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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보고서 전체에서 중대성은 Livent가 전달하는 지속가능성 주제 목록을 나타내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대성은 재무보고 또는 규제목적의 중요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예측 진술: 이 보고서에는 미래 사건 및 기대와 관련되어 있으며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의 의미 내에서 미래 예측 
진술을 구성하는 특정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아마도 결과가 될 
것 이다”, “해야 한다”, “기대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 “예측하다”, “잠재력이 있다”, “계속하다”, 
“확신하다”와 같은 단어를 포함하는 진술로 이러한 용어 및 기타 유사한 용어에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제외하고 미래에 대한 Livent의 기대, 가정 또는 예측을 반영하는 모든 진술은 미래 예측 진술입니다. Livent의 미래 
예측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및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ivent는 모든 미래 예측 진술에 반영된 기대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결과가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 표시된 것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Livent의 실제 결과가 미래 예측 진술에서 예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특정 요인에 대한 
논의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양식 10-K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례보고서 및 기타 SEC 보고서에 기술된 위험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Livent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보, 미래 사건 등에 대한 응답으로 미래 예측 
진술을 공개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를 부인합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사진은 코로나19(COVID-19)가 시작되기 전에 촬영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Livent 프로토콜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양한 GRI, SASB, TCFD 및 UNSDG 공시에 대한 참조는 보고서 전체에 회색 텍스트로 포함되어 있으며 공시 참조 섹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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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들이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관행을 
강화하고 적응한 것에 대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데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리튬 제품은 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생명을 
구하는 제약 성분과 산업용 소독제부터 인공호흡기, 분무기 
및 기타 중요한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구성부품에 
이르기까지 필수 응용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세계적 대유행은 Livent가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국과 인도에 
개인보호장비(PPE)를 기증하는 것부터 미국에 코로나19 
지역사회 백신 클리닉 유치, 아르헨티나에 의료진, 구급차 
서비스 및 필수 항공운송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로서 우리의 여정을 따라오셨다면 Livent가 2019
년 3월 완전히 독립한 직후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리튬 회사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역할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더 잘 
반영했습니다.

GRI 102-14, GRI 102-46, TCFD: 전략

Livent는 현대 생활의 형성에 도움이 된 많은 혁신과 산업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과 거의 80년 이상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풍부한 혁신 유산과 리튬 기술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춘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회사의 선구적인 뿌리와 안전하고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초점을 
반영합니다.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Livent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에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위한 더 깊은 
약속이 있습니다.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는 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의 지속가능성 
노력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우선순위 영역 전반에 걸친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물론 2020년은 결코 평범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과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배경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이 세계적 대유행은 리튬 산업에 
있어 이미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의 도전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vent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직원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LIVENT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에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위한 더 깊은 약속이 있습니다.” 

CEO
메시지

아르헨티나 페닉스

새로운 목표Livent 소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ESG 성과 지표 공시 참조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지속가능성 프로그램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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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지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노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기업시민의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Livent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더 밝고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진보에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aul Graves
회장 겸 CEO

투명성에 대한 마지막 단계와 관련하여 Livent는 2020년 
하반기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년간의 인증 
절차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Livent는 IRMA의 보류 회원으로 승인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광산 운영에 대한 IRMA 자체 평가를 시작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약속의 일환으로, 
Livent는 책임 있는 채굴에 대한 엄격하고 포괄적인 IRMA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3월까지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 중 많은 것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성과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리튬 산업의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Livent가 그러한 
대담한 플랫폼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적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야심찬 지속가능성 목표와 약속을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목표에 완전히 부합할 계획입니다.

Livent의 성공은 지난 역사를 통해 해온 것처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한 재정적 

전체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야심차고 광범위한 
의제를 나타내며 향후 Livent의 지속가능성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새로운 목표에 대해 자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주요 약속입니다.

• 2040년까지 전반적인 탄소중립 달성,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책임 있는 
운영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초점, 물, 온실가스
(GHG) 배출, 폐기물 처리, 에너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집약도 감소.

•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를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과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약속 재확인.

• 리튬 산업의 표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투명성 및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

그 이후 우리의 노력은 EcoVadis로부터 202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골드 등급을 포함하여 고객과 독립적인 
업계 평가자로부터 인정을 받아 업계 내 상위 3% 기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주목할 만한 다른 업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 가능한 부상 0과 기록 
가능한 유출/방출 0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녹색채권
(Green Bond)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사회 부정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후 
글로벌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21년 초, 우리는 2019년에 수립한 기준 지표에 대해 
설정된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기준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고립된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Livent의 
고객, 지역사회, 투자자,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그룹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야심찬 
지속가능성 목표와 약속을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목표에 완전히 
부합할 계획입니다.” 

미국 베세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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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세머시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공시 참조ESG 성과 지표기업지배구조사회적 책임환경새로운 목표지속가능성 프로그램Livent 소개CEO 메시지

LIVEN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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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GRI 102-1, GRI 102-2, GRI 102-3, GRI 102-4, GRI 102-6,
GRI 102-7, GRI 102-8, SASB: EM-EP-000.B, SASB: EM-EP-000.C

Livent는 거의 80년 동안 리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증가하는 리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품질의 완제품 리튬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명성 및 노하우를 보유한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리튬 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통해 우리는 현대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및 모바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제약, 폴리머, 농약, 
전자제품, 윤활 그리스, 의료기기, 공기 및 수처리, 건설, 
야금 및 방위를 포함한 다른 많은 필수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리튬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산업에서 Livent의 독특한 위치는 염수 기반 운영의 
저비용 및 지속가능한 특성으로 강조됩니다. 여기에는 직접 
리튬 추출(DLE) 공정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발전시킨 다년간의 실적을 포함한 혁신과 전문성의 유산, 
선도적인 자동차 OEM사, 배터리 제조업체, 음극 활성 물질 
제조업체 및 기타 자동차 산업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차별화 요소로는 차세대 엔지니어링 리튬 
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다각화된 전세계 운영 
네트워크 및 고객의 요구사항과 향후 계획에 따라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및 기타 형태의 리튬 제품을 고객에게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Livent는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중국 및 인도에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목적 
Livent의 목적은 리튬 기술을 이용하여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삶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GRI 102-16 

• 안전제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고객과 함께 성장:  고객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고객과 협력합니다.

• 책임감: 우리는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해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 차이 존중:  우리는 관점, 배경 및 전문 지식의 차이를 
존중하여 직원들이 진정성 있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Livent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 끊임없는 혁신: 우리는 민첩한 사고, 업계 최고의 재료 
과학 전문성 및 핵심 요소인 리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세상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단 왼쪽: 미국 베세머시 R&D 연구소. 상단 오른쪽: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 전 2020년 1월, Battery Japan 2020에서 Livent 
동료들. 하단: 영국 브롬보로

새로운 목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ESG 성과 지표 공시 참조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지속가능성 프로그램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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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Lithium Corpo-
ration of America 
설립

수산화리튬 생산 
개시

195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
나주 베세머시에 생
산시설 준공

1980년
영국에 부틸리튬 공
장 준공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1985년
FMC가 Lithium 
Corporation of 
America 인수

1996년
아르헨티나에 생산
시설 부지 개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굴 작업 중단
음극 기술 최초 특
허 출원

1950s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세라믹, 유리, 공기 처리, 
그리스 및 군용) 시장 개발

2018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서 IPO 개
최 및 Livent로 사
명 변경

1970년
솔루션 스티렌 부타
디엔 고무(sSBR) 응
용분야에서 부틸리
튬 사용을 위한 시
장 개발

1991년
Sony와 협력하여 
최초의 리튬이온 배
터리 개발

1995년
니켈이 풍부한 음극에 수
산화리튬 첫 적용 완료

2007-2009년
인도와 중국에 부틸
리튬 제조현장 개설

2017년
중국 루가오에
서 수산화리튬 생
산 개시

2000년
배터리 응용분야에
서 안정화된 리튬 금
속 분말(SLMP®) 기
술에 대한 첫 번째 특
허 출원

2019년
Livent가 FMC 
Corporation로부터 
분리 완료
인쇄가능형 리튬 
기술(PLT)에 대한 첫 
번째 특허 출원

역사 
Livent의 뿌리는 미네소타주에서 Lithium Corporation of America가 설립되고 미국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리튬 응용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FMC Corporation(FMC)은 Lithium Corporation of America를 인수하여 FMC Lithium을 설립했으며, 2017년 FMC는 
FMC Lithium을 별도의 상장기업으로 분사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Livent는 2018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LTHM)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며, 2019년 3월 FMC로부터의 분리를 완료하고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1996년까지 Livent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암 퇴적물에서 채굴한 리튬으로 리튬 화학물질을 생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채굴 작업은 1996년에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Livent는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 
매장지에서 리튬을 추출해 왔습니다. 2020년 11월, Livent는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Nemaska Lithium Inc.(“New 
Nemaska”)의 사업 및 특정 자산을 인수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ew Nemaska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암형 리튬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북미와 유럽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등급 리튬 화학물질 공급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New 
Nemaska에 
25%의 지분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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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제공하는 제품 및 시장
GRI 102-6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의 목표와 미래 요구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세스와 제품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EV),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전자장치, 전동공구 및 윤활 그리스를 
포함한 고성능 에너지 및 특수 응용분야를 위한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 

• 폴리머, 제약, 농약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용  리튬.

• 1차 전지 및 차세대 재충전 전지를 위한 고순도 리튬 금속 및 항공우주 분야를 
위한 경량 알루미늄-리튬 합금.

•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안정화된 리튬 금속 분말(SLMP®) 및 인쇄가능형 리튬.

서비스하는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소
 제조/소싱 시설

북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 베세머시
남미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 - 페닉스 
아르헨티나 살타주 - 구에메스 

유럽
영국 잉글랜드 - 브롬보로 
 아시아
인도 텔랑가나주 - 파탄체루
중국 장쑤성 - 루가오
중국 장쑤성 - 장자강

위치
GRI 102-4,: EM-EP-000.B, SASB: EM-EP-000.C

Livent는 전 세계에 걸쳐 5개국에 제조 및 소싱 시설, 7
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리튬 공급원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 매장지에서 
리튬을 추출합니다. 이 염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마일 떨어진 안데스 산맥의 해발 약 2.5
마일(4,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독점적인 직접 리튬 추출(DLE) 공정을 사용하여 20
년 넘게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 이력은 염수에서 리튬 화합물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출하는 공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윤활 그리스

제약 및 농약 기타 산업 응용분야항공우주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시스템

북미

�
�

�
�

�

�

�

�

유럽

아시아 태평양

남미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새로운 목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ESG 성과 지표 공시 참조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지속가능성 프로그램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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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영향 및 기후변화
GRI 302-2, GRI 302-5, SASB: TR-AP-130a.1, SASB: RT-EE-130a.1, SASB: EM-MM-130a.1, 
TCFD: 지표 및 목표, 위험 관리, UNSDG: 7

우리는 민간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억제하고 저탄소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Livent의 기술 및 
응용제품은 제품 라인과 시장을 혁신하려는 고객의 노력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최고 품질의 리튬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환경을 바꾸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및 소비자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반적인 응용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긴 배터리 생산에 매우 
중요하며 전기자동차 및 광범위한 응용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됩니다.

• 고순도 리튬 금속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고급 에너지 저장 응용분야에 
전력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튬 금속은 또한 비행기와 로켓의 구조 
역할을 하는 더 가볍고 더 강한 합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폴리머 사슬 생성에 기여하는 부틸리튬은 더 나은 연료 효율성을 촉진하는 “
친환경” 타이어, 더 가벼운 내부 재료 및 더 나은 접착성, 밀봉 및 성형 
특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광범위한 응용분야에 대한 중요한 입력물입니다.

이러한 예는 리튬 제품이 최종 제품의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효율성과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방법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요 전략 제품의 직접적인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당 회피되는 CO2e의 보수적인 추정치를 5.0톤(또는 미터톤)이라고 
가정할 때 Livent의 녹색채권 할당 및 영향 보고서에 기술된 대로 2019년에 생산된 
Livent의 수산화리튬을 전기자동차에 적용하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 180,000대의 전기자동차의 총 수명 동안 최소 900,000톤의 CO2e
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 그리드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하고 전기자동차 공급망이 더욱 친환경적이 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당 회피되는 
CO2e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기화의 성장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단: Livent의 제품은 “녹색생활(Green Liv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간 왼쪽: 고순도 리튬 금속 잉곳. 
중간 오른쪽: 수산화리튬 부대.  하단: 부틸리튬 운송 컨테이너와 트럭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글로벌 CO2 감축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는 가솔린 또는 내연기관(ICE) 차량에 비해 CO2 배출(운영 기준)을 64% 줄입니다.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 감소 
이점을 더욱 향상시킴

출처: 미국 에너지부 2019년 운행 차량 배출에 대한 연간 추정치.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HEV: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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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Livent는 리튬 산업에서 제품 및 공정 혁신의 선구자로 기술 
지식, 심화 공정 및 응용분야에서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많은 획기적인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객과 
협력하는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ent의 
지적재산은 120개가 넘는 특허 및 특허출원에 걸쳐 
있습니다.

Livent가 “업계 최초”로 달성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의 상업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Sony 
Corporation과 제휴(1991년)

• 니켈이 풍부한 음극에 수산화리튬을 최초로 적용(1995년)

• 상업적 규모로 직접 리튬 추출(DLE) 공정 기술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사용(1996년)

• 리튬이온 배터리(LIB)를 발전시키고 전고체 배터리(SSB)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로 안정화된 리튬 금속 분말
(SLMP®)(2000년대) 및 인쇄가능형 리튬 기술(PLT)(2019
년) 개발

•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작한 아르헨티나 최초의 
회사이자 세계 최초의 리튬 회사 중 하나(2021년)

오늘날 Livent는 리튬 추출, 고성능 리튬 화합물 제조, 리튬 
제품의 안전한 취급, 음극과 양극 및 배터리 기술에 리튬을 
적용하는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증가하는 첨단기술 요구를 충족하고 차세대 리튬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Livent는 고객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합니다. Livent는 고객과 긴밀한 관계 구축,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성능 제품 및 
솔루션을 생산 등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플랫폼은 점진적 개선과 차세대 기회를 
모두 제공하며 이는 고객 로드맵과 일치합니다. 최첨단 
연구개발(R&D)의 강점과 고급 엔지니어링 능력을 결합하여 
다음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및 공정

• 인쇄가능형 리튬은 물론 차세대 양극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 및 응용기술 - LIB 및 SSB 모두에 사용  

• 고에너지 밀도 음극 및 전해질용 리튬염

• 리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지원하는 공정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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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T의 인쇄가능형 리튬 기술(PLT)은 리튬 
금속 사용과 관련된 대규모 제조 문제를 
해결하고 배터리 셀의 지속가능성 프로필을 
개선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인쇄가능형 리튬 기술(PLT)

Livent는 20여 년 전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 안정적인 분말 형태의 금속 리튬인 안정화된 리튬 금속 분말
(SLMP*)을 개발했습니다. SLMP는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에너지 밀도를 10%에서 50%까지 개선하고 
80%의 용량 유지를 통해 배터리 재충전 주기를 2배 길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SLMP는 전고체 배터리(SSB)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허용합니다.

현재 Livent의 R&D팀은 고급 LIB 및 차세대 SSB 배터리 제조에 SLMP를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주요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Livent의 새롭고 독점적인 인쇄가능형 리튬 기술(PLT)은 
배터리 셀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일반적인 방법과 표준 산업 장비를 사용하여 상업적 
규모로 리튬 금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PLT는 리튬 금속을 사용하여 대규모 제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을 통해 제조업체는 사용하는 리튬 양에 대한 통제력 및 정밀도를 훨씬 더 높일수 있으므로 
낭비되는 재료가 줄어들고 높은 공정 효율성(처리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PLT는 실리콘, 망간, 심지어 
유황과 같은 더 접근이 용이한 배터리 재료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분쟁광물의 사용을 
줄이고 배터리 셀의 지속가능성 프로필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표준 산업 장비를 사용하는 인쇄가능형 리튬 응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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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 
고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념은 Livent의 고객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여러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개척자 및 전기자동차 가치사슬 전반의 리더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많은 고객 
관계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업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에 계속하여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유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충족하며 특정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식화합니다.

• 제품의 안전성, 품질,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은 물론 포장, 배송, 안전한 적용 및 
관련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모든 전략적 제품 라인에서 오랫동안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약속을 
우선시하고 존중합니다.

• 고객과의 협업, 로드맵 및 표준을 고객 요구 및 고객의 사양에 맞춰 조정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용량 및 기능에 투자하기 위한 솔루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성장 및 전기화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자동차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이 2020년 상반기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한 가동 중단 
이후 다시 문을 열자 전기자동차의 탄력성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정부 및 
주요 자동차 OEM사의 새로운 집중과 약속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19 회복 초기인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이 주도해 전체 승용 및 경량 상업용 전기자동차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레거시 산업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화 
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OEM사의 더 확고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기존 
생산시설의 용도 변경 또는 신규 설비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발표, 매력적인 
전기자동차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열망을 반영하는 업계 전반의 전략적 
투자 및 파트너십, 새로운 모델 출시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광고를 통해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초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 선호도, 전 세계의 강력한 규제 지원, 배터리 기술의 발전 및 제조 규모 
확대로 인해 전기자동차는 향후 몇 년 동안 내연기관(ICE) 차량과 비용 측면에서 
동등해질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의 탈탄소화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태양열 및 풍력을 포함한 이러한 녹색 전력 
설비의 대부분은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정부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대한 강력한 예상

과거 전기자동차 판매 및 전망1

1 출처: EV Volumes

2 총 승용차 판매 대비 총 전기자동차 판매 비율.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재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기부양책은 
운송과 같은 대규모 산업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념은 LIVENT의 고객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입니다.

승용 및 경량 상업용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

승용 및 경량 상업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침투율2

2020

35% 
CAGR

17% 
CAGR

2025 2030

16%

33%

4%

12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공시 참조ESG 성과 지표기업지배구조사회적 책임환경  새로운 목표지속가능성 프로그램Livent 소개CEO 메시지

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



전기자동차/배터리 소재 공급망 

GRI 102-9

수명을 기준으로 내연기관(ICE) 제품에 비해 전기자동차의 
지속가능성 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의 전기화 전환이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 확립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전기 운송으로의 전환은 친환경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리튬 생산자 및 기타 배터리 재료 공급업체가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하게도 
점점 더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재료 공급망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생산자에게 더 큰 투명성, 공개 및 
데이터 보고를 위한 방법론의 표준화, 데이터 및 공개 
방법론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Livent의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이 경쟁 우위의 핵심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 
전략에서 핵심 고려사항인지 증명하고 우리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탄소집약도와 지역 물 문제를 균형있게 조정하는지 
또는 탄소발자국이나 폐기물 문제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공급망의 핵심 단계를 현지화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약속을 하는 방법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고객은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보에 힘을 부여하자는 정신에서 
지속가능성 성과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리튬 산업의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야심찬 지속가능성 
목표와 약속을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목표에 완전히 부합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진보에 힘을 부여하자는 정신에서 지속가능성 
성과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리튬 산업의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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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t 성장 전략
Livent는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선두에 있는 고객 기반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장이 고성능 리튬 화합물에 대한 
수요를 주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Livent는 선도적인 위치, 오랜 고객 관계 및 
우호적인 지속가능성 프로필 덕분에 이러한 추세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전략은 부틸리튬, 고순도 리튬 금속 및 기타 주요 리튬 제품의 
선도적인 글로벌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및 광범위한 배터리 시장에 고성능 리튬 화합물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능력 확장

• 공급처 다양화

• 응용제품 및 공정 기술 역량 확장

• 차세대 리튬 화합물 개발

• 사람에 대한 투자

• 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전

확장 계획

2020년 3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여 전 세계 당국이 취한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Livent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본 확장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5월 초, Livent는 새로운 장기고객 공급계약 이행, 시장 전망 개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을 받아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능력 확장 계획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ivent는 미국 베세머시에서 5,000톤의 수산화물 
증설과 아르헨티나에서 1단계 탄산염 10,000톤 증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추가 10,000톤의  2단계 탄산염 확장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Livent
의 계획은 아르헨티나에서 탄산염 생산능력을 약 60,000톤으로 3배 늘리고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수산화물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New Nemaska

우리는 기존의 리튬 자원과 생산능력을 다양화, 성장 및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2020년 11월, Livent는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Nemaska Lithium Inc.(“New Nemaska”)의 사업 및 특정 자산을 인수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ivent는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ew Nemaska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암형 리튬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북미와 유럽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등급 리튬 화학물질 공급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북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유럽 및 북미 전기자동차 공급망과 가깝고 재생가능한 무탄소 수력 
발전에 대한 풍부한 접근성으로 인해 유리한 지속가능성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ent는 New Nemaska에 대한 투자 외에도 프로젝트를 계획 및 개발하고 
건설을 거쳐 상업 생산으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화학적 전환 
작업이 비용, 자본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채굴 계획을 위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단: 아르헨티나 페닉스. 중간: 미국 베세머시. 하단: 캐나다 퀘백주 네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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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의식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책임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권리의 기본 의무이자 비즈니스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개요
GRI 102-13, GRI 205-1, GRI 206-1, GRI 412-2, UNSDG: 16

Livent에서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미래 세대가 내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지구의 환경보존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ivent는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의식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책임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권리의 기본 의무이자 비즈니스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지속가능성은 
모든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이는 환경, 
인력, 서비스하는 시장, 공급망 및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영향 관리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위해 Livent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지속가능성 노력의 최전선에는 Livent의 직원 및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회사의 약속에는 전문적 성장 및 경력개발, 경쟁력 있는 
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환영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의 일터가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적극 지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봉사활동, 투자 및 자선기부를 통해 전 세계의 지역사회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진보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 자원, 운영 관행 및 
영향력 범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Livent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회원이며 인권, 노동, 환경 
및 부패방지에 관한 UNGC의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는 품질, 
안전, 인권기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주요 신규 

계약업체 및 원자재 공급업체의 심사를 포함하는 엄격한 공급업체 선정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Livent는 정기적인 추적 및 보고를 통해 이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핵심 요소로서 지속가능성 성과, 투명성 및 
독립적 검증에 대한 리튬 산업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Livent 싱가포르 사무소는 2020년 연례 송년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비영리단체인 보이스 
브리게이드(Boys’ Brigade)가 싱가포르 전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모으는 것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목표Livent 소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ESG 성과 지표 공시 참조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CEO 메시지

16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



2020년 주요성과
2019년 3월 Livent가 완전히 
독립한 직후, 우리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리튬 회사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더 잘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노력은 EcoVadis로부터 202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골드 
등급을 포함하여 고객과 독립적인 업계 평가자로부터 
인정을 받아 업계 내 상위 3% 기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주목할 만한 다른 업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 가능한 부상 0과 기록 가능한 
유출/방출 0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사회 부정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후 글로벌 DEI 이니셔티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21년 초, 우리는 2019년에 수립한 기준 지표에 대해 
설정된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기준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앞으로 Livent의 
지속가능성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중대성
제3자 지속가능성 고문의 도움으로 우리는 2019년 중반 
Livent의 비즈니스 위험과 기회에 고유한 지속가능성 전략의 
개발을 안내하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우리는 Livent의 가장 중요한 ESG 주제를 식별하기 
위해 주요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출처로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Livent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자
GRI 102-40, GRI 102-42, 102- 43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 책임 있는 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회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회

• 고객

• 직원 
 

• 정부 및 규제당국

• 투자자

•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

Livent의 성공은 이해관계자와 강력한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 및 피드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투명한 방식으로 
자주 수행합니다. 우리는 각 그룹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보고서를 구성했습니다.

Livent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외
부

 주
주

에
 대

한
 중

요
성

에너지, 배출 및 기후

폐수 및 폐기물
기업지배구조

물

제품수명주기 영향
다양성 및 포용성

산업안전보건

비즈니스 연속성

지역사회 영향 및 원주민

윤리 및 규정준수

공공정책

구매관행

정부관계

경제성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노동관계

직원 채용 및 
유지

직원 훈련 및 교육

혁신

제품 품질 및 안전

재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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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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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 사회 경제/지배구조 제품

출처: 2019 Livent 중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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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지배구조
GRI 102-18

Livent 이사회의 지속가능성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방향, 진행 상황,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프로그램 리더와 최소 1년에 3번 회의를 갖습니다. 지속가능성위원회는 환경 
약속, 안전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DEI 이니셔티브의 운영 방식 및 
성과를 모두 감독합니다.

Livent의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및 글로벌 홍보 책임자는 경영진 
리더십팀의 구성원들과 함께 회사 전체의 다른 비즈니스 리더 및 팀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리더는 지속가능성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전체 이사회에 여러 차례 진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영시스템 및 프레임워크
GRI 102-1, GRI 102-54, 102- 56

우리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은 ISO 45001(산업안전보건), ISO 14001(환경), ISO 
26000(사회적 책임), ISO 9001(품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을 포함한 
주요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및 프레임워크는 물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품질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2021년 말까지 IATF 16949 인증(자동차 품질 표준)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대부분은 화학물질의 안전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규정인 EU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를 준수하며 브렉시트 이후 곧 영국 REACH도 준수합니다. 

우리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는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를 활용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ASB)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의 요구사항에 

우리의 모든 제조현장은 ISO 14001, 
45001 및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주간을 기념하는 인도 파탄체루에 있는 동료들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한 가지 
방법은 ISO 인증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공인된 제3자의 정기감사에 참여하고 이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해 ERM CVS와 협력하여 많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환영하고 참여하는 지속적인 고객 주도의 감사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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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
GRI 102-13

Livent는 2020년 하반기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년간의 인증 절차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IRMA의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2021년 2월, IRMA는 Livent에 “보류 회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Livent는 아르헨티나에서 광산 운영에 대한 
IRMA 자체 평가를 시작한 최초의 회사이자 리튬 산업에서 
최초로 수행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원 가입 약속의 
일환으로, Livent는 책임 있는 채굴에 대한 엄격하고 
포괄적인 IRMA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3월까지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MW 그룹, Mercedes Benz 및 Ford를 비롯한 많은 
선도적인 자동차 OEM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IRMA 표준 
채택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Livent는 전기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2030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만들도록 미국에서 
지지하는 업계 지원 연합인 배기가스 제로 운송 
협회(ZETA)에 합류했습니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Livent는 기후변화의 현재 및 잠재적 위험, 기회 및 영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잠재적인 물리적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역의 
지리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는 강우량, 폭풍 패턴 
및 강도의 변화, 물 부족, 해수면 변화 및 기온 변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훨씬 더 엄격한 고객 및 규제 
요구사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운영 위험을 
보다 면밀히 식별 및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부분으로서 
우리는 전기 운송의 성장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리튬 제품을 제공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관련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짐에 따라 Livent
는 신규 또는 확장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주요 정부의 탈탄소화 정책은 단기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넘어 미래 경제에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녹색채권(Green Bond) 
GRI 102-45

2020년 6월, Livent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녹색채권 
원칙과 제2자 의견(SPO)과 일치하는 Livent 고유의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녹색채권 자금 조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를 
통해 ESG에 초점을 맞춘 많은 투자자를 포함하여 새롭고 
광범위한 관심 투자자들과 우리의 스토리 및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관심과 헌신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021년 3월, Livent는 녹색채권에 대한 2020년 할당 및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PMG의 
독립회계사 보고서와 함께 livent.com의 투자자 관계 
섹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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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
우리는 2021년 초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기준을 훨씬 더 높였으며 예정보다 5년 앞서 
이전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거의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고립된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Livent의 고객, 지역사회, 
투자자,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그룹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목표는 야심차고 광범위한 
의제를 나타냅니다. 그것들 중 많은 것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Livent가 그러한 대담한 
플랫폼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적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Livent의 성공은 지난 역사를 통해 해온 것처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지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앞으로 Livent의 지속가능성 여정을 
안내할 것이며 2019년 기준 지표에 대해 설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른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 

• 2040년까지 전반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합니다(Scope 1, 
2, 3)

GRI 305-1, GRI 305-2, GRI 305-3, SASB: EM-MM-110a.1,

TCFD: 지표 및 목표, UNSDG: 13

• 2030년까지 Livent 운영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GHG) 
집약도를 30% 줄입니다.

GRI 305-4, GRI 305-5, SASB: EM-MM-110a.2,, 
TCFD: 위험 관리, UNSDG: 13

• 2030년까지 회사 에너지 믹스의 30%를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여 100% 재생에너지로의 경로를 
시작합니다.

GRI 302-1, GRI 302-4, SASB: TR-AP-130a.1, SASB: RT-EE-130a.1 
SASB: EM-MM-130a.1, TCFD: 지표 및 목표, UNSDG: 7 

• 2030년까지 Livent 운영 전반에 걸쳐 물 이용 집약도를 
10%에서 30%로 줄이고,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및 주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물 이용, 책임 있는 
운영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 주도합니다. 

GRI 303-1, UNSDG: 14

• 2030년까지 Livent 운영 전반에 걸쳐 폐기물 처리 
집약도를 30% 줄입니다. 

• 2022년까지 R&D 분야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녹색 기술, 
프로세스 및 제품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 2022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운송 및 리튬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공식화합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근처의 지표류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생물다양성 연구원/테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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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 원주민과의 관계의 질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투자(시간 및 
돈), 현지 고용 및 영향 평가에 의해 측정된 Livent의 
지역사회를 고양하고 지원하기 위한 향상된 결과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 총 기록 가능한 사고율(TRIR) 0.1 미만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환경보건안전(EHS)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1년 초부터 공급업체 선정, 모니터링 및 성과에 대한 
다양한 핵심성과지표(KPI)와 비교하여 공급업체가 
Livent의 공급업체 행동 강령 및 책임 있는 노동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회원으로서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대한 초점과 진행을 
유지합니다.

• Livent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역을 반영하는 인재 
다양성의 수준을 추구합니다.

• 급여 평등을 촉진하는 보상구조 및 프로세스를 
유지합니다.

•	 Livent 직원들을 위해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투명성

• 주요 보고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계속 발행합니다.

• 2025년까지 전략 제품에 대한 ISO 준수 전과정평가(LCA)
를 완료합니다.

• 품질, 환경건강안전(EHS),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에너지 
경영을 위한 선도적인 ISO 경영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인증을 유지 및 확장합니다.

GRI 403-1

• 2021년부터 Livent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 2021년부터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운영의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에 참여합니다.

• 2021년부터 책임 있는 채굴 및 제조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설정하는 선도적인 조직과 
협력합니다.

Livent 경영진 및 동료들. 아르헨티나 페닉스에서 2020년 1월, 세계적 대유행 선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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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근처의 풍경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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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는 우리의 일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 및 폐기물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livent.com에서 이용 가능한 지속가능성 정책은 우리의 
비즈니스 운영의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표준을 
설정합니다.

Livent의 수산화리튬 전과정평가(LCA)

2019년 말, 우리는 Livent의 수산화리튬 제품에 대한 “
전과정평가(LCA)”를 시작하여 리튬 추출 시점부터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완제품까지의 환경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요 제품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특정 영역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정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Livent의 수산화리튬 공정의 “전과정
(cradle to gate)”으로 단계별 수산화리튬 생산 공정을 
보여줍니다. 이 공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통합된 Livent의 
자체 제조 및 소싱 현장에만 의존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염수형 리튬 추출 공정과 경암형 공정 모두에서 고유한 독점 
직접 리튬 추출(DLE) 공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염수 자원에서 거의 모든 리튬을 추출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튬 제품을 제조합니다. 그곳에서 
탄산리튬의 대부분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제조 공장으로 운송합니다. 

정제된 LiCI 염수 농축액

역삼투(RO) 거부수

리튬 침출수

페닉스	플랜트의	소비,
개인위생	및	위생시설용	물

물/염호로	반환된	염수

직접	리튬	추출
(선택적	흡착)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

탄산리튬	운송

칠레	안토파가스타	항구

실리카	제거

수처리

트라피체	대수층의	담수

고객에게	수산화리튬	제공수산화리튬	생산

공공수원의	용수/
플랜트의	하천수	재활용

공공수원의	용수/
플랜트의	하천수	재활용

45헥타르의	소규모	염수
"최종"	농축	연못

"탄산리튬
(탄산화,	세척,	건조)"

물/염호로	반환된	염수	손실분

LIVENT의 수산화리튬 공정의 
“전과정(CRADLE TO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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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t의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제품의 CO2 발자국
아래 표는 Livent의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제품의 2020년 
탄소발자국 Scope 1과 2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ISO 
14040 및 ISO 14044에 설명된 원칙과 방법, Livent의 최근 
내부 추정치와 일치하는 2019 LCA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Livent 내부 추정치는 일부 주요 고객이 Livent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 두 제품에 대한 2020년 CO2e 데이터에는 Livent
의 전체 온실가스 수치에 적용된 구매한 탄소상쇄 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노선(예: 아르헨티나에서 중국 루가오까지)을 통해 
생산된 수산화리튬의 CO2e 발자국이 미국 노선(예: 
아르헨티나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을 통해 
생산된 수산화리튬의 CO2e 발자국보다 높은 이유는 주로 
우리가 루가오 산업화학단지를 위해 시립 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한 전기 및 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Livent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및 진행 
중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제품의 CO2e 발자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에너지 믹스의 프로필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규제 및 고객 압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
GRI 303-1, UNSDG: 14

Livent는 깨끗한 물이 사람과 생태계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물 허가를 획득할 
것을 약속합니다.

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는 우리의 모든 시설에서 
중요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의 비즈니스 운영에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리튬 공급원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리튬이 풍부한 염수를 
끌어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는 고지대의 건조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광대한 분수령에 의해 공급되는 자급자족형 물분지에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1천만 m3에 달하는 다량의 담수가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정도는 
덜하지만 인근 지역에 직접 강수가 유입됩니다. 매년 같은 
양의 물이 증발과 식물 증산작용을 통해 분지를 떠나 
염호에서 자연적 평형을 이루는데 Livent는 분지로 유입되는 
2억 1천만 m3의 물 중 2.0% 미만을 차단합니다.

Livent 제품 생산국가 또는 경로 CO2e 발자국 
(톤/제품톤)

탄산리튬 아르헨티나 3.5

수산화리튬

미국 2.0

중국 5.0

수산화리튬에 대한 "전과정(Cradle to Gate)"

아르헨티나에서 미국까지 경로 5.5

아르헨티나에서 중국까지 경로 8.5

대략적인 2020년 CO2E 발자국—SCOPE 1 및 2*
GRI 305-1, GRI 305-2, SASB: EM-MM-110a.1, TCFD: 지표 및 목표, UNSDG: 13

*이 두 제품에 대한 2020년 CO2e 데이터에는 Livent의 전체 온실가스 수치에 적용된 구매한 탄소상쇄 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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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공정
GRI 306-1, GRI 306-5, UNSDG: 12, 14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선택적 흡착(SA)이라고 
하는 독점 직접 리튬 추출(DLE) 공정을 사용합니다. 이 
공정은 담수를 가져와 염수에서 리튬을 분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은 DLE 공정의 핵심 원료이며 당사의 SA 
기술은 농축 공정을 가속화하고 기존 염수형 리튬 
생산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사전 농축 증발 
연못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대규모 사전 농축 연못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18-24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지하 
염수를 원소에 노출시켜 염호의 자연증발 손실률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Livent의 공정을 통해 용매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환경에 도입하지 않고 사용된 염수의 pH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된 염수/물 양의 대부분을 주변 염호 
서식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리튬 추출을 위한 기존의 다수 연못은 큰 토지발자국을 
필요로 하고 지역 생태계에서 물의 증발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Livent의 물리적 발자국은 기존 염수형 리튬 
생산업체보다 훨씬 낮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남아있는 증발 연못을 해체하여 
전반적인 토지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물 이용
GRI 303-1, GRI 303-3, GRI 303-2, GRI 303-4, GRI 303-5,
SASB: RT-EE-140a.1, SASB: EM-MM-140a.1, UNSDG: 14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회사의 리튬 생산은 트라피체 
대수층의 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물의 흐름, 화학물질 수송 및 염도와 같은 
매개변수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합니다. Livent는 사내 전문가 외에도 담수 대수층과 
염호 모두의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지질회사와 장기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델링은 지속가능한 속도로 
염수와 물을 끌어와 염호의 자연적 평형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공정은 염수의 pH를 변경하지 않고 오염 물질이나 
용매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염수의 상당량을 
염호로 반환합니다. 또한 염호 분지의 자연증발 속도에 
추가되지 않아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20년 이상 아르헨티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제공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호/수문 지질학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호에서 운영한 20년 동안 염수나 물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염호에 직접적인 강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 1천만 m3의 물이 “폐쇄” 염호 
분지로 유입되는데 주로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유입됩니다. Livent는 매우 큰 연간 물 흐름의 2% 미만을 
차단합니다. 염호의 총 유역 면적(3,900km3)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보다 큽니다.

리튬 물 연구를 주도하는 학계 연구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 
전에 찍은 사진.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 및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향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제3의 지질회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장을 위해 2차 수원인 로스 파토스 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트라피체 대수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수원에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하여 수위, 재충전 속도 및 물의 
화학적 성질을 추적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타마르카 정부는 또한 독립적인 제3
자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물 이용 및 확장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환경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리튬 물 연구 협력
Livent는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가 주도하는 지역 수자원 및 주변 생태계에 대한 
리튬 채굴의 영향에 대한 지질 수문학적 물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BMW 그룹과 BASF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데 담수와 리튬 염수 대수층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기술과 공정을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리튬 채굴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에 있는 사전 농축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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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왼쪽 및 오른쪽: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인 미국 베세머시의 인공 평형 연못. Tim Williams© 
하단 왼쪽 및 오른쪽: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및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 연구원

생물다양성
물 경영 활동 외에도 우리는 모든 Livent 현장에서 우리의 작업이 주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페닉스 생산시설은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해발 약 2.5마일(4,2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관리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산악 생태계는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생활에 적응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시설의 기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3자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과 풍부함, 분수령 특성, 생물학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 결과는 2009년 기준에 비해 9종의 추가 조류를 포함하여 
동물종의 스펙트럼이 증가한 반면 식물종의 다양성과 풍부성은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 실시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동물의 생물다양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연구는 또한 
식물의 생물다양성의 변화가 인위적(즉, 인간) 활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환경 및 
계절적 요인에 대한 자연적 적응의 결과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연구의 호소학 구성 요소는 관찰된 종의 다양성과 거대 무척추동물 및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강 유기체의 풍부함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생물다양성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베세머시 현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관찰했는데, 
그곳은 인간이 만든 22에이커의 평형 연못으로 흰꼬리사슴, 야생 칠면조, 물수리, 
코요테, 비버를 포함하여 풍부한 야생동물이 번성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연못 속에는 잉어, 메기, 농어, 도미 등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운동과 휴식을 위해 연못으로 가는 산책로를 이용하며,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 사슴과 같은 여러 종의 물새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철새철에는 많은 종류의 오리와 거위들도 이 연못을 휴식처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의 베세머시 현장은 그러한 야생동물이 바로 뒷문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화학제품 제조업이 다양한 야생 이웃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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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페닉스

운영 영향
지속가능성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제조시설에서 회사의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물 이용 
및 폐기물 처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성장하면서 생산능력을 늘리는 
동시에 환경 영향과 자원 소비를 줄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회사 전체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성과 목표와 더불어 우리는 
현장별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각 현지 시설에서 
우리의 발전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품톤당 에너지 집약도가 새로운 2019년 기준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사업에서 제품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제조현장이 유휴상태인 
동안에도 기본 에너지 사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대부분 에너지 집약도와 함께 
추적하지만 2020년에는 새로운 2019년 기준 대비 15%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소는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2020년 투자로부터 
20,833톤의 탄소상쇄를 반영합니다.

폐기물 처리 집약도는 2020년에도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새로운 2019년 기준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베세머시 현장에서 수산화리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크게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물 이용 집약도는 새로운 2019년 
기준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집약도와 마찬가지로 
제품톤당 증가는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관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제조현장이 유휴상태인 
경우에도 운영 유지를 위해 물을 계속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성장하면서 생산능력을 늘리는 
동시에 환경 영향과 자원 소비를 줄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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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집약도
GRI 302-3, TCFD: 지표 및 목표, UNSDG: 7

2013년 기준 대비 11% 감소
새로운 2019년 기준 대비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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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집약도*
GRI 302-3, TCFD: 지표 및 목표, UNSD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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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30

새로운 목표Livent 소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ESG 성과 지표 공시 참조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지속가능성 프로그램CEO 메시지

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



중국 장자강시에서 동료들

소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가치와 관행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으로 ISO 26000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작업장 환경, 공정하고 윤리적 
노동 및 운영 관행, 직원 참여 및 개발, DEI 이니셔티브, 소비자 권리, 인권(원주민의 
권리 포함), 책임 있는 소싱 및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많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GRI 306-3, GRI 403-1, GRI 403-2, GRI 403-4, GRI 403-9, GRI 403-10,

SASB: RT-EE-150a.2, SASB: TC-ES-320a.1, UNSDG: 14

안전은 Livent의 핵심가치입니다. Livent에서 안전은 직원의 행동 방식과 고객이 
리튬 제품을 취급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원, 고객,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및 환경의 안전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품 스튜어드십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Livent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현장에서의 채굴 작업부터 
제조시설의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 취급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작업장 위험을 식별 및 해결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는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3명 이상의 직원이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간략한 토론인 안전 공유(Safety Share)로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안전제일” 가치를 강화합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는 매주 회사 
전체에 최고운영및엔지니어링책임자 및 기타 고위 리더의 “안전, 품질 및 신뢰성” 
메시지를 배포합니다.

2020년 성과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 가능한 부상 0, 기록 가능한 유출/방출 0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산만함과 각종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어느 
해보다 뛰어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직원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ivent의 환경보건안전(EHS) 정책은 모든 시설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글로벌 EHS 
책임자는 직원이 EHS 정책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안전 

표준의 일관된 구현을 감독합니다. 또한 EHS팀은 정기적으로 모든 Livent 시설의 
보건 및 안전 데이터를 검토하여 추세를 평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제조현장은 ISO 14001(환경)과 ISO 45001(산업안전보건)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 환경보건안전경영시스템의 글로벌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대응 및 비즈니스 연속성
GRI 403-3

비즈니스의 글로벌 특성과 고객의 위치 때문에 Linent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위기 관리 계획과 현장별 연속성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2월부터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전 세계에 있는 강력하고 
헌신적인 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Livent가 중국 및 아시아에 더 폭넓게 진출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2020년 2월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지역 대유행 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과감한 초기 조치 및 상황 모니터링을 부지런히 
시행하여 춘절연휴 이후 중국에서 안전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의 조기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신속하고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중국에서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방 경계를 
넘어 사람과 제품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 심각한 물류 문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용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록 가능한 부상 0 
및 기록 가능한 방출 또는 유출 0
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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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Livent는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심각성이 명확해진 2020년 3월 초에 세계적 대유행 
대응팀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출장을 중지하고 방문자를 제한하고 모든 비필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함으로써 조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계속하여 전 세계 직원, 
고객,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많은 리튬 제품은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제약 성분 및 산업용 소독제부터 인공호흡기, 분무기, 
의료용튜브, 
산소공급시스템 및 기타 
중요한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구성부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응용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Livent 인도(BuLi Chemicals라고도 함)는 인도의 가장 
큰 바이오제약회사인 Biocon에 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부틸리튬을 공급하여 Biocon이 다양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 우수 공급업체로 
인정받았습니다.

Livent는 현장별로 엄격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방문자 및 의료 검진, 체온검사, 필수 
인력 지정, 교대 근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필수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유연성과 예방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원격 학생의 부모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직원들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우리의 보호 조치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PPE) 제공,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권장되는 건강 
프로토콜 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전국 검역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지방 및 연방 
공무원과의 협력은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한 Livent의 준비 수준 
및 약속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무적인 전국 검역기간이 지나고 단 2주의 가동 
중단 후 바로 현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토콜 
세트를 개발하고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직원 및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교류하고 지원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직원을 위해 기존 
급여와 복리후생을 유지했고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원격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연한 직원 배치 및 
일정을 제공했으며 직원과 가족을 위해 정신건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Microsoft Teams와 같은 
가상회의 도구를 신속하게 출시하여 직원들의 연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영국에 개인보호장비(PPE)를 기증하는 것부터 
아르헨티나에 의료진, 구급차 서비스 및 필수 항공운송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Livent, 킨테그라 헬스(Kintegra 
Health) 및 베세머시는 상호협력하여 Livent의 대형 주차장 중 
한 곳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클리닉을 위한 무료 
드라이브스루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65세 이상의 개인, 일선 
근로자, 의료취약계층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상단 왼쪽: 미국 베세머시에 있는 Livent 지역사회 코로나19 백신 배포 클리닉. 상단 오른쪽: 아르헨티나 페닉스의 동료들 
하단: 인도 파탄체루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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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참여 및 개발
직원은 Livent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사업의 
특성상 연구과학자, 엔지니어 및 기술 영업 인력을 고용, 
유지, 개발 및 참여해야 합니다.

글로벌 직원 설문조사 

2020년 말, Livent는 독립회사로서 첫 글로벌 직원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Livent가 일하기 
좋은 곳이며 강한 소속감과 존중감을 느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과제는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높은 수준의 참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와 후속 연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개선할 
것입니다. 

고위 경영진과의 대화

우리는 전 세계 인력을 참여시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전 직원 타운홀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Livent 직원들에게 CEO와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시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위 경영진과 직접 
참여하는 지역 타운홀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

우리는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보상과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글로벌 보상 시스템은 직위 
책임을 반영하는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외부 시장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으며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보상하며, 다양한 수준의 기술과 자격에 
맞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규모 및 업계의 다른 회사와 
비교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국가/지역 및 고용분류에 따라 다른 Livent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에는 의료, 처방약, 안과 및 치과보험, 건강 저축과 
탄력적 지출 계정, 생명 및 상해보험, 장단기 장애, 직원 지원 
프로그램, 유급휴가, 가족휴가 및 웰빙 인센티브, 챌린지 
보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적격 보상의 최대 50%(
최대 IRS 한도)까지 세전 기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401k 플랜을 제공합니다. Livent는 직원 기여금의 
최초 5% 중 80%를 회사 매칭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매년 
그러한 모든 직원을 위한 저축 플랜에 급여 기간당 자동 
회사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모든 회사 기여금은 즉시 완전히 
귀속됩니다.

전 세계의 Livent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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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왼쪽: Livent CEO 폴 그레이브스와 함께하는 Co-op 학생들의 가상 “만남” 미팅. 하단 왼쪽: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에 있는 Livent 지역사회 관계팀의 
구성원

GEM 프로그램 

Linent는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직원이 보여준 우수성을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GEM(Go the 
Extra Mile) 어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은 GEM 
어워드의 세 카테고리(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중 
하나에 동료를 지명할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는 다양한 
선물 및/또는 상금을 수여합니다.

인재 파이프라인 및 훈련 프로그램

Livent는 현재와 미래의 직원 모두를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본사에서 드라셀 대학교와 함께 6개월 간의 
대학 후원 Co-op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교실수업과 실무경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의 많은 Co-op에서 
제공하는 신입 엔지니어들을 위한 12~18개월의 공식 훈련 
프로그램인 Livent의 엔지니어링 개발 프로그램(EDP)에서 
정규 인턴쉽을 계속합니다. 상위 EDP 참가자들에게는 
Livent에서 정규직 엔지니어링 직위가 제공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의 “신흥 인재” 견습 
제도는 현지 및 원주민 인구의 인재 파이프라인과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Livent 학습위원회 

직원의 전문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학습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장은 관리 필수 
사항에서 Excel 기초 및 리튬 제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런치앤런(Lunch n’ Learn)”과 같은 
현지 학습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학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러닝센터 인트라넷 사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직원 서비스 기념상 

분기마다 Livent는 다양한 서비스 이정표를 달성한 직원 
명단을 게시합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인정과 작은 상을 받습니다.

인도 파탄체루, 세계 환경의 날 기념 나무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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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T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수용, 존중, 
소속감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축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상단: 우리 R&D팀의 구성원. 하단: 미국 직원들을 위한 가상 송년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GRI 405-1, UNSDG: 5

2020년 Livent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회 부정의와 조직적 인종차별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수동적 관찰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최고인사책임자(CHRO)가 의장을 맡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 발전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더 잘 반영하는 
더 넓은 사명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Livent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수용, 존중, 소속감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축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문화, 사람, 운영, 고객 및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책임을 다합니다.

이 사명은 인식, 참여, 책임 및 모니터링이라는 우리의 DEI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핵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DEI 이니셔티브에서의 모든 작업은 다양한 팀이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지식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이 더 큰 기업은 더 
혁신적이고 탄력적이며 복잡한 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문화 내에서 다양성이 배양되어야 
합니다: (1) 다양성을 창출하고 지원합니다 (2) 경영시스템 및 관행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우선시합니다 (3) 다양한 관점, 배경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포용하고 소속감을 함양합니다.

이러한 환경 및 조건 하에서만 직원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업무에 투입하고 
보다 역동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차이를 존중하는 Livent의 핵심가치의 핵심입니다.

흑인 직원 네트워크(BEN)

2020년에 Livent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후원을 받아 최초의 직원 유연단체인 
흑인 직원 네트워크(BEN)를 만들었습니다. BEN은 우리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모든 직원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BEN은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용감하게 
공유하는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포럼의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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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성 네트워크(GWN)

우리의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GWN)는 아르헨티나에서 
여성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초점을 맞춘 
현지 여성 그룹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성 
그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증폭된 많은 도전과제를 
포함하여 직장 안팎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DEI 
이니셔티브 베이직” 및 “무의식적 편견”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출시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좋은 
첫 번째 단계로 여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그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3
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이 그룹은 Livent CEO의 후원 하에 
공식적으로 LIvent의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GWN)로 
확장되었습니다.

상단: 미국 베세머시 운영자. 하단: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워크샵

리프트업(LiFT UP)

우리의 최신 직원 유연단체는 리프트업(LIFT UP)으로 
회원들은 전문성 개발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당사의 최고상업책임자(CCO)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고행정책임자(CAO)가 후원합니다. 전 세계의 
LIVENT 직원에게 열려 있으며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주도합니다. 리프트업(LIFT UP)은 자원 제공, 
주도적 이니셔티브 및 동료 및 멘토 커뮤니티를 만들어 
LIVENT 직원이 전문적, 개인적, 자기인식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Livent는 성장하는 유연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의 지식, 지혜 및 경력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으며 Livent 전역에 걸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8일 글로벌 DEI 가상 
타운홀미팅 및 세계 여성의 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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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지역 기금마련 캠페인
• 필라델피아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한 LEAD 프로그램
• 여성을 위한 펜실베이니아 컨퍼런스
• 알츠하이머를 끝내기 위해 걸으세요(Walk to End Alzheimer’s)
•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기 위한 마일즈 오브 스마일(Miles of Smiles)
• 개스턴 카운티의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 of Gaston County) “

돌봄의 날”
• 해비타드 운동(Habitat of Humanity) 지역 프로그램
•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리브랜드 카운티 호스피스(Cleveland County 

Hospice)
• 세컨드 하베스트 푸드 뱅크(Second Harvest Food Bank)
• 다양한 지역 대학에서 열리는 과학 및 기술 박람회
• 호스 에즈 히어로즈(Horses as Heros)의 치료 말 프로그램
•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턴 카운티 스쿨즈(Gaston County School)의 

STEM 및 영양 지원

중국

• 세계 여성의 날 축하 및 봉사활동

•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안전의날

글로벌 CSR 이니셔티브의 일부
(아르헨티나 이외 지역)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Livent에서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Livent는 전 세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특히 
아르헨티나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분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실현합니다. 
우리는 자선 기부, 직원 자원봉사, 기반시설 개발 및 지역 
역량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Livent 시설은 현지 요구사항에 대한 
직원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실행합니다. 회사 경영진의 지원을 받아 직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자선 기부를 도울 지역 단체를 선택하거나 
자원봉사를 합니다. Livent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안전 증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건강과 영양 및 빈곤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
• 가족의 날 축하
• 국가안전주간
• 현지 학교 학용품 및 재정 지원
• 세계 환경의 날

싱가포르
• 보이스 브리게이드(Boys’ Brigade)의 음식 모으기
• 잇츠 레이닝 레인코트(It’s Raining Raincoats)의 옷 모으기

영국

• 클레어 하우스 아동 호스피스(Claire House Children’s 
Hospice)를 위한 기금 마련

• 남성을 위한 행진(March for Men)의 전립선암을 위한 
10,000명 모금자

• 맥밀란 암 지원센터(MacMillan Cancer Support)의 기금 
마련

• “타임 투 체인지(Time to Change)”의 정신건강 대화

글로벌

• 지구의 날

• 세계 여성 폭력 철폐의 날

베세머시 | 샬롯 | 필라델피아
Livent는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우리는 미국 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연례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베세머시, 샬롯, 필라델피아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유나이티드 
웨이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및 남부 뉴저지(United Way Greater Philadelphia and 
Southern New Jersey)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턴 카운티의 유나이티드웨이
(United Way of Gaston County)를 위해 거의 $22,000를 모금했습니다.

상단 왼쪽: 영국 브롬보로의 동료들은 영국의 “타임 투 체인지(Time to Chang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가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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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

Livent는 아르헨티나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아르헨티나의 지역사회 관계팀은 운영 현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복지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축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1) 지역개발 및 고용

• “라 푸나(La Puna)” 기업가 프로그램

• 농업 생산 프로그램

• 영 프로페셔널

• AAS(학습 계약)

2) 삶의 질

• 보건 및 영양: 지역주민 지원, 훈련, 비상대책본부 기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 급식소에 음식배달

• 교육: 학생 장학금을 통한 청소년 교육 및 발전 촉진

• 굿 네이버스(Good Neighbors) 프로그램

3) 기후행동

• 트라피체 강의 충적 팬의 복구 및 재활성화

• 환경교육

이러한 각 축에 걸쳐 있는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지역 주민, 기업가 및 
기관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Livent의 삶의 질 프로그램에는 영양과 건강을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매월 어린이를 
위한 식량 기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 돕기,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ivent는 구급차, 디지털체온계, 
마스크, 페이스쉴드를 지역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우리의 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될 
것이며 교사를 통해 고등교육을 통해 일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Livent 직원들은 
목재 팔레트를 지역사회를 위한 가구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팔레트 재활용” 활동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지역 이웃과 지자체 직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 활동은 엘 페뇨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Livent의 환경 활동은 프로젝트와 워크샵을 통해 
물과 폐기물을 포괄합니다. 트라피체 강 범람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영구관개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가상 워크샵은 퇴비에 있는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가정에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보여줍니다.

2020년에 Livent는 
아르헨티나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미화 5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

라푸나(La Puna) 기업가 프로그램은 기업가가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기업가들은 상업, 관광, 문화 및 
광업 분야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 아르헨티나 자본 지출 및 워터 
트러스트 계약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르헨티나의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페닉스 시설에 카타마르카 지방의 출신의 
거주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Livent에서 일하지 않는 카타마르카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및 대학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의 
일부에는 채굴 공정 및 채굴 공정 기술에 대한 
보조운영자가 포함됩니다.

삶의 질

지역개발 및 고용 환경 활동 지역 고용 및 훈련

기업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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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GRI 411-1, SASB: EM-MM-210b.1, 
SASB: EM-MM-210a.3, UNSDG: 10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의 많은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는 스페인어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를 의미하는 “Estamos Con Vos”라는 브랜드가 
붙어있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Livent의 진지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Livent는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봉사활동과 투자를 통해 
원주민과 민간산업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화 원탁회의

2021년 3월 우리는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식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일련의 지역사회 대화 원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월간 
회의는 유엔 산하 비정부기구(NGO)인 에코컨시엔시아재단(EcoConciencia 
Foundation)에서 진행하며 Livent와 지역사회 간의 대화를 통해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참여하는 지역사회 지도자에는 시장, 광업 장관 및 원주민 그룹의 
지도자가 포함됩니다. Livent의 팀에는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팀이 포함됩니다. 
원탁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는 우려사항을 표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Livent는 우리의 목표를 지역사회의 목표와 일치시키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페닉스 시설 근처에 소수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매우 외진 
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주민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Livent는 이 
작은 공동체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방문하기 위해 매일 
팀을 보내고 종종 음식, 기타 필수용품 및 의료인력과 함께 옵니다.

지역사회 및 원주민과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우리 조직의 맨 위에서 시작됩니다. Livent 이사회의 지속가능성위원회는 
지역사회 및 원주민과의 관계를 감독합니다.

Livent의 많은 비즈니스 리더는 아르헨티나의 추출 시설 근처에 있는 현지 원주민 
추장 및 지역사회 리더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이들과 교류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원주민 지역사회의 독특한 관점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운영 접근 방식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단: 아르헨티나 지역사회 대화 원탁회의 

상단 왼쪽: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Livent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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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트러스트(Water Trust)

아르헨티나의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 외에도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와 
협력하여 2015년 10월 옴브레 무에르토 신탁 기금인 “워터 트러스트(Water 
Trust)”를 설립하여 2018년 이를 수정했습니다. Livent는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는 수익의 일부를 카타마르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워터 트러스트에 기부합니다. 카타마르카 지방정부 공무원과 
Livent가 이 임명한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워터 트러스트를 관리합니다. 워터 
트러스트가 자금을 지원하는 완료된 프로젝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토파가스타 및 엘 페뇨의 태양광 발전 공원

• 보르도스 네그로스 지역에 있는 안토파가스타 데 라 시에라에 공원 경비대 건설.

• 라스 피타스 강의 저수지 및 안토파가스타 데 라 시에라의 식수 공급용 물탱크 
복구

•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리오 볼손 다리와 쿠라 케브라다 다리 건설

• 43번 지방도 재포장

• 안토파가스타 데 라 시에라에 기부할 장비 구입

워터 트러스트는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워터 트러스트가 자금을 지원하는 아르헨티나 엘 페뇨의 태양광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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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책임 있는 소싱
GRI 102-41, GRI 403-1, GRI 412-1, GRI 412-3,

SASB: EM-MM-310a.1, UNSDG: 16

Livent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 정책은 세계인권선언,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원칙,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을 따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차별금지, 아동, 강제 노동, 
결사 또는 단체교섭의 자유,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기대치, 
근무 시간을 포함한 근로 조건, 공정한 임금과 보상, 이주 
노동자 보호,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괴롭힘에 
대한 보호에 대한 Livent의 입장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Livent는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들이 유사한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적 
행동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의식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객을 위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달 프로세스의 책임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급업체 및 파트너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표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인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 및 
수반되는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해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하는 회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급업체 
행동 강령입니다.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일환으로 우리는 공급업체와 
계약업체가 Livent와 함께 하는 업무 및 자체 운영에서 인권 
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자체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이 공급업체의 행동 
강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하도급업체의 명시적 승인을 요청합니다.

Livent는 인권, 청렴성 및 환경적 책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회사로부터 부품 및 
재료를 소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공급업체는 책임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Livent는 공식적인 공급업체 선정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품질, 안전, 
인권기준 및 지속가능성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신규 주요 
계약업체 및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업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감사를 통해 이 프로세스의 준수를 추적 및 보고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선택합니다. 또한 Livent의 글로벌 
조달 그룹의 직원에게 매년 공급업체 선정 및 승인 프로세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Livent의 분쟁광물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콩고민주공화국
(DRC) 또는 인접 국가의 무장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혜택을 주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3TG)을 
포함하는 재료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 제1502조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TG의 존재를 포함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급업체가 분쟁광물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이 
없는 제련소에서만 3TG를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LIVENT는 우리의 가치와 
표준을 공유하는 회사의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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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GRI 102-18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회사 전체에 강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사회는 Livent의 문화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 기술, 전문 지식 및 
기타 차별화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며 새로운 구성원을 선택할 때 이러한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이사회에는 감사, 보상 및 조직, 임명 
및 기업지배구조, 임원 및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는 의무, 책임 및 절차를 
설명하는 공식 헌장 및/또는 내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vent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
GRI 205-2, SASB RT-EE-510a.1

윤리적인 업무 행위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ivent의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은 일상 
활동과 비즈니스 결정을 안내하는 전사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강령은 Livent Corporation, 자회사, 
계열사, 합작회사 및 각각의 경우에 Livent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 또는 관리하는 기타 모든 기업, 이러한 

법인의 직원 및 이사(Livent를 위한 업무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및 Livent를 대신하여 작업하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에 적용됩니다. 강령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법률 및 
규정 준수, 비준수 대응, 고객과의 관계, 직원 권리,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이해상충, 뇌물방지 및 정치기부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입직원은 강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직원은 
의무적인 연례 재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충 및 보고 메커니즘
GRI 206-1

우리는 직원,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Livent의 행동 강령에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제3
자 제공업체가 주관하는 윤리 대응 라인이 있습니다. Livent
는 익명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윤리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Livent 이사회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인증
신입 직원은 강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직원은 
의무적인 연례 재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강령에서 다루는 특정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다른 교육 
모듈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다국어로 진행됩니다. 

중국 장자강시에서 동료들

정보 보안 및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의 
퇴치
Livnet는 안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도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직원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직원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취약점을 식별하고 “실제”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Livent의 시스템, 네트워크, IF 데이터, 고객정보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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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환경1

제조 및 소싱 현장

Livent 제조 현장 수 개 6 6 6

소싱 파트너 현장 수 개 1 1 1

ISO 인증 현장  
(Livent 제조 및 소싱 현장) 개 7 7 7

배출

총 온실가스 배출 (Scope 1 및 2)2 톤 C02e  91,854* 124,390  113,028 

Scope 1 배출2 톤 C02e 67,131* – –

Scope 2 배출 톤 C02e 24,723* – –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2 톤 C02e/제품톤 2.0* 2.4 2.3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 GH 1,971,315*  2,094,067 1,968,431

에너지 집약도 GJ/제품톤 43.6* 41.1 39.9

물

총 물 소비 입방미터(m3) 3,296,663* 3,263,712 3,398,920

수질허가, 표준 및 규정과 관련된 위반 건수 건 0 – –

물 이용 집약도 m3/제품톤  72.9*  64.0  68.8

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폐기물 처리

총 폐기물 처리 kg 8,388,047* 10,519,440 13,531,219

총 유해폐기물 처리 kg 1,335,530 – –

소각 kg 115,364 – –

폐수 처리 kg 1,049,288 – –

매립 kg 170,878 – –

총 비유해폐기물 처리 kg 7,052,517 – –

소각 kg 129,419 – –

폐수 처리 kg 6,399,802 – –

매립 kg 523,296 – –

총 폐기물 재활용 kg 1,243,478 – –

총 유해폐기물 - 재활용 kg 616,782 – –

총 비유해폐기물 - 재활용 kg 626,696 – –

보고 가능한 유출건수 건 0 – –

총 폐기물 처리 집약도 kg/제품톤  185.5*  206.3  274.4 

사회

인력 구성

전 세계 총 직원 수(정규직 및 비정규직) 명 747* 800 –

전 세계 계약직원 수 명 141 – –

지역별 직원 비율

북미 % 39 41 –

남미 % 40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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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인력 구성

아시아 % 13 12 –

유럽 % 8 9 –

성별에 따른 직원 및 계약직원 비율

직원 - 여성 % 21 21 –

직원 - 남성 % 79 79 –

계약직원 - 여성 % 14 – –

계약직원 - 남성 % 65 – –

계약직원 - 성별 비지정 % 21 – –

지역별 계약직원 대비 직원의 상대적 구성

북미 % 85 – –

남미 % 95 – –

아시아 % 65 – –

유럽 % 74 – –

직원 다양성3

전 세계 총 직원 수(정규직 및 비정규직) 명 747* 800 –

여성 % 21* 21 –

남성 % 79* 79 –

총 임원 수 명 9* 9 –

여성 임원 % 33* 44 –

남성 임원 % 67* 56 –

전문직의 총 직원 수4 명 217* – –

전문직의 여성4 % 41* – –

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직원 다양성3

전문직의 남성4 % 58* – –

성별 비지정 % <1 – –

운영직의 총 직원 수5 명 559* – –

운영직의 여성5 % 13* – –

운영직의 남성 5 % 87* – –

성별 비지정 – <1 – –

미국 직원의 인종 다양성

백인 % 58 – –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 19 – –

라티노/히스패닉 % 3 – –

아시아/태평양군도 % 5 – –

둘 이상의 인종 % 1 – –

비지정 % 14 – –

글로벌 연령 다양성

30세 미만 % 7 – –

30-50세 % 58 – –

50세 초과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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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노동관계

단체협약(CBA)이 적용되는 인력의 비율

북미 % 0 – –

남미 % 58 – –

아시아 % 0 – –

유럽 % 0 – –

안전6

응급처치 부상7

직원 명 9 17 –

계약직원 명 8 5 –

응급처치 부상률7

직원
200,000시간당 

응급처치 
부상건수

0.96 1.78 –

계약직원
200,000시간당 

응급처치 
부상건수

2.83 0.93 –

기록 가능한 부상/질병

직원 명 0 1 –

계약직원 명 1 1 –

기록 가능한 부상/질병률

직원 200,000시간당 
부상/질병건수 0* 0.11 –

계약직원 200,000시간당 
부상/질병건수 0.35 0.19 –

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안전6

사망자 및 영구장애자 - 합계 명 0 0 0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

직원 명 0 – –

계약직원 명 0 –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직원 % 0 – –

계약직원 % 0 – –

중대한 업무상 부상건수(사망자 제외)

직원 명 0 – –

계약직원 명 1 – –

중대한 업무상 부상률(사망자 제외)

직원 % 0 – –

계약직원 % 0.35 – –

총 근로시간 - 직원 시간 1,880,378 – –

총 근로시간 - 계약직원 시간 565,243 – –

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1 사고8 건 0 0 0

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2 사고9 건 0 1 3

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3 사고 10 건 217 162 288

위반 통지(규제) 회 0 0 2

새로운 목표Livent 소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공시 참조 독립감사인의 검증보고서지속가능성 프로그램CEO 메시지

47

ESG 성과 지표

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



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지역사회

건강, 영양, 교육, 훈련, 삶의 질, 기후 행동, 지역 
개발 및 고용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카타마르카의 지역사회 관계(CR) 프로그램11

US$ 730,545 998,205 390,329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자본 지출12 US$ 46,534,906 105,241,477 42,453,574

지역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워터 
트러스트(Water Trust) 계약 13 US$ 3,024,652 2,875,119 227,215

보안 및 인권
분쟁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입증된 매장량 비율 % 0 – –

분쟁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예상 매장량 비율 % 0 – –

지배구조14

이사회 구조 이사회의 규모 명 9 7 –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수 명 8 6 –

CEO 겸직 예/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이사회 및 임원의 
다양성

이사회의 여성 수 명 2 1 –

이사회의 여성 비율 % 22* 14 –

이사회 이사회 참석 % 75% + 75%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규모 명 4 3 –

감사위원회의 비상임이사 수 명 4 3 –

감사위원회의 비상임이사 비율 % 100 100 –

비상임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아니요 예 예 –

보상위원회 보상 및 조직위원회의 규모 명 3 3 –

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의 비상임이사 수 명 3 3 –

보상위원회의 비상임이사 비율 % 100 100 –

비상임보상위원회 위원장 예/아니요 예 예 –

추천위원회

추천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규모 명 3 3 –

추천위원회의 비상임이사 수 명 3 3 –

추천위원회의 비상임이사 비율 % 100 100 –

비상임추천위원회 위원장 예/아니요 예 예 –

이사회 및 임원 활동

CSR/지속가능성위원회 예/아니요 예 예 –

CSR/지속가능성위원회의 규모 명 4 3 –

CSR/지속가능성위원회의 비상임이사 수 명 4 3 –

CSR/지속가능성위원회의 비상임이사 비율 % 100 100 –

비상임CSR/지속가능성위원회 위원장 예/아니요 예 예 –

경쟁행위

반경쟁행위 규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 0 – –

뇌물 또는 부패와 관련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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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단위 2020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제품

제품 안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 0 – –

정책

환경

생물다양성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동물복지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기후변화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윤리

뇌물방지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기업윤리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직원 보호/내부고발자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정치기부금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안전 및 인권

보건 및 안전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인권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기업 수준 인력/노동권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분쟁광물 정책(외부 기준 참조) 예/아니요 예 예 예

아동노동금지 정책 예/아니요 예 예 예

공급업체 행동 강령 예/아니요 예 예 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서명국 15 예/아니요 예 예 예

주의: 위 및 다음 표에서 “-”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는 데이터가 ERM CVS에 의해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환경 데이터는 Livent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6개 제조현장을 포함합니다. Livent의 수산화 소싱 기반 파트너인 JB는 중국 장쑤성 루가오에 있는 별도 회사이며 이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22020년에는 2020년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프로젝트에 탄소상쇄 투자를 통해 20,833톤의 Scope 1 감소를 반영합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2020년 총 온실가스 배출(Scope 1 및 2)
은 112,687톤이었습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2020년의 총 Scope 1 배출은 87,964톤이었습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Scope 1 및 2)는 2.5톤CO2e/제품톤입니다. 

Scope 1 CO2e 계수 참조 -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미국 EPA 배출계수(2011년)

Scope 2 CO2e 계수 참조 - 아르헨티나 및 인도: 국제에너지기구(IEA),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2011년). 중국(전기): “온실가스 프로토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계산 
도구”(2011년). 중국(증기):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석탄에 대한 화학량론적 변환계수,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1994년). 미국: 미국 EPA 주별 eGrid (2012년). 영국: 영국 
환경식품농촌부(2012년). 

3Livent HR팀은 2019년에 다양성 지표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경우 Livent가 FMC Corporation의 사업부였던 2018년과 2017년에 대해서는 공유할 과거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양성 데이터에는 계약직원은 제외한 직원만 포함됩니다.

4우리는 전문직을 Livent 직업분류로 식별되는 비제조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유통, 엔지니어링, 재무, 인사, 정보 기술, 법률, 마케팅, 연구 개발.

5우리는 운영직을 Livent 직업분류로 식별되는 제조직원으로 정의합니다: 관리, 통신, 고객서비스, 건강, 안전, 환경, 시간별 제조, 제조 관리, 품질, 규제/등록, 판매 및 현장 서비스.

6안전 데이터는 모든 Livent 시설(제조 및 비제조)에 적용됩니다. “직원”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Livent 직원과 Livent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고정 계약직원이 포함됩니다. 

7응급처치란 개인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의료조치를 받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8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1 사건은 다음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사망, 영구장애, 다수의 근무손실일이 발생하는 부상, 외부 직원의 부상, $100,000를 초과하는 현장 손해, $5,000를 
초과하는 현장 외부 손해, $5,000를 초과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 기관 조치(인용 또는 명령), 또는 현장 관리, 미디어 또는 외부 직원이 지역사회 조직에 두 가지 이상의 불만 제기.

9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2 사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초래합니다: 직원 또는 계약직원의 기록 가능한 부상,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직접 비용 $25,000를 초과하는  손상, 규제 
화학물질 임계값보다 많은 인화성, 가연성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급성 방출.

10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3 사건: 범주 2 사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 영역에서 계획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화재가 포함됩니다. 
2019년 말 “1차 격리 상실(LOPC) 범주 3 사건”의 정의는 최소 임계값 이상의 누출 및 방출만 보고해야 했던 이전 연도와 달리 모든 누출 및 방출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11아르헨티나 페소의 상당한 통화 변동을 감안할 때 모든 연도에 대해 미국 달러로 재작성되었습니다. 

12아르헨티나 페소의 상당한 통화 변동을 감안할 때 모든 연도에 대해 미국 달러로 재작성되었습니다. 2019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카타마르카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모든 (발생 기반) 자본 지출을 포함합니다. 2020년 자본 지출 금액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기타 산업 요인으로 인해 모든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한 
2020년 3월 Livent의 결정을 반영합니다.

13아르헨티나 페소의 상당한 통화 변동을 감안할 때 모든 연도에 대해 미국 달러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신탁 기금인 “워터 트러스트(Water Trust)”는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와 협력하여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에 수정되었습니다. Livent는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는 수익의 일부를 카타마르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워터 트러스트에 기부합니다. 카타마르카 지방정부 공무원과 Livent가 임명한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워터 트러스트를 관리합니다.

142019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매뉴얼 섹션 303A.02(b)에 따른 “독립이사”로서 이사회 이사 4명, 감사위원회 전원(위원장 포함), 보상위원회 및 임명위원회 각 2명, 
지속가능성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 현재 보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전원(위원장 포함)은 독립이사입니다.

15Livent는 FMC Corporation의 일부로 2019회계연도의 전반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서명자/참가자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초에 Livent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에 독립회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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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참조

아르헨티나 구에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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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콘텐츠 인덱스 
GRI 102-55

GRI 표준 제목1 번호 공시 제목 콘텐츠 위치 SASB2 UNSDGs3 TCFD4

일반 공시

일반 공시

102-1 조직의 이름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 – –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 – –

102-3 본사 위치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 – –

102-4 운영 위치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Livent 소개 – 위치

EM-EP-000.B 

EM-EP-000.C
– –

102-5 소유 및 법적 형식 – – – –

102-6 제공하는 시장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Livent 소개 - 제공하는 제품 및 시장 
– – –

102-7 조직 규모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 – –

102-8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보 Livent 소개 - 회사 개요 – – –

102-9 공급망 Livent 소개 - 전기자동차/배터리 소재 공급망 – – –

102-10 조직 및 해당 공급망에 대한 중대한 변경 Livent 소개 - Livent 성장 전략 - 확장 계획 – – –

102-11 예방 원칙 또는 접근 방식 – – –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 – – –

102-13 협회 회원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개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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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표준 제목1 번호 공시 제목 콘텐츠 위치 SASB2 UNSDGs3 TCFD4

일반 공시

102-14 고위 의사결정권자의 진술 CEO 메시지 – – 전략

102-16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 규범 Livent 소개 - 핵심가치 – – –

102-18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 – –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이해관계자 – – –

102-41 단체협약(CBA) 사회적 책임 - 인권 및 책임 있는 소싱 EM-MM-310a.1 – –

102-42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이해관계자 – –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이해관계자 – – –

102-44 제기된 주요 주제 및 우려사항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중대성 – – –

102-45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녹색채권(Green Bond) – – –

102-46 보고서 내용 및 주제 경계 정의 CEO 메시지 – – –

102-47 자료 주제 목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중대성 – – –

102-48 정보의 재진술 – – – –

102-49 보고 변경 사항 – – – –

102-50 보고 기간 – – – –

102-51 가장 최신 보고서 날짜 2019년 – – –

102-52 보고 주기 연간 – – –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George.Thomas@livent.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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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표준 제목1 번호 공시 제목 콘텐츠 위치 SASB2 UNSDGs3 TCFD4

일반 공시

102-54 GRI 표준에 따른 보고 주장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경영시스템 및 프레임워크 – – –

102-55 GRI 콘텐츠 인덱스 공시 참조표/인덱스 – – –

102-56 외부 검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경영시스템 및 프레임워크 – – –

환경

물 이용

303-1 공유자원으로서 물과의 상호작용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환경 - 지속가능한 물 이용 

환경 - 물 이용 

– 14 –

303-2 물 배출 관련 영향 관리 환경 - 물 이용 – 14 –

303-3 취수 환경 - 물 이용
TC-ES-140a.1

EM-MM-140a.1
– –

303-4 물 배출 환경 - 물 이용 – 14 –

303-5 물 소비 환경 - 물 이용
TC-ES-140a.1

EM-MM-140a.1
– –

에너지, 배출 및 기후변화

302-1 조직 내부의 에너지 소비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TR-AP-130a.1

RT-EE-130a.1

EM-MM-130a.1

7 지표 및 목표

302-2 조직 외부의 에너지 소비 Livent 소개 - 제품 영향 및 기후변화

TR-AP-130a.1

RT-EE-130a.1

EM-MM-130a.1

7 지표 및 목표

302-3 에너지 집약도 환경 - 에너지 집약도 차트 – 7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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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배출 및 기후변화

302-4 에너지 소비 감소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 7 위험 관리

302-5 제품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 감소 Livent 소개 - 제품 영향 및 기후변화 – 7 위험 관리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환경 - Livent의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제품의 CO2 
발자국

EM-MM-110a.1 13 지표 및 목표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환경 - Livent의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제품의 CO2 
발자국

– 13 지표 및 목표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 13 지표 및 목표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 13 위험 관리

305-5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환경 
영향) EM-MM-110a.2 13 위험 관리

305-6 오존층 파괴물질(ODS) 배출 - EM-MM-120a.1 13 지표 및 목표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 - EM-MM-120a.1 13 지표 및 목표

폐수 및 폐기물

306-1 수질 및 목적지별 물 방류 환경 - 추출 공정 – 12 –

306-2 폐기물 유형 및 처리방법 환경 - 폐기물 처리 집약도 차트 TC-ES-150a.1 12 –

306-3 중대한 유출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RT-EE-150a.2 14 –

306-4 유해폐기물 운송 -
TR-AP-150a.1

RT-EE-150a.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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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및 폐기물 306-5 물 배출 및/또는 유출의 영향을 받는 수역 환경 - 추출 공정 – 14 –

제품수명주기 영향 – – – – – –

사회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경영시스템 및 프레임워크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새로운 목표 - 성공 위에 구축하기, 기준 높이기(사회적 
챙임, 투명성)

– – –

403-2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 – –

403-3 산업보건서비스 사회적 책임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대응 및 비즈니스 
연속성 – – –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상담 및 소통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 – –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 – –

403-7 비즈니스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안전보건 영향의 예방 및 완화 사회적 책임 - 인권 및 책임 있는 소싱 – – –

403-8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 – –

403-9 업무상 부상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TC-ES-320a.1 – –

403-10 업무상 질병 사회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TC-ES-320a.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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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



GRI 표준 제목1 번호 공시 제목 콘텐츠 위치 SASB2 UNSDGs3 TCFD4

원주민 및 지역사회 영향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 사회적 책임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Estamos Con Vos"))

EM-MM-210a.3

EM-MM-210b.1
10 –

다양성 및 포용성
405-1 지배구조 기관 및 직원의 다양성 사회적 책임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 5 –

405-1 남성에 대한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 – 5 –

인권

412-1 인권 검토 또는 영향 평가를 받은 운영 사회적 책임 - 인권 및 책임 있는 소싱 – 16 –

412-2 인권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개요

사회적 책임 - 인권 및 책임 있는 소싱
– 16 –

412-3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대한 투자계약 및 계약 사회적 책임 - 인권 및 책임 있는 소싱 – 16 –

지배구조

윤리 및 규정준수

205-1 부패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운영 평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개요 – – –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기업지배구조 -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 RT-EE-510a.1 – –

205-3 확인된 부패 사건 및 취한 조치 – – – –

206-1 반경쟁행위, 독점금지 및 독점관행에 대한 법적 조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개요

기업지배구조 - 고충 및 보고 메커니즘 
– – –

1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3UNSDG =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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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ivent 지속가능성 보고서 진보에 힘을 부여하세요



Livent ISO 26000 인덱스

핵심 주제1 사회적 책임 이슈 Livent 정책, 절차 또는 조치

6.2 조직 지배구조 이슈 1: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

지속가능성위원회 헌장

감사위원회 헌장

Livent 윤리 대응 라인 및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 원칙, 정책, 절차 선언문

Livent의 투명성 목표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의 
일부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20 Livent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한 제3자 검증 

Livent의 모든 현장은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SO 45001(산업안전보건),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Livent는 회사 위험 매트릭스(공정안전, 산업안전 및 
환경안전에 적용 가능)를 포함하는 글로벌 위험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Livent의 플랜트는 2021년 11월까지 IATF 16949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핵심 주제1 사회적 책임 이슈 Livent 정책, 절차 또는 조치

6.3 인권

이슈 1: 실사

이슈 2: 인권 위험 상황

이슈 3: 공모 방지

이슈 4: 고충 해결

이슈 5: 차별 및 취약 집단

이슈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이슈 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슈 8: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 

Livent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Livent 인권 정책

Livent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

Livent 분쟁광물 정책

Livent 윤리 대응 라인 및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치기부금 정책

Livent의 캘리포니아 투명성 법률에 대한 성명서

지속가능성위원회

공급업체 행동 강령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 성명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회원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에 대한 약속

Livent의 사회적 책임 목표는 Livent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의 일부입니다 

Livent는 2021년 2월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IRMA)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2022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의 광산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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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livent.com/supplier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responsiblemining.net/
https://responsiblemin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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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노동관행 

이슈 1: 고용 및 고용관계

이슈 2: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이슈 3: 사회적 대화

이슈 4: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이슈 5: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Livent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상 및 조직위원회 헌장

Livent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

Livent 윤리 대응 라인 및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성위원회 헌장

공급업체 행동 강령

글로벌 환경보건안전(EHS) 정책

베세머시 환경보건안전(EHS) 정책, 비전 및 원칙

Livent의 모든 현장은 ISO 45001(산업안전보건)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회원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에 대한 약속 

Livent의 사회적 책임 목표(EHS에 중점)는 Livent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의 일부입니다

각 Livent 현장은 현지 비상대응조직과 공유되는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다. 

각 Livent 현장은 위험평가도구(또는 이와 동등한 도구)를 
활용하여 전자 EHS 정보관리시스템(Cority)의 일부로 사고 
보고서를 기록 및 추적합니다 

Livent는 2021년 2월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IRMA)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2022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의 광산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ivent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위원회를 설립하여 Livent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역을 반영하는 직원들의 다양성 
수준을 추구하고, 급여 평등을 촉진하는 보상 프로세스를 
유지하며,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핵심 주제1 사회적 책임 이슈 Livent 정책, 절차 또는 조치

6.5 환경 

이슈 1: 오염 방지

이슈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이슈 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이슈 4: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자연 서식지 복원 

Livent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Livent 기후변화 선언문

Livent 분쟁광물 정책

 지속가능성위원회 

 공급업체 행동 강령

 글로벌 환경보건안전(EHS) 정책

 베세머시 환경보건안전(EHS) 정책, 비전 및 원칙

Livent의 모든 현장은 ISO 14001(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vent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정책

2021년 3월 BMW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Livent는 
BMW 그룹 및 BASF가 의뢰한 과학적 물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회원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에 대한 약속 

Liven의 환경 영향 목표는 Livent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의 일부입니다 

 배기가스 제로 운송 협회(ZETA)의 회원

Livent는 수문 지질학자 및 연구원과 협력하여 물/염수 건강 
및 생물다양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염호 모델을 만듭니다. 

Livent는 2021년 2월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IRMA)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2022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의 광산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ivent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허가를 획득할 때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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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livent.com/supplier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responsiblemining.net/
https://responsiblemining.net/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ir.livent.com/company-information/corporate-governance-guidelines/default.aspx
https://livent.com/supplier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sustainability/policies-and-statements/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livent.com/company-overview/global-locations/
https://livent.com/suppliers/
https://www.press.bmwgroup.com/global/article/detail/T0328669EN/bmw-group-steps-up-sustainable-sourcing-of-lithium-for-battery-cell-production-to-ensure-rapid-e-mobility-expansion?language=en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ir.livent.com/news/news-details/2021/Livent-Announces-New-Sustainability-Goals/default.aspx
https://www.zeta2030.org/
https://responsiblemining.net/
https://responsiblemin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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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정한 운영 관행 

이슈 1: 부패방지

이슈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이슈 3: 공정한 경쟁

이슈 4: 가치사슬 내 사회적 책임 추진

이슈 5: 재산권 존중 

 Livent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

테러방지관세무역파트너십(CTPAT) 지지 선언문

 정치기부금 정책

 지속가능성위원회

 영국 조세 전략 선언문 2018

기업 공시 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회원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에 대한 약속

 Livent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

Livent는 2021년 2월 책임 있는 채굴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IRMA)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2022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의 광산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 주제1 사회적 책임 이슈 Livent 정책, 절차 또는 조치

6.7 소비자 이슈

I이슈 1: 부패방지

이슈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이슈 3: 공정한 경쟁

이슈 4: 가치사슬 내 사회적 책임 추진

이슈 5: 재산권 존중

 Livent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한 안전 취급 지침 

제품 데이터시트 및 안전 데이터시트

Livent 윤리 대응 라인 및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Livent 동물복지 정책

 Livent의 캘리포니아 투명성 법률에 대한 성명서

 글로벌 환경보건안전(EHS) 정책

베세머시 환경보건안전(EHS) 정책, 비전 및 원칙

 기업 공시 정책

 2030년까지 100% 전기자동차 판매 - ZETA

Livent R&D 및 분석연구실

Livent의 모든 현장은 ISO 9001(품질경영)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vent의 글로벌 위기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위기 
관리팀의 지원을 받는 사고 보고 및 대응 관리를 위한 
핫라인이 있습니다.. 

Livent는 최근 제품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Livent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안전 데이터시트 및 제품 안전 
라벨을 생성하고 소비자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당사 
제품에 대한 확장된 안전 데이터시트를 제공합니다. 

Livent의 플랜트는 2021년 11월 IATF 16949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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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이슈 1: 지역사회 참여

이슈 2: 교육 및 문화

이슈 3: 고용창출 및 기술 개발

이슈 4: 기술 개발 및 접근

이슈 5: 부와 소득 창출

이슈 6: 건강

이슈 7: 사회적 투자

Livent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Livent의 사회적 책임 목표는 Livent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의 일부입니다 

Livent는 또한 2020년 4월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회원이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선 기부, 직원 
자원봉사, 기반시설 개발,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지역 역량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이 포함됩니다. 

Livent는 유엔 산하 에코컨시엔시아재단(EcoConciencia 
Foundation)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대화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1그림은 ISO 26000의 해당 조항 번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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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감사인의 검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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