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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일본에게는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미증유의 재해에 직면한 1년이었습니다. 

피해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한 힘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피난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27년 창업 이래, 점•접착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의 요구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현재 당사의 제품은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 

만들기”의 근간에 있는 것은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성(至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위하여 

연구와 개선을 계속하는 「창조」. 이러한 사훈의 실천이야말로 

당사의 사회적 책임(CSR)의 정신 그 자체이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현시대에는 사회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한발 앞서 읽어내고, 발빠르게 신규 수요를 개척하고, 신제품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룹의 모든 사원이 경영에 대한 참가의식을 가지고,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행동해 가는 것을 올해의 경영지침으로 

천명하였습니다.

　CSR정신을 철저히 한다는 의지는 매년 경영지침의 하나로서 

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철해 갈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그룹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시작한 3개년 

중기경영계획 「LINTEC Innovation Plan III（LIP-III）」에 「CSR경영을 

근간에 둔 기업활동의 추진」을 담아 CSR을 사업전략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나라와 지역에 밀착한 사업을 전개하고, 더 많은 Lintec의 팬을 

획득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외 그룹 각사에 

대한 CSR설명회를 실시하고, CSR을 침투시켜가고 있습니다.

　유럽 채무 문제의 영향과 지속되는 엔고 등 세계경제와 

일본경제는 모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도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로 

되돌아가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룹 전사에 그 정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을 중심으로 당사 그룹의 CSR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고 저희의 

사업활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주시고, 기탄 없는 의견•

평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상품 만들기를 실천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Akihiko Ouchi
President and CEO

LINTEC Corporation



3

LINTEC그룹의 CSR의 근간은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지성(至誠)」이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어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모든 일에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창조」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여 항상 연구와 개선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성실하고, 혁신적인 기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반복해 가는 것이 “제조”회사로서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지성(至誠)」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이 저희 Lintec

의 변함없는 자세이자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Lintec의 CSR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가 Lintec의 CSR의 근간

Lintec그룹에서는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 하에 6개의 기본자세에 따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규범준수의 철저화

CS(고객만족)의 향상

환경에 대한 배려

안전방재•건강 확보

사회공헌

주주•투자가 중시 경영

　Lintec그룹의 사업은 고객과 거래기업, 종업원, 주주•투자가, 

지역사회, 지구환경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글로벌해지면서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월에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26000」에도 참가하면서 

CSR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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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훈

「지성(至誠)과 
창조」

고객의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활동과 지구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며 환경부하의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도모하고 ,  공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삶의 보람과 노동의 보람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기업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 영 의  투 명 성 을  
높이고 기업가치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주•투자가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고객 지구환경

주주•투자가거래기업

지역사회종업원

� CSR의 기본자세

� 글로벌한 CSR경영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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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회적 책임(PSR)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CSR의 기반이 형성되어 더 높은 

단계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CSR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생긴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서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성장해 온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보다 더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모든 회사가 

동참하여 CSR에 대한 노력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 가겠습니다.

사훈에 기반한 Lintec그룹의 CSR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회적 책임(PSR*)은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통인식을 갖기 위해서 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집

CSR 담당자 각자의 생각

China

Korea

China

China

LINTEC ADVANCED TECHNOLOGIES 
(SHANGHAI), INC.
쿠리타 츠요시

LINTEC KOREA, INC.
김덕률•노지영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나가오카 요지

LINTEC (TIANJIN) INDUSTRY CO., LTD.
모리나가 히사오

*PSR : Personal Social Responsibility(개인의 사회적 책임)의 약칭. 개인이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

　Lintec의 사훈인 「지성(至誠)과 창조」는 저희 CSR의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지성(至誠)」.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 항상 연구와 개선에 노력하는 「창조」. 이러한 생각을 

그룹 기업의 모든 종업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의 해외 그룹사 12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CSR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유럽과 

미주의 5개사에 대해서도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사훈에 관하여」와 「CSR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여 그 목적•활동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intec그룹에서는 해외 그룹사의 구체적인 CSR활동에

관하여  각사가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2011년 4월에 참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대응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내외 설명회를 통하여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어 

Lintec의 CSR에 대한 공통인식과 동의를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부문간•조직간의 

교류기회가 증가하고 사업의 원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한 공통노력도 포함시켜 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특집에서는, 우선, 설명회에서 

전세계의 그룹사의 종업원들이 CSR을 어떻게 느끼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가를 보고합니다.

Lintec그룹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에 

근간을 둔 CSR정신을 침투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서면으로 규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을 전하는 활동입니다.

CSR의 추진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영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사 상무집행임원

경영기획실장 겸 CSR 추진실장

니시오 히로유키

글로벌 기업으로서 
Lintec의 CSR을 
전세계의 종업원들과 공유

CSR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뢰관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SR

활동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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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이 기업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CSR의 추진에 의하여 기업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고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실은 CSR매니저를 하고 있으며 

CSR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CSR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 자신도 CSR담당자로서 활동 추진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업활동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관계가 향상되면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신뢰관계 만들기」 활동에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에서는 종업원의 CSR에 대한 인식은 

높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CSR 설명회를 

계기로 CSR 강습과 계발활동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더욱 깊이 종업원이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영어 능력이 높은 현지 

종업원에게 영문 자료를 말레이시아어로 번역하도록 했고, 또한 

보충설명을 추가하면서 CSR의 사고방식을 공유하였습니다.

Taiwan

MalaysiaKorea

MalaysiaKorea

SingaporeTaiwan

Indonesia

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INC.
차이 칭샹(Ching-Shyang Tsai)

LINTEC ADVANCED TECHNOLOGIES 
(TAIWAN), INC.
쑤 총중(Thung-Chung Su)

LINTEC SINGAPORE PRIVATE LIMITED
신디 소(Cindy Soh)

PT. LINTEC INDONESIA
시타 다마얀티(Sitha Damayanti)

LINTEC SPECIALITY FILMS (KOREA), INC.
백동국•한유라

LINTEC ADVANCED TECHNOLOGIES 
(KOREA), INC.
박정모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
유 위히앙(Yew Wooi Heang)

LINTEC INDUSTRIES (SARAWAK) SDN. BHD.
제니야 다카오

WEB 유럽과 미주 5개사에 관해서는 Lintec CSR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번 CSR 설명회에 참가하여, 스스로 솔선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CSR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을 Lintec의 

CSR활동으로 발전시켜 가고 싶습니다. 

이번 CSR 설명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PSR)이 CSR

이라는 목표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업원은 모든 행동에 윤리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높여 가겠습니다.

타이완에서는 CSR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표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CSR활동이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의 CSR 설명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종업원의 의식고양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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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활동 테마와 목표•실적

「기업윤리•법령준수」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삼고 종업원 개개인의 

의식 계몽과 일상적인 실천을 

추진한다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고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본에 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종업원 만족도 향상을 기본에 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지역•국제사회의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추진한다

주주•투자가 중시 경영과 기업 

브랜드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소재 메이커로서의 「환경부하 

저감」 「자원의 유효활용」을 

기본에 둔 생산 및 연구•

개발 등의 전사적 활동을 

추진한다.

●종업원 개개인이 자각을 가진 훌륭한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규범준수를 철저히 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를 지향한다

●Lintec 품질•행동지침에 기반한 

구체적 활동의 실시

●천재•인재에 대한 빠른 대응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관리체제 구축

●전염병 예방대책

●장시간 노동대책•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역량에 맞는 활동

●지속가능한 활동

●지역밀착형 활동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를 높이고

(적정한 주가 형성), 기업•주주 

가치의 향상을 도모한다

●법령준수 철저

●환경 관련 홍보•교육의 충실화

●생물 다양성 보전

●환경배려형 제품 개발

●CO2 배출량 삭감

●에너지 사용량 저감

●화학물질 관리 철저

●대기 배출 VOC량 저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저감

●상호내부감사에 의한 확인•개선

●전사적인 환경활동의 계발•교육

●생물 다양성에 관한 계발•교육 실시

●LCA 기준에 기반한 개발건수 8건

●목표수치 181천t/년

●에너지원 단위 1% 개선(2010년도 대비)

●거래기업 감사 5건

●목표수치 1,000t/년

●목표금액 185,000천 엔

●CS 슬로건 「모두를 기쁘게 하는 제품을 

만들자」 “Lintec Products make everybody 

happy!”를 컨셉트로 하여 8개의 행동지침에 

따라 입안한 구체적인 활동의 추진

●쌍방향(참가형)에 의한 윤리관 계몽

●각종 관리규정의 준수 및 개선

　(정보보안, 개인정보, 경영기밀 등)

●제안형 활동의 추진

●천재 피해의 최소화

●해외사업소 단위의 행동계획 책정

●노동안전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정신적인 건강 회복/건강 증진

●신종 인플루엔자 행동계획에 기반한 

액션 플랜 책정

●장시간 노동 실태와 원인 파악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검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의 내실화와 정착화

●사원의 활동 참가 의식 향상과 지원

●투자가•증권 애널리스트의 신규 개척•관계 강화

●주주와의 관계 강화

●인지도 향상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2011년도 CSR활동 테마와 목표•실적

기본이념 활동 테마 2011년도의 목표 달성 상황

대폭 달성        달성        미달성

Lintec과 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령준수는 물론 사회로부터의 요청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CSR의 기본자세에 맞춰 조직횡단적인 멤버로 구성된 위원회가 CSR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업
윤
리

C
S(

고
객
만
족)

안
전
방
재•

건
강

사
회
공
헌

I
R

환
경
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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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상무집행임원

니시오 히로유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모든 종업원이 CSR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1년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가하고 

ISO26000을 활용하는 등 글로벌 기준 에 근거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2

년도에는 해외의 그룹사에 대하여 「사훈」과 CSR활동의 의의를 공유하기 위하여 

CSR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윤리 소식지」 vol. 5 발행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의 다언어판(版) 소책자 발행

●각 사업소에서 정보보안 운용세칙의 작성•운용 개시

●e-러닝의 실시

「통계적 수법」제2회•수강율 74%, 

「디자인 리뷰」제2•3회•수강율 74%

●기업문화에 관한 종업원 앙케트 실시

●직제별•직능별 교육을 체계화한 계층 교육안 작성

●동일본대지진 이후 방재 지침 작성과 배부, 사내 앙케트 실시

●해외위기관리규정의 재검토, 해외부임자 및 해외출장자용 가이드라인 책자의 

작성•배부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으로서 안전상호감시 실시

●정신건강 지원 홍보용 팜플렛 작성•배부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예방조치 실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실태 조사•취득 추진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의연금 기부

●지역 청소활동 실시

●이타바시 지구 폭력단 추방 연락회•캠페인 참가

●장애인 지원 활동

●4개 사업소에서 합계 896명의 공장•시설 견학 실시

●국내의 기관투자가•증권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300건 이상의 IR 미팅과 취재 

대응 등을 실시

●해외 기관투자가를 위해 북미 5개 도시와 유럽 7개 도시를 방문

●국내의 해외투자가 대상으로 IR 이벤트에 3회 참가, IR 미팅 실시

●개인 투자가를 위한 회사 설명회 등의 실시

●주주 소식지, IR 사이트 등에 의한 정보제공의 충실화

●전사이트의 환경법령감사 실시

●에코 뉴스 30건 발신, e-러닝 3건 실시

●삼림견학 투어 참가와 에코 뉴스에 의한 계발

●LCA 기준에 기반한 15건의 개발로 목표 달성

●약 169천t/년으로 목표 달성

●2010년도 대비 –0.6%로 목표 달성

●5건의 감사 실시에 의한 목표 달성

●VOC 배출량은 약 908t/년으로 목표 달성

●171,580천 엔으로 목표 달성

2011년도의 주요 활동 실적 추진 담당임원의 메시지

기업윤리추진 담당임원 고바야시 켄지
이사 상무집행임원

기업윤리를 지키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함께 그것을 운용하는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성(至

誠)」에 관한 생각이 뿌리 내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리관의 침투와 계발에 더 한층 노력해 가겠습니다. 

CS추진 담당임원 이우미 마코토
이사 상무집행임원

“모두를 기쁘게 하는 제품을 만들자”를 슬로건으로 「Lintec 

품질•환경 방침」에 의거한 행동과 사내의 정보 공유, 

거래기업과의 연계에 의하여 더욱 더 고객의 요망에 

부응하겠습니다. 

안전방재•건강 추진 담당임원 코야마 코지
이사 상무집행임원

Lintec그룹의 모든 종업원이 안전•안심하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위생방침에 

따른 직장환경 정비를 계속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회공헌추진 담당임원 이치하시 코지
이사 상무집행임원

지역사회를 소중히 하고 그 일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실시해 가겠습니다.

IR추진 담당임원 아사이 히토시
이사 전무집행임원

주주•투자가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공평하게 그리고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층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IR 

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환경보전추진 담당임원 야마토 요시유키
상무집행임원

Lintec그룹에서는 사업활동의 환경부하 저감에서부터 

환경배려형 제품의 창출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CO2배출량•

폐기물량•환경부하물질 배출량의 삭감뿐 아니라 환경배려형 

제품의 개발수치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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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매니지먼트

　Lintec그룹은 법령준수를 철저히 하고 경영 투명성과 기업윤리의식을 

고양하며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충실•강화를 통하여 

Lintec그룹의 기업가치 및 주주 공동이익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Lintec그룹에서는 사훈 「지성

(至誠)과 창조」에 기반하여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규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  해 야  할  행동을  

정리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과 휴대하기 쉬운 소책자 「윤리 

소식지 」  등으로  적극적인  

침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임원과 

관리직을 대상(4 14명)으로 

괴롭힘(harassment), 성실한 활동, 적절한 정보공개 등의 항목에 

관하여 앙케트 조사를 하였습니다(회답률 68.6%). 이 결과는 리스크 

평가위원회에 보고되어 사내의 계발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Lintec그룹은 2011년도까지 그룹사를 포함한 국내 11개 사업소, 해외 

그룹사 10개사에서 ISO9001*1의 인증을 취득하고 품질관리•개선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인증취득을 위한 활동도 시작하여 

보다 더 고객만족 향상을 지향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9001인증 취득 상황

2009년도

인증 취득수 19

2010년도

19

2011년도

21

� 품질보증체제

　Lintec그룹은 국내외 모든 거래기업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투명한 조달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적정한 조달을 함으로써 거래기업과 

함께 제품품질•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적정한 공급자 

평가를 하여 거래기업과의 신뢰관계의 형성•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공정한 거래

� 규범준수

　Lintec그룹은 국내 9개사, 해외 24개사(연결•비연결 포함)의 

종업원이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 아래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이 평등하게 일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종, 신조, 

성별, 학력, 국적,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적 취급도 하지 

않으며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diversity)를 존중*2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2011년 참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종업원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겠습니다.

인권존중의 노동관리
　Lintec그룹은 기업활동의 근간에는 「규범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내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관련법규」 및 「사회적 규칙」의 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업원의 채용과 취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부당한 차별행위, 아동노동, 괴롭힘(harassment)의 

금지 등 노동관련법규를 준수한 노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intec그룹은 ISO14001에 기반한 환경 관리 시스템 통합인증 취득 

노력을 2006년 3월부터 시작하여 본사, 국내 10개 공장, 연구소 

및 Tokyo Lintec Kako, Inc.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

년 5월에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2011년 3월에 

LINTEC (TIANJIN) INDUSTRY CO., LTD., 2012년 3월에 PT. LINTEC 

INDONESIA시아, LINTEC KOREA, INC.,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의 3개사를 통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그룹사의 글로벌 통합인증취득*3을 추진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진력해 

가겠습니다.

� 환경 관리 시스템 통합인증 노력

*1 ISO9001：품질관리 시스템의 국제표준규격
*2 다양성(diversity)의 존중 : 사람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적재적소에서의 각 능력의 발휘와 다양한 시점에서의 문제 해결,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 등을 촉진

*3 글로벌 통합인증 취득：전세계에 있는 복수의 사업소를 하나의 조직체로서 
통합하여 ISO14001 인증을 취득.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은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 번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의 총 6개 
언어로 발행

「L i n t e c  윤리 소식지 지키고 
있습니까!?」는 5권까지 발행

� 인권과 다양성(diversity)의 존중

Lintec 그룹은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를 지향해야 할 자세로 하여, 공명정대한 기업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과 체제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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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커뮤니케이션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역 환경보전활동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에서는 환경 관리 

시스템의 ISO 교육추진위원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환경국 직원을 초대한 사내 강연회 실시

●페낭 주(州)정부 주최 지역공헌 청소활동 「Cleaner Greener Penang」에 

종업원 참가

●환경의식을 반영한 사내 환경포스터 콘테스트 개최

싱가포르에서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LINTEC SINGAPORE PRIVATE LIMITED에서는 사내에서 자원봉사자 

요원을 모집하여 총 66명의 사원이 2개소의 고령자 개호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식사 도우미 활동과 

노래, 빙고게임 등의 이벤트 기획, 

실용품 증정, 창문 및 마당 청소 

도우미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시설 관계자로부터도 「고령자 

여러분이 즐거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1 IGAS : International Graphic Arts Show의 약칭
*2 IR：Investor Relat ions(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의 약칭. 기업이 주주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과 재무, 실적 등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일본 국내외 전시회에 출전

　Lintec그룹은 더 많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6회의 전시회에 

출전하여 Lintec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CSR 커뮤니케이션

　Lintec그룹은CSR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해외관계회사 소재지의 

언어로 번역한 CSR 보고서의 PDF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판은 

전체 번역하고, 그 외 한국어, 중국어(간체, 번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는 일본어판으로부터 발췌 번역하여 17개 거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해외 그룹사 종업원에 대한 CSR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P4-5 「특집」 참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룹사 

종업원과도 CSR활동 노력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기업윤리, 정보보안, 품질•

안전성 확보, 안전위생 등 모든 

관점으로부터 CSR의 철저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국제종합인쇄기자재전 「IGAS*1 2011」에 출전

PT. LINTEC INDONESIA에서의 설명회

적극적인 IR*2 활동을 전개
　Lintec에서는 적정 주가의 형성과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관투자가•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연간 약 300

건의 IR 미팅과 취재대응을 하고, 니즈에 대응하여 사업설명회와 

시설견학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미팅과 전화회의 외에도 도쿄 내의 해외 투자가를 모아서 

하는 증권회사 주최의 IR 이벤트에 대한 참가와 해외 투자가 방문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북미 5개 도시, 유럽 7개 

도시를 방문하는 등 총 100개 사 이상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주•투자가 여러분이 Lintec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결산정보와 

사업전략, 제품정보 등을 게재한 주주소식지를 4반기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에서는 매년 

독자 앙케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투자가 여러분의 의견을 

지면 내용과 IR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2011년 12월 실시)

사원도 함께 이벤트 참가

�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주주•투자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회가 Lintec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불가결합니다. 

여기에서는 2011년도에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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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고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회사 개요

LINTEC KOREA, INC.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의 
냉동기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피크전력감시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설정 
피크전력량을 넘지 않도록 에어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전력요금을 약 800만 
원/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LINTEC KOREA, INC.

소재지: 한국 충청북도 청원군
사원수: 94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전자•광학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 개요

2 0 1 0 년도부터  V O C  
자동감시측정장치를 도입하고 
행정원 환경보호서에 년 1
회 보고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관해서는 
생산공정에서의  효율  
향상에 의한 발생량 삭감,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
년도에는 조명의 LED화를 추진하여 전력사용량 삭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INC.

소재지: Shanhua District, Tainan City, Taiwan
사원수: 96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전자•광학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 개요

20 12년 4월 13일에 지역 
소방서에 의한 소방지식훈련과 
방수연습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공업단지 10
개사와 다른 공업단지 18개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지역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더 좋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LINTEC (TIANJIN) INDUSTRY CO., LTD.

소재지: Nankai District, Tianjin, China
사원수: 237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인쇄재료•산업공업재료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 개요

중 국  쑤 저 우 시 ( 市 )  
환경보호국으로부터 공장 
내의 화재 소화 폐수(소화전 
3시간 방수 등)와 용제의 
공장 밖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긴 급  폐 수  저 수 조 를  
신설하라는 지도가 있어, 제1, 
2공장동에 1기씩 410 m3의 
저수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배수에 대한 수질 규제가 강화되어 현재보다 더 엄격한 
배수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소재지: Suzhou New District, Jiangsu Province, China
사원수: 220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 인쇄재료•산업공업재료 및 가공재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해외 그룹사 8개사의 환경보전 활동
Lintec그룹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해외 그룹사의 환경보전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출방지용 긴급 폐수 저수조 공사

회수용으로 분리수거된 폐기물

톈진 공장 부지 내에서 실시한 소방 훈련

도입한 피크전력감시장치의 모니터 화면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LINTEC (TIANJIN) INDUSTRY CO., LTD.

PT. LINTEC INDONESIA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

LINTEC INDUSTRIES (SARAWAK) SDN. BHD.

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INC.

LINTEC KOREA, INC.

LINTEC CORPORATION (본사)

LINTEC SPECIALITY FILMS (KORE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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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환경 실적 데이터

회사 개요

L I NTEC  I NDUSTR I ES  
(SARAWAK) SDN. BHD.는 
2012년도 안에 ISO14001 
글로벌 통합인증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전 부 터  자 주 적 으로  
포장자재를 재이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삭감하는 
등 환경배려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INTEC INDUSTRIES (SARAWAK) SDN. BHD.

소재지: Kuching, Sarawak, Malaysia
사원수: 25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전자•광학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 개요

L I N T EC  I N DU STR I E S  
(MALAYSIA) SDN. BHD.에서
는 2011년 11월에 ISO14001
의 글로벌 통합인증취득을 
위한 심사가 실시되어 2012
년 3월에 인증되었습니다. 
종 업 원의  환 경에  대 한  
의식도 높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P19 참조).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

소재지: Bukit Mertajam, Pulau Pinang, Malaysia
사원수: 93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전자•광학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 개요

2011년 11월에 ISO14001
의 글로벌 통합인증취득을 
위한 변경심사를 받고 2012
년 3월에 인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사이트의  
하나로서 각 사이트와의 
정보공유를 긴밀히 하여 보다 
더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PT. LINTEC INDONESIA

소재지:
사원수: 344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인쇄재료•산업공업재료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 개요

2012년 4월 6일에 열린 포승
공업단지의 환경미화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공 업 단 지에  속 해  있 는  
회사가 자주적으로 참가하여 
단지의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환경미화활동에 대한 참가를 
통 하 여  지 역 사 회 와 의  
신뢰관계 만들기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LINTEC SPECIALITY FILMS (KOREA), INC.

소재지: 한국 경기도 평택시
사원수: 117명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 전자•광학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집계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포승공업단지의 환경미화캠페인에 참가

ISO14001 통합인증을 취득한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

ISO14001 통합인증을 취득한 PT. LINTEC 
INDONESIA

공장에서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청소활동

주) 1. VOC는 톨루엔, 메칠에칠케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연료사용량의 원유환산에 이용한 각 연료의 발열량은 에너지 절약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LSFT：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INC. LSFK：LINTEC SPECIALITY FILMS (KORE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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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tec CSR 보고서 2012을 과거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읽어본 

후, 착실하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CSR활동의 씨앗을 뿌리고 

사업에서의 CSR의 내부화를 도모해 온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훈의 하나인 「지성(至誠)」에 따라, CSR의 하의상달 구조는 

본사의 권역 안에 있어서 충분히 정착된 상태에서, 현재 매출 비율이 

33%에 달하고 있는 해외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CSR 보고서와 자료를 

발행하는 데 그쳐서는 CSR은 침투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본사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세계에서 사업전개를 하는 데 있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맹한 

것도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해외와 CSR 

공통인식을 갖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성 보고에서는 거래기업 및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알 수 있지만,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통합화라는 사회적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 앞으로는 주주•투자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2012년판에서 처음으로 제3자 의견을 청탁하기로 한 바, 

타다 씨로부터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CSR경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내외의 CSR설명회는 사훈의 인식과 CSR에 대한 자세와 

의욕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개최를 

희망하는 의견도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주주•투자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CSR의 사고와 노력을 현재보다 더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 

제3자 의견을 접하고

제3자 의견

「CSR 보고서 2012」 제작 프로젝트 멤버

편집후기
　이번 특집에서는 해외 그룹 각사의 CSR 설명회를 다뤘습니다. 나라와 

언어가 다른 종업원들에게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와 CSR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일본어로 된 저희의 진심과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듯 보였지만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생각이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현지 사정은 현지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사훈의 정신을 갖고 각지에서 자주적인 CSR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CSR추진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대응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대응함과 함께 

본업을 통한 적극적인 CSR활동인 환경배려형 제품의 개발을 

가일층  추진하고  그  과정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당사 그룹에서는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를 근간에 둔 CSR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있어서도 IR 정보 중에 CSR을 포함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 보고에 관해서는 CO₂의 삭감이 긴요한 과제이며 

총량에 있어서의 중장기 삭감목표를 정하고 노력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품의 환경배려에 관해서는 상품 기획과 설계 

담당자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도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되묻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CSR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사훈인 「창조」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새로운 

관계구축과 기술혁신에 의한 지구환경부하 저감에 대한 공헌. 그러한 

것이 앞으로 더욱 진일보한 CSR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점에 돌아가서 「지속가능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사내 논의에 진력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회상을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더욱 본질적인 CSR활동으로 비약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비영리조직 Japan for Sustainabil i ty의 이사장이며 
호세이대학 객원교수, 토호쿠대학 대학원 환경과학연구과 
교수, 각종 관청의 위원 등을 역임.

Japan for Sustainability

타다 히로유키 씨

Akihiko Ouchi
President and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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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LINTEC Corporation

본사 소재지 23-23, Honcho, Itabashi-ku,

 Tokyo, 173-0001

홈페이지 http://www.lintec-global.com/

설립 1934년 10월
자본금 232억 엔
상장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 시장 제1부
 (증권 코드 : 7966)
사업년도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대표자 Akihiko Ouchi, President and CEO

종업원수 연결 : 4,286명 단독 : 2,564명
사업소 영업거점 : 이이다바시(도쿄), 삿포로, 

센다이, 호쿠리쿠 (토야마현), 시즈오카,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시코쿠(에히메현), 
후쿠오카, 쿠마모토

 생산거점 : 아가츠마(군마현), 쿠마가야
(사이타마현), 이나(사이타마현), 치바, 
타츠노(효고현), 신구(효고현), 코마츠시마
(토쿠시마현), 미시마(에히메현), 도이
(에히메현), 니이하마(에히메현)

 연구개발거점 : 연구소(사이타마현)
 해외사무소 : 상하이(중국)

자회사 연결 : 일본내 4개사, 일본 이외 19개사
 비연결 : 일본내  5개사, 일본 이외 5개사
사업내용 점•접착 제품(스티커•라벨용 점착지•점착 

필름, 마킹 필름, 윈도우 필름, 반도체 관련 
테이프, 광학기능성 필름, 헬스 케어 관련 
제품 등), 특수지(컬러 봉투용지•색도화지, 
특수기능지 등), 가공재(박리지(剝離紙), 박리
(剝離) 필름, 합성피혁용 공정지(工程紙), 
탄소섬유 복합재료용 공정지(工程紙) 등), 
점착관련기기(라벨 인쇄기, 라벨링 머신, 
반도체 관련장치 등)의 개발•제조•판매

매출액(2011년도) 연결 : 2,009억 엔
 단독 : 1,622억 엔
영업이익(2011년도) 연결 : 140억 엔
 단독 : 74억 엔

회사개요(2012년 3월 31일 현재)

반도체 관련 테이프•
장치

액정 디스플레이용 
필름

태양전지용 백시트
(Backsheet)

마킹 필름

건물용 윈도우 필름

특수지탄소섬유 복합재료용
공정지(工程紙)

내장용 인테리어 필름

Lintec은 점•접착 관련 기기, 특수지, 

박리지(剝離紙)•박리(剝離) 필름 등을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품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용 코트 필름

자동차용 윈도우 필름

재무정보 등의 상세한 내용은 당사 IR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intec-global.com/ir/

스티커•라벨용
점착지•점착 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