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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tec은 1927년 창업 이래,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한 수 많은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그 핵심기술은 점착·접착 응용기술로부터 재료개질(改質)·기능화 기술, 특수종이·복합재 

제조기술, 시스템화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스티커·라벨용 

점착지·점착필름과 자동차용 점착소재 등 「인쇄재·산업공업재료 관련사업」과 반도체 관련제품, 

액정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광학 관련제품, 적층 세라믹 컨덴서 제조용 코팅 필름 등의 

「전자·광학 관련사업」, 그리고 컬러 봉투용지를 비롯한 특수지, 탄소섬유 복합재료용·합성피혁용 

공정지(工程紙) 등의 「양지(洋紙)·가공재료 관련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CSR을 경영의 근간으로 두고,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가진 공명정대한 기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기업 그룹을 지향한다는 

기본방침은 저희들의 변치 않는 신념입니다.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에 바탕을 둔 CSR정신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존재가치가 높은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윤리·규범준수, 안전·방재, 환경보전 및 고객·종업원 만족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감과 

함께, 앞으로도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생활에 공헌해 가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Lintec 원재료 조달 기본방침의 제정과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규격 ISO14001의 

글로벌 통합인증 취득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CSR을 근간에 둔 것으로, 

거래기업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로 설정하고, 경영지침의 하나로 「CSR 정신을 기업 전체에 관철시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는 회사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당사와 이해관계자가 강한 신뢰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SR을 향한 노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본 보고서는 Lintec그룹의 

CSR활동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본보고서를 보시면 당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는 앞으로도 Lintec그룹의 기업활동을 한층 더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사훈 「지성(至誠)과 창조」에 바탕을 둔 CSR정신을 

회사 전체에 관철시킴과 동시에, 개혁과 혁신을 향한 

노력을 가속하여,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CEO 메시지

Akihiko Ouchi
President and CEO
Linte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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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업윤리 ·규범준수의 철저

기업비리를 절대로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 사원 교육을 
추진하고 , 회사도 개인도 스스로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l	 CS(고객만족 )의 향상

제품의 가격 ·품질 ·환경 ·안전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며 , 고객 
입장에서의 제품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

l	환경에 대한 배려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와 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하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l	안전방재 ·건강 확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 사원 ·가족의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l	사회공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협동해 가겠습니다 .

l	주주 ·투자가 중시 경영

정보공개와 기업 인지도 향상을 꾀하고 , 기업 브랜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CSR의 기본자세

Lintec의 CSR

총무이사·인사본부장 겸 CSR추진실장    요시카와 케이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한다」

회사명인 「Lintec」, 즉 , “Linkage(결합 )”와 “Technology” 및 사훈 「지성 (至誠 )과 창조」에 바탕을 둔 인화 (人和 ), 
기술개발력을 기축으로 하여 국내와 해외의 업계에 있어서 ,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힘차고 약동감 넘치는 회사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 주주여러분 ·고객 ·사원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경영을 추진 하겠습니다 .

경영이념

Lintec의 존재가치는 경영이념의 실현 , 즉 , 기업활동을 통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기술혁신에 매일 도전하고 ,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 그 과정 ·성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 고수익이라는 성과는 ,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대응한 결과로 얻어질 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 그것이 

CSR정신에 바탕은 둔 경영입니다 .

CSR추진실의 역할은 , 경영진부터 모든 직원까지 Lintec그룹에서 일하는 모두가 

CSR정신에 입각한 발상을 습관화하여 행동하는 기업집단이 되기 위하여 , 흐트러짐 
없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 2009년도에는 CSR 6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만 , 앞으로는 더욱 더 정보 보안과 리스크 관리 세미나 등의 기획 ·운영에 
노력함으로써 CSR정신을 그룹 전체에 침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성 (至誠 )과 창조
사훈

<CSR추진실의 활동내용>

·  CSR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책정

·  6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 계획 책정을 통괄

·  각 위원회 활동을 파악 , 점검 , 지원

·  중요사항을 이사 및 감사에게 신속하게 보고

·  리스크 평가위원회 사무국

·  기타 특명 사항

경영기획실

홍보·IR실

총무·인사본부

관리본부

사업통괄본부

품질·환경 통괄본부

생산본부

기술통괄본부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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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추진실
실장 : 총무이사·인사본부장

CSR추진체제

(2010년 4월 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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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활동 테마 2009 년도의 목표

「기업윤리 ·법령준수」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삼고 , 사원 개개인의 
의식 계몽과 일상적인 실천을 
추진한다

· 사원 개개인이 자각을 가진 , 
훌륭한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 규범 준수의 철저화를 꾀하고 ,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를 
지향한다

· 쌍방향 참가형에 의한 윤리관 계몽

· 각종 관리규정의 준수 및 개선

 (정보보안 , 개인정보 , 경영기밀 등 )
· 제안형 활동의 추진

2009 년도의 주요 활동실적 추진 담당임원의 메시지

· 「윤리 소식지」의 계속 발행

· 정보보안 교육의 실시

· e러닝 「내부거래」, 「독점금지법」의 
실시

기업윤리추진 담당임원 고바야시 켄지
(상무이사 , 기술통괄본부장 )

기업에 요구되는 「스스로를 규율하는 윤리관」은 사원 
개개인의 행동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 문제 
발생 후의 처리와 대책보다도 윤리관을 자각하도록 하는 
계발과 예방 등의 사전활동을 중요시하여 계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

기업활동의 근간은 「규범준수」이며 , 린텍그룹의 
국내외의 기업활동에서 , 「관련법규」 및 「사회규범」을 
준수한다 .

저희들 Lintec그룹의 임직원은

1. 항상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
2. 모든 거래기업과는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기반한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겠습니다 .
3.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 국내외의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규율하겠습니다.
4. 주주 ·투자가 ·거래기업 ·지역사회 ·사원 등 당사의 

기업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를 중시

하겠습니다 .
5. 지구환경문제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삼고 , 환경에 

대한 부하의 억제 ·삭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6.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겠습니다 .

7. 정치 ·행정부서와는 공정하며 투명한 관계를 유지

하겠습니다 .
8. 반사회적 세력을 배제하겠습니다 .
9. 기업활동에 동반하여 접대 · 선물 증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상식의 범위 내에서 절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10. 기업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 적시에 적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11. 지적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타사의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 그것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

12. 임원 ·직원 개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 공정하게 
대우하며 , 직장환경의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2003년 1월 제정

2008년 6월 개정

Lintec그룹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1. 공정 ·투명한 거래

 모든 거래기업들과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입각한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겠습니다. 거래기업의 선정에 
있 어 서 널 리 문 호 를 개 방 하 고 , 품 질 · 가 격 ·
납기 ·공급안정성 ·기술력 ·서비스 및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 등에 관하여 적정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

2. 파트너십의 구축

 모든 거래기업을 「상호발전을 지향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

3. 법규 ·사회규범의 준수

 조달활동에 있어서 , 국내외의 법규 · 사회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거래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겠습니다 .

4. 환경에 대한 배려

 「Lintec 그린 조달방침」에 기반하여 , 환경부하 저감을 
고려한 조달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거래기업에게도 
환경보전활동의 추진 및 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겠습니다 .

5. CSR의 철저화

 조달활동에 있어서 , 거래기업과 함께 인권 존중 , 
노동 ·안전 위생 , 품질 ·안전성 확보 , 정보보안 , 기업윤리 
등 모든 관점으로부터 CSR 의 철저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

2009년 8월 10일 제정

Lintec 원재료 조달 기본방침

기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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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 “제품 만들기”의 원점으로 돌아가 , 
개발 ·제조 ·판매의  보다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Lintec 품질방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품질방침에 있는 
행동지침에 입각하여 , 각 부문에 있어서 품질사고의 박멸 , 
제품품질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에는 , 사용하는 원재료의 환경규제 기준의 
관리강화 ,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조공정 ·제품품질에 일어날 
수 있는 불량요인의 적출과 예방조치의 철저화 등 , 제품 
만들기의 기본이 되는 품질 ·환경 ·안전에 관계된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제품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어 , 제품품질 및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 ,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

CS(고객만족)

기본이념 활동 테마 2009년도의 목표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고 ,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본에 두고 ,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 Lintec 품질방침 , 행동지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활동계획의 
책정과 실시

· 행동지침에 바탕한 구체적인 활동안의 
작성과 계획적인 실시

2009년도의 주요 활동실적 추진 담당임원의 메시지

· 행 동 지 침 (8 항 목 ) 에 바 탕 한 
중점과제의 추출 , 구체적 활동의 
전개 (7항목 )

CS추진 담당임원 이우미 마코토
(상무이사 , 사업통괄본부 부본부장 겸 어드밴스 머티리얼즈 사업부문 관장 )

사내의 업무연계와 거래기업과의 협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 
인재육성과 디자인 검토의 실시 등 「Lintec 품질방침」의 8개 
행동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고 , 「전원 , 전면 
참가」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제품 만들기”를 지향합니다 .

■	품질보증
당사는 국내 8개 공장 , Tokyo Lintec Kako, Inc. 및 해외 

그룹 회사 9개사가 ISO9001의 인증을 취득하여 , 제품 
품질관리 ,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품질보증의 원점은 , 고객의 시점에서 제품 만들기를 
생각하고,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고객의 시점에 입각한 제품 만들기의 시스템으로 
개선해 가기 위하여 , 5개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5대 실천사항】

① 철저한 디자인 검토를 통하여 ,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

② 제품 생산의 첫단추인 조달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
습니다 .

③ SPC관리를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
④ 제품 만들기의 기본을 이해한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

하겠습니다 .
⑤ 환경부하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본방침>
Lintec그룹사 전사원은 사훈 「지성과 창조」 및 경영이념을 

철저히 지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명정대 
하며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실천한다 .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품질방침」 및 

「행동지침」을 제정한다 .

<품질방침>
「장인정신을 토대로 한 제조기술」의 원점에 서서 「품질」 

「환경」 「안전」을 기본으로 한 제품개발 , 제조 및 판매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든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활동을 철저히 한다 . 

<행동지침>
1. 국내외의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하여 생활환경 및 지구

환경에 공헌한다 .
2. 서로 다른 문화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인재」 

「기업문화」를 육성하여 보다 우수한 품질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

3. 「제조기술」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며 적확하게 
파악하여 공유한다 .

4. 「제조기술」을 통하여 항상 현상분석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철저히 한다 .

5. 보다 우수한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일상의 서비스 및 업무의 개선과 혁신을 추진

한다 .
6. 디자인 검토를 철저히 함으로서 개발단계부터 품질

체계를 확립한다 .
7. 제조 및 품질관리등 모든 면에서 통계적 수법을 

도입하여 데이터평가 및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
8. 독창적인 「혼이 담긴 제품제조」가 가능한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내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

1998년 8월 10일 제정

2009년 4월   1일 개정

Lintec  품질방침

품질보증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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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기본이념 활동 테마 2009년도의 목표

소재 메이커로서의 「환경부

하의 저감」을 바탕으로 둔 
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회사 전체 차원에서 추진한다

· 환경배려형 제품의 개발 · 환경배려형 제품의 판매촉진

· 환경부하 화학물질의 배제와 
삭감

· 대기배출 톨루엔의 양 1,200t/년 이하 (실적 1,240t/년)
· 화학물질규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인쇄관련 점착제품의 무용제화(無溶剤化)율(판매량 기준) 
71% 이상 (실적 68%)

· 박리지(剝離紙 )의 무용제화 (無溶剤化)율 (생산량 기준) 
54% 이상 (실적 53%)

· 에너지 (전력 /연료 ) 사용량과 
CO2 배출량의 삭감

·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에 대한 대응

· CO2 배출량 206천t/년 이하 (실적 182천t/년)

· 폐기물 매립 비율의 저감 · 폐기물 매립비율 0.2% 이하 (실적 0.07%)

2009년도의 주요 활동실적 추진 담당임원의 메시지

· 환경배려형 제품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작성 완료

· 탈취처리설비의 공사 완료

· EU 규제 등에 대한 대응 실시

·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 대응 프로젝트 
발족

· 연료전환공사의 실시

환경보전추진 담당임원 야마토 요시유키
(이사 , 품질 ·환경 통괄본부장 )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 지속적으로 환경부하 화학물질의 배제와 삭감 , 
에너지 절약와 CO2 삭감 , 폐기물 삭감 등 각각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	환경관리 시스템

당사는, 본사, 국내 8개 공장, 연구소 및 Tokyo Lintec Kako, 
Inc.에 있어서 , ISO14001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ISO14001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해외 그룹 5개사를 포함한 
글로벌 통합인증 취득의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2009년 11월에 노력을 시작한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를 2010 년 5 월에 통합 . 2010 년도에는 Lintec 
(Tianjin) Tech Corporation의 통합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 상호적으로 실시하는 상호 내부환경 감사와 , 
각 부문 내에서 실시하는 내부환경 감사의 2가지를 조합하여 ,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환경 감사원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 2009년도에는 2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

ISO14001 인증을 이미 취득한 해외의 그룹사 5개사에서는, 
공장마다 내부환경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이념>
Lintec은 환경보전을 경영이념의 일환으로서 사업활동을 

추진한다 .
“지구는 하나 , 커다란 시야에서 쾌적한 환경 구축에 
노력한다”

<기본방침>
1. Lintec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 필요에 따라서 , 더욱 엄격한 자주적 기준을 
정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

2. 환경파괴 , 오염에 관계된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3. 관련 업계와 연계하여 총체적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4.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의 도입과 국내에서의 보급에 노력한다 .

5. 모든 사원의 계발에 노력하여 , 일상업무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환경보전의식의 향상을 꾀한다 .

<행동지침>
1. 기본이념 , 기본방침 및 경영지침에 기반하여 환경

보전활동의 테마를 설정하고 전부문에 전달한다 .
2. 각 부문은 과제별로 더욱 구체적인 목표 , 방책 , 스케줄을 

결정한다 .
3. 각 부문은 환경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진척관리는 환경관리 시스템의 일환

으로서 실시한다 .
4. 환경관리 시스템 사무국은 진척상황을 집약하여 ,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내에 공개하여 정보 공유 및 주지 
활동을 철저히 한다 .

5. 경영진의 매니지먼트 리뷰를 받아 , 다음 년도의 개선에 
반영한다 .

1992년 4월 10일 제정

2006년 7월   1일 개정

ISO14001의 글로벌 통합인증 취득의 노력 내부환경 감사

Lintec 환경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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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타이완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LINTEC KOREA, INC.

LINTEC SPECIALITY FILMS (KOREA), INC.

LINTEC CORPORATION（본사）

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INC.

LINTEC INDUSTRIES (SARAWAK) SDN. BHD.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

PT. LINTEC INDONESIA

LINTEC (TIANJIN) INDUSTRY CO., LTD.

➑

➐

➎

➍

➌

➏

➊

➋

ISO14001의 글로벌 통합을 목표로 2009년 11월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통합 매뉴얼에 따라서 내부감사와 매니지먼트 
리뷰를 하여 , 2010년 5월에 심사등록이 승인되었습니다 . 
향후에는 통합부문으로서 , 지속적인 폐기물의 삭감과 환경에 
대한 의식 계발 등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ISO14001 인증을 취득한 2008년 3월 이후 , 환경에 관하여 
사원에 대한 계발활동을 추진하여 , 에너지 절약 , 리사이클 , 
폐기물의 분리 배출 , 원재료의 삭감 등에도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수질 , 대기 , 소음 등의 법규제도 준수하고 있으며 , 
2009년에는 기준치 초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방피난훈련도 2009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원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리사이클 활동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2009년에 , 배기가스 중의 VOC 자동감시측정장치를 
2대의 배기가스 탈취장치에 도입하여 , 2010년 1월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 감시측정결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보전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폐기물 배출량의 
관리 ·처리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원 환경보호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환경보전에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폐기물과 VOC 삭감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

ISO14001의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 폐기물 ·배기가스 
배출량 삭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도공기 (塗工機 ) 
건조로 (乾燥炉 )에서 나오는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배기가스를 
도공기의 흡기용 (吸気用 )으로 재사용하여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였습니다 . 또한 , 폐기물 삭감을 위한 
산업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철저히 하여 , 
리사이클 업체에서 재생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차원으로 
배기가스와 가스냄새는 년 4회 , 소음은 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1회, 공장 주변 및 이웃 (주변 )지역의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Nankai District, Tianjin, China

종업원수:
260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라벨 인쇄기의 생산·판매

소재지:
Shanhua Township, Tainan County, 
Taiwan

종업원수:
89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광학기능성 필름의 점착가공

소재지:
한국 충청북도 청원군

종업원수:
87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일렉트로닉스 관련제품의 생산 ·
판매

회사개요

회사개요

회사개요

소방피난훈련

VOC 자동감시측정장치

재사용 배기가스의 배·흡기구

해외 그룹사 8개사의 환경보전 활동

소재지:
Suzhou New District, Jiangsu 
Province, China

종업원수:
201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인쇄용 점·접착 소재 및 합성피혁용 
공정지 (工程紙 )의 생산·판매

회사개요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의 종업원

➊	LINTEC (SUZHOU) TECH CORPORATION ➌	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INC.

➍	LINTEC KOREA, INC.
➋	LINTEC (TIANJIN) INDUSTRY CO., LTD.



7

폐기물 배출량의 파악과 불필요한 조명의 소등 ·제거에 
의한 삭감 등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9년 1월부터는 , 이제까지 분리수거하지 
않았던 폐플라스틱류의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 일반 소각용 , 
리사이클용 (유상판매 )으로 분리수거하였습니다 . 그 결과 , 
60.1t(전체 배출량의 15.2%)을 리사이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에도 , 더욱 더 생산성 ·효율 향상에 
노력하여 , 폐기물과 VOC 삭감 , 에너지 절약 활동 등을 
계속적으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

2010년 4월의 “Green April”이라고 명명한 환경월 동안에 
2개의 과제를 실천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공장 녹화를 목적으로 한 식수활동입니다. 모든 사원이 참가하여 
4월 12일에 공장 뒷마당에 32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 
향후에도 매월 실시하여 , 2010년 12월까지 50그루를 더 
심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계속적인 활동으로서, 제조공정 
이외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분리수거입니다. 사무소에서 사용한 
종이의 재사용, 리사이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환경보전 셔츠를 제조하여 , 2010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환경의 날에 모든 사원이 이 셔츠를 입고 ,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 환경의 
날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 환경보전을 
의식하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사원의 의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 이 셔츠는 공장 내부와 근처지역의 
청소활동시에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

공 장 내 부 에 있 어 서 5S( 정 리 (Seiri), 정 돈 (Seiton), 
청소 (Souji), 청결 (Seiketsu), 예의범절 (Sitsuke))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공장 주변 도로의 보도와 수로의 청소도 , 
사원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 고압세정기로 콘크리트 
본래의 색이 드러날 때까지 청소를 하고 , 타일 틈새까지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

■	2009년 환경 실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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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쑤저우 LSFK톈진 사라와크인도네시아한국LSFT 말레이시아쑤저우 LSFK톈진 사라와크인도네시아한국LSFT 말레이시아쑤저우 LSFK톈진 사라와크인도네시아한국LSFT

취급량

대기에의 배출량

【VOC취급량 /배출량】 【전력사용량】 【연료（경유 /천연가스）사용량（원유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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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SFK : Lintec Speciality Films (Taiwan)

일반 소각용 리사이클용(2개)

해외 그룹사 8개사의 환경보전 활동

소재지:
한국 경기도 평택시

종업원수:
93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광학기능성 필름의 점착가공

소재지:
Bogor, West Java, Indonesia

종업원수:
314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인쇄용 점·접착 소재의 생산·판매

회사개요

회사개요

새로운 폐기물 수거함

식수활동

➎	LINTEC SPECIALITY FILMS (KOREA), INC. ➐	LINTEC INDUSTRIES (MALAYSIA) SDN. BHD.

➑	LINTEC INDUSTRIES (SARAWAK) SDN. BHD.➏	PT. LINTEC INDONESIA

소재지:
Bukit Mertajam, Pulau Pinang, 
Malaysia

종업원수:
79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전자부품 제조용 코팅 필름의 생산·
판매

소재지:
Kuching, Sarawak, Malaysia

종업원수:
25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주요한 사업내용:
전자부품 제조용 코팅 필름 생산 ·
판매

회사개요

회사개요

오리지널 환경보전 셔츠를 입은 사원

공장주변의 수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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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의 기본이념·활동테마와 목표

안전방재·건강

기본이념 활동 테마 2009년도의 목표

지역·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추진한다

· 역량에 맞는 활동

· 지속가능한 활동

· 지역밀착형 활동

· 깨끗하고 절도 있는 Lintec다운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 사원의 활동 참가 의식의 향상과 지원

사회공헌추진 담당임원 이치하시 코지
(상무이사 , 사업통괄본부 부본부장 겸 산업공재 사업부문 관장 )

당사는 지금까지 국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목표로 ,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 . 
앞으로는 기존의 활동을 계속해 감과 함께 , 저희의 역량에 
맞는 새로운 활동도 기획 ·실천해 가겠습니다 .

기본이념 활동 테마 2009년도의 목표

주주·투자가 중시 경영을 추진한다
· 주주 , 투자가에 대한 적절한 
정보공개에 의한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의 추진

·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IR활동 강화

· 주주, 기관투자가(국내·해외) 및 개인투자가에 대한 
IR활동의 강화

IR추진 담당임원 아사이 히토시
(전무이사 , 관리본부장 겸 경영기획실 관장 )

IR활동은, 주주·투자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더 한층 충실히 함으로써, 당사에 대한 더욱 
높은 이해와 한층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본이념 활동 테마 2009년도의 목표

종업원 만족도 향상을 기본으로 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 천재·인재에 대한 빠른 대응 · 천재 피해의 최소화

·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관리체제의 
구축

· 노동안전 위생관리 시스템의 도입

· 정신적인 건강 회복

· 전염병 예방대책
· 신형 인플루엔자 행동계획에 기반한 액션 플랜의 
책정

· 장시간 노동대책 ·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원인 파악

안전방재 ·건강추진 담당임원 코야마 코지
(이사 , 생산본부장 )

Lintec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 그룹의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노동안전 위생방침을 책정하여 , 직제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

사회공헌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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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개요 (2010년 3월 31일 현재)

회사명 LINTEC Corporation

본사 소재지 〒173-0001  23-23, Honcho, Itabasi-ku, Tokyo

홈페이지 http://www.lintec.co.jp

설립 1934년 10월

자본금 232억원

상장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 시장 제1부(증권 코드 : 7966)

사업년도 매년 4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표자 Akihiko Ouchi, President and CEO

종업원수 연결: 4,037명  단체: 2,527명

사업소 영업거점:  도쿄, 삿포로, 센다이, 호크리크 (토야마현 ), 시즈오카,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시코크(에히메현), 후쿠오카, 

쿠마모토

 생산거점: 아즈마(군마현), 쿠마가야(사이타마현), 이나(사이타마현), 

치바, 타츠노(효고현), 신구(효고현), 히가시코마츠시마

(토쿠시마현), 미시마(에히메현), 도이(에히메현), 니이하마

(에히메현)

 연구개발거점: 연구소(사이타마현)

 해외사무소: 상하이(중국)

자회사 연결:  국내 4개사, 해외 15개사

 비연결: 국내 5개사, 해외 8개사

사업내용 점·접착 제품(스티커·라벨용 점착지·점착 필름, 마킹 필름, 윈도우필름, 

반도체 제조 관련 테이프, 광학기능성 필름, 헬스 케어 관련 제품 등), 특수지

(컬러 봉투용지, 색도화지, 특수기능지 등), 가공재(박리지( 剝離紙 ), 박리( 剝

離 ) 필름, 합성 피혁용 공정지(工程紙 ), 탄소섬유 복합재료용 공정지(工程紙 ) 

등), 점착관련기기(라벨 인쇄기, 라벨링 머신, 반도체 제조 관련장치 등)의 

개발·제조·판매

매출액 연결:  1,893억엔

 단독:  1,626억엔(2009년도)

영억이익 연결:  116억엔

 단독:  70억엔(2009년도)

【매출액】
(억엔)

(년도)

연결 단독 【영업이익】
(억엔)

(년도)

재무정보 등의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의 IR싸이트（http://www.lintec.co.jp/ir/）를 보시길 바랍니다.

연결 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