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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경북 구미의 생산공장 그리고 충북 진천 소재 연구소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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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CEO MESSAGE

Polyimide Connecting
Tomorrow
PI첨단소재는
최고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존경하는 PI첨단소재 이해관계자 여러분

PI첨단소재는 2008년 폴리이미드(PI)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여 글로벌 PI필름 시장
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자적인 기술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바탕
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PI첨단소재는 지속가능한 첨단종합소
재기업으로 진화하려고 합니다.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PI첨단소재는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경영, 윤리적이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실천하는 경영, 그리고 사회
문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경영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PI첨단
소재의 끊임없는 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향한 PI첨단소재의 
노력과 혁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첨단종합소재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PI첨단소재 대표이사

김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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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지원

구미 공장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48(공단동)

품질관리

기업 소개 PI첨단소재 소개
PI첨단소재는 IT기기, 전기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이르는 첨단제품의 기초가 되는 Polyimide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PI(Polyimide) 필름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PI(Polyimide) 사업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글로벌 PI필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구조 혁신과 신규 용도 제품
의 창의적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PI필름, PI바니쉬, PI파우더 등의 사업을 통해 글로벌 1위의 첨단종합소재기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연구 개발 품질관리 지원

서울 사무소

진천 공장/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남대문로5가 253) 
그랜드센트럴 B동 16층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등1길 27

생산

회사명 주식회사 피아이첨단소재
(PI Advanced Materials Co., Ltd.)

본사 주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고등 1 길 27

설립일 2008년 6월 

직원현황 306명
(202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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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업관리경영활동 전반 연구 개발



PI 첨단소재 연혁 PI첨단소재는 2008년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어 2020년 사명을  PI첨단소재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PI(Polyimide) 필름 제조사인 PI첨단소재는 독자적인 기술과 전방산업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연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였고 2022년에는 구미 4호기를 가동하여 8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PI첨단소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 고객과 시장의 Needs를 반영한 융합기술 소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OVERVIEW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5

2001

2017

2004

2018

2005

2019

2008

2020

2010

2021

2014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2021

Polyimide Film
개발 시작

연 매출
2,000억원 돌파

Polyimide Film
생산 성공

PI Varnish 사업화 가동

Polyimide Film
제품 판매 개시

진천 4호기 가동
7개 생산라인 구축

SKC 코오롱 PI
설립

독립회사 출범 및 상호 변경 
(PI첨단소재)

연 매출
1,000억원 돌파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

코스닥 시장 상장

연 매출
3,000억원 돌파



PI첨단소재 비전과 핵심가치 

PI첨단소재의 핵심 비전인 “Polyimide Connecting Tomorrow” 는 폴리이미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PI첨단소재는 핵심 비전을 기반으로 IT 산업의 중심에서 반도체, 자동차, 정밀화학, 에너지, 헬스케어, 우주항공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PI첨단소재의 핵심 비전을 위한 CORE VALUE 3가지를 소개합니다.

Polyimide Leader Value InnovationMobility Provider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소재 리더
창조적 사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Device와 사람과 사회의 연결

CORE VALUE 
01

CORE VALUE 
02

CORE VALU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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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OVERVIEW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➊ 폴리이미드 필름 Polyimide Film
폴리이미드 필름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본래의 치수와 특성을 유지하는 치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저온과 고온

에서 사용이 가능한 첨단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절연 파괴 전압과 유연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기·
전자기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시장 수요에 맞추어 FPCB, 첨단 산업용, 방열소재용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PI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시장이 필요로 할 제품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➋ 폴리이미드 바니쉬 Polyimide Varnish
폴리이미드 바니쉬는 액상으로 공급되어 각각의 Application 영역에서 최종 성형이 이루어지는 소재입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판용 유리 대체 용도, 반도체의 절연 용도, EV 모터의 절연 피복 용도, 2차전지 
Separator(절연) 용도 등으로 사용됩니다. 

➌ 폴리이미드 파우더 Polyimide Powder
폴리이미드 파우더는 사양에 맞게 제품, 부품을 직접 성형하여 만들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 PI(Polyimide) 

분말 제품으로 고내열·내마모성 플라스틱, 항공우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상실적

제품 인증 현황

인증 현황 인증기간

UL
V-O, 746A, 746B (file No. QMFZ2.E258356)

2006년 ~

ISO
ISO9001, ISO14001

2007년 ~ 2025년

RoHS
RoHS Certification with SGS

2021년 ~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 국세청 주관 
2014년 모범납세자

• 구미시청 주관
2017년 2월 이달의 기업

• 대한적십자사 주관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상

• 금융위원회 주관
2018년 한국 IR대상

• 한국지식재산협회 주관
2019년 올해의 지식 재산 경영기업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2020년 IP R&D 우수기관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주관
2020년 민간 R&D 혁신 유공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 핵심전략기술 확인



R&D 및 신규사업

사업경쟁력

Financial Performance

PI Film
Polyimide 합성 + 공정 기술
회로 기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산업용 소재 개발

PI Varnish
Polyimide 설계 + 합성 기술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일반 산업용 소재 개발

PI powder 
& Mold

Polyimide 설계 + 공정 기술
고내열용 첨가제, 내마모성 플라스틱, 항공우주, 반도체 소재 개발

Specialty 
PI

특수 기능성
자동차 절연용, 반도체 기능 확대용, 대용량 전지용 디스플레이 투명 소재 개발

세계 최대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 능력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제품 포트폴리오

최고의 공정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Solution 제공

창의적 R&D 역량에 기반한
차세대 시장 개발 능력

미래 시장에 대응하는
선제적 신제품 개발

PI첨단소재는 2021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00억원을 돌파, 75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매출 기준 15.3%, 영업이익 기준 
26.4%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PI첨단소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기존 생산설비 개선 투자를 시행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3,900톤에서 4,500톤으로 늘리는 한편,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장기 재고 축소 및 운전자본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COVID-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과 판매량(4,437톤)을 기록

하였습니다. 

PI첨단소재는 기존 모바일용 중심의 매출구조에서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5G고속 전송, 반도체용 소재 등 전방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매출규모
를 확대하겠다는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미 사업장에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연간 생산 
CAPA 7,500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R&D 센터 증축 완공 및 연구인력 보강, 투자 확대로 전방 사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성
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

매출액(억)

영업이익(억)

2,618 3,019 600 75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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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위원회

ESG 등급

OVERVIEW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경영

PI첨단소재는 ESG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 2021년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ESG 위원회는 전사적인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ESG 추진 실행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합니다. 
2022년도에는 ESG 위원회 내 TFT(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해관계자의 ESG 정보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의 ESG TFT(Task Force Team)는 지속가능경영이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서 고려 대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문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투자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부문 성과를 KPI와 연계·관리하여 ESG 경영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평가 모형 기준, 
환경 부문에서 2단계, 통합 1단계 등급 상향을 달성하였습니다. ESG TFT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평가모형 : KCGS)

연도 통합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2021 B+ B+ B B+
2020 B C B B+
2019 B C B B+

ESG 위원장
CEO

ESG PM

인사지원팀 구매팀법무팀 미래전략팀경영관리팀 구미 - 공장관리팀

진천 - 공장관리팀

구미 - 안전환경팀

진천 - 안전환경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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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핵심 이슈 및 대응현황

ESG 핵심이슈 도출 Matrix

이
해

관
계

자
 영

향
도

인적자원 개발 교육 지원

안전/건강한 일터 만들기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온실가스/화학물질 배출 감소

사회공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시의적절한 공시 정책투명/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산업폐기물 절감/재활용

환경투자

비즈니스 영향

핵심이슈 대응 현황

E

환경 투자 - 진천, 구미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투자
- 폐 DMF 정제를 위한 정제 설비 증설 투자

사업폐기물
절감

(재활용)

- PI필름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DMF 배기가스를 응축 및 정제하여, 원료로 재활용
- 폐기물 재활용(기존 : 소각처리) 및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드럼 압착기 도입
- 2021년 재활용률 97% 달성

에너지 및
자원 절감 - RTO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소각 열 효율 고성능 유지

온실가스
화학물질
배출감소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배출권 거래제 대응
- 화학물질 용매 회수, 정제를 통한 원료 재활용 

S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 상주 협력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안전교육비용 지원
- 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1회/월)
- 협력사 작업장 합동점검 실시(1회/분기)

건강한일터 
만들기

- 안전보건교육,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훈련 등으로 구성원 안전보건환경 인식 제고
- 임직원 건강검진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를 통한 임직원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및 개선 사항 도출

인적자원
개발∙교육지원

-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사외 교육 비용 지원
- 직급별 교육 체계 구축
- Career Development Path* 운영 
*MBA학위,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제도

사회공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계 아동 30명 후원 및 산타원정대 봉사단 운영
- 지역 노인회 경로 잔치, 효도관광 등 행사 지원과 독거노인 생활 물품 지원

G

투명∙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 확보
- 이사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으로 구성

사의적절한
공시 정책

- 산업 이슈 기술 소개를 포함한 IR 자료 제공
- 주식시장 수시 공시 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
- 주주들의 이해와 신뢰도 제고

ESG 핵심이슈
이해관계자 영향도 비즈니스 영향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투자자 임직원 비용 매출 리스크
환경 투자 3 2 3 3 2 3 3 3

산업폐기물 절감 재활용 3 3 3 2 2 3 2 3

에너지 및 자원 절감 2 2 2 2 2 3 2 2
온실가스/화학물질 배출 감소 2 2 3 2 2 3 2 3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3 3 2 2 2 2 2 2

안전/건강한 일터 만들기 1 1 2 2 3 2 2 3

인적자원 개발 교육 지원 1 1 3 2 3 2 2 3

사회공헌 2 2 1 3 2 2 2 1

투명/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2 2 1 3 2 1 1 2

시의적절한 공시 정책 2 2 2 3 2 1 1 2

10 PI Advanced Materials ESG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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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Safety, Health, Environment) Capex Review

PI첨단소재는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성 비용 외에도 SHE(환경,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에너지, 폐기물 등) 관련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연도 총 투자 금액 SHE 투자 금액
2019 65.3 13.1
2020 92.5 9.8
2021 929.7 52.6

2019년에는 진천공장에서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 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 정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구미공장에서는 기존 설비에 
Scrubber 설비를 확대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배출가스를 연소시키는 RTO 설비의 처리능력 향상 및 유지
보수 시 발생되는 축열재 폐기물 절감을 위해 Water Spray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진천공장 구미공장
내용 RTO 직투입 설비 제작 Recovery 증설 / Scrubber 개조 / 폐기물 압착기

효과 배출가스 처리 능력 향상 및 축열재 폐기물 저감 지정 폐기물 재활용 확대 / 대기오염물질 처리 능력 향상 / 
원료 포장재(드럼) 재활용

또한 2021년에는 진천공장 RTO 설비 중 4호기에 직투입 방식을 적용해 보다 효과적인 가스 처리 능력과 소모품 교체 주기를 연장하였고 구미
공장의 경우 2021년부터 진행된 폴리이미드 필름 4·5호기 증설에 맞춰 자체 정제시설(Recovery)에 대한 처리능력 향상 및 유휴 Scrubber 
설비에 대한 개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켰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환경 소방 안전 에너지 폐기물 합계
2019 91 25 1,073 - 124 1,312
2020 487 10 270 94 115 976
2021 1,197 343 33 - 3,683 5,256

GOVERNANCE

* 투자 금액 :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른 기준액



Environment
환경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무분별한 용수 사용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공기질 악화 등 환경 관련 이슈들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들의 문제가 아닌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오염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도 투자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활동이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물질, 폐기물, 그리고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근로자 환경교육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PI첨단소재의 환경 보호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과 노력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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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과 환경투자

환경경영체제 및 경영방침
PI첨단소재는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서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 부족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2007년 ISO 14001을 도입하여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였고, 2021년에는 전사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등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환경보호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
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PI첨단소재는 대기오염 이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의 70% 이내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으로서 연도별 배출 허용 할당량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량 저감 과제를 발굴
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진천사업장의 RTO 화실 버너 용량 확대 투자를 통해 배기가스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저 NOx 
버너를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미 사업장은 최근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스크러버의 용량을 개선하여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물질 발생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내 흡착탑의 활성탄과 집진기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오염물질명 2019년 2020년 2021년

대기오염물질(톤)

질소산화물 91.11 76.87 134.37
황산화물 16.45 9.20 15.17

먼지 4.12 6.90 6.93
전체 111.69 92.97 156.46

사업장 환경관리

PI첨단소재의 진천, 구미 사업장은 국내 환경규제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환경 
법규 준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 규제에 선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장 관할 관공서 등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환경지도점검
(건)

점검 건수 6 1 7
법규 위반 건수 1 0 0

1.  안전·보건·환경 법규와 관련 요건 및 국제협약을 성실히 준수
하며 법적 요건 이상을 달성토록 추구한다.

2.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R(Reduce: 발생량 감소 , Reuse: 재사용 , Recycle: 재생)
활동을 전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자원절약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

3.  안전 ·보건·환경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4.  안전·보건·환경 위해 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공정개선 및 최신
기술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5.  안전·보건·환경 경영의 투명성 제공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
한 대내외에 본 방침을 공개하고 견해를 적극 수렴한다.

6.  문서화된 안전·보건·환경 경영 체계를 모든 임직원이 이행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킨다.

· ISO 14001 인증서
안전·보건·환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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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PI필름 제조 공정 내에서 물은 제품 품질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생산 라인에서 직접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공급

되는 용수는 주로 간접 냉각수, 보일러 및 콤프레셔를 비롯한 공업용수와 화장실, 식당의 생활용수로 사용됩니다. 용수 사용으로 발생된 
오 · 폐수는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진 뒤 법적 기준 이하로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간접 
냉각수는 배출허용기준의 이내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으며, 월 1 회 수질 분석을 통해 방류수 수질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용수(톤) 289,386 311,856 398,511
폐수(톤) 34,040 34,018 49,677

구분 오염물질명 2019년 2020년 2021년

수질오염
물질(톤)

BOD 0.1814 0.1400 0.1199
COD 0.6504 0.3400 0.6143
SS 0.3211 0.2450 0.1013

화학물질 관리
PI첨단소재는 사업장 및 연구소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입고, 사용, 폐기 전체 과정에 걸쳐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도입 시 원료 MSDS 및 RoHS 규제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서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사항과 절차를 우선적

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2차에 걸친 sample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원료 사용이 고려되며 pilot, 양산 테스트와 
내부 고객 승인을 거쳐 신규화학물질, 신규 원료로 등록됩니다.

화학물질 사용 시에는 환경영향과 화학물질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 1 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화학물질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화학물질은 PI첨단소재의 적법한 폐기 프로세스를 거쳐 폐기물 처리 업체로 운반 처리됩니다. 용매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회수되어 
사업장 내에서 원료로 재활용되어 원가 절감과 폐기물 절감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있습니다.

1. 취수
- 진천 : 충주댐
- 구미 : 낙동강

2. 사업장 내 용수 사용
- 공업용 :  냉각수 보일러 

콤프레셔 등
- 생활용 : 화장실 식당 등

3. 오 폐수처리
- 산단 공동폐수처리장
- 법적 기준 준수

4. 방류
- 인근 하천 방류

RoHS,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등 관계 법령 검토01

01

01

02

02

03

04

화학물질 원료 1,2 차 SAMPLE 테스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 사용량 모니터링

화학물질 원료 Pilot, 양산 테스트

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 화학물질 취급부서 누출사고 대응 훈련

내부 고객사 승인

화학물질 폐기 / 화학물질 재활용

화학물질 
도입

화학물질 
사용

화학물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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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PI첨단소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추출하는 3R(Reduce, Reuse, 

Recycle)을 환경경영방침으로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모니터링되며, 폐기물은 종류와 성상에 따라 구분되어 보관된 후, 처리 업체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약 전 현장실사를 통해 처리능력이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성사하며, 
연 1회 현장 점검 또는 서류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연관도

폐기물 재활용
 2021년 기준 PI첨단소재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9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PI필름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된 후 발생하는 폐DMF를 회수, 정제하는 설비를 도입, 운영하여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분구분 2019년2019년 2020년2020년 2021년2021년
배출량(톤) 21,989 22,596 27,855

재활용량(톤) 21,208 21,829 26,922
재활용 비율 96.4% 96.6% 96.7%

구미 사업장의 경우 DMF의 증발로 생성된 배기가스를 회수한 뒤, 자체 설비를 통해 정제 후 DMF 원료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천 사업
장에서는 2019년부터 배기가스를 응축 및 액화시켜 외부 협력업체로 반출하여 정제 후 원료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내 DMF의 재활용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석유공업과의 MOU를 체결하여 2022년 정제 설비 가동을 시작하였
습니다.

폐DMF 뿐만 아니라 기존에 소각처리되던 원료 종이 드럼의 재활용을 위해 구미 사업장에 드럼 압착기를 도입, 운용하여 종이 드럼의 재활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PI첨단소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비율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감 과제를 도출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OVERVIEW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폐기물관리

[WHO] 교육지식/Skills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직무교육

[WHAT] 물질, 장비, 시설
일반/지정 폐기물

일반/지정 폐기물 보관소

출력 정보
올바로 시스템

인허가증
환경목표관리

입력 정보
발생폐기물(성상)
신규변경 폐기물

선행 프로세스
준수의무관리

[HOW] 방법, 절차
적법처리,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발생보고서,
폐기물처리업체, 점검표,

지정/일반 인허가증

모니터링지표
폐기물 원단위

후행 프로세스
의사소통 분리 ① 분리 ②

원료정제 공정

DMF 정제

분리탑
①

응축액

중화조

Pan
Dryer

폐기물

DMF 물

기타 원료

분리탑
②

탈수탑 DMF 탑

DMF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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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PI첨단소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로서 SCOPE 1, 2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배출 할당량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아 데이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세계적인 탄소중립체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분구분 2019년2019년 2020년2020년 2021년2021년

온실가스배출량
(ton CO2-eq)

Scope 1 29,765 25,110 27,440

Scope 2 61,991 60,945 67,366

Scope 1+2 91,756 86,055 94,806



Social
사회

02
 기업활동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해관계
자에는 고객사, 협력사,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PI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 규범   
실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고객사에게 최고 품질의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협력사와는   
공정한 관계를 통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근로자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기여를 통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람직한 기업시민으로서 PI첨단소재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비롯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윤리경영 인권경영

PI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을 기본적인 의무로 여기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은 고객,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윤리경영을 모든 경영활동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PI첨단소재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공표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윤리경영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PI첨단소재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 위반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PI첨단소재는 국제인권기준을 인지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이유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우리의 경영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권교육
PI첨단소재는 회사의 인권정책이 경영 활동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통해 회사 내 임직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고객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합니다.

주주 주주가치 창출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구성원 PI첨단소재의 전 구성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담당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 사회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합니다.

PI Advanced Materials ESG REPORT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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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및 노사문화 인재채용

조직문화
PI첨단소재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활용을 선도하는 첨단소재기업입니다. 지금까지 PI첨단소재는 항상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폴리이미드 필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는 도전과 혁신의 
자세를 지향하는 회사의 조직문화가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PI첨단소재는 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달성 
가능한 도전적인 목표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아 목표 달성에 도전하며, 조직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하며 실행에 주저하지 않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유연한 소통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임원과 실무진들의 대면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직급과 관계
없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복장 자율화에 대한 직원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사 
자율 옷차림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노사문화
PI첨단소재는 2008년 설립 이래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 노동쟁의 발생 없이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회사의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임금 동결 및 정기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기존의 노사 간 신뢰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상생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창의적 노사문화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실시한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제도와 정년퇴직자 Outplacement 프로그램은 바로 이 창의적 노사문화 간담회를 
통해 노사가 서로 협의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PI첨단소재는 노사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노사 간 상호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연한 조직문화와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PI첨단소재는 글로벌 No.1 첨단종합소재
기업으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I첨단소재의 혁신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우수한 핵심 인적자원의 채용부터 시작됩니다. PI첨단소재는 당사의 핵심가치인 도전, 패기, 
존중으로 대표되는 인재상과 전략적 사고, 전문지식과 스킬, 비즈니스 매너로 대표되는 일하는 방식을 함양한 인적자원을 모집하기 위해 주요 대학 
및 기관과의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Recruiting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
하기 위해 인적성 Test를 비롯하여 직무 역량과 조직적합성을 판별하는 구조화 방식의 면접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재 채용 절차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OVERVIEW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서류접수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 채용검진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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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PI첨단소재는 임직원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부여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일하는 방식을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적자원개발
PI첨단소재는 회사의 핵심가치인 인재상과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인 공통 역량

과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을 정의하고, 직급별로 핵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코칭 시스템을 통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코칭을 통해 
직원이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Dual Career Path 관점에서 직원
들이 향후 회사의 리더로서 사업가 지향과 전문가 지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MBA 및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예정 직원에게는 은퇴 이후 삶을 응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년퇴직자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거나 재무, 가족관계, 전직교육 등의 컨텐츠로 구성된 정년
퇴직자 Outplacemen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19 2020 2021
인당 교육훈련비 (원) 742,000 489,000 665,000

평가와 보상
PI첨단소재는 회사의 핵심가치인 인재상과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직급별 필요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평가

하는 역량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속 팀장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목표와 연계
되는 개인의 업무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인사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목표의 달성도와 보유 역량
의 수준을 피드백 받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직원의 인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직급 또는 직책을 부여하여 능력에 부합한 직무 역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과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 수준을 달리하여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지각하고 더 나은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활성화시키는 성과 지향적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통 역량

외부 강사
초정 교육

신입 멘토링 직무 OJT

PI Value
(핵심 역량)
강화 과정

온라인
직무교육

+
개인 직무
학습 지원

Dual
Career
Path 승진자

교육 과정 직급별
워크샵

직무 역량

Biz Insight 과정

신입사원 교육 과정

리더십 역량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보상

역량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성
과

에
 따

른
 차

등
보

상

평가-피드백을 통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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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정책

복리후생 제도
PI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전생애 Life Quality 향상을 모토로 조직과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향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밖 개인의 삶 또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응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외적/내적 성장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복리후생 제도

제도명 내용 제도명 내용

기숙사 운영
원거리 근무자 기숙사 제공
16개 기숙사 운영(3월 기준)
관리비 외 비용 일체 지원

익일 휴무제 사내 기념일이 휴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 휴일 적용

직장 동호회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10개 동호회 160명 활동(3월 기준) 하기휴가 연차휴가 외 하기휴가 5일 부여

연내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

사내 대출
사내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 지원
전세 최대 3천, 매매 최대 5천
약 10억원 지원(19년 1월~현재)

경조금/휴가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및 휴가 부여
경조금 및 본인 기준급 x 비율 지급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 지원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학교 전액)
약 5억원 지원(19년 1월~현재)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임직원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임직원, 배우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2) 2021년 의료비/건강검진 제도 개선

기존 변경

의료비 지원 한도 300만원 의료비 지원 한도 400만원 상향

35세 이상 직원의 배우자에게 종합검진 지원 35세 미만 직원 배우자 종합검진 지원 범위 확대

PI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전생애 Life Quality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의 질적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내 가족친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사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가족친화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가족친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PI첨단소재 Refresh 캠페인을 시행하여 9 to 6 근무자
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6시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캠페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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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경영방침

사업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예방

PI첨단소재는 구성원들과 협력사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법규 준수,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등은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PI첨단소재의 모든 사업장
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➊  회사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재해 발생
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영속적인 무재해 , 무사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➋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PSM 규정 등 안전보건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하며, 회사의 종사자 및 관련자에게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그 인식을 같이 한다. 

➌  회사의 종사자는 안전보건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습관화하며,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 

➍ 회사는 회사의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➎  회사 및 회사의 종사자는 각 사업장과 각 공정의 잠재적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➏ 회사의 종사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중대재해예방
PI첨단소재는 PSM 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시 작업중지권한,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사항을 사규
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PI첨단소재는 내부 체계의 확립,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구미공장본부진천공장본부/연구소 서울사무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경영책임자

CSO

안전사고 대응 체계

공장 서울사무소

비상대책 본부 전략 본부 경영지원 본부 IT소재 사업부 소재솔루션 사업부

사무국(지원과)

· 초기사고 진압
· 원인 파악/제거

· 안전지역 확보
· 피난 유도

· 상황 전파
· 대피안내

· 지휘통제 · 인명 구조 · 사태 복구
· 원인 분석/개선

· 상황 종합
· 전파/연락

· 사고 수습

사고 처리팀
안전환경과

· 공정 안정화

공정운전팀
생산과

· 외부 대응

대외담당팀
지원과

초기소화팀
경영관리팀

대응 총괄
인사지원팀

응급구조팀
IT소재 마케팅팀

사후처리팀
DS 솔루션팀

피난유도팀
전략구매팀

비상연락팀
재경팀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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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구성원 안전보건교육

PI첨단소재는 안전환경사고가 사업장 내 근로자를 비롯한 인근 공장의 근로자, 주민,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구축,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적합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통해 생산공정 내에 잠재된 위험요소와 운전상의 문제점을 도출, 평가 및 분석,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구성원들의 안전보건환경 인식 개선, 사내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근무자
를 대상으로 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작업환경과 내용에 따른 공정안전교육, 화학물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비상사태
대응훈련, 긴급 구조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교육명 주기 2021년 실적

안전

정기안전보건교육 1회/월 12회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연 1회

비상대응훈련 1회/분기 4회
밀폐 비상사고대응훈련 1회/반기 2회

PSM 교육 1회/분기 4회
화학물질 화학물질 교육 (종사자) 2시간/연 1회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PI첨단소재는 사업장 내 상주하는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협력업체 안전관리규정>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를 실시하며,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에서는 사전에 작업 장소, 
시간, 동선 등을 협의하여 혼선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건강 증진을 위해 화학물질 
종사자 및 취급담당자 안전교육과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주 협력사 선정 시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서를 비롯한 요소들을 점수화하여 협력사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협력사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력사 선정을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계획수립

- 대상 공정 파악(전공정)
- 위험순위 결정
- 평가기법 선정

2. 위험성평가 실시

- 현장·서류 평가
- 빈도 x 강도 평가

3. 대책수립

-  유해·위험요인 제거·보완 
대책 수립

- 업무 분장

4. 대책 실행 점검·관리

- 위험성 재평가 
- 준수여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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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PI첨단소재는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나는 기업으로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
가고 있습니다. 서울, 진천, 구미에 위치해 있는 사업장 인근 지역 단체에 봉사 및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원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앞으로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 후원 사업 
PI첨단소재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설, 추석 등의 명절과 연말연시에 
선물과 식료품을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에 한하여 임직원과 회사차원에서 각각 동일한 금액을 각출하여 어려운 청소년에게 후원하는 
매칭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내에 함께하는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후원 금액은 
연간 25.5백만원이며, 매칭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은 30명입니다. 

지역 노인 지원 사업
진천, 구미 사업장 인근 거주 노인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절 행사, 효도관광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노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거 노인 시설을 방문하여 물품을 후원하는 등 노인 지원 사업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구미 강동지역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식당 확장에 성금 기부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사회공헌금액 90.3 45.7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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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첨단소재는 주주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PI첨단소재는 이사회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과 주주총회
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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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운영

공시정책

이사회의 선임과 구성 
PI첨단소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주주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주
총회 의안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I첨단소재는 경영진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에 산업계, 학계, 회계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담당업무 선임일 임기 책임보험가입여부
사내이사 김태림 대표이사 2017-03-24 2017-03-24~2023-03-05 가입

사외이사

이정열 감사위원 2020-03-06 2020-03-06~2023-03-05 가입

임경문 감사위원 2020-03-06 2020-03-06~2023-03-05 가입

오형일 감사위원장 2020-03-06 2020-03-06~2023-03-05 가입

기타비
상무이사

정찬욱 기타비상무이사 2020-03-06 2020-03-06~2023-03-05 가입

정종우 기타비상무이사 2020-03-06 2020-03-06~2023-03-05 가입

정상엽 기타비상무이사 2020-03-06 2020-03-06~2023-03-05 가입

감사 평가 및 보상
PI첨단소재는 매년 이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및 기술에 관련된 전문성, 이사회 활동 수행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이사회의 퇴직금 역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단 평균 보수액
등기이사 4 522 131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3 74 25

PI첨단소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겸직현황 선임일/임기
오형일(감사위원장) 사외이사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회계전공 교수 2020-03-06~2023-03-05

이정열 사외이사 에스앤아이매니지먼트(주) 사장 2020-03-06~2023-03-05

임경문 사외이사 숭실대학교 IT대학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2020-03-06~2023-03-05

PI첨단소재는 투자자의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2021년 8월) 을 하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 (2021년 12월) 하며 기업 인지도 상승
과 더불어 기업가치를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Analyst Coverage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1년 18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PI첨단소재의 시장에서 높아진 위상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들과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2021년 국내외 기

관투자자와 200회 이상의 미팅을 실시하고 14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PI첨단소재는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부응하고자 산업 이슈 및 기술 소개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Investor Relations) 자료 제공과 함께, 2020년 11월 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해 영문 공시를 병행함으로써 다양
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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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재무정보 
주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재무정보

매출액 억 2,237 2,618 3,019
영업이익 억 336 600 759

영업이익률 % 15 22.9 25.1
세전이익 억 212 527 833
판매량 ton 3,056 3,715 4,437

유동자산 억 1,085 1,440 1,964
비유동자산 억 2,844 2,600 2,766
자산총계 억 3,930 4,040 4,730
유동부채 억 937 808 1,087

비유동부채 억 480 403 384
부채총계 억 1,417 1,211 1,471
자본금 억 147 147 147

기타자본 억 2,366 2,682 3,112
자본총계 억 2,513 2,829 3,259

기초현금성자산 억 112 285 758
영업활동 억 381 809 891
재무활동 억 -65 -212 -240

현금자산환율변동 억 2 - 7
기말현금성자산 억 285 758 1,055

주당배당금 원/주 315 711 1,090
배당성향 % 52.2 50 50

시가배당률 % 0.9 2 2.1

2. 이사회의 운영
주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지배구조
이사회 개최 회 6 8 8

이사회 안건 심의 건 6 13 15
이사회 참석율 % 96.8 100 100

3. 환경법규위반 건수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환경법규위반 환경법규위반
적벌건수

위반건수
/점검건수

진천공장 0/4 0/1 0/4
구미공장 1/2 0/0 0/3

4.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물

용수
사용량

ton

진천공장 157,632 162,077 230,654
구미공장 131,754 149,779 167,857

합계 289,386 311,856 398,511

폐수
배출량

진천공장 10,950 8,833 12,520
구미공장 23,090 25,185 37,157

합계 34,040 34,018 49,677

5. 에너지 사용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에너지

전력 Kwh

진천공장 64,699,632 67,365,072 74,858,976
구미공장 50,096,880 46,882,680 52,709,085

서울사무소 - 70,000 54
합계 114,796,512 114,317,752 127,568,115

에너지 총량 TJ

진천공장 18,820 19,291 913
구미공장 649 605 682

서울사무소 - 34 0.0016
합계 19,469 19,929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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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실가스 배출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scope Ⅰ

ton
CO2-eq

진천공장 27,747 22,918 26,506
구미공장 2,018 2,192 934

합계 29,765 25,110 27,440

간접배출량 
scope Ⅱ

ton
CO2-eq

진천공장 30,166 31,408 34,391
구미공장 31,825 29,537 32,975

합계 61,991 60,945 67,366

온실가스 
배출 총량

(scope Ⅰ+ scope Ⅱ)

ton
CO2-eq

진천공장 57,913 54,326 60,897
구미공장 33,843 31,729 33,909

합계 91,756 86,055 94,806

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NOx)

ton

진천공장 65.44 57.67 111.34
구미공장 25.67 19.20 23.03

합계 91.11 76.87 134.37

황산화물
(SOx)

진천공장 15.75 7.78 14.52
구미공장 0.71 1.42 0.64

합계 16.45 9.20 15.17

먼지
(PM)

진천공장 1.96 4.61 4.71
구미공장 2.17 2.29 2.22

합계 4.12 6.90 6.93

대기오염물질 총량
진천공장 83.14 70.05 130.57
구미공장 28.55 22.92 25.89

합계 111.69 92.97 156.46

8.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수질오염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ton

진천공장 0.0590 0.0070 0.0530
구미공장 0.1224 0.1330 0.0669

합계 0.1814 0.1400 0.1199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진천공장 0.4356 0.1060 0.3170
구미공장 0.2147 0.2340 0.2973

합계 0.6504 0.3400 0.6143

부유물질
(SS)

진천공장 0.1295 0.0360 0.0270
구미공장 0.1917 0.2090 0.0743

합계 0.3211 0.2450 0.1013

9.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폐기물

일반폐기물
발생량

ton

진천공장 722 802 921
구미공장 271 265 295

서울사무소 - 2 2
합계 993 1,070 1,218

지정폐기물
발생량

진천공장 14,141 15,877 19,336
구미공장 6,855 5,649 7,301

서울사무소 - - -
합계 20,996 21,526 26,637

폐기물 발생 총량

진천공장 14,863 16,679 20,258
구미공장 7,126 5,915 7,596

서울사무소 - 2 2
합계 21,989 22,596 27,855

폐기물 재활용량
진천공장 14,554 16,380 19,885
구미공장 6,654 5,449 7,037

합계 21,208 21,829 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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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량 - 소각

ton

진천공장 - - -
구미공장 130 171 164

합계 130 171 164

일반폐기물
처리량 - 매립

진천공장 44 - -
구미공장 5 10 7

합계 50 10 7

일반폐기물
처리량 - 재활용

진천공장 633 801 922
구미공장 137 84 123

합계 770 885 1044

지정폐기물
처리량 - 소각

진천공장 324 444 385
구미공장 363 296 386

합계 688 740 771

지정폐기물
처리량 - 매립

진천공장 - - -
구미공장 - - 0.03

합계 - - 0.03

지정폐기물
처리량 - 재활용

진천공장 13,921 15,579 18,965
구미공장 6,518 5,365 6,914

합계 20,439 20,944 25,879

10. 화학물질 외부 유출건수
주제 구분 단위 사업장 2019 2020 2021

화학물질 유출건수 건
진천공장 - - -
구미공장 - - -

합계 - - -

11. 임직원 현황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직원 현황

장애인 노동자 수 전체 명 2 1 1
상주 협력업체 

노동자수 전체 명 105 109 113

근무지별

전체

명

262 291 306
진천공장 115 125 131
구미공장 91 96 100

서울사무소 56 70 75

성별 및 
고용형태

남성

명

242 269 284
정규직(남성) 241 267 280

비정규직(남성) 1 2 4
여성 20 22 22

정규직(여성) 18 20 20
비정규직(여성) 2 2 2

연령별
30세 미만

명
55 54 54

30세~50세 130 152 168
51세 이상 77 85 84

12. 신규 채용 및 이직 현황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채용 및 
이직 현황

신규채용

남성

명

19 39 29
여성 1 5 4

30세 미만 14 22 19
30세~50세 5 22 12
51세 이상 1 - 2

이직

남성

명

16 13 21
여성 1 3 4

30세 미만 6 6 5
30세~50세 7 7 9
51세 이상 4 3 11

이직률 % 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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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년퇴직자 현황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정년퇴직 퇴직

남성
명

0 2 9
여성 0 0 0

퇴직 비율 % 0.0% 12.5% 36.0%
명예퇴직 실시여부 건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14. 근속연수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근속 평균 근속연수
남성

년
15.8 15.5 14.6

여성 6.7 6.1 7.3

15. 육아휴직 현황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육아휴직사용
전체

명

2 2 2
남성 1 0 1
여성 1 2 1

육아휴직 복귀자
남성 1 0 0
여성 2 1 1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남성 0 0 0
여성 2 1 0

16. 근로시간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전체
시간 41 41 41

연간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하기휴가 5일 제외) 일/인 3 3 2

17. 산업재해 현황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구미공장

명
0 0 0

진천공장 0 0 0
서울사무소 0 0 0

재해율
구미공장

%
0.0% 0.0% 0.0%

진천공장 0.0% 0.0% 0.0%
서울사무소 0.0% 0.0% 0.0%

18. 사회공헌
주제 구분 ① 구분 ② 단위 2019 2020 2021

사회공헌 후원금액
구미공장

원
2,300,000 2,300,000 300,000

진천공장 22,611,000 17,899,000 19,059,000
서울사무소 65,381,000 25,500,000 4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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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Title Page

조직프로필 102

조직명칭 2
활동, 브랜드, 상품, 서비스 4-8
본사위치 4
영업위치 4
조직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형태 4
시장영역 4-5, 7-8
조직규모 30
임직원 현황 30

전략 102 최고경영진 성명서 3

윤리성 및 청렴성 102
가치, 원칙, 기준, 그리고 행동규범 6, 18
윤리관련 제안과 조언에 대한 안내 제도 6. 18

거버넌스 102

지배구조 25-27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관련 권한 위임 9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임원 9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 9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 9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9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설정 9
목표,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9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평가 9
중대 이슈 커뮤니케이션 10
중대 이슈의 개수와 특성 10

보고서 프로필 102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4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
제공한 정보의 보고 기간 2
가장 최근 보고 일자 2
보고 주기 2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GRI Standard에 따라 조직이 선택한 보고서 부합 방식 
(Core/ Comprehensive) 2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 2

GRI Title Page

경제성과 103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
경영방침 및 구성 6

에너지 302
조직 내 에너지 소비량 28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량 28

용수 303

공급원별 총 취수량 14, 28
유형별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수 14, 28
유형별 총 방류량 14, 28
지역별 총 용수 소비량 14, 28

온실가스 305
직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 16, 29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총 배출량(scope 2) 16, 29
Nox, Sox, 기타 중대한 대기배출가스 배출량 29

폐수 및 폐기물 306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14, 28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29, 30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14, 30

컴플라이언스 307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제 건수 13

고용 40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30
(연령별, 성별, 지역별)
상근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21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30

산업안전보건 403

산업안전보건시스템 22-23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22-2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22-23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22-23
작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22-23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명 22-23
사업 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보건 및 안전 22-23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완화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22-23
업무 관련 성과 22-23

훈련 및 교육 404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20
인권 평가 41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