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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독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관련 웹사이트 및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PDF로 제작되었습니다.

보고서 개요

롯데알미늄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22년 세 번째로 본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롯데알미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활동, 계획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 활발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보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성과의 경우에는 2020년과 2022년 상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 파악을 위해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기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롯데알미늄의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의 일부는 해외 
자회사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원칙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 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기준(Core Option)을 준수하였으며, 유엔글로벌 콤팩트 
원칙과 ISO 26000의 주요 아젠다, TCFD, SASB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무성과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검증의견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추가 정보

롯데알미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lotteal.co.kr/)를 통해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알미늄㈜ ESG담당 

홈페이지 https://lotteal.co.kr/
이메일 kskim2@lotte.net
전화 02-80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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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롯데알미늄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조현철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지속,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보호 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당사는 ’18년 이후 꾸준히 사업부문 합리화 
및 고부가 제품의 판매확대를 통해 ’20년 대비 괄목한 만한 
경영성과 개선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ESG경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관심과 성원,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롯데알미늄은 친환경사업 확대 및 탄소중립을 위해 2022년에는 
ESG전략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과 산업간 연결과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산업 분야에도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기술분야, 산업분야, 경영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고객중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회사 비전과 연계한 사업부문별 중장기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 관리, 평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정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신뢰와 소통의 기업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동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실행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보건, 준법경영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는 것은 
물론, ‘안전이 우리의 최고 가치’ 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한 
롯데알미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2022년 7월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현 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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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헝가리 양극박 공장 준공

친환경 포장

녹색인증

자원 선순환 

(Project LOOP)

ASI 인증 취득 안전환경부문 확대 개편

재활용(r-pet)

포장재 공급

온실가스 감축량    1,084 톤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

환경
Environmental

투명경영위원회

2회 개최

· ESG전담조직 신설
· RPA 활용 모니터링

품질경영, 안전보건 경영

식품안전 시스템 인증

행동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동반성장 지원
· 자율 안전 진단

·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 학대피해아동지원

이사회 사외이사

참석율 : 100%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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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창립이래 롯데알미늄은 종합 포장소재 기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속에 롯데알미늄은 친환경 소재 및 제품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Company Profile

롯데알미늄은 2009년 롯데기공(현, EM사업본부)을 흡수합병 하였고,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3개 
사업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2월에 전략기획부문에 ESG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연구부문 및 
안전환경부문을 확대 개편하여 ESG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M : Packaging Material)

PM사업본부

포장부문 성형부문

(EM : Engineering Machinery)

EM사업본부

서비스부문 제조부문

(BM : Battery Material)

BM사업본부

영업부문 국내생산부문

헝가리생산부문

전략기획부문 경영관리부문 연구부문 안전환경부문

대표이사

조직도

일반현황                                                                           (기준	:	2021년	12월	31일)

설립일 1966.11.4

대표이사 조현철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4	금천롯데타워

임직원 수 1,108명

자회사 인니포장,	LOTTE	ALUMINIUM	Hungary

사업영역 알미늄박,	연포장재,	음료용	CAN,	자판기 등

재무성과                                                                      (기준	:	2021년	12월	31일)

매출액 8,559	억

영업이익 202	억

당기순이익 734	억

신용등급(기업어음) A2+

롯데알미늄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안산에 공장 및 연구소, 진천, 평택, 오산, 인천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 증설 및 효율화 투자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및 연구소

본사
•		영업,	기획/관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4

인천공장
•		자판기, 쇼케이스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333번길 8

안산1공장
•		알미늄박 / 연포장재, 연구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01

안산2공장
•		골판지 Box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39-13

평택/오산공장
•		음료용 CAN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43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68-20 

진천공장
•		음료용 CAN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318-51

기업소개

VISION
Global Leading 

Material Solution Creator

MISSION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2030 비전

재무적 목표

매출액 2.5 兆 

비재무적 목표

친환경 사업확대

실행전략

포트폴리오 재구축
핵심사업 경쟁력 확대
저수익사업 합리화

신성장동력 확보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친환경 제품 확대

친환경 사업 기후위기 대응

그린 생태계 조성 자원 선순환

ESG비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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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_제품소개

알루미늄 박

50년 이상 축적된 최고의 기술과 최첨단 
설비로 각종 약품·식품 포장재, 전기전자 
및 산업재용 등 다양한 알루미늄박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7㎛ 알루미늄박을 자체기술로 
개발했으며,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자동형상제어장치가 부착된 광폭 압연기, 
Pin Hole 자동 검출이 가능한 Separator 
등 첨단설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

골판지사업은 환경친화적이고 완충능력 
및 내용물의 보존이 우수한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 및 
기능을 가진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극박

2차전지 배터리의 양극 집전체로 쓰이는 
알루미늄 양극박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외 주요 2차전지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양극 집전체는 활물질에서 발생되어 공급
되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
하는 소재입니다. 2차전지는 전기 자동차
뿐만 아니라 ESS, 소형 전지 등 글로벌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해외 생산법인 설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쇄 · 포장

다양하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품질 다
변화에  대응하며 방습 및 가공성이 뛰어
나고 제품 보호성이 우수한 포장재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필름, 알루미늄박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인쇄/접합하여 식품포장
재부터 약품포장재, 화학약품 및 건자재 
등의 산업용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 Spec에 특화된 포장재를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박

친환경 고급인쇄 상자 식품,	제과,	농산물 상자

산업용 포장재식품·약품용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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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_제품소개

기능성 필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사업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인접영역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롯데알미늄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주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하여 안정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전지용 보호필름과 점착제를 보호
하기 위해 부착되는 이형성을 지닌 이형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보호필름 이형필름

유지 보수 토탈 솔루션

점포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인테리어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사업을 돕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과 가전제품 판매점, 생활용품 판매
점까지 다양한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한 응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AN

CAN 사업은 대표적인 음료용기인 스틸, 
알루미늄CAN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재 
투입에서 제품의 포장까지 자동시스템 
으로 제어되는 첨단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AN라인은 2pc, NB(New 
Bottle), 18ℓ CAN 등 전 관종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Stubby	CAN 18ℓ	CAN

자판기

자동판매기 사업은 과거의 음료와 
커피 위주의 단순 판매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멀티 자동판매기, 아이스 
원두커피 자판기, 아이스크림 자동판
매기, 기타 농·축산물 자동판매기 등 
그 영역이 매우 폭넓게 확대되고 있습
니다. 롯데알미늄은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폐 PET병을 회수하는 자판기도 
개발하여,  주요 기관에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PET 재활용 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기능이 확대된 
스마트 자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멀티	/	CAN·PET	자판기 PET	수거기

쇼케이스

쇼케이스 사업은 냉장과 냉동 쇼케
이스, 업소용 냉장고와 대규모 시스템 
쇼케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롯데
알미늄의 쇼케이스는 친환경 냉매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
경 쇼케이스입니다. 또한 소비전력이 
적어 경제적이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제품 
보관 및 냉장기능에서 나아가 무인 
점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
한 스마트 쇼케이스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쇼케이스 냉장,	냉동 쇼케이스

NB	CAN

생활용품

               는 롯데알미늄의 생활용품 브랜드
입니다. Easy day, Easy life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이라이프는 주부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정신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편리한 생활문화를 위해 주방용품, 일용
잡화, 욕실/청소용품 등 2,500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운영 하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용잡화 주방/가전용품

Slim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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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인도네시아에 BOPP 필름 제조 및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헝가리 양극박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Global Network

•헝가리 터터바녀 

•양극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BOPP 필름

•�미국 켄터키 
(’22.3월 법인설립)

•양극박

글로벌 네트워크                      (기준	:	2021년	12월	31일)

제조·판매법인      2	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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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2022

연혁

1960 1990 20102000 현재

1966
회사설립

1980
상호변경

1968
서울압연 공장준공

2011
PT.LOTTE PACKAGING 인수

2021
신사옥 이전

1991
안산압연 공장준공

2005
연구소 설립

1985
안산인쇄 공장준공

1994
제관사업 진출

2014
연구소 증축

2021
헝가리공장 준공

2009
롯데기공 흡수합병

1980

16 17LOTTE ALUMINIUM SUSTAINABILITY REPORT 2021 Introduction 지속가능경영 ESG PerformanceSpecial Focus Appendix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중대이슈 관리

U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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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ㆍ환경 각 분야에도 
가치 창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ESG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목표가 
포함된 ESG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롯데알미늄은 ESG 추진전략으로 탄소중립 및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창출, 지속가능한 
사업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해 2030년에 2018년 대비 14.5%를 
저감하고, 2050년 Net-Zero를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재활용 PET와 
생분해 포장재를 확대하고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차전지 
소재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롯데알미늄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재무 Risk 외에 ESG경영을 위해 환경, 안전, 정보보안, 
윤리ㆍ준법 등 비재무 Risk 영역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2월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의 ESG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 성과 평가 및 ESG 
리스크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롯데알미늄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전략에 맞게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21.10월 안전기술경영팀을 안전환경부문으로 
격상하여  탄소중립과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연구부문 내 조직개편을 통해 
친환경 포장재와 2차전지 소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정보전략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사의 ESG경영 
총괄 부서인 ESG관리담당을 신설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체계

ESG비전 및 전략

ESG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조직 신설

지속가능경영 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GREEN TOMORROW 2030

•2050 Net-Zero
•2030 탄소감축(▲14.5%)
•��그린 생태계 

-	환경영향물질	75%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 선순환  
-	r-PET,	바이오 포장재
-	Recycle	자판기	

•사회적 책임 확대
•안전/보건 강화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	해외 진출

탄소중립 및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 

     ESG 거버넌스 체계도

위임

전문성에 기초한	
조정/집행 승인

실무 조정,	조율

보고

안건상정,	
이행결과 보고

ESG전략이행	/	
정보	/	실무의견

이사회

경영위원회 / CEO

ESG관리담당

업무담당부서

롯데알미늄은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는 임직원,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파트너사, 정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활동 및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주요 관심사항 소통채널 비고

내부 임직원

ㆍ공정한 보상

ㆍ복리후생

ㆍ안전한 근로환경

ㆍ노사 관계 관리

ㆍ중장기적 비전

ㆍ임직원 소통

ㆍMOIN	소통 게시판

ㆍ노사협의회(분기	1회)

ㆍ경영실적 공유회(월	1회)

ㆍ임직원 포탈

ㆍ주니어 보드

ㆍ직무 교육

ㆍ임직원 설문조사(연	1회)

ㆍ워크숍(연	2회)

핵심 이해관계자

외부

협력회사

ㆍ동반성장

ㆍ상생경영

ㆍ간담회(연	1회 이상)

ㆍ설문조사

ㆍ파트너스 데이(연	1회)

ㆍ고충상담 채널 운영

전략적 이해관계자

주주 /투자자

ㆍ투명한 경영활동	,공시

ㆍ지배구조 개선

ㆍ사업포트폴리오 개선

ㆍ주주총회(연	1회)

ㆍ지속가능경영보고서(연	1회)

ㆍ공시

ㆍ경영실적 공개(연	1회)

핵심 이해관계자

정부 / 지자체
ㆍ고용 창출	,	규제 준수

ㆍ사업장 안전 준수

ㆍ환경부	/	공정위

ㆍISO(연	1회)
전략적 이해관계자

고객

ㆍ품질 및 서비스 향상

ㆍ브랜드 가치

ㆍ홈페이지

ㆍ브로셔

ㆍ전시회 및 박람회

ㆍ홍보영상

핵심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ㆍ폐수	/폐기물 저감

ㆍ유해물질 관리
ㆍ사회공헌 활동 전략적 이해관계자

ㆍ사회 공헌

�별도 소통주기 표기가 없는 경우 상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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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를 식별하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관리와 
보고를 위해 중대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국제표준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조사, 선진기업 벤치마킹 및 국내외 산업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당사가 우선 순위를 두고 반영해야  하는 이슈 풀(Pool)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이슈 풀(Pool)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10개의 중대 이슈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성장 동력발굴, 친환경 제품 개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일하기 좋은 문화 확립, 
인재확보, 사회공헌활동 강화, 윤리·준법·공정거래 등의 사회 관련 이슈들을 핵심 및 중요 이슈로 
분류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및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 개요 및 
프로세스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분야 이슈 GRI 경계 페이지

S 신성장 동력발굴 - 내부 45

E 친환경 제품 개발 GRI	305		 내부 41

E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GRI	305 내부 39

E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GRI	303 내부 42

G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 내부 60

S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GRI	403 내	/외부 46,	47

S 일하기 좋은 문화 확립 - - 49

S 인재확보,	유치 및 개발
GRI	401
GRI	404

내부 50,	51

S 사회공헌 활동 강화 - - 52,	53

G 윤리·준법·공정거래 GRI	205 내	/외부 61,	62,	63

이해관계자 인터뷰

속한 산업 특성상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확산되고 이해관계자의 위상이 강화되는 
기업 경영 환경과 회사 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대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국제기구, 글로벌 시장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는 ESG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ESG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ESG 시스템과 통합하여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자율준수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의식 향상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ESG를 통합하는 
경영이 계속된다면 롯데알미늄은 투명한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알미늄의 사업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기존의 틀”을 탈피한 성장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래 에너지 소재가공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이며, 
“ESS, 전기차 등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사업의 필수소재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성장 가능한 친환경 비즈니스 구현이 필요” 
합니다.

롯데알미늄과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부터 대표 사회공헌 ‘AL♡YOU’ 
프로그램으로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치료와 
전반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5천명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100여 가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롯데알미늄 직원들은 NGO활동에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지원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알미늄과 저희는 단순한 마케팅 활동이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롯데알미늄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과 확장을 기대합니다.

거래처를 중요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상생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는 동반성장 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롯데알미늄과 롯데 중앙연구소의 제안으로 친환경 팝콘 컵을 개발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데, 이는 동반성장과 친환경 경영의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AT 커니)

NGO(세이브더칠드런)

아주 (파트너사)

STEP 1 STEP 3

Identification Validation

내·외부 환경분석 유효성 검증

식별

STEP 2

Prioritization

중대성 평가 반영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적용

•		국제 표준 분석

•		미디어 분석	/	벤치마킹 분석

•		비즈니스 영향도(관련성)	평가

•		이해관계자 관심도(중대성)	평가

•				선정이슈가 롯데알미늄의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이슈인지 경영진 및 이사회 보고

관리이슈 핵심이슈

비즈니스 영향도

외
부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High

HighLow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친환경	
제품 개발인재확보

일하기 좋은 문화 확립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기후 위기 대응
윤리 및 법규 준수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사회공헌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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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입니다. UN SDGs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를 표방하며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분야 특성과 사업역량을 고려하여 6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UN SDGs

이슈 내용 우리의 대응 핵심성과

신성장	
동력확보

롯데알미늄은 축적된 기술과 오랜 업력으로 국내 압연
사업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주로 약품과 식품용으로 사용
되는 알미늄박이	2차전지의 양극소재로 활용됨에 따라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선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	2030	비전 달성을 위해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고	2차
전지 소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 중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는 등 시장선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차전지 소재사업 해외진출	
(헝가리)

•				연구소 전지소재개발팀 운영

친환경제품	
연구 및 개발

화학물질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해성 평가 및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인 유기용제를 저감하고,	플라스틱	
코팅을 없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용이한 비중축소 라벨과 단일소재 포장재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				유기용제 저감 포장재 개발 및	
확대

•				플라스틱 코팅 축소 포장재 공급
•				비중축소 라벨 개발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는 인류가 현재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해결 문제입니다.	기업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은 이제 필수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사회·경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롯데알미늄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의 절대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				2030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
•				TMS(대기,	수질)	구축 확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당사는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요구 확대를	
대비해야 하며,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기회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본부별로 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사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재활용 제품 판매 확대
•				Project	LOOP	협업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쌓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사
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기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
하며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데알미늄의 이사회는	ESG	경영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알미늄은	
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회 분기별	2회이상 개최	
•				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선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안전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규제에 대응하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인력 및 재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중대
사고	Zero를 목표로 수립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유해·위험요소의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계획의 수립·훈련을 통해서 안전보건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안전환경 전담조직 신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 격상
•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공포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제 정비
•				중대재해처벌법 및 대응방안		

전사 관리감독자 교육

인재확보	
유치 및 개발

고객의 요구가 다변화하는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알미늄은 우수인재 확보와 인재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체계
적인 채용시스템과 인재육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	일과 삶의 균형 확보,	여
성인재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채용방식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수시 채용/경력 채용 확대
•				공채 기수 폐지 및 채용 유연화

일하기 좋은	
문화 확립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확보와 역량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확보한 인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임직원들이 보유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뿐만	
아니라 남성인재들도 육아휴직을 지원하며,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PC-OFF제와 유연근무제,	건강
검진 지원 및 주니어 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PC-OFF제
•				유연근무제
•				건강검진 지원
•				가족친화경영 인증

사회공헌 활동	
강화

기업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무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여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사회공헌 활동을		구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롯데알미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아동,	지역사회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사회공헌 활동 프로
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				안산지역 학대아동 후원	
•				지역별 환경정화 작업	

윤리경영,
준법경영,
공정거래

기업경영에서 윤리성 확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준법경영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확대를 위해	CEO직속 준법경영
팀은 윤리경영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제거
하고 정기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모니터링(정기/상시)
•				신문고 접수 및 해결
•				온/오프라인 교육진행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				자동감시(RPA)프로그램 운영

중대이슈 관리

UN SDGs 목표 세부목표 주요 활동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등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소

환경경영 방침 수립 및 환경경영시스템 확립	
유해물질 저감	

5.		양성평등 달성	,	모든 여성과 아이의	
역량강화

여성과 아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가족친화경영 인증	:	육아휴직,		
모성보호 휴직 및 근로제도	
PC-OFF	제	/	유연근무제,	여성리더 육성

7.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
전 세계 에너지효율을 두배 향상

공정 개선,	고 효율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활동 이행	
지속가능금융 발행,	2	차전지 양극박 생산

12.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문화 구축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

r-pet(폐플라스틱	)재활용 포장재 개발		
폐플라스틱 선순환 프로젝트	(Project	LOOP)	참여
생분해 포장재 및 재활용 용이 포장재 개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대응조치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수립 및 시행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정의 포용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 윤리행동강령 수립
신문고 운영	
담합 및 부패 및 뇌물관련 법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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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로드맵

2030 탄소중립 로드맵

롯데알미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72,222톤 대비 14.5% 저감하는 것을 탄소감축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립한 산업부문 목표(2018년 대비 14.5%)에 부합하는 것으로, BAU배출량과 비교하여 
28,642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50년에는 BAU 대비 100,626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Net-Zero(탄소 순배출 Zero)를 달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수립하여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제 주요내용 2030년 목표감축량 2050년  목표감축량

	설비효율		개선 	노후 설비 교체	 4,883 5,123

	공정개선 외 	연료 및 원료전환 외 2,378 39,123

	재생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구매		(PPA	및	REC) 21,381 56,380

계 28,642 100,626

2030 탄소감축 성장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저감)

2030 
목표 Net-Zero2050 

목표

(단위 : tCO2eq)

72,222

BAU 90,392 ▲21,381

▲7,261
61,750

36,111
재생에너지 구매 설비효율 개선 外

’18년 배출량 ’30년 예상 배출량 ’30년 예상 배출량 ’40년 예상 배출량 ’50년 예상 배출량

BAU 100,626 BAU 100,626

(단위 : 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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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2차전지 소재) 로드맵

2차전지 소재 확대, 양극박 CAPA 12만 톤 Global No.1

2030 2차전지 소재사업 로드맵

롯데알미늄은 ESG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 기회의 하나로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기차에 활용되는 2차전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대체하여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당사는 2030년까지 CAPA 12만톤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 
해외 생산거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차전지 소재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2030년 
목표

2030년 CAPA 12만 톤생산 
목표

해외 생산거점 확대
양극박 Global No.1

비재무 
목표

한국

•  CAPA 36천 톤
•  1단계 추진중
•  ’24년 가동 목표

미국 공장

미국

•  CAPA 11천 톤
•  ’20년 설비 증설

안산 공장

•  CAPA 72천 톤
•  2단계 증설중
•  ’24년 2단계 가동 목표

헝가리 공장(’21년  준공)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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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선순환 로드맵

2030 자원선순환 로드맵

매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양이 증가하며, 주요 국가의 순환경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롯데알미늄은 
Film을 활용하여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물리적 재활용을 
통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판매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 
(롯데케미칼 Project LOOP)에 PET 수거 자판기를 납품하며 기여하고 있으며, 생분해 포장재를 개발하여 지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원선순환 자원선순환 협력모델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기계적
(물리적) 
재활용

r-PET 컵, 적용제품 확대중

재생 수지 활용 

Sub : Virgin 10%

Core : Virgin 20% + 
재생Flake 60%

Sub : Virgin 10% 

화학적 
재활용

계열사 협업 

폐플라스틱 수거 ▶ 열분해

원재료 대체 
- 기계적 재활용 대비 활용도↑

r-PET 포장재 4천 만개/年
Recycle 자판기 3,000대/年

2030 
목표

생분해 포장재 개발
(모든 포장재 친환경化)

추진 
과제

재생칩 생산 포장재 생산/판매

제품 생산/판매

수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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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의 강도가 커지는 등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 및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알미늄은 환경안전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 및 환경규제를 고려한 
전사 차원의 환경경영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롯데그룹의 ESG활동과 비전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적·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를 기업의 경영활동의 핵심적 요소로 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전략기획부문의 전사 ESG관리담당과 안전환경부문을 통해 대내·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관리담당은 환경목표 달성 여부 및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는 이사회 및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체계

환경관련 방침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환경경영
ESG PERFORMANCE

Environmental

환경경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제품 개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에너지 사용 저감활동

온실가스 감축

•		친환경/신재생 제품 개발
•		제품 경량화

녹색제품 확대

•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녹색구매시스템 확립
•		환경정보공개제도 시행

 녹색경영시스템 강화

•		임직원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에너지저감 혁신활동

녹색경영 문화 구축

위임

전문성에 기초한	
조정/집행 승인

ESG실무협의체 실무 조정,	조율

보고

안건상정,	
이행결과 보고

신설 예정

ESG전략이행	/		
리스크 정보	/	실무의견

이사회

ESG위원회

ESG관리담당

경영위원회 / CEO

업무담당부서 안전환경/생산/영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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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에 의존해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온 인류는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 해결을 주요 
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21년 10월, 안전기술경영팀을 안전환경부문으로 격상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ESG경영 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부문에 
ESG 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ESG관리담당은 ESG경영전략 수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며 이사회와 임원회의에 주요 사항을 보고합니다.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전략수립과 정책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2050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노후 설비 교체 및 공정개선을 통한 효율 개선,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CEO의 KPI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KPI에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과제에 대한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보상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및 용수 부족과 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탄소세 등과 같은 규제 확대를 단기 및 중기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알미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산업부문 2018년 대비 14.5% 감축 달성을 위해 에너지 진단,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구매 등 실행 전략을 포함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 선순환, 
친환경 사업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롯데알미늄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안전환경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물리적 리스크, 규제변화 리스크, 패러다임의 변화 리스크 등을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분 이슈 분류 리스크 대응 전략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기상이변) 단기 태풍 및 홍수,	폭염,산불 등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생산과 물류에 영향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요소 사전 파악 비상대응체계 운영

규제변화		
리스크

배출권 거래제 강화 단기 배출권 할당 감소	/	이월량 제한	/	가격 인상 에너지 사용 절감,	친환경 사업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국경세 도입 중기 탄소국경세 부과로 수출 제한	(이익율 감소) 유럽 현지 진출,	LCA	도입 및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리스크

탄소배출 비즈니스 장기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및 전기사용 증가로 원가 인상 사업포트폴리오 조정,	고효율 설비 교체 및	DT	추진

소비자 친환경제품 선호 중기 친환경 제품 구매 선호로 인한 매출감소 재활용 및 생분해 포장재,	환경유해물질 저감 포장재	(녹색인증)

롯데알미늄은 사업의 확대 및 성장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4.5%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30년 BAU 기준 28,642톤 
감축) 궁극적으로 2050년에는 탄소배출량 제로인 탄소중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전략체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

기후변화 지표 및  
감축목표

기후위기 대응

롯데알미늄은 환경, 안전보건, 품질경영과의 통합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표준 제 · 개정을 통하여 시스템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고 각 
사업장 간의 유기적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동일한 기준의 표준을 사용하고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의 국내 모든 사업장은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6개, 100%), 친환경 식품포장재 
제조 기술에 대한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 제품 확인서를 취득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투자계획에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에너지 개선에 3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은 2030년까지 친환경사업을 확대하고 탄소저감 성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친환경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롯데알미늄은 임직원의 환경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실천을 위한 
투자계획 및 실적

환경관련 교육 실시
�’21년 에너지 효율 개선(히터,컴프레셔 교체)	:	4억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15~’16년)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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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의 R&D는 기존 제품의 기술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 개발이라는 기치 아래 
핵심 역량 집중과 신규 사업의 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생산제품의 품질 개선과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한 친환경 소재 및 2차전지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자 연구부문에 
포장소재개발팀, 전지소재개발팀을 두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와 협업하여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LCA를 고려한 제품 생산을 위해 유기용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원료 
원자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 유래 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축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이 소재를 개발하여 재활용  등급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및 개발 내용

연구소 개요

연구개발 전략 

친환경 추진 전략 

친환경 제품 개발

롯데알미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및 재생에너지 사용 등 다양한 감축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켜 국제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 본사에서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LETS(롯데 환경경영시스템, LOTTE Environment Energy Total Service)를 구축하여 사업장별 
에너지 현황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의 유기적인 활동과 협업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현장 중심의 능등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효율·노후 설비 
교체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대표 에너지 감축 사례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운영 활동	/	노후 대기설비의 고효율 장비 교체 활동
•		고효율 조명 교체 활동

롯데알미늄의 헝가리 사업장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전체 전력 중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38%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롯데알미늄은 배출권 거래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온실가스를 담당하는 안전기술경영팀를 
안전환경부문으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 대응 방안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 배출 할당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배출 시설별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20년 사업장단위	(진천공장 단일),	’21년 부터 법인단위로 확대	(전사업장 대상)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활동

재생에너지 대체 계획

배출권 거래제  
대응 현황

온실가스 감축

감축활동건수

14 
(건)

온실가스 감축량

1,084 
(tCO2-eq)

에너지 저감량

21,917 
(GJ)

●	2030
●	2050

38

100

재생에너지(%)

●	연구개발비용(백만 원)								●	연구개발비	/	매출액

2,161

0.3%

2019

1,666

0.2%

2020

1,668

0.2%

2021

●	특허									●	상표
47

출원(건)

93

46

20
등록(건)

66

46

•		R-pet	활용 포장재 개발

기계적 재활용 포장재 개발

•		플라스틱,	수성코팅 대체 종이튜브 개발 중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		유기용제 저감 포장재 인쇄 도수 축소

친환경 인쇄기술 적용

•		비중 축소 라벨		및 단일소재 포장재 개발 중

재활용 용이 포장재

그룹협업
●	할당량										●	배출량

32,659 32,659
67,121

29,409
28,758

72,329

2019 2020 2021

(단위	:	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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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업장들은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배출되는 수질, 대기 오염물질은 적정 처리시설을 통해 낮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토양오염시설은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관리하고 정기적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 이력이 없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생산 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환경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대기환경감시를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대기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부지침 등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전 대비하고 있으며, 노후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해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폐수 처리공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으로써 낮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방류수에 의한 수생태계 독성을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미치는 폐수 부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 현황 공유 및 대처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환경배출량(톤)

제품의 원재료와 완제품에는 분쟁광물(3TG)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쟁광물 (3TG) 이란?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자금 조달을 위해 생산되는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의 네 가지 광물

생물다양성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미세먼지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화학물질 관리

분쟁광물에 대한 관리

롯데알미늄의 각 사업장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근 수원으로부터 
용수 도입 경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누수 및 이상 현상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고발생과 용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예정입니다.

구분 위험성 내용

상수도
공급

낮음

1.			사업장 상수도 공급은 각 지방자치단체관할의 수도 사업본부에서 공급	/	
관리되며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수자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상수도의 지속적인 용수 공급 안정성 및 수질은 공급처에서 잘 운영되고 있음

3.			수도법 및 각 지자체별 시	,도 조례	(급수조례	)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상수원	:	안산1,	안산2,	오산,	평택,	인천	–	팔당수원지(경기 광주)	/	진천	–	대청수원지(충북 청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정에서의 낭비되는 용수를 최소화하여 재활용 용수 사용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확대 이전에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해 장비 및 공정을 개선하고 
폐수처리 기술 고도화로 오염물질 발생량 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생산시설에서 유류 및 위험물,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토양오염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하여 사업장 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표 및 지하수 누출사고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계약을 사전 준수평가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업체만을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정하여 소각 또는 매립, 재활용 등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량(톤)

수자원 리스크 관리

수자원 재활용 관리

토양오염 관리

폐기물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수자원 위험성 평가

●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3,434  

690
2020

2,979

847.1
2021

78

46

2020

2021
32톤  감소 �

42 LOTTE ALUMINIUM SUSTAINABILITY REPORT 2021 4343Introduction 지속가능경영 ESG PerformanceSpecial Focus Appendix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롯데알미늄은 2019년 2030년 비전 ‘Global Leading Material Solution Creator’을 재수립 
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식품 포장재 사업과 국내 사업에서 벗어나 친환경사업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속/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Business Transformation 하고자 합니다. 비전달성을 
위해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해외진출) 확대, 저수익 사업 합리화를 주요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식음료 포장재 산업의 성장 정체와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로 인한 경쟁력 약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부담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알미늄은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저수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수익사업 
철수

경쟁력 확대
열교환기,	보일러 및	
주차사업 철수	

양극박 사업 확대	
(압연기 증설),		
친환경 포장재 확대

롯데알미늄은 당사 보유 역량과 미래성장성을 고려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2차전지 소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전지 소재사업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양극박 사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연기 증설 
(2020년) CAPA 11천 톤

헝가리 양극박 생산법인 
준공(’21년) CAPA 18천 톤

국내 

해외

롯데알미늄은 헝가리 양극박 생산법인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롯데케미칼과 공동으로 미국 켄터키주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헝가리 
법인의 생산능력을 36천 톤으로 확대하는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연구부문에서는 
당사 역량을 활용하여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 비전 재수립

비전 및 전략방향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신성장 동력 발굴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인권경영

일하기 좋은 문화

인재경영

사회공헌활동

협력사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보보호

조세전략

ESG PERFORMANC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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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롯데알미늄은 전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교육, 배치 전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등 법정교육을 포함하여 유해
물질 취급·작업에 대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작업 상황에 따른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지진, 화학물질 누출, 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퀴즈대회를 실시하고, 주요 회의시작 전 안전사고 사례 및 대책을 
전파하는 ‘Safety Contact Box’ 제도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 임직원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자체 행동기반 안전관리 프로그램인 
LOFTY(LOTTE + Safet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행동의 주체인 근로자, 관리감독자들이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근로
자의 불안전행동과 상태를 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변
화시킴으로써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사고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IT시스템을 도입
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해 안전관찰 및 안전대화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파트너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 및 의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5세 이상 근로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클리닉, 의료상담, 식생활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상황 시나리오별(화재, 지진, 풍수해, 
테러 등)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모의훈련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화재발생에 대비한 
비상대기조를 주/야로 편성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 
상황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가 가능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공서와 지역사회, 그룹 계열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시 롯데 세이프티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확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점차 늘어나고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수입, 구매, 보관, 저장, 취급, 사용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 고지, 화학물질 차단 확산 방지, 
관공서 신고 등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훈련 

행동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건관리 및 
건강프로그램 

사고 및 비상대비  
체계 관리 

화학물질 관리 

롯데알미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 기준 보다 엄격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대상 으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45001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알미늄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1년 종사자 행동기반안전관리시스템 기법을 도입 운용
하고 있으며, 이를 잘 정착시켜 롯데알미늄 안전관리시스템(일명 “LOFTY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롯데알미늄은 2021년 기존 안전기술경영팀을 안전환경부문으로 격상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대 
개편하여, 안전보건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사내 규정 준수 여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전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위해 안전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외 전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일할 수 
있도록 롯데그룹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20개의 안전행동강령을 선정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정기적으로 자율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안전환경 
부문에서 매월 점검 테마를 사전에 공지하고 공지된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 전 사업장을 1회/월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수치화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결과는 각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에게 피드백 되고 연말 KPI 성과에 반영하여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 거버넌스

안전행동강령 제정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진단 점검 및 결과

진단주관 진단주기 부적합 개선율
안전환경센터 1	회	/월 284 100%
사업장 자체 1	회	/월 167 100%
외부안전진단 비정기 255 100%
계 706 100%

     사업장별 외부안전 진단

구분 안산1 진천 /평택 /오산 안산2 인천

일정 ’21.4	월 ’21.7	월 ’21.4	월 ’21.8	월

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안전기술연구원

본사 안산2 오산안산1 평택진천 인천

안전환경부문
환경품질담당

안전보건담당

대표이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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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Work & Life Balance)

복리후생 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노사문화

소통과 존중

간부사원 없(UP) DAY

인권경영 

인권경영 문화 내재화 

다양성 포럼

인권경영 일하기 좋은 문화

UN,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존중에서 기업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문제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 시에도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또는 규범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롯데알미늄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 헌장을 제정하고 인권선언을 공표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인권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인권침해 발생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인권침해 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며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는 신고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신고채널 운영 프로세스

롯데그룹은 여성인재 중심이었던 기존 와우포럼(WOW : Way of Women)에서 세대, 성별, 장애, 
글로벌 4가지 주제로 대상을 확대해 다양성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포럼을 통해 우수 
임직원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 등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제에 
대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현 세대의 트렌드이자 장기적인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문화는 취업준비자들에게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발맞춰 
롯데알미늄은 임직원의 워라밸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연근무제도와 PC-OFF 시스템을 적용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전후로 휴가권장일을 
지정하여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구성원의 니즈와 사회적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 
유연하고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모성보호 지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인재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족의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콘도/리조트 등 하기 휴양소 운영, 남성 
의무 육아휴직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친화경영의 
결과로 롯데알미늄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전사 팀장, 리더급의 간부사원이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사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소통을 추진함으로써 가치창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시로 제도 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여 이해의 폭을 높이고, 협의를 진행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영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제도 설계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임직원이 롯데그룹의 가족으로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임직원 간의 
소통 및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젊은 직원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여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인게시판에 ‘공감’ 게시판과 ‘알토란’ 게시판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내동호회 지원
•		콘도/리조트 운영
•		복지포인트
•		하기휴가 지원여가 및 자기계발

•		주택자금 융자
•		사택 제공
•		개인연금 지원
•		경조사 지원주거/생활

•		건강검진 지원
•		단체 상해보험
•		난임진료 지원

건강관리

•		육아휴직 제도
•		자녀 학자금 지원
•		가족초청 행사

육아/교육

온라인 신문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외부 준법 제보 채널	
(Compliance	Hotline)

증거/증인 확보
피해자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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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주체로서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의 핵심 경쟁력인 인재를 혁신적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위취득 지원제도
롯데알미늄은 교육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산학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학기별 교재 비용을 지원하고, 학사학위 취득시 
인사기록에 반영하여 학문적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실무자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변화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직책과 역할의 수직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리더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층별 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
PC/모바일 교육이 가능한 EZ Learning 사이트를 통해 직무교육, 외국어, 도서 등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내 이슈, 인사이트 콘텐츠, 비즈니스 이슈 등을 공유/검색/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러닝 플랫폼인 아크로폴리스를 통하여 사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신입사원들의 적응을 돕고 이론과 실무를 갖출 수 있도록 각 사업본부 및 사업장 경영현황 및 회사 
비전을 소개하고,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 교육
중장기적 재무 인재를 육성하고 재무 전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재무 자격 인증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DT 인재육성 자격과정을 신설하여 IT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글로벌 교육은 (예비)주재원과 
현지인에게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직 내 여성 
인재 성장 및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 운영
롯데그룹은 출산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2012년 
도입하였으며,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여성인재가 출산과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전략

여성인재 확보 및 육성

롯데알미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보다 성장시켜 나갈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찾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경영환경 및 채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IT기술을 채용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언택트 전형확대, 
온라인 채용상담을 통하여 새로운 채용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유튜브 채널 활용

롯데알미늄은 성별, 학연, 장애,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모든 채용 전형에서 
장애인, 보훈 지원자들을 우대하고 있으며 수시로 장애인, 보훈 전형을 진행하여 일자리 지원 및 
적극적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 인재상

인재 확보

다양성을 존중한 
열린채용

인재경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도전

협력과 생성을 
아는 인재

소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패기와 투지를 가진 인재를	
초대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안정보다는	
실패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젊음의 무모함이 아닌 진정한 실력으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을 단련
시키는 인재를 초대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롯데는	
기다립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진정한 실력자는 협력하고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모여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능력과 실력을 키우는 일도	
개인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인재를	
롯데는 기다립니다.	원대한 여러분의 꿈을	
롯데에 투자하십시오.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장하는 롯데가 당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을 
아는 인재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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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아동(AL♡YOU), 환경(AL♡ECO), 지역사회(AL♡SOCIETY) 3개 테마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테마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후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테마에서는 롯데알미늄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역사회 테마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소방관 후원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전략

사회공헌활동

위기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 임시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대상 심리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보호체계를 수립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대규모 국내아동지원사업으로 ‘AL♡YOU’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보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전국에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안산 및 서울지역의 학대피해아동 및 위기가정을 후원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근본적인 아동학대예방과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약 60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 및 공공시설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결손가정을 
후원하며 기프트박스 전달, 지역사회 체육 행사 지원, 화재취약 실버세대 물품 후원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샤롯데 봉사단’ 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롯데알미늄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

AL
♥

YOU

AL
♥

SOCIETY

AL
♥

ECO

환경개선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 캠페인 참여

위기가정 지원

지역사회 공헌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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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롯데알미늄은 2015년부터 우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무이자 직접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롯데알미늄은 파트너사의 원활한 현금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대기업의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롯데알미늄은  설과 추석에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에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고충처리 시스템
롯데알미늄은 파트너사 고충 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와의 핫라인(신문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 아카데미
롯데알미늄은 파트너사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 체결
롯데알미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플라스틱 봉투와 골판지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 파트너스 Day
설문조사 및 파트너스 Day를 통해 파트너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연간 거래금액 100억 이상인 협력사를 주요 협력사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화학 업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상생협력, 공정거래, 소통 강화, 복리후생 네 가지의 전략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 
위원회, 서면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약 80여개의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 금융지원 및 상생결제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의 
의견청취를 위해 온라인 신문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진행하며, 
관련된 핵심성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활동을 도출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롯데알미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파트너사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 및 상생결제, 상생협약, 납품단가 조정을 통해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전략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

동반성장 추진 프로그램

협력사 동반성장

기획 재경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성장 담당 팀장

준법구매

•		금융지원
•		상생결제
•		상생협약
•		납품단가조정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		
하도급 심의위원회 운영		•		

•		동반성장 전담조직
•		파트너사 고충분담

명절선물		•		
상생아카데미		•		

상생 협력

소통 강화

공정 거래

복리 후생

신청 파트너사

접수

교육 롯데인재개발원

은행

롯데알미늄 1차 파트너사 2차 파트너사

대금 지급

물품 납품

대금 지급

물품 납품

롯데알미늄	
금리로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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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권장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정보보호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개인정보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롯데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연 1회 실시하여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보보호 활동 현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롯데알미늄의 정보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롯데그룹 보안관제 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외부의 
악성 공격 또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추적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신, 문서 암호화 등 정보보호 솔루션 정책의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방화벽, 접근제어시스템 등 필수적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련한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활동 , 침해사고 및 모의 해킹 대비 훈련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뉴스레터 발행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모의 바이러스 훈련을 
실시하여 악성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감염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모의 바이러스  
훈련 결과 우수 부서에는 포상을 진행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현황(교육인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책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롯데알미늄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환경, 사회 및 관리문제를 다루는 ASI(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ASI(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 행동 강령 준수

ASI 행동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롯데알미늄의 사회 / 환경 / 관리 측면에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보보호

관리적
정보보호 담당

개인정보
보호 담당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PO (개인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책임자

기술적
정보보호 담당

물리적
정보보호 담당

351명

2019

441명
2020

알미늄 공급원에 대한 책임➊
•				공급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환경 위반을 고려,		

소싱정책을 문서화하고 리스크 관리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반대 •				윤리행동 강령 준수

UN 비즈니스 및 인권에 대한 존중 •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UN지침을 준수하는지 평가함

분쟁지역 및 위험이 높은 지역 
무력충돌 또는 인권침해 미지원

•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지침을 준수함

협력사 행동규범 운영 •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공급업체에 통보함	

➋

➌

➍

➎

인권 존중 & 
법 준수

•		인권에 대한 존중과 법 준수	
생산적 노사 
관계 운영

•		생산적 노사관계 운영

에너지 절약 &
환경 보호

•		에너지 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 건강 & 안전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조성

ASI 
(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 

    ASI(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란? 

알미늄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되어 채굴에서	
가공 및 최종 완제품 제조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권,	안전,	환경 및 원주민 등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인 이슈에 대해 글로벌 표준을 작성하고 운영하는 단체
2021

3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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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세금과 관련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금 종류 및 금액적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세법 규정 준수를 위해 전문 부서를 별도로 
운영함과 동시에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책임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 밖에도 조세 업무 관련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납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아울러, 매출 및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등의 추가적인 
정보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을 통해 공개합니다.

     법인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롯데알미늄은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해외법인 납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속한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여  모범적으로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에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자회사들도 현지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각 국가의 과세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리 활동

납세내역 정보 공개

해외납세 의무

이전가격

조세전략

25,412

6,672

1,827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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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이사회는 2021년 12월 기준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총 6명입니다. 
사외이사는 당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안정적인 경영과 전략적 의사결정 등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제고를 지향하며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성별 담당업무 (직급) 선임일

사내
이사

조현철 남 現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2018.01.10
최연수 남 現	롯데알미늄 전략기획부문장	 2019.03.29
한충희 남 現	롯데알미늄	BM	사업본부장 2020.03.31
이승민 남 現	롯데알미늄 경영관리부문장 2020.03.31

사외
이사

이희철 남 現	한국식생학회 회장 2020.03.31
김지현 여 現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20.06.15

     이사회 내 소위원회

소위원회 역할 위원 개최(2021년)

투명경영위원회 일정규모이상의 내부거래 심의
사외이사	
대표이사

2	회

롯데알미늄 이사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시급한 사안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
되어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실시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안건 수	(건) 17 15 17
이사회 개최 수	(회) 9 8 8

출석률	(%)
사내이사 외 88.4 100.0 100.0
사외이사 100.0 100.0 100.0

※	기타 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 출석률에 포함함

     주주 현황

구분 이름 주식 수 지분율 (%)
개인 신영자 1,315 0.13

국내계열회사
㈜호텔롯데 396,765 38.23
㈜부산롯데호텔 40,346 3.89

해외계열회사
㈜L	제	2	투자회사 362,374 34.92
㈜광윤사 237,040 22.84

계 1,037,840 100.00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건전한 지배구조_이사회

롯데알미늄은 롯데그룹의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윤리강령, 행동 준칙 등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는 주기적으로 윤리경영 준수 메시지를 대내외 선언하고 있으며, 투명한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경영팀은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임직원이 윤리경영 문화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
수시 감사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강령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당사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및 업무절차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이사회에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주제로 윤리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온	/오프라인 교육
교육과정	(개) 1 1 1
교육 인원	(명) 1,305 1,249 1,143

롯데알미늄은 정기 감사와 대표이사의 지시나 외부로부터의 제보 등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과 절차는 감사업무 규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비 윤리적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또는 여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보 접수 및 해결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접수건수 5 10 4
해결건수 5 10 4
조치 및 징계 건수 - 1 1

※			위반내용	:	반부패법 위반	
조치내용	:	인사위원회 회부(2명)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경영 교육

윤리감사

내부 제보 채널 및 
제보자 보호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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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경영활동 전반의 각종 위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리스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컴플라이언스(자율준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4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부정청탁금지등 반부패 준법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인권을 제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당사 제품의 공급이 제한되는 등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국내외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파트너사와 거래시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사용하고 전자구매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 및 개정 현황

구분 도입 개정
표준계약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롯데알미늄은 청탁금지법상 제한하고 있는 금품 등의 제공을 규정으로 금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준법경영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거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전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기부ㆍ협찬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거 하여 기부 
목적의 정당성과 기부금 지급 단체의 적격성, 청탁금지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사회 또는 
투명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기부 건수 10 9 11
이사회	/투명경영위원회 승인 건수 1 1 2

당사의 준법경영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준법경영 서한을 임직원과 협력사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추진체계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강화

반부패 

기부 및  협찬 

CEO 준법경영 메시지

준법경영

롯데알미늄은 구성원의 자율준수를 위해 2014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함께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내용
준법서약서 전 직원 대상 준법서약서 작성	(100%)
가이드라인 담합,	대리점계약서 체결 가이드라인 배포(총	2건)
준법교육 담합,	하도급	,	상생협력법 관련 교육 실시	(총	4	회)
모니터링 실시 전담조직을 통해 상시	RPA	활용 키워드 상시 모니터링
표준계약서 제·개정 업종별 하도급 총	10건,	대리점 총	2건 제·개정

롯데알미늄은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의 이상의 하도급 거래를 개시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사외이사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에서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팀에서는 공정거래, 하도급 등 관련된 업무추진 현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투명경영위원회 개최 건수 3	회 2	회 2	회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12	회 7	회 9	회

롯데알미늄은 준법경영팀 주관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최신 개정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공정거래 교육실시현황	(회) 2 4 4
수료인원 1,377 1,687 1,768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불공정거래 신고채널

내부거래 관리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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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관련지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제3자 검증의견서

롯데알미늄 인권선언

GRI Index

TCFD, SASB Index

주요 단체 가입 현황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경제적 가치 배분

신용 등급 (기업어음)

국내/해외 사업장 매출

구분 2019 2020 2021
자산총계 1,759,773 1,777,125 1,633,779
유동자산 374,965 638,806 418,761

현금및현금성자산 22,756 31,358 35,86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65,921 205,806 219,179
재고자산 82,850 78,004 101,535
기타유동금융자산 97,349 64,621 52,647
기타유동자산 5,240 5,125 8,695
당기법인세자산 850 1,885 839
매각예정자산 - 252,008 0

비유동자산 1,384,809 1,138,319 1,215,01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5 57 1,857
관계기업투자 1,392 1,429 1,66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69,405 609,884 637,270
유형자산 406,904 482,023 500,744
투자부동산 191,186 25,208 55,523
무형자산 9,593 8,743 8,653
사용권자산 4,381 4,503 4,416
기타비유동자산 - - 499
순확정급여자산 91 5,243 2,806
이연법인세자산 1,760 1,228 1,580

부채총계 843,717 981,690 756,278
유동부채 231,587 576,191 324,4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7,078 105,667 117,621
단기차입부채 125,235 184,941 168,149
단기리스부채 1,134 1,124 602
당기법인세부채 4,306 - 34,347
기타유동부채 3,835 284,460 3,697

비유동부채 612,130 405,499 431,8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486 7,169 6,895
장기차입부채 228,222 221,550 248,149
장기리스부채 215 467 776
순확정급여부채 943 1,073 1,281
충당부채 734 645 49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20 7,138 15,319
기타비유동부채 160,527 - -
이연법인세부채 213,383 167,458 158,947

자본총계 916,056 795,435 877,50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916,143 795,517 877,575
자본금 5,189 5,189 5,189
기타불입자본 61,513 61,513 61,513
이익잉여금 406,015 415,115 486,886
기타자본구성요소 443,425 313,699 323,986
비지배지분 (87) (82) (74)

부채와자본총계 1,759,773 1,777,125 1,633,779

�연결대상 종속기업	:	PT.LOTTE		Packaging

구분 2019 2020 2021
매출액 885,257 807,665 855,926
매출원가 795,696 719,923 763,759
매출총이익 89,561 87,742 92,167
판매관리비 74,102 80,409 72,001
영업이익 15,459 7,333 20,165
금융수익 13,424 12,791 12,761
금융원가 11,880 10,642 9,396
기타영업외이익 13,734 25,699 112,389
기타영업외비용 8,022 22,766 37,152
지분법투자손익 (1,495) 22 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1,221 12,439 98,774
법인세비용 6,672 1,827 25,412
당기순이익 14,549 10,613 73,362
기타포괄손익 (32,158) (131,234) 8,704
총포괄이익 (17,609) (120,622) 82,066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

주주	/	채권자
배당금 -
이자비용 9,396

정부 법인세 25,412

임직원
급여 76,644
퇴직급여 6,339
복리후생비 11,203

지역사회	/	NGO 사회공헌 활동비 431
협력사 원재료비	1) 412,642

주1)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의 매입세액	

구분 2019 2020 2021
한국신용평가 A2+ A2+ A2+
나이스신용평가 A2+ A2+ A2+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국내 사업장 814,990 739,153 769,618
해외 사업장 70,267 68,512 86,308

요약 연결재무정보

ESG 관련지표 - 재무제표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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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직접사용량

안산	1 49 50 46

안산	2 31 26 24

진천 109 117 124

평택 136 127 148

오산 1 1 1

인천 16 13 11

본사 외 16 15 14

계 357 349 367

간접사용량

안산	1 392 408 419

안산	2 32 26 24

진천 244 232 263

평택 239 225 258

오산 32 32 36

인천 26 24 21

본사 외 13 15 23

계 978 961 1,043

총사용량

안산	1 442 457 465

안산	2 62 52 48

진천 353 350 387

평택 375 352 406

오산 33 32 36

인천 42 37 32

본사 외 29 30 36

계 1,336 1,309 1,410

원단위	
(매출액 대비)

안산	1 0.002 0.002 0.002

안산	2 0.001 0.001 0.001

진천 0.003 0.003 0.004

평택 0.004 0.003 0.003

오산 0.025 0.026 0.017

인천 0.000 0.000 0.000

본사 외 0.029 0.030 0.020

계 0.0016 0.0018 0.0018

※			’21.3월 당사가 영위하던	Pet병 사업을 계열사에 양도함에 따라	3개년도 일부 사업장	(진천공장,	횡성In-Plant,	청원In-Plant)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3개년 온실가스 명세서 및 검증의견서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직접배출

안산	1 2,640 7,447 3,565

안산	2 1,564 1,316 1,210

진천 5,561 6,082 6,625

평택 6,889 7,203 9,555

오산 36 33 30

인천 791 669 572

본사 외 1,112 1,018 945

계 18,593 23,766 22,502

간접배출

안산	1 19,491 19,934 19,836

안산	2 1,539 1,256 1,163

진천 11,846 11,285 12,571

평택 11,629 10,922 12,335

오산 1,550 1,542 1,715

인천 1,266 1,143 1,006

본사 외 630 711 1,079

계 47,951 46,793 49,706

총배출

안산	1 22,131 27,381 23,401

안산	2 3,103 2,571 2,373

진천 17,407 17,367 19,197

평택 18,517 18,125 21,890

오산 1,586 1,575 1,746

인천 2,057 1,812 1,578

본사 외 1,742 1,728 2,024

계 66,544 70,560 72,208

원단위	
(매출액 대비)

안산	1 0.09 0.11 0.09

안산	2 0.04 0.04 0.03

진천 0.14 0.17 0.18

평택 0.18 0.17 0.16

오산 1.21 1.26 0.81

인천 0.01 0.01 0.02

본사 외 0.14 0.13 0.09

계 0.08 0.10 0.09

※			’21.3월 당사가 영위하던	Pet병 사업을 계열사에 양도함에 따라	3개년도 일부 사업장	(진천공장,	횡성In-Plant,	청원In-Plant)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3개년 온실가스 명세서 및 검증의견서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소수점 이하 절사 등의 사유로 사업장 합산값과 총 배출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단위	:	tCO2	–	eq) (단위	: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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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먼지

안산	1 - 1.74 -
안산	2 0.06 0.13 0.18
진천 4.36 0.93 0.84
평택 0.42 1.36 1.47
인천 0.11 0.04 0.07
계 4.9 4.2 2.5

Sox

안산	1 - 0.22 -
안산	2 - - 0.04
진천 - - 0.90
평택 0.20 1.48 0.42
인천 0.08 0.005 -
계 0.3 1.7 1.4

Nox

안산	1 - - -
안산	2 - - 0.9
진천 1.37 4.47 4.81
평택 1.90 5.79 7.16
인천 - 0.26 0.15
계 3.3 11.0 13.0

※	’19,	’20년	Data를 서울 본사 포함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단위	:	TON)

구분 2019 2020 2021

BOD
진천 0.061 0.035 0.066
평택 2.140 1.413 0.755
인천 - - -

COD
진천 2.894 2.694 3.228
평택 4.320 2.705 4.177
인천 - - -

SS
진천 0.555 0.141 0.396
평택 0.860 0.846 2.018
인천 - - -

※	’19,	’20년	Data를 서울 본사 포함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단위	:	TON)

구분 2019 2020 2021
메틸알코올 안산	1 0.63 0.53 0.55
프로판올 안산	1 0.99 0.74 0.51
메틸에틸케톤 안산	1 19.37 17.26 14.98

톨루엔 안산	1 5.23 3.08 1.91
평택 15.04 8.98 -

아세트산에틸 안산	1 36.06 35.65 28.44
자일렌 평택 3.26 11.61 -
염화수소 진천 0.01 0.01 0.01

(단위	:	TON)

구분 2019 2020 2021

부산물 발생

안산	1 3,640 3,915 4,559
안산	2 4,700 3,669 3,225
진천 5,377 4,627 4,622
평택 2,748 2,395 2,843
인천 153 142 122
오산 803 819 971

재활용 비율

안산	1 100% 100% 100%
안산	2 100% 100% 100%
진천 100% 100% 100%
평택 100% 100% 100%
인천 100% 100% 100%
오산 100% 100% 100%

구분 2019 2020 2021

감축활동건수

안산	1 - - 1
안산	2 - - 1
진천 4 4 5
평택 - - 3
인천 - - 1
본사 외 - - 3
계 4 4 14

온실가스감축량

안산	1 - - 247
안산	2 - - 42
진천 307 230 384
평택 - - 297
인천 - - 10
본사 외 - - 104
계 307 230 1,084

에너지저감량

안산	1 - - 4,865
안산	2 - - 773
진천 6,161 4,772 7,919
평택 - - 6,024
인천 - - 195
본사 외 - - 2,141
계 6,161 4,772 21,917

※	온실가스 감축 단위	tCO2	–	eq,	에너지 저감 단위	GJ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에너지 170 150 1,110
환경 2,312 4,695 2,309
계 2,482 4,845 3,419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안산	1 39,291 42,901 44,529
안산	2 8,223 7,685 6,087
진천 185,782 176,273 191,374
평택 72,005 56,357 41,497
오산 490 457 391
인천 20,690 18,513 14,669
본사 외 4,620 4,367 6,593
계 331,101 306,553 305,140

※	’19,	’20년	Data를 서울 본사 포함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진천 7,287 6,364 7,620

※	’19,	’20년 Data를 환경정보 공개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안산	1 447 375 452
안산	2 349 357 506
진천 111,317 111,710 129,110
평택 110,660 109,735 122,229
인천 4,128 3,294 3,004
계 226,901 225,471 255,30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단위	:	TON) (단위	:	TON)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감축 현황

환경 투자

용수 사용량 

용수 재활용량 

폐수 배출량 

부산물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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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교육 횟수 2 2 3
교육 시간 2,787 2,651 2,291
교육 인원	(비율	) 100% 100% 100%

구분 단위 성과

1	인당 교육시간 시간 13.3

구분 2019 2020 2021
업무상 부상 건수 7 9 5
업무관련 재해	/질병		사망 건수 - - -

구분 2019 2020 2021
업무상 부상 건수 - 1 1
업무관련 재해	/질병		사망건수 - - -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조합원수 비율

노조가입

본사 245 115 47%
안산	1 288 240 83%
안산	2 58 52 90%
진천 133 128 96%
평택 102 97 95%
오산 26 23 88%
인천 149 91 61%
지방센터 107 - -

합계 1,108 746 67%

구분 2019 2020 2021
적용대상 임직원수 1,312 1,192 1,108
적용대상 임직원 비율 100% 100% 100%

인권교육 현황 

임직원 교육 현황

임직원 안전 보건 현황

협력사 안전 보건 현황

노조가입 현황

단체협약 적용 대상

(단위	:	TON)

구분 2019 2020 2021

소각

안산	1 2,360.7 - -
안산	2 22.0 10.4 -
진천 731.0 52.8 40.1
평택 26.1 59.3 94.8
인천 - - 22.4
오산 13.4 9.4 10.4
계 121.7 131.9 145.3

매립 - - -

재활용

안산	1 2,359 2,494 2,241
안산	2 22.0 31.2 21.0
진천 731.0 569.6 360.9
평택 255.6 291.8 293.5
인천 52.5 40.1 55.4
오산 9.2 7.2 7.4
계 3431.0 3434.1 2979.3

※	’19,	’20년	Data를 서울 본사 포함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일반

안산	1 100 100 100
안산	2 40 75 100
진천 94 92 90
평택 91 83 76
인천 100 100 71
오산 41 43 42

지정

안산	1 82 84 86
안산	2 24 55 66
진천 47 46 63
평택 52 57 58
인천 100 - -
오산 30 - -

(단위	:	TON)

구분 2019 2020 2021

소각

안산	1 92.0 94.1 87.4
안산	2 12.5 5.2 8.3
진천 79.6 83.9 84.9
평택 104.8 85.7 105.5
인천 - 0.4 -
오산 2.3 - 5.5
계 291.2 269.3 291.6

매립 - - -

재활용

안산	1 429.6 500.5 541.1
안산	2 4.0 6.4 16.0
진천 69.4 71.6 146.3
평택 113.1 111.3 143.3
인천 2.2 - -
오산 1.0 - -
계 619.2 689.8 846.7

※	’19,	’20년 Data를 환경정보 공개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단위	: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r-PET	포장재 - - 5
친환경포장재	1) - 30 73
친환경쇼케이스 - 0.3 8

주1)	에탄올 잉크,		인쇄도수 축소 등

일반/지정폐기물 
재활용율

지정 폐기물 관리현황

친환경 제품 매출실적

ESG 관련지표 - 사회

일반 폐기물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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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여성리더십

근로자 중 여성비율 11% 11% 11%
관리자 중 여성비율 7% 8% 8%
계약직 중 여성비율 3% 4% 8%
정규직 중 여성비율 11% 11% 11%

기타

외국인 - - -

보훈직원
41

(3.1%)
40

(3.4%)
41

(3.7%)

장애인
46

(3.5%)
44

(3.4%)
39

(3.4%)
※	관리자	:	과장(M)	이상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국내 사업장 수 7 7 7
국내 임직원수 1,312 1,192 1,108
해외 사업장 수 1 2 2
해외 임직원 수 265 263 319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가입율 96% 97% 95%
임직원 수 1,312 1,192 1,108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취약계층지원	(주거환경 개선등	) 112 129 248
문화예술 2 - 109
장학교육 74 35 44
기타 24 18 30
계 212 182 43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참여인원 명 533 456 623
참여시간 시간 2,432 1,414 1,744
1	인당 평균 참여시간 시간 4.6 3.1 2.8

임직원 다양성

사업장별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율

사회 공헌 

사회공헌 활동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주재원 수 2 4 4

성별
남 2 4 4
여 - - -

직급
임원 - 1 1
과장이상 2 3 3
대리이하 - - -

연령

20대 - - -
30대 - - -
40대 2 3 3
50대 이상 - 1 1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임직원 1,312 1,192 1,108

신규채용

남 55 15 46
여 3 4 5
장애인 - - 1
고졸 23 4 14

이직·퇴사
남 84	(6.4%) 141	(11.8%) 73	(6.6%)
여 7	(0.5%) 17	(1.4%) 9	(0.8%)

고용형태
정규직 1,251 1,142 1,071
비정규직 61 50 37

직급
임원 13 12 13
과장이하 169 143 133
대리이하 1,130 1,037 962

연령

20	대 103	(8%) 90	(8%) 79	(7%)
30	대 334(25%) 310	(26%) 292	(26%)
40	대 393(30%) 348	(29%) 332	(30%)
50	대 이상 482	(37%) 444	(37%) 405	(37%)

성별
남 1,170	(89%) 1,061	(89%) 984	(89%)
여 142	(11%) 131	(11%) 124	(11%)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대상자
남 269 251 242
여 45 47 47

육아휴직 사용자
남 30 26 16
여 5 9 6

육아휴직 복직자
남 23 23 18
여 10 3 4

12개월 근속자
남 20 21 20
여 9 10 3

복직률
남 82% 96% 86%
여 100% 60% 57%

근속률
남 91% 91% 87%
여 100% 100% 100%

국내 임직원 현황

육아휴직 현황

(단위	:	명)주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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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발견사항 및 검증 결론

개선을 위한 권고

본 검증의 심사팀은 한국품질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롯데알미늄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증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대응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및 근거에 대해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원본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 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심사팀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GRI	Standards	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AA1000AP(2018)의	4대 원칙,	AA1000AS(v3)의	Type	1	보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원칙 준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성(Inclusivity) 
롯데알미늄은 홈페이지,	주니어보드,	협력사 간담회,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적절한 채널을 통하여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정부,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대성(Materiality)
롯데알미늄은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 측면에서 관련 이슈의 중대성평가를 수행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누락	
없이 보고서 내에 공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롯데알미늄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 및 성과가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Impact)
롯데알미늄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관련 중대이슈의 영향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이슈와 관련된 영향성이 부적절하게 측정·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화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발전적인 접근을 권고 드립니다.
•��롯데알미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ESG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이 돋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수집 기준이 향후 보고서 발간 시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본격적인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롯데알미늄에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ESG	경영전략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서울,	대한민국

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롯데알미늄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품질재단은 롯데알미늄의 요청에 의해	2021	롯데알미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하기 명시한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롯데알미늄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검증 기준	:	AA1000AS(v3),	AA1000AP(2018)
•검증 유형	:	Type	1	[Accountability	4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성)	검증]
•검증 수준	:	Moderate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여 검증]
•검증 범위

-	GRI	Standards(2020)	핵심적 방식(Core	Option)
			·	보고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공통 표준	(Universal	Standards)
			·	특정 주제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Topic GRI Disclosure Topic GRI Disclosure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103-1,	103-2,	103-3 고용

(Employment) 401-1,	401-3

경제 성과
(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3,	403-4,	
403-5,	403-6,

반부패
(Anti-Corruption) 205-2,	205-3 훈련 및 교육

(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에너지
(Energy) 302-1,	302-3,	302-4

다양성 및 기회균등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용수 및 폐수
(Water	and	Effluents) 303-1,	303-2,	303-4,	303-5

인권 평가
(Human	Rights	
Assessment)

412-2

배출
(Emissions) 305-1,	305-2,	305-5,	305-7 - -

심사팀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	시스템 및 통제의 방식과	
가용한 성과 데이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재무정보	:			롯데알미늄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직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된 자료 등

•재무정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개된 연결감사보고서

본 검증은 서면검토와 현장심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시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고서 내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절차의 유효성과	
서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상기 단계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	부적절한 정보,	불명확한	
표현들은 보고서 발간 전에 적절히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검증 방법

적격성 및 독립성

제3자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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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Topic Disclosure Page
GRI	102	:	일반 공개

조직프로필

102-1 조직명 8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13

102-3 본사 위치 8

102-4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국가명 14-15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0(주주현황	)

102-6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관련 산업,	고객과 수혜자 유형

8

102-7 조직 규모 9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74-75

102-9 조직 공급망 8,14-15,	56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6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23-24,	56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25

102-13 가입협회 85

전략
102-14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4-5

102-15 주요 영향,	위기 및 기회 23-24

윤리성과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61-62

102-17 윤리 관련 조언 및 고발 메커니즘 61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60

102-21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21-22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하위 위원회의 구성 60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60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21

102-41 전체 임직원 중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비율 73

102-42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21

102-43 조직이 관여시킬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21

102-44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및 조직의 대응

21-22

보고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66

102-46 보고서 내용과 토픽의 경계 결정 과정 23

102-47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요토픽의 목록 23

102-48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수정보고 이유

해당사항에		
각주로 기재

102-49
이전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중요토픽의 목록 및 경계의 의미있는 변화

해당사항에		
각주로 기재

102-50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 ’21.1.1	~	12.31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보고일자 ’21.11	월

102-52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 매년

102-53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 연락처 02)801-8025

102-54 GRI	Standards	부합 방법 About	this	Report

102-55 적용한	GRI	Standards	와	disclosure	목록을 표기한	GRI	인덱스 81

102-56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검증 보고서 78

롯데알미늄은 고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권경영’을 
지향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류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올바른 행동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롯데알미늄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 인권경영 헌장’은 UN 세계인권선언,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한 것을 선언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인권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인종, 성별, 학력,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노력

고객에 대한 인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충분한 보안체계 확립
•법규 준수 및 책임 있는 개인정보 활용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 상품 사용 

방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적극적 참여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탄소중립,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및 국가 법령과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 준수

파트너사에 대한 인권
•파트너사와 동등한 관계확립 및 상생발전 추구
•파트너사의 인권경영 실천 지원 및 협력
•인권 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2022년 7월 31일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조현철

롯데알미늄 인권선언 GR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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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20 정상이 금융안정위원회에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공개 프레임을 
요청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설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TCFD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권고안 Page

지배구조

a)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37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37

전략

a)	단기	,	중기 및 장기적 측면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설명 39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39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의		
회복 탄력성 설명

39

위험관리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39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39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설명

39

지표 및 목표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39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39,	68

c)	기후변화 관련 위험	,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목표 28

GRI Topic Disclosure Page

GRI	103	:	
경영접근방식 공개

103-1 중요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23-24

1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23-24

103-3 중요 주제 관리방식에 대한 평가 23-24

GRI	201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67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39

GRI	205	: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관련 교육 현황 61-63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61

GRI	302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68-69

302-3 에너지 집약도 68-69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70

GRI	303	:	
용수 및 폐수

303-1 공유자원으로서 물에 대한 인식과 접근 42-43

303-2 방류관련 영향관리 42-43

303-4 용수 방류량 70

303-5 용수 소비량 70

GRI	305	: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GHG)	배출량	(Scope	1) 68

305-2 간접 온실가스	(GHG)	배출량	(Scope	2) 68

305-5 온실가스	(GHG)	배출 감축 70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70

GRI	401	:	고용
401-1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74

401-3 육아휴직 74

GRI	403	: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46-47

403-3 산업보건 의료 서비스 46-47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자문 및 소통 46-47

403-5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교육 47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46-47

GRI	404	:		
훈련 및 교육

404-1 근로자	1	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73

404-2 임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51,	73

GRI	405	:		
다양성과 기회 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60,	75

GRI	412	:	인권 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훈련 48,	73

TCF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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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

상공회의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한국경제연구원 전국연구소장협의회

한국포장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GLAFRI	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 골판지조합

한국표준협회

「롯데알미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알미늄 전략기획부문  최연수 상무
롯데알미늄 기획관리팀  이정미 팀장
롯데알미늄 ESG관리담당  김기석, 권희정

주요 단체 가입 현황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기획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업의 비재무공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설립하고, 각 산업별 
중대성 이슈의 규명 및 관련 정보 공개 Metrics 를 제시하였습니다.
롯데알미늄은 SASB Industry 기준에 따라 Resource Transformation 분야의 Containers & 
Packaging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를 보고서에 공개하였습니다. 

Topic Code Accounting Metric Page

온실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s

RT-CP-110a.1	
전체	Scope	1	총 배출량,		
배출 제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

68

RT-CP-110a.2
Scope1	배출량,	배출량 감소 목표 및		
이러한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 및 단기 전략 또는 계획에 대한 논의

40,	70

대기질	
Air	Quality

RT-CP-120a.1

(1)	NOx(N2O	제외	)		
(2)	SOx			
(3)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4)	미세먼지	(PM)의 대기 배출량

71

에너지 관리	
Energy	Management

RT-CP-130a.1	

(1)	전체 에너지 소비량		
(2)	그리드 전기 사용 비율		
(3)	신재생 에너지 비율	
(4)	총 자체 생산 에너지

69

수자원 관리
Water	Management	

RT-CP-140a.1	
(1)	총 용수 공급량	
(2)			총 용수 사용량,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극심한 지역의 비중
70

RT-CP-140a.2	
수자원 위험에 대한 설명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에 대한 논의

42-43

폐기물 관리	
Waste	Management

RT-CP-150a.1	 유해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 재활용률 72

제품 안전	
Product	Safety

RT-CP-250a.2	
새로운 원재료 및 화학물질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

43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RT-CP-410a.1	

다음 항목의 원재료 비율	:		
(1)	재활용품	
(2)	재생가능자원	
(3)	재생가능제품

41

RT-CP-410a.2
재사용,	재활용 및	/또는 퇴비가 가능한		
제품의 수익

72

RT-CP-410a.3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

33

SASB Index 주요 단체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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