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회사, 정부, 산업계, NGO, 전문기관

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

그리고 LG이노텍이 속한 지역사회입니다.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비롯

하고 진솔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LG이노텍

해 이해관계자별로 특화된 다양한 맞춤형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과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주고 받으며 기업경영에 영

LG이노텍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향을 주거나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분

채널

고객

전시회, 고객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블로그

임직원

오픈커뮤니케이션, CEO 간담회, 노경협의회, 사보(웹진/모바일), CEO 블로그(내부)

주주 및 투자자

주주총회, 공시자료, 수시미팅, IR행사, 컨퍼런스 참가

협력회사

사이버 신문고, 협력회사 상생 Day, CEO간담회(동반성장Camp)

정부

국책과제 참여, 공동 협력프로그램, 간담회

산업계, NGO, 전문기관

협회 및 학회 회원활동, 공동 협력프로그램, 컨퍼런스 참가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자매결연, 지역사회 간담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해관계자 참여 대상 및 조사 방법
● 1차 집단
● 2차 집단
● 3차 집단

임직원
임원: 인터뷰, 미디어, 내부자료
직원: 설문, 인터뷰, 내부자료
협력회사
설문, 미디어
고객
설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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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구소
설문, 인터뷰
애널리스트
설문, 인터뷰

정부기관
설문, 인터뷰, 미디어
NGO 및 지역사회
설문, 미디어

2015-2016 LG이노텍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대성에 따라 도출된 이슈는
Step

보고 내용 결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파악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들 중 중
대성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화 과정을 거쳐 핵심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영, 임직원 관련(인적자원개발) 이슈 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0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설문기간: 2016년 2월 13일 ~ 23일
설문대상: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NGO 등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 시스템

기업개요

기업성장 관련(성장동력 발굴, 제품경쟁력 확보) 이슈와 고객만족 경

OVERVIEW

중대성 분석

용과 임직원 안전 관련 이슈입니다.

Step

정도경영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효율적 에너지 사

02

소통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미디어 분석
2015년 1월 ~ 2016년 4월
주요 미디어에 대한 기사 검색
동종업계 분석
해외: DJSI World 및 DJSI 10대 전자부품기업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전자부품 우수기업
글로벌 스탠더드 분석
LG이노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가이드라인 분석(GRI G4, ISO 26000, EICC)

Step

03

중대성 분석을 통한 핵심이슈 선정

이해관계자 관심도

Slightly Important

Moderately Important

Very Important

Extremely Important

경제
• 납세전략
• 주주권리
• 지배구조

환경
• 환경시설투자/기후변화
• 환경보호활동/수자원관리

경제
• 원가 경쟁력 확보
• 윤리경영
•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경제
• 성장동력 발굴
• 제품경쟁력 확보
• 고객만족 경영

환경
•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 그린경영

환경
• 효율적 에너지 사용

환경
• 생물다양성
사회
• 지역사회 의사소통

사회
• 노사관계 증진
• 동반성장 활동
• 공정거래 자율준수
• 공급망 CSR 리스크
•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 임직원 일과 삶의 균형
• 인권보장
• 내부소통 활성화
• 임직원 복리후생
• 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회
• 인적자원 개발
• 안전한 사업장 구축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Right Promise Bette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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