이슈�검토�및 Pool 구성

우선순위화

보고이슈�선정

LX인터내셔널은 2021년 2월~5월� 내부�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LX인터내셔널이� 직면하고� 있는 ESG 경영이슈를� 진단하고 
중장기�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대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제표준 (GRI 및 ISO26000) 검토
・ ESG 전문가�자문
・ 구 LG상사 2020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분석
・ 타사�벤치마킹

・이슈 Pool에�대한�비즈니스�영향도�평가 (기업내부)
・이슈 Pool에�대한�이해관계자�및�전문가그룹�온라인�설문조사�실시
・응답결과�분석
・ESG 우선순위�도출

・도출된�우선순위�기반�보고이슈�선정
・외부전문가�검토
・경영진�리뷰�및�최종�선정

2021년� 중대성평가의� 이슈 Pool은 GRI Standards와 ISO26000, 
그리고 LX인터내셔널의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동종업계
타사의 ESG 선진사례를�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내·외부�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한�온라인�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해 
LX인터내셔널이�대응해야�할 ESG 이슈�중�우선순위를�도출하고�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 하여 LX인터내셔널의 2021년 ESG 경영� 주요 
Initiative를�수립하였습니다.

3월 1~2주차 이슈검토�및�이슈 Pool 구성

3월 3~4주차 이해관계자�대상�설문조사�실시

4월 1~2주차 응답결과�분석 / 우선순위�도출

4월 3~4차 보고이슈�선정 / 외부전문가�검토 / 경영진�리뷰 / 최종�선정

구분 2021

【 중대성평가�프로세스 】 【 중대성평가�진행�일정 】



이슈선별�및�우선순위화

 - 중대성평가를�통해�각각의 ESG 항목에�대한�이해관계자의�인식도와�비즈니스 Impact를�측정하여�합계�점수를 
   기준으로 Tier 1, Tier 2, Tier 3의�우선순위를�도출하였습니다. 

 - Tier 1은�핵심 ESG 항목으로서�즉각적인�해결이�요구되며, Tier 2은�주요�항목으로서�단기적으로�해결이�요구
    되는�이슈입니다. Tier 3은�관리�항목으로서�중장기적으로 LX인터내셔널이�관심을�두고�해결방법을�모색해야  
    하는 ESG 항목입니다. 

내·외부�이해관계자들이�비즈니스 Impact가�크다고�인식함에도�불구하고�대응이�부진하다고�인식하고�있는�항목

비즈니스 Impact에�비해 LX인터내셔널의�대응이�잘�인식되지�못하고�있는�항목

비즈니스 Impact가�크며�적절히�대응하고�있는�것으로�인식된�항목

【 비즈니스 Impact가�큰 ESG 항목에�대한 LX인터내셔널의�대응 】

Tier 1.
5. 신사업�및�신기술에�대한�투자와�개발
6. 기업브랜드에�대한�고객의�신뢰�확보
11. 임직원을�대상으로�한�공정한�성과평가와�보상�실시

Tier 2.

25. 트레이딩�및�투자�전후의�리스크�관리
26.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리스크�관리
33. 지배구조의�건전성�확보
31. 지속가능경영을�위한�기업의�미래�전략�구축
9. 임직원간�유기적인�커뮤니케이션�활성화
24.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활성화

Tier 3.

30. 국제적�법규�준수�및�준법�경영
10. 임직원의�전문역량�강화
37. 환경사고�예방�및�대응능력�강화
40. 기후변화�대응�및�녹색문화�증진을�위한�사업�개발
2. 해외법인�및�지사를�통한�글로벌�시너지�창출
17. 공정한�협력사�선정�및�거래를�위한�노력
29. 부정거래�근절�노력

우선순위 이슈



비즈니스 Impact와 LX인터내셔널의�대응도에�대한�내/외부�통합�인식 비즈니스 Impact와 LX인터내셔널에�대한�내/외부�인식차 LX인터내셔널의�대응도에�대한�내/외부�인식차

중대성평가�결과, 외부�전문가와�내부�임직원�공통적으로, LX인터내셔널이 Governance 관련�항목에는�잘�대응하고�있지만 Environment와 Social항목에�대해서는�대응이�부진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특히�외부�전문가에�비해�내부�임직원들의 ESG 항목에�대한�중요도�인식이�다소�낮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 따라서�장기적으로 ESG 인식�확대를�위해�전사적인�교육�및�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해�나갈�예정입니다.

 
내/외부에서�모두�긍정적으로�인식되고�있는 LX인터내셔널의 Governance 관련해서는, 경영관리�차원에서 Governance 전략�수립에�도움이�될�수�있도록�세부내용을�구체화�하여�제시하였습니다.

 
Environment 관련해서는�내부�임직원들이 LX인터내셔널의�비즈니스와�환경문제의�상관관계에�대해�인식도가�낮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

따라서�내/외부의�적극적인�공감대�확산을�위해 LX인터내셔널이�현재�수행�중이거나�향후�계획하고�있는�사업들의�환경적�고려사항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 LX인터내셔널이�기업의�브랜드이미지를�제고하고�법적·사회적�리스크를�관리하기�위하여�필수적으로�요구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체계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 
CSR 가이드라인을�새롭게�제시하였습니다. 

 

중대성평가�결과



ESG 경영�주요 INITIATIVE

3대 Core Value는
Responsibility (책임),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그리고 Resilience (회복탄력성) 입니다. 

Responsibility LX인터내셔널�밸류체인의 ESG (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의�책임을�다�한다.

LX인터내셔널의�지속가능경영�주요 Initiative는 SDGs와 CSR가이드라인을�구심점으로�하여�마련되었으며 3대 Core Value, 4대 Business Direction, 5대 Agenda 로�요약됩니다.

Sustainability LX인터내셔널의�성장이�사회적�가치창출에�지속적으로�기여할�것을�약속한다.

Resilience LX인터내셔널�내·외부�이해관계자의�역량�형성과�기술�이노베이션을�통해�일자리�창출�등�생동감�있는�미래를�실현한다.

4대 Business Direction는
Information (정보공유), Innovation (기술혁신), Sharing Social Value (사회적�가치�공유), 그리고 Engagement (소통) 입니다.

5대 Agenda는
정책지원, 기술혁신, 경영혁신, 녹색금융, 상생경제�입니다.

Information 정보산업을�활용한�사업기회�확대

정책지원

Innovation 기술혁신을�통한�그린경제�선도

Sharing Social Value 다양한�파트너쉽을�통해�사회적�가치�공유

Engagement 유기적�소통채널을�경영전략에�활용

기술혁신 경영혁신 녹색금융 상생경제



LX인터내셔널의�지속가능경영�주요 Initiative는 SDGs와 CSR가이드라인을�구심점으로�하여�마련되었으며 3대 Core Value, 4대 Business Direction, 5대 Agenda 로�요약됩니다.

일반현황

Responsibility
: 경영관리(성과)의�사회적�책임/가치�내재화

3대�핵심가치 E

환경적�리스크를�사회적책임 
차원에서�인식하는 전사적�환경리스크�관리방안�필요

환경위기로�인한�피해�복원�및�예방을�위한
벨류체인별 DB 및�인벤토리�구축

S G

리스크

전략

경영체계의 사회적�책임�내재화에�시대적�요구 증가

밸류체인별�사회적�영향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
구체적인 사회적책임�대응전략�마련 

리스크

전략

의사결정구조가�이해관계자의�다양성을
반영하지�못할�경우 경영관리의�효율성�저해

의사결정구조에�다양성 (DIVERSITY)을�부여하여
경영성과의�사회적책임�진단  

리스크

전략

Sustainability
: 비즈니스모델의�지속가능성을�담보한 사업개발

규제로�다가오는�글로벌�환경
정책변화에�대한�동향분석 필요

그린�에너지전환에�필요한 혁신기술�개발 및
지속적인�친환경�사업�발굴

리스크

전략

기업의�역량형성은�유기적인�소통과�교육훈련이�필수

포용적인�접근을�통해 상생경제를
선도하는�비즈니스모델�개발

리스크

전략

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부족은
지속가능성�훼손 위험�내재

다양한�전문가�활용과�교육훈련을�통해 
사업의�지속가능성�확보

리스크

전략

Resilience
: 경영전략의�회복탄력성

사업별�환경�회복력에�대한�정량/정성적
진단�및�리스크분석�필요

환경위기에�대한�다각적인�노력을�담은 액션플랜�수립

리스크

전략

다양한�계층에�대한�이해�및
사회적가치�제고방안�고민�필요

다양한�파트너쉽을�통해�지역사회와의
협업�및�파트너쉽�기회�제공

리스크

전략

소통의�양보다�질을�개선하는�것이
ESG 경영전략을�구체화하는�데�실질적�기여

유기적인�소통채널�운영을�통해
미래지향적�경영전략�수립

리스크

전략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노력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서는�현재�발생되고�있는�온실가스�양에�대한�정확한�측정이�선행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별� 산재되어� 있던� 기준들을� 통일하였고,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위한� 원칙을� 통일,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결정에�따라�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기후기술협력�및�기술의�개발·이전
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메커니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에 
가입함으로써�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응력�강화를�위한�기후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을�본격화�하였습니다.

- 온실가스�배출�특성의�적절한�반영

- 실제�배출량을�정확히�명기
   (과소/과대�평가�금지)

- 경계구역�내�모든�온실가스�배출량�포함
- 누락된�배출원에�대한�사유�명시

- 인벤토리�작성�기간에�대하여
   동일한�방법론�적용

- 누락된�배출원에�대한�사유�명시

- 인벤토리�구축시�발생된�문제점을
   사실에�근거하여�명백히�설명
- 향후�검토를�위한�방법론�및�출처�제공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노력

한편, LX인터내셔널이�입주해�있는�광화문�빌딩에서는�환경�친화적인 LED 조명으로�등기구�교체�공사를�실시하였으며�공동�사용공간의�전등�및�조명�사용일정을�최적화�하는�등�에너지�절감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에너지�절감활동을�투자의�일환으로�인식하고�에너지�고효율�장비�도입과�지속적인�에너지�절감�정책을�실행해�친환경적인�기업�경영을�이어갈�방침입니다. 

【 온실가스�배출량 】【 에너지�사용량 】

【 폐기물�발생량 】

수도 (Ton)

가스 (Nm³)

전기 (kWh)

7,855

78,372

1,408,681

우선순위 2018

9,105

80,198

719,620

2019

11,886

75,108

741,433

2020

구분 2018 2019 2020

12,829건물�전체�발생량 36,346 183,260

881LX인터내셔널�발생량 7,716 38,869

175,330건물�전체�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11,427 34,295

12,045LX인터내셔널�발생량 2,426 7,274

849.0

2018

507.22

2019

498.05

2020



PALM OIL

01 에너지�사업

LX인터내셔널은 2010년�인도네시아�팜농장 (PAM)으로�팜사업에�첫�진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팜오일�생산공장을�준공하고 2018년 9월에는�인도네시아 GUM, TSBM 팜농장을�추가�인수
하는�등, 팜농장에�대한�투자/운영과�팜오일�생산, 나아가�확보한�팜오일의�인도네시아�내수시장�유통까지 
신재생-바이오에너지�사업을�적극적으로�개발해오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추가적인� 팜농장� 인수� 및� 팜오일� 생산시설� 증설� 등을� 통해�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트레이딩을� 통하여� 가격안정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트레이딩은 LX인터내셔널의� 핵심역량으로 
팜오일�관련�리스크를�철저히�관리하여�사업의�경제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할�계획입니다. 

팜오일은�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식품전반에�널리�쓰일�뿐만 
아니라�대표적인�친환경�대체�연료인�바이오디젤의�원료로 
사용되고�있습니다. 
따라서� 팜오일� 사업은�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모두� 충족
시키는� 미래� 에너지사업으로� 향후�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 LX인터내셔널의�팜농장�운영�현황 】

【 LX인터내셔널의�팜오일�생산�및�거래�현황 】 (단위 :톤)

PAM

GUM

TBSM

인도네시아

농장명 위치

45,000 ha

허가�면적

직접운영 (지분 95%)

170,000

460,000

직접운영 (지분 95%)

직접운영 (지분 95%)

운영형태

2020

140,000

-

2019

81,000

-

생산량

취급물량
(Trading Volum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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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호주�엔샴�광산�개발에�참여한�이래, LX인터내셔널은 2009년�인도네시아 
MPP 석탄광산에서�생산을�개시한�뒤 2011년 9월에�중국�내몽고�완투고�광산에서 
상업적인� 생산에� 성공합니다. 이어 2012년 7월, 인도네시아 GAM 석탄광산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2016년 9월� 상업생산을� 개시하는� 등� 석탄사업은� 지금까지 
LX인터내셔널의� 내·외적� 성장을� 주도하고� 견인해� 온�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석탄사업이�전�지구적�환경에�미치는�영향과�해당�산업의�미래 
성장가능성에�대하여�누구보다�많이�고민하여�준비하고�있습니다. 사업적�성과에 
대한�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하여�직접투자·운영에서�간접투자· 트레이딩으로�수익모델을�점차�옮겨가는�한편, 지금까지�석탄사업에서�축적한�노하우를�바탕으로�리튬, 니켈�등 2차�전지�원료�사업으로�사업영역을�확장해 
나가고�있습니다. 특히�에너지전환�정책에�부합하기�위하여�석탄을�대체할�수�있는�친환경적�에너지사업을�발굴하기�위하여�다각도로�사업타당성을�검토하고�있습니다.

【 LX인터내셔널의�석탄광산�운영�현황 】 【 LX인터내셔널의�석탄�생산�및�거래�현황 】

엔샴

완투고

GAM

호주

중국�내몽고

인도네시아

광산명 위치

지분투자 (지분 15%)

지분투자 (지분 30%)

직접운영 (지분 60%)

MPP 인도네시아 직접운영 (지분 75%)

운영형태

(단위 :톤)

1,570

1,954

2020

1,450

1,603

2019

1,550

1,203

생산량

취급물량
(Trading Volume)

2018



01 에너지�사업

에코&그린
LX인터내셔널은�수력, 화력, 석탄열병합�등�다양한�연료를�사용하는�발전소의�건설�및�운영에�활발하게 
참여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수마트라�하상에서는 2015년 8월�수력발전을�통한�전력공급�계약을�체결한 
후 2016년� 발전소� 건설에� 착공하여 2020년�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였고, 중국� 감숙성� 우웨이
에서는 2015년 10월�석탄열병합�발전소�합자계약을�체결한�후 2017년 12월�가동을�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오만�무산담�화력발전소가�가동을�시작하여 2019년 12월에는�무산담파워컴퍼니 (MPC)
가�오만�현지의�증시�상장에�성공하기도�하였습니다.

금속
LX인터내셔널은 2010년� 중국의� 철강� 코일센터를� 인수한� 이래로 
지속적인�철강�가공·판매사업을�영위해�오고�있습니다. 중국�천진과 
베트남�하이퐁에서�철강�가공센터를�직접�운영�중이며, 그�외�인도와 
폴란드의 2개�철강�가공센터에�대해�지분을�투자하였습니다. 
금속사업의�핵심은�철강코일을�구매하여�가공한�뒤�판매하는�원스톱 
서비스이며, 특히�최근에는�기존�석탄사업과�함께�그간의�금속사업
에서�쌓은�가공�및�트레이딩�경험을�기반으로 2차�전지�핵심원료인

【 LX인터내셔널의�철강가공센터�운영�현황 】

천진강화기전

하이퐁강화기전

POSCO-IPPC

중국

베트남

인도

센터명 위치

직접운영 (지분 100%)

직접운영 (지분 100%)

지분투자 (지분 35%)

POSCO-PWPC 폴란드

【 LX인터내셔널의�철강코일�생산�및�거래�현황 】

생산 CAPA (만톤)

취급물량 (만톤)

65

71

’18년

65

71

’19년

65

60

’20년

지분투자 (지분 40%)

운영형태

【 LX인터내셔널의�석탄�생산�및�거래�현황 】 (2020년�기준, 단위 : kw)

41,000

생산량

직접운영 (지분95%)

운영형태

수력

발전형태

인도네시아�수마트라�하상

700,000지분투자 (지분30%)석탄열병합중국�감숙성�우웨이

110,000직접운영 (지분30%)화력오만�무산담

851,000총�생산량

위치

니켈, 리튬을�개발·공급하는�사업으로�비즈니스를�확장하기�위하여�사업타당성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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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재
LX인터내셔널은�전�세계�화공플랜트를�통해 PP, PE 등�플라스틱의�주�원료인�합성수지�제품과�화학비료 (유화�등)를�개발, 생산�및�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에�대한�직접투자�뿐만�아니라�생산물에�대한�판매권�확보�등을�통해�전�세계�고객들에게�안정적으로�원자재를�공급하고�있습니다.

2004년 5월, 1억 8천만�달러�규모로�오만의 PP/PE 플랜트를�첫�수주한�이래로, 2006년 2월에는�오만�아로마틱스 (Aromatics) 플랜트와
2007년 11월�베트남 PP 플랜트를�각각 1억 5천�만�달러, 1억 7천�만�달러에�수주하였습니다. 

 
2014년 5월, 34억�달러�규모로�수주한�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화학�플랜트는 2018년 10월�준공을�마치고�현재�상업생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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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재

또한� 기존� 석유화학� 제품� 위주의� 트레이딩� 아이템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중국� 내몽고 
석탄화공�요소�플랜트의�지분을�인수하여�이듬해 7월�플랜트를�준공하고�상업생산을�개시�하였습니다.
 
향후�공급기반�수익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생산물�판권�확보를�목적으로�원자재의�지분�투자를 
늘려가고�있습니다.  또한�공급체인 (Supply Chain)의�전과정에�걸쳐�환경리스크를�관리하는�방안을 
모색하고, 플라스틱�재활용과�같은�자원순환사업을�투자�포트폴리오에�포함시키는�등 LX인터내셔널의 
투자활동에�대한�사회적�책임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임하고�있습니다. 

【 LX인터내셔널의�산업소재�플랜트�운영�현황 】

오만 PE/PP 플랜트

센터명

생산물�판권�확보

오만�아로마틱스�플랜트 -

베트남 PP 플랜트 -

투르크메니스탄 PE/PP 플랜트 생산물�판권�확보

중국�내몽고�요소�플랜트 플랜트�지분�보유

중국 Bohai PVC 플랜트 플랜트�지분�보유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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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코로나팬데믹은� 공급라인의�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특히 Covid-19의�확산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진단
키트의� 원활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Lx인터내셔널은�그동안�축적된�공급망과�트레이딩 
노하우를�발휘하여�진단키트�공급시장�참여는�물론 
인도네시아에� 진단랩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보건에� 대한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개발을�추진�중입니다. 

LX인터내셔널은 Covid-19 진단�인프라가�부족한�해외�지역을�대상으로�한국형�방역시스템인 “K-랩”을�공급하고 
있습니다. K-랩은� 국내� 마크로젠社가� 개발한� 이동식� 컨테이너형� 코로나19 검사시스템으로, 방역� 및� 진단기술 
등을�패키지화�한�것입니다. 단시간�내�원스톱으로�검사를�진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트레일러로�이동할�수도 
있어�필요한�곳�어디든�쉽게�설치가�가능합니다.

LX인터내셔널은�앞으로도�국내�강소기업의�의료·보건�용품�및�비대면�관련�제품
을� 발굴하여� 글로벌� 보건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공급채널�구축과�진단솔루션�서비스�제공�등�다각적인�헬스케어�사업을�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LX인터내셔널은�물류�인프라, 가공�시설�등에�대한�투자를�통해�사업의
 Value Chain을�확대하고�안정적인�사업구조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지난 2020년 9월�마크로젠社와 
수출�계약을�체결한�후 2021년 1월�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호 K-랩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
했으며, 공항, 대학�등�인도네시아 3곳에 K-랩을 
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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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솔루션
Lx인터내셔널의 SCM 솔루션은 Apple, DELL, HP, BOE, Sharp 등�글로벌 IT 기업
들이�보유한�전�세계�각국의�생산거점에�대하여�전자부품, 가전�등의�구매부터�조달, 
통관, 창고관리, 운송까지� 전� 과정의�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통합�솔루션입니다.

SCM 솔루션은 VMI(Vendor Management Inventory) 서비스, JIT 시스템, 그리고 
자금조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MI는� 공급자 
주도형�재고관리�서비스로서�판매자와�구매자�간의�거래를�지원하며, JIT 시스템은 
허브�물류창고와 IT기술을�활용하여�고객이�주문한�물품을�적시에�생산, 공급할�수 
있도록�하는�시스템입니다.

현재�고객이�주문한�물품의�운송경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도록 JIT 시스템의 
고도화를�추진�중에�있으며, 그�외에도�헬스케어�사업의�확장과�맞물려 Cold Chain 
사업도�병행�추진을�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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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신사업
LX인터내셔널은 ICT 산업의�디지털�전환�및 4차�산업혁명에�따른�급격한�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ICT 솔루션, 
교육컨텐츠�등�지적재산권�및�국내�유망�사업모델을�해외로�진출시키는�등의 4차�산업혁명�기술�기반의�새로운 
사업모델을�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이�오랜�시간�동안�쌓아올린�트레이딩�경험과�전�세계�시장에서�구축한�탄탄한�공급채널을 
바탕으로�국내�유망�중소벤처기업�및�스타트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벤처투자, 경기창조혁신센터�및�국내�액셀러레이터들과�업무협약을�맺고�역량�있는�스타트업을�발굴·육성
하는�인큐베이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기존�사업의�경제적�성과

LX인터내셔널은�기존�석탄·석유�등�환경친화적이지�않은�자원사업의�비중을�줄이는�동시에�팜�사업의�비중을 
점차� 늘려가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에너지/팜� 사업부문의� 매출� 추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팜�부문과�물류�부문은 3년간�지속적으로�성장을�거듭하여, LX인터내셔널의�전체�매출총액은�안정적
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향후에는�환경적·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사업�및 4차�산업을�선도하는 ICT 기반�신사업을�계속해서�발굴하는 
한편�기존�사업�중�리스크가�큰�사업의�비중을�점차적으로�축소해감으로써�급변하는�미래사회의�요구에�유기적
으로�대응하고�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계획입니다. 

【 LX인터내셔널 3개년�매출�추이 】



국내외�운영ㆍ투자�법인의�철저한�환경리스크�관리

LX인터내셔널은�전�세계�공급망�및�생산�사업장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 환경, 보건, 사회적�리스크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외�운영·투자�법인에�대한�안전환경�정기평가를 
실시해오고�있습니다. 안전환경�점검은�먼저�법인별�스스로�점검�항목을�확정하고�점검을�진행한�뒤, 이에�대한�결과를�외부�전문가가�평가하는�프로세스로�진행됩니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은�안전환경�점검이�획일적이고�기계적으로�수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운영�법인의�특성을�안전환경�점검�항목에�반영토록�함으로써�각�사업장의 
고유�안전환경�이슈를�파악하고�이를�현지�법규와�상황, 사회적�여건�등에�맞게�자율적이고�유기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LX인터내셔널의�안전환경�점검�체계는 LX인터내셔널이�전�세계�사업장에서�지속가능한�운영과�성장을�유지하는�데에�필수적인�요소로�인식되고�있으며, 향후�점검 
항목과�프로세스를�더욱�고도화�하여 LX인터내셔널의�지속가능�경영의�핵심경쟁력으로�키워가고자�합니다. 
 

【 안전환경�점검�프로세스 】

평가대상�법인
특성�파악

평가대상�법인의�업종, 입지, 
관련법규�전반적인�특성을
파악하여�점검항목에�반영

점검항목�기반
자체점검�실시

확정된�점검항목에�대한
자체점검�진행�및�결과�제출

전문가�평가

법인별�자체점검
결과에�대한�외부�전문가�평가

결과분석�및
개선점�도출

평가결과�분석을�통해
개선이슈�도출

개선계획
수립�및�실행

개선�우선순위�선정�및�계획�수립

외부�전문가�현장평가�실시
(법인별�자체점검�담당자�인터뷰)

개선계획�실행�및�모니터링



국내외�운영ㆍ투자�법인의�철저한�환경리스크�관리

【 안전환경�평가�기준 】

【 안전환경�점검�항목 】

포괄적이고�우수한
운영시스템이�운영되고�있음

- 위험성�평가
- 중량물�인양
- 용접/용단· 건설안전
- 응급조치�및�응급구조
- 환경/안전�사고�관리�기준
- 화학물질�경고�표시

일부�개선항목이�있으나
양호함

부적합�사항이�있어
전반적인�개선이�필요함

시스템�전반적인
개선이�필요함

평가할�수�없음

안전작업지침
(Safe Working Instruction)

- 방침
- 리스크�및�영향�식별
- 관리�프로그램
- 조직�역량
- 비상사태�대비�및�대응
-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 환경
- 보건�및�안전
- 사회
- 광산

법적�요구사항
(Legal Requirements)

- 안전한�작업환경
- 안전교육
- 비상사태�대응
- 지역사회�보건/안전

보건�및�안전
(Health & Safety)

- 노동/근무�관련�법규
- 아동노동/차별�금지
- 지역주민
 -문화유산

사회
(Social Aspects)

- 건설�중�영향건설
(Construction)

- 에너지�및�자원�효율
- 오염방지
- 생태계�보호�및�보존

환경
(Environment)

센터명 운영형태



2020년도�안전환경�점검�주요�이슈

【 2020년�안전환경�점검결과�및�계획 】

해외운영법인 점검결과�및�계획

PAM
(팜)

- 환경영향평가�보유
- 인니�안전환경검사 (PROPER) 인증
- ISPO 유지
- RSPO 취득�준비
- 지역근로자�육아지원을�위해�탁아소 2곳�운영
- 생태계�보호활동 (고보존지역, 고탄소지역�보존�관리) 진행 (정부�요구사항)

TBSM/GUM
(팜)

- 환경영향평가�보유
- ISPO 신규취득�준비
- RSPO 취득�준비
- 지역근로자�육아지원을�위해�탁아소 2곳�건설�준비
- 생태계�보호활동 (고보존지역, 고탄소지역�보존�관리) 진행 (정부�요구사항)

BNE
(수력발전)

- 환경영향평가�보유
- 온실가스�배출저감�준비
- 수질�및�하천생태계�변화�감지�등�친환경�관리활동�진행 (정부�요구사항)

GAM
(석탄)

- 환경영향평가�보유
- 인니�안전환경검사 (PROPER) 인증
- 도급사�포함한�광산작업�안전관리시스템 (SKMP) 실시
- 운탄도로�안전관리센터�운영

2020년에는�전�세계적인�코로나19 대유행으로�기존의�프로세스에�따른�외부전문가의�현장평가를�수행하는 
데에�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러나 LX인터내셔널은�이러한�위기상황에�시의적절하게�대응하기�위하여�유연한�평가�프로세스를�운영해�온 
바, 2020년에는�법인별�현장점검은�기존대로�진행하되, 이에�대한�평가를 LX인터내셔널�본사에서�별도�수행
함으로써�전지구적인�팬데믹�상황에서도�안전환경�관리체계를�흔들림�없이�유지하였습니다.
 
2020년의�특별점검에서는�안전보건, 환경�등 30개�항목에�대해�현장관찰�및�문서기록�점검을�통해�자가평가를 
실시하고�개선이�필요한�리스크를�도출하였으며, 해당�결과를�본사�안전환경팀에서�최종�검토하여�법인별로 
도출된�리스크에�대해�개선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습니다.
 
해당�결과를�토대로 LX인터내셔널에서는 2021년�중점�추진과제를�수립하였으며, 이처럼�국내외�운영법인의 
안전�및�환경�이슈에�대한�지속적인�점검�및�개선을�통해 LX인터내셔널의�지속가능한�성장과�사회적�기여를 
견인해�갈�예정입니다. 





CSR 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Responsibility (책임) 그리고 Resilience (회복탄력성)은 LX인터내셔널의�사회적�책임의�근간이�되는�핵심가치입니다. 

LX인터내셔널의�성장과�발전을�위해서는�이해관계자들의�헌신�뿐만�아니라�그들의�지속적인�지지와�격려가�필수적으로�요구되는�바, 이를�위하여 
CSR 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우리의�이해관계자들과�비전과�가치를�공유하는�것이�지속가능성을�위한�가장�중요한�전략이라고�믿기�때문입니다. 
CSR은 LX인터내셔널이�미래가치를�실현하는�기반이�될�것입니다. 

그러나�기업이�지속가능한�사회적�책임을�추구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닙니다. LX인터내셔널은 CSR의�의미�있는�진척을�이루기�위하여 5대�미션
이�제시된�액션�플랜을�수립하였습니다.

Innovation 고객을�위한�혁신적인�솔루션을�제시한다.

Sustainability 보다�환경친화적인�에너지전환을�선도한다.

Knowledge 정보와�지식을�공유한다.

Engagement 건강한�환경을�위해�노력한다.

Value Creation 저탄소�파트너십을�구축한다.



코로나19 시대, LX인터내셔널의�사회적�역할

유례없는�코로나19 팬데믹으로�전세계가�혼란스러웠던 2020년�한�해, LX인터내셔널�역시�코로나19 극복을�위해 
대내외적으로�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이�가진�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여�전�세계�곳곳
에서�방호복과�마스크, 진단키트�등을�확보해�유·무상으로�공급하였습니다.

국내�코로나19 감염�확대가�가속화�되던 2020년 3월, LX인터내셔널은�대만, 인도네시아 
뿐만�아니라�싱가폴, 호주, 미국, 방콕�등�세계�각지에서�의료용�방호복을�확보하여�진단
과�치료에�종사하는�의료인들이�착용할�수�있도록�고품질의�방호복을�국내에�대량�공급
하였습니다. 또한�본사�차원에서�인도네시아에 3억�원�상당의�코로나�진단�키트와 2억�원 
상당의�컨테이너형�진단랩(코로나�검사�수행에�필요한�제반�장비�일체), 투르크매니스탄
에는 2,200만�원�상당의�진단�키트와�마스크를�무상으로�기부하였습니다. 
 

또한�현지�법인�자체적으로�쌀과�각종�구호물품을�지원하여,  현지인들이�코로나19로 
인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도왔습니다.



중소기업�동반성장�지원

LX인터내셔널은�특히�코로나19로�인해�해외시장으로의�진출�기회가�막힌�우리나라�중소기업과�벤처기업, 
스타트업의�판로개척과�해외진출을�지원하려는�적극적인�의지를�갖고 ‘자상한�기업’에�지원하였습니다. 
또한�무역협회와�공동협약을�맺음으로써�우리�중소기업의�해외�진출�뿐만�아니라�중소벤처스타트업의 
발굴까지�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이번 ‘자상한�기업’ 선정을�계기로 LX인터내셔널은�인도네시아�중견기업�및�대기업 8개사의�신기술�적용
가능� 분야� 수요를� 발굴해� 한국의� 스타트업과� 연결하고, 현지�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질적인�사업화를�전격�지원할�예정입니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의�스타트업�해외진출�거점인 ICT 혁신센터, 무역협회의�해외�스타트업�인프라, 그리고 
중기부의 K-스타트업� 센터� 인프라·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스타트업�해외진출�지원모델을�개발할�계획입니다.
더불어 LX인터내셔널이� 직접� 선별한� 우수·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오프라인� 쇼룸을� 구축하고 
온라인�판매를�동시에�연계하는�사업도�추진해�나갈�것입니다.
 
LX인터내셔널의�이러한�상생협력�실천은�우리�중소벤처스타트업이�해외로�진출하는�문턱을�획기적으로 
낮추고�대기업의�노하우와�현지�네트워크를�공유하는�좋은�기회가�될�것입니다. 이를�통해�대기업과�중소
벤처기업�모두가�윈-윈�할�수�있는�지속가능한�사업모델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2020년�중소벤처기업부가�주관하는 ‘자상한�기업’으로�선정되어�국내�중소·벤처·스타트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상한�기업’은�대기업이�가진�기술과�인프라를
중소기업�및�소상공인과�공유하며�자발적으로�상생협력하는�기업을�말하며, 15번째로�자상한�기업에�선정된 LX인터내셔널이�처음으로�대기업의�해외�네트워크를�활용해�중소기업을�지원하는�역할을�맡았습니다. 

 



해외�사회공헌�활동

LX인터내셔널은�많은�해외사업장을�운영하고�있으며�이를�통해�발생되는�수많은�고용창출로�현지�사회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기업의�사회적�책임은�비단�현지에서의�고용창출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현지�사회에�대한�재정적�및�비재정적 
지원을�통하여�궁극적으로�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바람직한�기업의�역할이라고�믿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사회공헌�활동은�자선적, 
시혜적�기부에�국한되지�않으며, 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 어린이·청소년에�대한�교육�등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LX인터내셔널은�기업의�장기�비전�및�전략목표와�연계하여�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함으로써 
사회참여�및�투자활동을�지속해�나가겠습니다.

그�외에�지역사회�인프라를�구축하는�데에�필요한�각종�중장비를�지원하고�있으며, 지역민들이�강에�오수를�무단으로�버리지�못하도록 
화장실을�지원하여�환경오염�방지�노력을�이어가고�있습니다. 농장�직원을�위한�탁아소�외에도, 인근�마을�유소년의�열악한�교육환경
을�개선하기�위하여�유치원�및�초·중학교�건립과�수리�지원을�계획�중에�있으며�장기적으로�지역�장학�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팜농장의� 맞벌이� 작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PAM 법인에서는�미취학�아동을�위한�탁아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탁아소에는�교실과�수면실, 실외놀이터�등이�구비되어�있으며�교사와�보조교사�등을 
채용하여�아이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보호시설과�교육을�제공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GUM 법인에서는 
지방도로�구간보수�공사를�지원하고, 파출소�내 
체육시설� 보수� 및� 마을�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았습니다.
 



인권보호�및�인권�증진

【 인도네시아�현지 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의�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인사 신규�입사자, 직원�급여, 임금�인상, 야근, 휴가, 퇴사�등

총무 사무실�관리, 식당�관리, 숙소�관리, 집단�폭동�대응, 비상�탈출, 안전�단계, 경비인력�의무, 안보사건�보고�등

안전환경
위험요소�분석, 커뮤니케이션, 협업�및�컨설팅, 방문객�대응, 개인보호�장비, 통계�기재�방법, 안전환경�점검�방법, 비상·위기�상황�대응, 사고�보고�및�사고�조사, 격리�및 Tag Out, 운행장비�타당성�조사,
운행장비�운영�및�교통, 소화기, 운행규정�위반시�처벌, 문서�관리, 환경복구, 근무로�인한�재해, 인력으로�인한�재해�등

시설-기계 개인�보호�장비, 내부�조사/감사, 기계�검사, 기계�부품�탈부착, 기계�부품�청소, 기계�교체, 오일�교체, 배터리�주입�및�관리, 디젤�발전기�운영, 시추기�운영, 통신기기�운영, 폐유�관리, 화학�폐기물�관리, 
위험�화학물�관리, 폐기물�관리�등

도로관리 도로관리, 운탄로�활동, 배수시스템�등

시설-건축 일반�건축, 자갈�도포 ,부지�작업, 벽돌�작업, 벽체�작업, 철근�부식�청소, 시멘트�타설, 기둥�타설, 폐석�관리

광산�운영 폐석�관리, 폐석�활동, 배수�시스템, 광구내�활동, 광업활동�컨트롤, 주간계획, 일일�생산�미팅, 생산�계획, 폐석�상차�및�운송, 토지�정비�방법

기획/구매 물품�신청, 공급자�평가, 물품�수령�및�반출, 부품�수령�및�반출, 유류차량�수령�및�반출, 광산내�유류�주유

LX인터내셔널은�해외사업장�현지의�법규를�준수하고�현지노동자의�인권을�보호· 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충실히�이행하고�있습니다.  
특히�현지법인이�운영되고�있는�인도네시아 GAM 광산에서는�광산의�운영·관리에�있어�현지�법률로�제정되어�있는

운영기준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SOP)에�따라�인사관리, 안전환경관리, 시설관리�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적�투자

특강일자 특강명

7월 9일 코로나�사피엔스�생태와�인간

7월 29일 포노사피엔스 (4차산업혁명과�펜데믹쇼크�어떻게�생존할�것인가)

10월 8일 플랫폼�비즈니스의�동향과�코로나로�인한�변화

11월 2일 2021 트렌드�코리아

11월 12일 DX시대, 혁신�기업들은�어떻게�변화에�대응하는가

11월 26일 4차산업혁명�시대의�신사업과�오픈이노베이션

【 2020년 LX인터내셔널�사내특강 】

시시각각�변화하는�외부환경에�대응하고�거시적인�안목을�고양시키기�위하여 LX인터내셔널은�자체적으로�많은�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회사의�구성원들이�세상을�보는�더�넓은�시각을�키우고�특히�전지구적인�팬데믹�시대에 LX인터내셔널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깊이�있는�통찰을�얻을�수�있도록�다양한�방면의�교육을�기획·진행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존의�석탄�인력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여�현재�발굴�중인�신사업에�투입하는�등, 인적자본의�가치재창출을�위한�노력에도�각별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밖에, LX인터내셔널은�일과�가정의�양립의�지원하기�위하여�자율재택근무제와�근무시간�자율관리제를�새롭게�도입하였습니다. 
회사의�업무�특성상, 그리고�개인의�라이프·워크�스타일에�따라�재택근무가�더�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개인의�신청과�관리자 
합의를�통해�자율적으로�재택근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 1개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본인의�근무시간을�자율적
으로�정하도록�함으로써�업무에�대한�능동성과�효율성을�스스로�확보하도록�하였습니다. 





이사회기업�지배구조

LX인터내셔널은�주주와�경영진, 그리고�내부�직원이�기업경영에�직·간접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보장할 
뿐만�아니라�주주의�권리, 주주에�대한�동등한�대우, 이해관계자의�역할�정의, 공시의�투명성, 이사회의�책임 
등을�통해�기업�지배구조의�선진화를�이루어�가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주주의�권리행사에�필요한 
충분한�정보를�시의적절하게�제공하고�있으며, 적절한�절차에�의해�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
하고�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발행주식� 총� 수는 38,760,000 주이며, 최대주주는 ㈜LG로� 발행주식의 24.7%를 
보유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주요�경영업무에�대한�의사결정�및�감독을�담당하는�이사회는�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
이사 1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인� 등�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 
이사회는�구성원�총 7명�중�과반수인 4명을�사외이사로�구성하여, 이사회의�독립성을�유지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이사회는 2020년에는�총 9회�개최되어�총 25건의�안건 (17건�결의, 8건�보고)을�심의하였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이사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총 2개� 이사회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감사위원회는�사외이사 3인으로�이루어져�있으며�회계정보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 
내부회계관리, 내부통제를�비롯한�여러�가지�감독업무�및�경영진에�대한�내부감시�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 감사위원회는 2020년에� 총 6회� 개최되어� 내부감시장치� 운영실태� 평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등�총 14건의�안건 (4건�결의, 10건�보고)을�심의하였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사외이사�후보의�추천과�위원회�운영에�있어�공정성과�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하여�사외이사 2인과�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사외이사들은�회계�및�재무, 경영, 법률, 자원개발�등�다양한�분야에�대한 
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주식수 지분율주주명

최대주주�등
10,195,745 26.30%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주주명
윤춘성

구분
대표이사 / 이사회�의장

담당업무
CEO / 이사회�의장

주주명
㈜LG상사�대표이사

민병일 사내이사 CFO ㈜LG상사 CFO

이원우 사외이사 감사위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채수일 사외이사 감사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한국사무소�대표

양일수 사외이사 감사위원 이정회계법인�파트너

허은녕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서울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

이재원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LG 임원

2,792,074 7.20%자기주식

국내기관
3,766,524 9.72%국민연금

2,091,427 5.39%Numeric Amplified Emerging Markets Offshore Fund L.P.

외국인

기타

430,326 1.11%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7,980,636 20.59%기타

11,503,268 29,68%국내개인�등

【 LX인터내셔널�주주�구성 】 2020.12. 기준

【 LX인터내셔널�이사회�구성 】 2020.12. 기준



리스크�관리

여신�거래시�거래하는�국내외�업체에�대한�사전�검토와�신용조사, 주기적인�거래선�점검�등의�절차를�규정하여�준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선�별로�한도를�설정하여�리스크�사항을�사전에�정의하고�이에�대한�관리방안을�수립하며, 여신�거래업체
의�신용도�심사�기준을�사전�제시함으로써�채권�미회수�등의�리스크를�방지하여�여신�관리  실행력을�제고하고자�합니다. 

< 여신리스크�관리 >
LX인터내셔널의�업무특성상, 무역거래�과정에서�입금과�출금�환율�불일치로�인한�환차익�발생�또는�해외투자�사업�운영 
과정에서�회계장부상�외화환산손익�발생�등의�외환리스크가�상존합니다. 안정적인�경상이익�확보를�위하여�전사에서 
발생하는�모든�외화�표시�거래는�리스크�관리대상이�되며, 외환리스크�관리�부서에서는�사내�선물환으로�대외거래를 
체결하는�등의�방법을�통해�리스크를�해소합니다. 

< 외환리스크�관리 >

신규�투자사업은�사업발굴�이후�투자예비심의위원회, 실사�진행�및�보고, 종합점검회의, 투자심의위원회를�거쳐�이사회
에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특히� 실사
단계에서부터�유관부서가�참여하도록�함으로써�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  리스크를�사전에�예측하고 
대비합니다.  또한�이미�진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도�개발계획과�경제성을�점검하고�프로젝트별�자산가치�변동을�상시 
모니터링�하고�있으며, 자체�점검�및�외부�전문기관을�활용해�이슈발생에�대응하고�있습니다. 

< 투자리스크�관리 >

신규사업�발굴 / 검토 투자�예비�심의위원회 실사�진행�및�보고 종합점검회의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최종결정

협력업체�선정시�객관적이고�공정한�거래를�위해�체크리스트를�운영하고�협력회사�계약서에�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체크리스트에서는�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윤리규범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지난
 5년간의�사건�및�사고�내역, 지난 5년�간�환경�및�안전�관련�문제를�야기하여�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경고를�받았는지�여부, 
해당�사업을�위한�정식�허가를�보유하고�있는지�여부, 현지법�위한�내역이�있는지�여부�등을�확인하고, 가격�적정성�검토를 
위해� 인근� 광산� 및� 농장과의� 도급� 단가를� 비교하고� 해당� 협력업체가� 수행� 중인� 타� 작업장� 또는� 대비� 마진� 규모의 
적정성을�검토합니다.

< 협력업체리스크�관리 >

해외의�다양한�국가들과�수시로�거래를�해야�하는�종합상사의�특성상 LX인터내셔널에게 “리스크�관리”는�사업의�성패를�가르는�중요�요소�중�하나입니다. 
LX인터내셔널은�상시�노출될�수�있는�투자, 신용, 외환�등�다양한�리스크에�대하여�체계적으로�대비�및�점검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발생할�수�있는�리스크의�종류를�신규사업�투자�리스크, 여신�리스크, 외환�리스크, 협력업체�리스크로�구분하고, 각각의�리스크에�대한�관리활동을�상시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정도경영

LX 윤리규범

LX윤리규범은�전�임직원이�지켜야�할�올바른�행동과�가치판단의�기준이�됩니다.
LX윤리규범은�고객에�대한�책임과�의무, 공정한�경쟁, 공정한�거래, 임직원의�기본�윤리, 임직원에�대한�책임, 환경·사회·주주에�대한�책임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고객에�대한
책임과�의무

환경·사회·주주
에�대한�책임

고객존중 -
가치창조 -
가치제공 -

- 환경보호
- 사회적�책임�준수
- 주주�이익�보호

임직원의
기본윤리

- 기본�윤리
- 사명�완수
- 자기계발
- 공정한�직무수행
- 회사와의�이해상충�회피

임직원에
대한�책임

- 인간�존중
- 공정한�대우
- 창의성�촉진

공정한�거래
평등한�기회 -

공정한�거래절차 -
상호발전�추구 -

공정한�경쟁자유경쟁�추구 -
법규�준수 -

 LX인터내셔널은� 임직원이� 윤리규범의� 내용을� 인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알림이와�퀴즈�이벤트�등을�매월�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윤리규범에� 관련된� 궁금한� 점을�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받은� 이해관계자의� 선물도�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채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 LX인터내셔널의�준법통제�활동 】

【 컴플라이언스�시스템  】

컴플라이언스는�회사가�사업운영상�준수해야�하는�제반�법규를�체계적으로�파악하고�임직원의�법규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점검하여�위법행위를�사전�예방하고�각종�법적�위험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및�통제�활동�과정을�말합니다. LX인터내셔널은�자산규모 5천억원�이상의�상장사로서 2012년 4월 15일
부터�시행된�상법�및�상법시행령에�따라�준법통제기준을�마련하고�준법지원인을�선임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에 2012년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법적리스크를�관리하고�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내부� 임직원과� 이사회, 준법지원인의� 상호� 협력� 하에� 준법통제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사회는�회사�내외부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위험의�평가�및�관리체제를�마련하고�준법지원인은�주요한�법적 
위험�행위를�유형화합니다. 임직원은�자율적인�준법점검계획을�수립하고�정기적으로�자율�점검실태를�평가함
으로써�위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상시적으로�관리합니다. 



정보보호

【 LX인터내셔널의�정보보호�체계 】

정보보안�사고는�기업의�최대�리스크로�떠오르고�있으며, 이에 LX인터내셔널은�회사의�비즈니스�특성과�관련�법령 
및� 표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변화�대응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보보안�관련�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먼저�선관주의�의무를�다하였음을�입증하는�문서보관체계�수립이 
필수적으로�요구되며, 임직원들의�정보보안�의식�제고�및�업무수행�역량�강화가�필요합니다.
 
이에 LX인터내셔널은�관련�전자문서, 이메일�등을�체계적으로�보관하는�기록�보전�시스템을�구축하고, 관련�법령 
및�판례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임직원들의�보안�업무�수행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1]



연결재무상태표[2]



연결재무상태표[3]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기타 ESG평가

【 경제적�가치�배분�상세�현황 】 (단위 : 백만원)

【 임직원�교육�현황 】

【 성희롱�예방�교육�현황 】

【 임직원�현황 】



[1] 연말�기준�적립�금액
[2]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Plan) : 퇴직�후�연금을�일시금으로�지급받는�형태
[3] 확정기여행 (DC, Defined Contribution Plan) : 1년마다�퇴직금을�정산하여�지급받는�형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발행 ‘산업재해율�확인서’

기타 ESG평가

【 육아휴직�사용�현황 】 【 임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 퇴직연금�지원 】 【 산업안전보건 】



인증 / 수상�현황

【 수상�실적 】



인증 / 수상�현황

【 인증�현황 】



GRI STANDARDS INDEX

【 공통표준 (Universal Standards) 】



GRI STANDARDS INDEX

【 공통표준 (Universal Standards) 】



GRI STANDARDS INDEX

【 특정표준 (Topic-specific Standards) 】



GRI STANDARDS INDEX

【 특정표준 (Topic-specific Standards) 】



독립된�검증인의�검증�보고서

서현회계법인은 (주)LX인터내셔널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정보 (보고�내용에�따라 2021년 6월까지의�정보 
포함)를� 기반으로� 작성된  ‘LX인터내셔널 2021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보고서�내용에�모든�책임을�가지고�있으며, 본�업무를�수행하면서�서현회계법인의�책임�내용은�계약�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서현회계법인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기반으로�실시되었습니다.

서문

검증인은�제3자�검증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이외에 LX인터�내셔널과는�검증의�독립성과�공평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 
어떠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본�검증�의견서는 LX인터내셔널�경영진과�이해관계자를�위해�발행되었지만,
본�검증�의견서에�기반하여�개인�또는�조직이�의사결정을�한�경우�그�결과에�대해서는�배상책임�또는�공동책임이�없음을 
밝힙니다. 

책임사항

본�검증인은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윤리헌장을�준수하며, 보고서�작성�업무를�포함한�독립적인 
검증� 활동과� 의견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현회계법인은� 독립성� 문제 
발생�예방�및�윤리헌장�준수�모니터링에�관한�적절한�시스템과�프로세스를�보유하고�있습니다.

독립성

본�검증은 LX인터내셔널의�보고서가�중요성�관점에서 GRI (Global Reporting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공정하고�적정하게�표시되었는지�여부에�대한�제한적�검증을�제공하기�위해�계획되었습니다. 본�검증인은 LX인터내셔널의 
목표나�기대치의�실현가능성에�대해�검증을�제공하지�않습니다. 본�검증인은�보고서에�수록된�재무정보가 LX인터내셔널의�감사 
받은�재무제표에서�적절히�추출되었는지�확인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경영성과�및�재무상태에�대한�완전한�이해를�위해서 
회사가 2021년 3월 10일자로�외부감사인의�감사를�받은�재무제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목적�및�범위

검증활동은 IAASB가�발행한 ISAE300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AA1000AS를�바탕으로�실시되었습니다. 본�기준은�검증인의�독립성�요건과�관련�윤리적�요건을�포함하며, 
보고서가�올바르게�작성되도록�제한적�검증을�계획, 수행할�요건�또한�포함합니다.

검증기준

보고서에�대한�제한적�검증은�보고서�내�정보를�준비할�책임이�있는�업무�담당자�위주의�질문, 적합한�분석�및�기타�증거 
수집�절차의�활용을�포함합니다. 절차에는�아래�사항이�포함되었습니다.

ㆍ 보고서에�수록된�재무정보가 LX인터네셔널의�감사�받은�재무제표에서�적절히�추출되었는지�확인
ㆍ주요�이해관계자�중요�이슈�선정�절차에�관한�문의
ㆍ전사�또는�사업�수준에서의�보고서�자료�제공�책임이�있는�실무담당자와�인터뷰�실시
ㆍ검증�우선순위�결정을�위해�중대성�이슈�분석�프로세스의�검토�및�적합성�확인
ㆍ보고서�내용을�읽고 LX인터네셔널의�비재무가치�창출�성과에�대한�본�검증인의�전반적�지식�및�경험과�일치�여부�판단

주요�검증절차

제한적� 검증은� 합리적� 검증범위와� 차이가� 있으며, 본� 검증인이� 합리적� 검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을� 모든�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본�검증인은�합리적�검증�결론을�내리지�않습니다.
본�검증인의�검증�보고서는�전적으로�계약에�따라 LX인터네셔널을�위해�발간된�것입니다. 본�검증인은�검증�결과와�검증�보고를 
통해�내린�결론에�대하여 LX인터네셔널�외의�인원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제한사항



독립된�검증인의�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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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원칙 (The Principle of Inclusivity) LX인터내셔널은�주요�이해관계자인�주주/투자자, 고객/딜러,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환경/NGO), 정부/지자체, 언론과의�커뮤니케이션�채널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본�검증인은�보고서�작성�프로세스�검토를�통해 
이해관계자�참여�과정에서�배제된�주요�이해관계자�그룹을�발견하지�못했습니다. 
중요성 (The Principle of Materiality) LX인터내셔널은�보고서�작성�시�핵심보고�내용을�결정하는�중대성�평가�프로세스를�적용하고�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내부 40개�지속가능경영�이슈�풀을�구성하고, 내·외부�이해관계자�설문조사, ESG 전문가�그룹의 
평가, 경영진�리뷰�등을�통해�중요이슈를�선정하였습니다. 검증인은�중대성�평가를�통해�선정된�중요�주제들이�보고서에�반영되어�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원칙 (The Principle of Responsiveness) LX인터내셔널은�이해관계자들의�관심도�및�기대사항이�반영된�중요�주제들에�대한�이슈�관리방향과�핵심�성과, 그리고�중장기계획을�공개하고�있습니다. 특히 2020년�새롭게�구성된 ESG 거버넌스를�바탕으로 
전사�차원의�비전�및�사업�전략과�연계된 ESG 관련�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이를�바탕으로�실시된 ESG 경영�활동에�따른�분야별�성과를�투명하게�공개하고�있습니다.
영향성�원칙 (The Principle of Impact) 중요�주제와�관련된�이해관계자들에�대한�영향은�식별, 모니터링, 그리고�평가되어야�합니다. LX인터내셔널은�중대성�평가를�통해�파악된�중요�주제들의�직간접적�영향을�파악하여�보고서에�담았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온실가스�배출�저감, 중소기업�동반성장지원, 현지사회공헌�활동, 노동자�인권보호, 인적투자, 정도경영, Compliance, 정보보호�등을 ESG 중점�추진과제�영역으로�선정하고, 이에�따른�위험과�기회, 그리고�영향과�성과에�대해�보고하고�있습니다. 
완전성 (Completeness) LX인터내셔널은�보고서�작성�시�보고�범위, 경계, 시간적�기준을�적용하고�있습니다. 본�검증인은�본�보고서가�상기�기준�측면에서�이해관계자가 LX인터내셔널의�사회책임경영�성과를�평가하기에�적절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배경 (Sustainability Context) LX인터내셔널은 CSR 이슈에�대한�정확한�현황과�개선사항을�경영진의�의사�결정�및�관련�부서들의�경영계획에�반영하는�프로세스를�정립하여�연속성을�확보하였습니다. 본�검증인은 LX인터내셔널이�기업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의�맥락을�적절히�이해하여�보고�내용을�구성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상기�내용과�같이�수행한�결과, 본�검증인은 ‘LX인터내셔널 2021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보고내용�결정�원칙�적용�측면에서�부적정하게�기술되었다고�보이지�않습니다.
 

검증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