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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안전보건 방침 

 

LX 판토스는 경영 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 법규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규격의 기본 요구사항과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ㄱ. 환경 인허가 취득 

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을 취득, 유지 및 최신 내용으로 지속 업데이트하며, 

운영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ㄴ. 환경 영향 최소화 

유해물질, 폐기물, 대기배출, 자원 사용, 물 관리, 에너지 및 온실가스 등의 영역에서 환경 발자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경영 활동 과정에서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ㄷ. 산업안전 

산업안전을 위해 안전 위험 요소를 평가 및 제거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 등 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ㄹ.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근로자들의 신고를 장려하고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한 진료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업무 복귀 장려를 위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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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업 위생 

근로자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는 제거 

또는 제어한다.   

 

ㅂ. 육체적 과중 업무 

육체적 과중 업무(반복작업, 무리한 동작, 장시간 서있는 작업, 중량물 작업 등)가 주는 

유해요인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한다.  

 

ㅅ. 기계설비 안전 관리 

기계설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근로자가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 방호 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유지한다. 

 

ㅇ.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작업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관련 정보는 접근이 쉬운 곳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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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다음의 국제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각 사이트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hical Trade Initiative  

https://www.ethicaltrade.org/eti-base-cod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https://www.ilo.org/declaration/lang--en/index.htm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https://www.iso.org/iso-14001-environmental-management.html 

 

ISO 26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 
https://www.iso.org/iso-26000-social-responsibility.html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ttp://www.oecd.org/daf/inv/mne/48004323.pdf 

 

RBA Code of Conduct 7.0  
https://www.responsiblebusiness.org/media/docs/RBACodeofConduct7.0_English.pdf 

 

SA8000 standard  
http://sa-intl.org/_data/n_0001/resources/live/SA8000%20Standard%202014.pdf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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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력〗 
 

개정차수 개정 사유 및 내용 개정 일자 

0 최초 제정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