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산전, ‘기술나눔’으로 中企 경쟁력 강화 지원

LS산전이 지난 지난 12월 16일 노보텔엠베서더 강

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함께 기술나눔 및 기부채납 기술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LS산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 활동

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LS산전은 이날 전력기기, 전력계측 등 전력 분야 271

개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고  설명회  이전기업 발굴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

정한 15개 중소기업에 48개 특허를 무상 양도했다. 또 

산업부와 LS산전은 기술나눔 및 기부채납 기술이전식

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술 이전 및 향후 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상황

에 맞는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

해 나가기로 했다.

LS산전 관계자는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자는, 

LS그룹의 경영철학 LSpartnership(LS파트너십)을 바

탕으로 평소 중소 협력회사를 소중한 사업 파트너로 상

호 도움을 주고 함께 성과를 나누는 상생 관계를 구축

해 나가고 있다 며 기술나눔을 시작으로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마련해 대기업으로서 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생

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S산전은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 손잡고 회사의 기술나눔 사업을 진행, 전력 분야 특

허 290건을 개방하고, 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40건을 무상 이전한 바 있다.

LS산전은 12월 27일 안양시 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지

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기매트 100세트를 기

부하는 LS산전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  행사를 가졌다.

LS산전 임직원들은 전달식 직후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해 전기매

트를 전달하는 한편 안마로 지친 어깨와 다리도 풀어드리고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추위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LS산전 관계자는 난방비 걱정으로 추운 날씨에 더욱 고

생하시는 노인 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2017년은 임직원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해로 삼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 연말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겨울 선물 전달

LS산전이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안양 지역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매트 100세트를 전달했다.

사진은 LS산전 임직원들과 심재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장 
(왼쪽 두 번째)이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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