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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전과 구성원들의 비전이 일치할 때,

그 기업은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Global Dream Company’라는 비전 아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해 고객과 주주, 

구성원들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건강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고와 전문성으로 

미래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Global Dream Company’는 LS네트웍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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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한국에 스포츠 워킹화라는 사업 분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LS네트웍스가 

프로스펙스 W를 선보이면서 비로소 스포츠 워킹화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LS네트웍스는 국내 스포츠 브랜드의 강자로서 제품을 혁신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시장을 

선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프로스펙스를 운영하며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차장 _ 브랜드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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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가진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지금, 미래 가치 확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LS네트웍스는 상사 사업을 통해 러시아·동유럽 및 

중동·북아프리카 등으로 성큼 내달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꿈이 시작됩니다.

윤창현 수석부장 _ 글로벌사업본부

Global Dream Company



Global Dream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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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꿈과 열정을 지닌 직원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Global Dream Company’라는 비전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에게 꿈은 

미래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송경준 과장 _ HR부문, 김은영 과장 _ 브랜드사업본부, 김상문 과장 _ HR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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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2014년, LS네트웍스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3% 신장한 

9,51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항상 저희 LS네트웍스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행운과 건강이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국가의 대형 

재난이었던 세월호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은 깊은 애도 분위기에 

휩싸였고, 일상적인 불안감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증대되면서 소비와 투자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 시장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40~50대 및 ‘기혼 유자녀 부모’의 소비 억제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LS네트웍스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상사 및 스포츠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실천한 결과, 2014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3% 신장한 9,51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신 주주 및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주 및 고객 여러분.

2014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 경제는 선진 경제권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신흥 경제권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저유가까지 겹쳐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또한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과 가계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소폭 성장에 머물 전망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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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마지막으로, 상생의 노경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겠습니다.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중시해 온 LS네트웍스는 그동안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경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2015년에도 그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여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주주 및 고객 여러분.

201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LS네트웍스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생각이 곧 결과’라는 옛말처럼 전 임직원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내년에는 기쁘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을 일궈 낸 저력을 

바탕으로, ‘Global Dream Company’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LS네트웍스 임직원들에게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S네트웍스 대표이사 _ 김승동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이어 가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LS네트웍스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성장과 

확장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내실화와 질적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때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LS네트웍스는  

2015년에 다음과 같은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뚜렷한 목표와 확실한 성과로 평가받는 강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는 프로페셔널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틀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쇄신의 의지와 소통의 역량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창의의 조직문화를 통해 회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는 회사의 체질을 

강화시켜 단기적으로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며 

장기적으로는 초우량 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다양한 

조직문화 활동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회사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패러다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과거의 유물인 수직적인 ‘ 갑을 관계 ’를 버리고 수평적 협력 문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사회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LS네트웍스의 1차 고객은 대리점과 여러 

협력사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우리의 비전인 ‘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회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S네트웍스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양한 조직문화 활동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회사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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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Directors

a. 구자열 회장 

- (現)LS 회장(2013~)

- LS전선/엠트론 사업부문 회장(2010)

- LS전선/동제련/엠트론 사업부문 회장(2009)

- LS전선/동제련/엠트론 사업부문 부회장(2008)

- LG전선(現 LS전선) 대표이사 부회장(2004)

- LG전선 대표이사 사장 & COO(2003)

b. 구자용 회장  
- (現)LS네트웍스 이사회 의장(2013~)

- (現)E1 사업부문 회장 & CEO(2013~)

- E1 대표이사 회장(2011)

- LS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2010)

- E1 대표이사 부회장(2009)

- E1 대표이사 사장(2005)

c. 김승동 대표이사 

- (現)LS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장(2012~)

- LS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2011)

- LS네트웍스 글로벌사업본부장 전무(2010)

- LS네트웍스 상사개발TFT장 전무(2010)

- LG상사 수입유통부문장 상무(2007)

- LG상사 모스크바 지사장 상무(2006)

d. 김용선 이사 

- (現)LS네트웍스 재경부문장 이사(2014~)

- LS네트웍스 재경팀장 수석부장(2011)

- LS네트웍스 경영기획팀장 부장(2009)

e. 오호수 사외이사

- (現)LS네트웍스 사외이사(2010~)

- 한국증권업협회 회장(2001)

- LG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1998)

- 대우증권 부사장(1996)

f. 금병주 사외이사

- (現)LS네트웍스 사외이사(2007~)

- 우성아이앤씨 대표이사 사장(2007)

- LG상사 대표이사 사장(2004)

- LG상사 패션사업부문장 부사장(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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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는 기업의 

선진성·건전성뿐 아니라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이를 견인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LS네트웍스는 일찍부터 선진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출범 당시부터 

투명성을 강조해 온 그룹의 경영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회는 독립성을 가진 사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LS네트웍스는 이사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투명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를 소신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LS네트웍스 이사회는 총 11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1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8건의 

안건을 결정하였으며,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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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S Networks About L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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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는 LS그룹에서 소비재 부문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계열사입니다.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중앙아시아·CIS 등의 전략 지역에서 상사 사업으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Global Dream Company’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2020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 달성’이라는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브랜드·유통의 성장 전략 수립 및 운영,

글로벌 인프라 구축, 프로세스 효율화, 조직·인적 역량 강화의

네 가지 전략 방향에 맞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은 LS전선·LS산전·LS-Nikko동제련·LS엠트론·E1 등을 

주축으로 전기·전자 및 소재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2007년 LS네트웍스의 전신인 (주)국제상사를 인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B2B 중심에서 B2C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LS그룹은 지주회사인 (주)LS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연구 개발(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스마트 

그리드·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솔루션 등의 친환경 산업에 집중하는 

한편, 존중·배려·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LSpartnership®의 경영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브랜드·유통 및 

상사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LS네트웍스는 

전기·전자 및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 

LS그룹과 함께합니다

Gre
ater Value

 

Together!

Global

 

Perspective

Integrity

LS그룹 경영 철학 LS네트웍스 비전 체계 LS그룹 계열사 
비전 

LS그룹 경영 철학

전략 방향

경영 목표

핵심 가치

건강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고와 전문성으로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Global Dream Company

2020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 달성 

브랜드ㆍ유통의 
성장 전략 

수립 및 운영

글로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조직ㆍ인적 
역량 강화 

소통 책임 열정 창의



Corporate History

1949~1980: 태동기

1949 (주)국제화학 창립

1962 농구화 국내 최초 수출

1969 사상공장 가동

1973 기업 공개(KOSPI 상장)

1981~1997: 성장기

1981 자체 브랜드 프로스펙스 개발, 미국 씨어스 사에 5,000만 족 수출

1982 뉴델리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후원

1983 스포츠제품 과학 연구센터 설립

1984 (주)국제상사로 상호 변경

 전문 경기화 31족 개발

 LA올림픽 출전 선수 후원

1985 용산사옥 완공 및 입주

1986 서울아시안게임 공식 후원 업체  

 프랑스 사텍 사와 브랜드 수출 계약

 우리 상표 전시회 상표대상 수상, 40여 개국에 상표 등록 출원

1987 이탈리아 말소 사와 브랜드 수출 계약

 북유럽 4개국 총판 체제 구축

 파키스탄 하키협회 공식 후원

19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

1992 그랜드슬램 테니스화 200만 족 생산 돌파

1994 신발 밑창용 특수고무 AI-5100 개발, ISO 9001 인증 획득

1995 운동화ㆍ등산용품 우수산업디자인(GD) 마크 획득

 통상산업부 ‘일류화상품표시 승인업체’로 지정

1997 프로스펙스컵 프로축구대회 창설

1998~2007: 조정기

1998 국가고객만족도(NCSI) 스포츠화 부문 1위

2000 법정 관리(~2007)

2007 LS그룹 계열사 편입

2008~현재: 도약기

2008  (주)LS네트웍스로 상호 변경 및 프로스펙스 신규 BI 론칭

 (주)오디캠프(몽벨 브랜드 운영사)를 자회사로 편입

 ARTIS 사업 분할 등 3차 구조 조정 진행 

2009 스포츠 워킹 전문 브랜드 W 론칭

 (주)FAST(스케쳐스 브랜드 운영사) 흡수 합병

 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 전개

 토요타(TOYOTA) 자동차 딜러 사업 진출 

2010 상사 업무 전개

 자전거 전문 브랜드 바이클로(biclo) 전개

 LS용산타워 리모델링 공사 완료(2007.11~2010.3)

2011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 웍앤톡(WALK&TALK) 전개

 (주)스포츠모터사이클 코리아 인수 

 중국 현지법인 설립

 자회사 오디캠프 흡수 합병

 몽벨, 베이징 현지 직영 1호점 개설

 모스크바 및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설립

 (주)흥업 인수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2 흥업 영업 활동 재개 

 신규 비전 및 가치 체계 수립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

 LS네트웍스 매출 6,000억 원 돌파

 카자흐스탄 광통신 기자재 공장 준공(알파 네트웍스 JV)

 바이클로 아카데미 개원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3 토요타 딜러 사업 분사 

2014  바이클로 아카데미,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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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토종 브랜드의 

자긍심을 넘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꿈, 혁신적인 

제품과 가치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국내에 걷기 열풍을 몰고 온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된 기술 전문성, 

스포츠 워킹화 출시로 시장을 새롭게 

정의했던 혁신의 정신은 

그 꿈을 이뤄 줄 원동력입니다. 

홍진표 상무 _ 스포츠사업부 

Constructing 
new paradigms

1918

Business Overview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평소 

일하는 방식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며 각자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 

조직문화, 구성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긍정의 에너지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인 

‘Global Dream Company’를 완성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소통과 책임, 창의와 열정은 

그 꿈을 위해 LS네트웍스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행동 기준이자 글로벌 시대의 

파도를 헤쳐 나갈 힘입니다.

김연재 상무 _ HR부문

Creating
balance and harmony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회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제품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가치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LS네트웍스다운 운영 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범 부사장 _ 브랜드사업본부 

Forging 
New Trails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아웃도어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꿈,

산과 들, 강과 바다는 물론 도시에서도 더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우리가 선보이는 제품은 더 

안전해지고, 더 편안해지며, 더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몽벨과 잭울프스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LS네트웍스 아웃도어 브랜드의 철학이자 

경쟁력입니다.  

차연수 이사 _ 아웃도어사업부

Delivering
new experiences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강한 도전 정신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길을 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꿈이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상사 사업으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CIS를 전략 지역으로 선택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장호 상무 _ 글로벌사업본부 

Achieving
new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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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윤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장기 경영 전략 아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을 

실천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선 이사 _ 재경부문 

Building 
long-term value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브랜드, 세계 최고의 

품질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전 브랜드의 통합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구매 시스템을 표준화하였으며, 

모든 단계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혁신을 체질화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동은 ‘What’이 아니라 

‘How’에서 시작합니다. 고객의 신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최정호 이사 _ 브랜드지원부문 

Thinking 
ahead of you



프로스펙스

www.prospecs.com

프로스펙스(PROSPECS)는 2009년 

 W 워킹화 론칭과 함께 국내 워킹 

트렌드를 선도하며 스포츠 워킹화 

No.1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에 브랜드 상징인 BI를 과감히 

바꾸고, 피겨 여왕 김연아를 모델로 

내세워 10~20대 젊은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W 워킹화  누적판매 수 300만 족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정장에 워킹화를 

신는 새로운 도시 트렌드를 주도하며 

워킹을 젊은층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스포츠 워킹화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면서, 스포츠와 아웃도어 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스포츠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펙스는 

W 파워(W POWER)가 지닌 워킹화의 

정통성과 W 사이언스(W Science) 

기반의 전문성을 토대로 워킹화 리더십 

재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W 파워 제트 스프링(W POWER 

Z SPRING)과 W 파워 헥사(W 

POWER HEXA)는 국내 신발류 최초로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인증 마크를 획득하여 

국제 기준에 적합한 품질력과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W 파워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15년, 프로스펙스는 ‘ Life is LITE’ 

라는 캠페인 슬로건 아래 W 라이트(W 

LITE) 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경량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W 파워를 통해 워킹 

리더십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대응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및 제품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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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쳐스

www.skecherskorea.co.kr

스케쳐스(SKECHERS)는 기능성 

스포츠화, 라이프 스타일, 패션스트리트, 

캐주얼, 키즈에 이르기까지 열여섯 개가 

넘는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멀티 카테고리 단일 브랜드로, 

매년 7,000여 개의 스타일을 한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탁월한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에 이어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다양한 고객층의 까다로운 패션 취향과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2009년 5월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 스케쳐스를 론칭하였으며 

2011년에는 ‘ 양말 하나 신은 것 ’ 같은 

편안함과 다채로운 컬러를 갖춘 

쉐이프업스 리브(Shape-ups Liv)를 

출시해 압도적인 판매 신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메가 히트 아이템인 

딜라이트 익스트림(D’Lites EXTREME)은 

2014년까지 판매 누계 58만 족을 

기록하며 10~20대 젊은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2014년 FW 

시즌에는 귀여운 팬더를 모티브로 한 

딜라이트 익스트림 골든 팬더(D’Lites  

EXTREME Golden Panda)를 새롭게 

출시하여 패션 슈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며, 2015년 2월에는 골든 

팬더에 이어 와일드 팬더(Wild Panda)를 

출시하며 딜라이트 시리즈의 성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스케쳐스는 160여 개 국내 유통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력을 

앞세워 라이프 스타일과 퍼포먼스 

카테고리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고 히트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딜라이트(D’Lites)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후속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리브(Liv)와 고워크(GOWalk), 혁신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고 시리즈(Go 

Series)를 통해 국내 스포츠 시장에서 

워킹 및 러닝 부문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발뿐 아니라 

피트니스와 러닝 등 전문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도 다채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디자인의 혁신 제품을 선보여 글로벌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Sports Business



몽벨

www.montbell.co.kr

몽벨(mont-bell)은 일본 최고의 산악인 

이사무 다츠노가 1975년에 설립한 

아웃도어 브랜드로, ‘프랑스어 

‘몽(mont:산)’과 ‘벨(bell:아름다운)’을 

합성해 ‘아름다운 산’이란 뜻입니다. 

LS네트웍스는 자체 기술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몽벨을 2008년 

한국 시장에 론칭하여 국내 아웃도어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초경량 7D(데니어) 방풍 재킷, 초경량 

7D 고어텍스 재킷 등은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몽벨의 대표 

상품입니다. 몽벨은 탁월한 기술력과 

디테일로 경량 기반의 기능성 제품을 

추구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필드 

테스트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브랜드 

철학인 ‘몽벨리즘(Mont-Bellism)’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산악인 김창호 대장이 달성한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무산소 등정’ 후원은 

단 1g의 헛된 무게도 허용하지 않는 

초경량성을 바탕으로 클라이밍 

전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몽벨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2014년, 몽벨은 영화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선정하여 신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고 배우의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와 상징적 가치를 브랜드에 

담아 기술력이 집약된 전문 산악인용 

알파인 라인에서부터 트레킹 라인을 

근간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2015년, 몽벨은 자체 유통망 170개 

확보를 목표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브랜드 

콘셉트인 ‘Light & Fast’를 담고 있는 

몽벨은 첨단 기술력과 소재를 바탕으로 

어떤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몸을 

보호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최상의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으로 

그 명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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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울프스킨

www.jack-wolfskin.co.kr

1981년 독일에서 탄생한 

잭울프스킨(Jack Wolfskin)은 유럽 

최대 아웃도어 시장인 독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LS네트웍스는 

2008년 한국 시장에 잭울프스킨을 

론칭하여 등산·트레킹은 물론 

하이킹·캠핑·도심 아웃도어 등 일상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제품을 선보이며 

기존 한국형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차별화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잭울프스킨은 ‘At Home Outdoors’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말해 주듯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즐기고,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멀리 경험하러 가는 것을 

추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독일의 

감성과 문화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가 가장 큰 장점이며 

디테일과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또한 텍사포어(TEXAPORE), 

나눅(NANUK), 스톰락(STORMLOCK) 

등 웨더 프로텍션(Weather Protection) 

기능이 탁월한 기능성 소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포어가 지닌 방수 및 투습력에 

소프트쉘의 신축성을 더한 기능성 소재 

텍사포어 소프트쉘(TEXAPORE 

SOFTSHELL)을 출시하여 세계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LS네트웍스는 잭울프스킨 풀 라이선스 

(Full License)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아웃도어 키즈 라인을 

확장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패밀리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잭울프스킨은 앞으로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유통망 확장으로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일상과 

아웃도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련된 

유러피언 아웃도어 룩을 선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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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본부 

LS네트웍스는 상사 사업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을 다원화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원 사업에 힘을 

쏟는 동시에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특화된 

‘지역 전문 상사’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CIS 

지역은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LS네트웍스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지사를 

개설하고, 러시아·카자흐스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인접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성을 더해 가는 자원·원자재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석탄·비철·철강·기타 원자재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자원·원자재

자원 트레이딩은 2010년 상사 사업의 

닻을 올린 LS네트웍스가 초창기부터 

주목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석탄·니켈·기타 금속 광물의 수입 및 

삼국 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주요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 현지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하여 자원 

수출입뿐 아니라 자원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철강업체 제품을 

러시아·CIS·일본 등에 판매하는 삼국 

간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의 우량 제철소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강 제품을 국내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철강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계·중장비·선박

LS네트웍스는 2013년부터 

굴삭기·휠로더·콘크리트 펌프카·트랙터 

등 신뢰성 높은 국내 건설 장비를 주요 

전략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크레인이나 유압 

드릴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분야에서는 단순히 

선주와 조선소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 

기능을 넘어 발주처나 조선소의 니즈에 

적합한 금융·위험 관리·수주 활동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거나이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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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LS네트웍스는 러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4년에는 극동 지역에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국제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분석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내 공공기관 및 발주처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다음 단계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바롭스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비롯해 러시아 

중앙 정부와 극동 지역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지하 

보도 건설, 온수관 확충, 도로 건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신재생·신사업

LS네트웍스는 러시아와 CIS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력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을 무대로 플랜트 및 

플랜트 기자재 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중장기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AE·요르단·파키스탄·러시아 등 중동 

및 서남아 지역에 전력 기자재를 수출해 

왔으며, LS전선과 LS산전 등 그룹 

계열사와 연계하여 ODA와 EDCF 

자금으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남아산 우드팰릿을 

수입하여 한국 서부·남부·중부발전에 

공급하였고 미얀마 국영병원에 이동식 

수술 차량을 수출하는 등 미래 동력으로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와 의료 사업을 

비롯한 신사업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CIS 지역 등에 거점을 

두고 발전해 온 상사 사업은 

초기 자원·원자재 중심에서 

전력·신재생·신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70억 원에 

그쳤던 매출액 역시 불과 3년 만에 

20배나 상승한 3,4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전문 상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성공적인 

상사 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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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클로

2010년 출범한 바이클로(biclo)는 

국내외 유명 자전거와 관련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멀티 브랜드입니다. 

바이클로는 단순한 자전거 판매를 넘어 

체계적인 정비 서비스와 유지 보수 

시스템, 라이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내 자전거 유통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자전거 직영 유통 

체제에서 자전거 제조 및 수입 유통 

체제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하여 

다혼·BMC·BH·루이가르노 등 세계 

유수의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의류 브랜드인 펄이즈미, 용품 브랜드인 

캣라이크·젯블랙·큐비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무브(MOUVE)를 출시하여, 외국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고급 

자전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 관리

LS네트웍스는 2014년부터 

프로스펙스·몽벨·스케쳐스·잭울프스킨 

네 개 브랜드의 소싱 업무를 통합하고 

생산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여 운영 

효율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소싱처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공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납기 준수율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앞으로도 생산 관리 

전반에 걸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합리적인 원가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LS네트웍스는 일반적인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고객 가치 

창출을 지향합니다. 특히 고객의 숨은 

니즈까지 찾아내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내에 

의류·용품·신발 수선실을 운영하며 

A/S 만족도를 높인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화 통화 접속률과 기한 

내 수선 완료율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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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

LS네트웍스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실천하는 동시에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실적 

관리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신용 등급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공시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적극적인 

IR 활동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

2014년에는 5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여 장기유동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외환 리스크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신용 등급 

유지와 여신한도 확보, 외환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세무 환경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 혁신

LS네트웍스는 효율적인 Biz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IT 인프라를 

구현하고 있으며, ERP 활용도를 

제고하여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BW 시스템에 

인 메모리(In-Memory) 솔루션을 

도입하여 조회 속도를 4.5배 

향상시켰고, IT 협의회 운영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스템 

가동률 100%를 유지했습니다. 

2015년에는 WMS 시스템 재구축과 

그룹에서 추진 중인 e-Workplace 

구축을 병행하여 더욱 효율적인 통합 

업무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물류 서비스

LS네트웍스는 회사와 매장 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품 공급을 통하여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성남·이천에서 

운영하던 물류센터를 김해와 성남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 및 보관 

설비·WMS 개발 등을 통해 물류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 부문

Finance & Accounting 
Division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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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인사 제도

LS네트웍스는 핵심 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비전 가치 

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해 

채용·평가·포상·교육 등 주요 인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팀장을 

대상으로 평가 및 면접관 교육을 실시해 

인재 발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다양한 신규 포상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비전 체계의 

전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가치에 대한 세부 행동 규범을 마련해 

기존 인사 평가와 육성 평가·리더십 

평가 등을 보완하였으며, 계층별 리더십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직위별 교육 

프로그램(NL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팀별/팀 간 워크숍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등 회사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생경영

상생경영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필수 

가치이며, 협력사는 기업 성장의 

동반자입니다. LS네트웍스는 

2013년부터 하나은행과 ‘대리점 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리점 

운영 및 창업 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금리 우대 혜택, 효율적인 수금 업무를 

위한 가상계좌 수금 관리 시스템 등 

‘대리점 맞춤형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임직원의 높은 윤리 의식은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LS네트웍스는 

2014년 1월 준법경영 선포식을 갖고 

전 임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 시 국내외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임직원 준법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준법경영을 확고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업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Culture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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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LS네트웍스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에 조직문화팀을 신설하고 

핵심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설의 SOUND를 찾아 

떠나는 긍정 여행’에 이어 2014년 ‘함께 

꾸는 꿈, 합창’으로 이어진 ‘드림 

콘서트’는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비전과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그 실천 방안을 

도출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CEO 추천 도서를 매개로 한 독서경영 

1.0,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通 콘서트 등 연중 크고 작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비전과 핵심 가치가 

회사 곳곳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클로 아카데미  

LS네트웍스는 브랜드 유통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2년 

‘바이클로 아카데미’를 오픈하였습니다. 

비영리 전문 교육기관인 바이클로 

아카데미는 자전거 관련 창업 

희망자들에게 운영·정비 등을 교육하는 

전문가 과정과 안전한 라이딩 및 

경정비를 교육하는 일반인 과정 등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유치원·학교·군부대 등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자전거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이클로 

아카데미는 2012년 설립 이후 3년 동안 

1,6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중 11명이 아카데미 수료 후 자전거 

매장을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수료생은 자전거 관련 

업종에 취업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거진  보보담   

LS네트웍스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의 특성을 살려 2011년 

여름, 계간 아웃도어 교양 매거진 

 보보담   을 창간하였습니다.

 보보담   은 ‘걸으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步步譚)’라는 뜻으로 매호 국내 

한 개 지역 혹은 인접한 두 개 지역을 

선정해 그곳의 역사와 문화, 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인문 풍경을 아카이빙 하는 잡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국내 지역과 연관성을 

가진 해외 트레킹 코스도 함께 소개해 

국내외 지역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등산·캠핑 등에 

집중된 한국의 아웃도어 개념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연 4회, 

전국 600여 곳의 공공도서관 및 일반 

독자들에게  보보담   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인은 소통·책임·열정·창의를 

실천하여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SOUND People을 지향합니다.

Strong Responsibility 책임감 있는 인재

Open Communication 소통하는 인재

Unlimited Passion 열정적인 인재

New Way of Thinking 창의적인 인재

Doing 실천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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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2014 2012 20132014 2012 20132014 2012

Financial
Review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Financial 

Statement

2.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8,211
6,766 6,055

8,457

6,955

6,396

111

36

150

(182)

(126)

157

6,659 6,9486,436

14,508 14,154

15,904

20132014 2012 20132014 201220132014 2012



국내 네트워크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627-15

Tel. 055-330-7014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www.lsnetworks.com

해외 네트워크

LS Networks Co., Ltd. Moscow Office

902A,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Tel. 070-4369-7590

LS Networks Co., Ltd. Vladivostok Office

7A Postysheva St., Vladivostok, 60048, Russia

Tel. 070-4369-7591 

자회사

LS Networks Trading(Beijing) Co., Ltd.

Unit 01~03, 11th Fl., East Tower, 

LG Twin Towers, B-12 of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Tel. 86-10-5120-8600

케이제이모터라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3 

모터라드 강남빌딩

Tel. 02-3453-9990

www.bmw-motorcycle.co.kr

스포츠모터사이클 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세화빌딩 2층

Tel. 02-790-0999

www.ktm.co.kr

 

흥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9-2

Tel. 043-258-2233

 

IR Contact 140-70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044    Fax. 02-6442-5423  

2014년, LS네트웍스는 사업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년, LS네트웍스는 브랜드·유통 사업의 

역량 강화로 시장 내 입지를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전략 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로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주주와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께 

더 큰 가치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GLOBAL
DREAM
COMPANY



www.lsnetworks.com 

140-70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Fax. 02-6442-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