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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실질적인 지속가능경영의 내재화와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진행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올해로 네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만도의 지속가능경영 6대 분야인  

환경, 기술혁신, 공급망 관리, 노동인권·안전, 거버넌스·윤리, 사회공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일상이 보다 안전하고(Safer),  

깨끗하며(Greener), 편리(Easier)할 수 있도록, 만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인 ‘Our vision is your freedom’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만도 Global Strategy Center | Sustainable Value & Relations팀

E-mail. sustainability.mando@halla.com T 02-6244-2609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Option) 부합 방법을 적용하였고, ISO 26000과 UN SDGs,  
UNGC, SASB, TCFD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판교 R&D Center와 평택, 원주, 익산 사업장  
(해외 사업장 활동 및 성과 데이터 일부 포함)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상반기 성과 일부 포함)

매년 (지난 보고서 발간 : 2021년 6월)

본 보고서는 작성 프로세스 및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 BSI에 의한 제3자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는  
제3자 검증의견서(124~125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도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 관련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매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기준

보고 경계

보고 기간

보고 주기

보고 검증

Web 기반  

경영현황 정보

정관
2021 사업보고서
2021 만도 감사보고서(연결)
2021 만도 감사보고서(별도)

만도 홈페이지
만도 유튜브 채널
만도 링크드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https://www.mando.com/investment/invest11.jsp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dcmNo=8467022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dcmNo=8467021
https://www.mando.com/investment/invest11.jsp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dcmNo=8467022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dcmNo=8467021
https://www.mando.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Hf4pvD_dSJ_W1T2p0dj38w
https://www.linkedin.com/authwall?trk=gf&trkInfo=AQHCWFWc3_xQggAAAXphRHf4QOXMWZUBYDDS4-7Dt6FdCuN4D67mz3VNoSaaNpZhoAC8qCKcndPv_pW6ONmbK97j5C2GA477LZ96XMnK2JV7BMo2PUGDp-gQoVU-jvVm-93gaNs=&originalReferer=&sessionRedirect=https%3A%2F%2Fkr.linkedin.com%2Fcompany%2Fmando-corp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531800474
https://www.mando.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Hf4pvD_dSJ_W1T2p0dj38w
https://www.linkedin.com/authwall?trk=gf&trkInfo=AQHCWFWc3_xQggAAAXphRHf4QOXMWZUBYDDS4-7Dt6FdCuN4D67mz3VNoSaaNpZhoAC8qCKcndPv_pW6ONmbK97j5C2GA477LZ96XMnK2JV7BMo2PUGDp-gQoVU-jvVm-93gaNs=&originalReferer=&sessionRedirect=https%3A%2F%2Fkr.linkedin.com%2Fcompany%2Fmando-corp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5318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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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21년은 COVID-19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일상으로의 복귀와 세계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반도체 수급 이슈, 원자재 인상, 물류 대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변수와 위기 상황이 공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만도는 이러한 위기와 대외적 	

불확실성 속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6대 분야1) 선정 및 지속가능	

경영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시도하였고 매출과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한 해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6대 분야 : 거버넌스·윤리, 환경, 사회공헌, 기술혁신, 노동인권·안전, 공급망 관리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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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Business Model
만도는 한라그룹 창업정신이자 핵심 가치인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의 성장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고, 비재무적 가치를 향상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OTA(Over the air) 업데이트 및 Connectivity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킹 및 정보 유출 등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보안 인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필요한 신규 기술을 적용해 MSDP 4.03)을 	

완성하였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고 임직원들의 리스크 인식과 역량강화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공급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사 ESG 평가를 시행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COVID-19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도가 성과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임직원과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2022년은 	

미래 성장을 가름 짓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만도가 가야할 길을 찾기 위해 	

2022년의 키워드를 ‘Smart Growth를 위한 도약(STRIDE)’으로 정했습니다. 한계를 뛰어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담한 도약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Driving the Future
자동차 산업은 제조부터 유통, 운행,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만도는 글로벌 시대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경험과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십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HL Klemove 설립, SW Campus 출범, Next ERP 구축을 

준비함으로써 만도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SbW1)의 CES 2021 수상에 이어 최첨단 통합 전자브레이크 시스템 IDB2 HAD2)가 CES 2022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과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만도는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춰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Together with Mando
만도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2021년 4월부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서 인권 이슈가 강조되면서 인권 영향	

평가, 고충 처리 채널 효과성 평가 등 경영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 기반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근무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자율형 학습조직 운영, A-SPICE 사내 전문가 자격 취득 시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도는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자원이 우리의 성장으로 그치지 않고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연결되도록 	

기술, 교육, 자금 등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1) SbW : Steer by Wire
2) IDB2 HAD : Integrated Dynamic Brake for Highly Autonomous Driving

3) MSDP 4.0 : Mando System Development Process 4.0

2022년 6월

대표이사   조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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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회사 및 사업소개

회사 개요

만도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해외 각지 완성차 업체 약 60여 곳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 50여 곳에 있는 글로벌 사업장

에서는 연구개발을 비롯한 제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도는 자동차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부품부터 미래 모빌리티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체계

만도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확장 중인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고자 2021년 12월 HL Klemove(HL 

클레무브) 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제동(Brake), 조향(Steering), 현가(Suspension), ADAS1) 핵심 제

품군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며, 로봇, 데이터 비즈니스 등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2021년에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통합제어솔루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SW 

Campus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4일 기준 조성현, 김광헌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1)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2021년 12월 기준

기업명 주식회사 만도

설립일 1962년 10월 1일

대표이사* 정몽원, 조성현, 김광헌 (각자 대표이사 체제)

본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사업내용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총 자산 5,704십억 원 

자본금 47십억 원

매출액 6,147십억 원

신용등급 AA-

임직원 수 13,773명

ADAS Brake Steering Suspension

(2021년 3월 1일 100%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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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만도는 제동(Brake), 조향(Steering), 현가(Suspension)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제어장치를 비롯한 섀시 전동화 모듈, 친환경차 파워일렉트로닉스 등 친환경차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Global로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질적 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해 HL Klemove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및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등 자율주행 제품의 다

변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원격 헬스 진단 솔루션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서비스 사업 추진 등 모빌리티 신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 2천 건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다양한 고객에게 2천만 건 이상 ADAS 제품을 공급한 경험을 기반으로 첨단 자율주행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제2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집약 된 IDB(통합 전자 브레이크)는 기존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4개의 부품을 통합해 1개의 형
태로 만들어 제품의 경량화, 공정 간소화 등을 통해 연비 효율 증대 및 환경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자
율주행 대응 통합 전자브레이크 시스템(IDB2 HAD1))를 개발하여 이중화 설계를 통해 제동 제어기의 고
장 상황이 와도 제동 성능이 유지 될 수 있게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기
신호식 브레이크 시스템(Brake-by-Wire)을 개발하여 다양한 고객들에게 만도의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
고자 합니다.

만도는 운전대와 바퀴의 물리적 연결 없이 전기신호로 차량 방향을 제어하는 자유 장착형 첨단 운전 시
스템(Steer-by-Wire2))을 개발하였습니다. 기계적 연결을 삭제하여 조향 컬럼 및 핸들부를 원하는 공간
에 배치하고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전기차의 플랫폼화와 부품 공용화가 가능한 기술입니
다. 2022년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무인 배송 등 모빌리티 시장 확대의 기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제동 시스템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맞춘 조향 시스템

2) Steer-by-Wire : 세계 최초 순수 전기신호식 조향 시스템, CES 2021 혁신상 수상

1) IDB2 HAD : Integrated Dynamic Brake for Highly Autonomous Driving, CES 2022 혁신상 수상

Brake System Ste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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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VW을 비롯한 다양한 Global 고객에게 서스펜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자제어 서스펜션 
사업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SDC1)는 차량의 주행 조건 및 노면의 상태
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쇠력을 제어합니다. 노면의 충격이 차체와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
여 운전자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차량의 주행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
자의 취향에 따라 차별화 된 현가 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 할수록 차
량의 감성을 조절하는 현가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내구력 강화, 경량화 등 미래 지능형 자
동차에 적용 될 현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uspension System Autonomous Driving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현가 시스템

1) SDC : Smart Damping Control

ADAS 시스템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센서류와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기술이 통합된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을 제공
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Sense에서 Think, 그리고 Think에서 Act까지, ADAS   기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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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제로 지역(Zero emission zone) 증가 등 유럽의 적
극적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운
송 수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COVID-19로 인한 개인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차세대 체
인이 없는 소형 Mobility 구동용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관리
가 쉽고 고장 가능성을 줄인 E-Cargo 등 다양한 차세대 친
환경 이동수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삶이 더욱 편리
하고 자유롭도록 만도의 SPM1)을 하나의 통합된 e-Mobility 
Module 플랫폼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을 선도해 나갑니다. Mando e-Mobility Module 플랫폼은 
체인이 없는 모듈을 통해 디자인 유연성, 모빌리티와의 연결
성, 편리한 유지관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합니다.

만도는 EV의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량 내 전력 조절 장
치인 On-Board Charger를 양산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전지 DC-DC Converter(FDC2))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였
습니다. FDC는 고압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시에 모터를 구동하
는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회생제동 기
능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내장 된 배터리에 충전하도록 
전력을 공급하며 수소차 최초 양산 모델에 탑재된 타사 FDC 
대비 부피와 무게를 30%이상 감소시켜 전기적 효율을 향상
시켰습니다. 수소 솔루션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대형 상용 
트럭용 고출력 FDC 또한 선행개발 중에 있으며, Passenger 
Car에는 FDC 기능과 LDC3) 기능을 통합한 Integrated DC-
DC 컨버터 IDC를 2023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실외용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
들기 위해 순찰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주행 상황 인
지, 센서 융합 기반의 물체 인식 및 회로 경로 생성, 위치 추정,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송수신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제 센
터(경찰서,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달하여 위험 상
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
다.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활성화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장 및 산업지대에서의 가
스 누출 감지, 화재 감지 등 다양한 곳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Micro Mobility For Fuel Cell EV

Autonomous Mobile Robot Driving the Future ALL-in-One

친환경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 및 관제시스템 적용 가능 로봇 ‘골리’

그린에너지 기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1) SPM : Smart Personal Mobility 2) FDC : Fuel Cell DC-DC Converter
3) LDC : Low Voltage DC-DC Converter, 배터리의 고전압 전기를 저전압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4) PdM : Predictive Manintenance

H2Care는 수소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편하게 충전소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충전 가격, 운영 시간 등)를 제공하며 
충전소의 빅데이터를 가공한 정보를 통해 요일과 시간별 대
기 차량 추이 데이터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기
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차량의 원격 헬스 진단 및 클라우드 기
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자동차의 차량 정비 및 소모품 교체 시
기 등을 알려주는 자동차 예방 정비(PdM)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도는 미래의 모빌리티 사업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과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이 결합된 
All-in-one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소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H2Care)과 

자동차 예방 정비(Pd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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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만도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14개 국가에 5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R&D, 생산, 판매에 대한 글로벌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Mando Brose, Korea  |  Woory M Automotive, Korea  |  Mando Ningbo, China    	
Mando Automotive India Limited, India  |  AutoV Mando, Malaysia  |  Maysan Mando, Turkey

Korea

판교  ◐◐ ◐◐

평택  ● ◐◐ ◐◐

원주  ● ●

익산  ● ●

인천  ●〇 ●〇 〇

천안  〇 〇

화성  ◐◐

● 만도   〇 HL Klemove   ◐◐ 중복사용

북경  ● ◐◐ ● ◐◐

소주  ●〇 ●〇 〇

닝보  ● ●

톈진  ●
충칭  ●
상해  ●
흑하  ◐◐

China

도쿄  ●

Japan

뉴델리  ●
방갈로  ◐◐
첸나이  ●●〇 ●〇 〇

India

자카르타  ●

Indonesia

Malaysia

클랑 ●

● 생산거점	 23 곳

● R&D거점 	 22 곳

● 판매·물류거점	 12 곳

● 주행시험장 	 7 곳

합작회사 	 6 곳
와나카  ◐◐

New Zealand

리메이라  ●

Brazil

살티요  ●

Mexico

알라바마  ●
조지아  ●
디트로이트  ◐◐ ◐◐

실리콘밸리  ●●

킨로스  ◐◐

U.S.A

아르예플로그  〇 ◐◐

Sweden

발브지히  ●● ●

Poland

부르사  ● ● ● 

Turkey

프랑크푸르트  ● ●

맨디그  ●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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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산업 메가 트렌드를 통한 성장 동인 변화

신차 판매 시장의 성장세 둔화

Future of Automotive Industry

자동차 산업 메가 트렌드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 선진 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신차 판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자동차 산업 내 ‘C.A.S.E.1)’로 통칭되는 메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화(Electrification)와 자율

주행(Autonomous)은 만도 사업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ESG 및 친환경 Clean Tech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도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트렌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Source : IHS, Yole Development)
3) BEV : 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 전기자동차

1)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

• COVID-19로 구매 심리 축소, 경기 둔화

• 선진 시장 보급률 포화

• 신흥 시장 성장률 감소

Connectivity

• 	차량이 연결되어 새로운 	
Data Source로 활용

• 	OEM 및 부품사는 	
Platform Play를 위한 	
SW 역량 제고

• 	통합 자율주행 솔루션 주도권 	
확보를 위한 OEM, Tier 1, 	
IT업체 간 경쟁 심화

• 	차량의 ‘소유’에서 ‘이용’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출시

• 정부 주도하 EV 비중 증가 예상

CAGR 13%
글로벌 승용차 신차 판매 중
자율주행 Lv1~Lv2+ 적용 	

차량 대수(2021~25)

CAGR 19%
글로벌 승용차 신차 판매 중

BEV3) 판매 대수
(2021~25)

Autonomous Shared Electrification

전동화ᆞ자율주행은 ‘친환경 Clean Tech’와 밀접

CAGR2) 3.2%
글로벌 승용차 신차 판매 대수

(2021~25)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2

INTRODUCTION

CEO MESSAGE

BUSINESS OVERVIEW

FUTRURE OF AUTOMOTIVE INDUSTRY

ESG STRATEGY

SUSTAINABILITY AREAS

APPENDIX

만도 미래 성장 전략

 
EV 시장 확대에 따라 전동화와 밀접한 섀시 사업부문과 자율주행과 밀접한 ADAS 사업부문에서 요구하는 역량 및 제품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술적·사업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

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만도는 보다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사업운영을 추진하고자 전략, 투자 우선순위, 인재 확보, 조직 운영 등 사업적 요구 역량이 상이한 섀시 사업과 ADAS 사업

을 분리하였습니다. xEV solution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은 만도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의 핵심요소로 만도는 SW 고도화 등 핵심 기술개발, 우수한 인력, 글로벌 인프라, 고객 기

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도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 IDB : Integrated Dynamic Brake
2) EMB : Electro Mechanical Brake
3) SbW : Steer by Wire 

4) SDC : Smart Damping Control 
5) ePT : e-Power Train

Mobility Freedom Creator

섀시 전동화 및 xEV 신사업 추진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사업 추진

EV Solutions (만도, 존속 법인)

핵심 섀시 제품 전동화 자율주행 고도화

Autonomous Driving Mobility

SW 고도화 Data & ServicexEV 내 포트폴리오 다각화

ePT5) (e-Drive)	
Power Electronics,	

e-Corner

SW 역량 고도화를 통한 	
섀시 통합제어

예방정비,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수소충전 정보서비스

IDB1)/EMB2), 	
SbW3), SDC4)

Camera, Radar, LiDAR, ADCU6), 	
PCU7), AI/SW

Autonomous Driving (HL Klemove, 2021년 12월 1일 출범)

미래 핵심·승부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여 성장 산업 선점기존 섀시 역량 기반 EV Solution 확장으로 기업 가치 향상

6) ADCU : Automated Driving Control Unit 
7) PCU : Parking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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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SG Highlights

지속가능경영 추진단 출범 
지속가능경영 6대 분야인 환경, 기술혁신, 
공급망 관리, 노동인권·안전, 거버넌스·윤
리, 사회공헌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실행
을 위해 만도 대표이사 직속조직으로 ‘지속
가능경영 추진단’을 출범함.

‘UNGC Korea 2022 LEAD 	
그룹’ 선정
인권, 반부패, 노동, 환경 분야 
UNGC 10대 원칙 확산 및 UN 
SDGs 달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
아 UNGC 한국협회 리드 회원으
로 선정됨.

온실가스 배출량 : 70,738 tCO2-eq
(목표)  	2025년 : 86,481 tCO2-eq	

2040년 : 61,772 tCO2-eq	
2050년 : 탄소중립

‘CES 2022’ 혁신상 수상
친환경 제품인 최첨단 통합 전자브레이
크 시스템 IDB2 HAD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함.

안전속도 5030 대국민 실천약속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유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캠
페인을 진행함.

SW Campus 신설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3BU(Brake, 
Steering, Suspension)와 해외 연구
소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을 하나
로 통합하였음.

ONTACT 원격 튜닝 기술 개발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원활한 조향 튜닝이 가능하
도록 온라인을 통한 안전성 평가 환경
을 구축하였음.

TCFD 지지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
브인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
스크포스)에 지지를 선언하여 기후변
화 관련 위험 등을 조직의 위험 관리 및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음.

 → 16p

 → 28p

 → 36p

 → 40p
 → 45p

인권영향평가 시행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도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적 예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함.

산업안전보건 법규 대응
철저한 안전법규 준수 및 안전사고 발
생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등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을 구성함.

Planet

Innovation

Community

CSMS 대응 방안 수립
차량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차량 개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
지 생명 주기 전반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음.

Governance & Ethics

 → 17p
 → 25p

협력사 ESG 평가 시행
ESG 경영 확산에 따라 공급망의 ESG 수준에 
대한 관리가 강하게 요구되면서 협력사를 대상
으로 ESG 평가를 시행하였음.

MMDS를 통한 분쟁광물 관리
분쟁광물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
지 않도록 ‘만도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함.

 → 51p

 → 50p

 → 83p

 → 89p

 → 71p → 58p

Supply Chai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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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것을 혁신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

정도경영, 프런티어, 합력

바른 내일, 혁신으로 답하다

지속가능경영 체계

ESG Vision House 

만도 비전 체계

만도의 비전은 고객과 회사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의 더욱 안전하고(Safer), 깨끗하고(Greener), 편리한(Easier) 

내일에 기여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혁신적

인 기술 가치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

며,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는 ‘Freedom’을 추구합니다. 

한라그룹 ESG Vision House

1962년 창립 이래, 거친 역사의 물결을 헤쳐 온 한라그룹은 모

두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라그룹

은 HR, 사회공헌, 정도경영 등 그룹차원의 비전과 가치공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각 그룹사 별 C-Level 책임자로 구성된 

한라그룹 지속가능경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

제, 환경,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한 영속’을 통해 이해관

계자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Identity of 	
Global Mando, 	

Nature of our Biz
Eco-friendly

Comfortable 	
& Convenient

Our Ultimate Goal. 	
Sum of Safer, 	

Greener, Easier

Creation Safer Greener Easier Freedom

Innovation and 
Disruption as Usual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경영성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이해관계자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출하는 가치

사회 공동체에 공헌 	
활동으로 창출하는 가치

In our creation, your to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
Our vision is your freedom

Vision

Mission

핵심가치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재무성과 경제간접기여 친환경/상생 사회공헌

성장/수익성 고용/배당/세금 친환경/동반성장 사회적 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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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핵심분야 

만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6대 분야(거버넌스·윤리, 환경, 사회공헌, 기술혁신, 노동인권·안전, 공급망 

관리)를 선정하고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글로벌 챔피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6대 분야별 챔피언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지속가능경영 추

진단(Steering Committee)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정책 수립, 과제 수행 현황, 활동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속가

능경영 추진단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 연 2회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리스크 등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며, 월별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 이행방안 및 지표 달성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에 확산하고 실천 동력을 얻기 위해 CEO, 6대 챔피언을 포함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KPI를 도입하여 책임을 강화하

였습니다.

만도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환경 사회공헌

6대 핵심분야 실무 대표

기술혁신 공급망 관리 노동인권·안전거버넌스·윤리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전담 관리조직 실무협의체

지속가능경영 6대 핵심분야 및 발전 방향성

6대 핵심분야 	
글로벌 챔피언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윤리경영 개선 	
활동 실시

거버넌스·윤리

그린에너지, 재활용 	
원자재 사용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환경

지역사회 가치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사회공헌

기술혁신을 통한	
 ‘Clean Tech’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혁신

노동, 인권, 안전을 
고려한 기업 성장

노동인권·안전

공급망 내 환경, 	
안전, 윤리, 인권 등의	

 이슈를 관리하여 	
책임있는 공급망 구축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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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니셔티브 및 평가

만도는 다양한 ESG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ESG 토픽별 관리체계,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GRI 

만도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Option) 
부합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내 
GRI 기준에 적용되는 활동 및 성과 데이터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실시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SASB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보고 표준을 발
표하고 있으며, 만도는 Auto Parts 산업 표준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 요소를 보고하
고 있습니다.

CDP 

만도는 2021년부터 기후변화 영역에 대한 CDP(탄
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 탄소경영 전략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
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만도는 UNGC(유엔 글로벌콤팩트)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전
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
패의 UNGC 10대 원칙의 적극적인 실행을 약속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UNGC 10대 원칙 확산 및 UN SDGs 달성
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UNGC Korea에서 LEAD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EV100

만도는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 주관하에 2030년까지 기
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선언 K-EV100(한국형 무공해
차 전환)에 동참하고자 회원사로 가입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모두 전환하고, 충전기도 각 공장별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TCFD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는 기후변화가 기
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권고합니
다. 만도는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및 지표 감축목표를 투
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2021년 TCFD 이니셔티
브를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UN SDGs 

만도는 UN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지하며, 국제사회
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6대 분야별
로 UN SDGs를 연계하여 보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
임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MSCI KCGS EcoVadis CDP
(Climate Change)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8

INTRODUCTION

ESG STRATEGY

2021 ESG HIGHLIGHTS

지속가능경영 체계

중대성 평가

SUSTAINABILITY AREAS

APPENDIX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18

 3 온실가스 감축
 4 재생에너지 사용 이사회 참여11

중대성 평가

만도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환경, 사회, 경영·경제 전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관리 및 대응해야 할 중대 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ESG 평가항목, 미디어 기

사, 선진기업 벤치마킹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8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영접근방식, 활동 및 성과 등을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자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순위 중대 이슈 보고 페이지

1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34~36p
2 제품 책임 43~47p
3 온실가스 감축* 25~28p
4 재생에너지 사용 29~30p
5 공정한 임금 및 인사제도* 60~61p
6 임직원 참여 및 복리후생* 66~68p
7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31~32p
8 연구개발 강화/디지털 전환* 37~42p

핵심 대응영역 전략적 대응영역 중장기 대응영역

이슈 발생 가능성

이
슈

 발
생

 시
 영

향

10  5
 2

 1

 3
 4

12

14

13

19202123

22

18

 8
 6 7

 9

1617
15

24

11

 1 친환경 제품 및 기술개발  2 제품 책임  8 연구개발 강화/디지털 전환

 7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5 공정한 임금 및 인사제도
 6 임직원 참여 및 복리후생
 9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협력사 상생경영
임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Step 5  중대 이슈 대응Step 4  중대 이슈 영향 평가Step 3  중대 이슈 선정

중대 이슈에 대한 임팩트,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각 이
슈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
용됩니다. 

미디어 기사 분석,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ESG 
평가/표준 지표(GRI, DJSI, SASB, MSCI 등)
에 대한 분석결과와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 소
통채널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만도 지
속가능경영을 위한 24개 지속가능경영 이슈
를 도출하였습니다. 

24개 각 이슈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별하
기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기사 
분석, 벤치마킹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ESG평가 
및 표준을 토대로 리스크 발생 시 손실을 평
가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리스크 발생 가
능성과 리스크 발생 시 손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중대 
이슈 8개를 도출하였습니다.

중대 이슈에 대한 정책, 과제 수행 현황, 활
동성과 및 개선방안은 지속가능경영 추진단
(Steering Committee)을 통해 논의되어 이
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 보고되고 있
으며, 이슈별 대응활동 성과는 매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됩니다.  

Step 1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 구성 Step 2  중대성 평가 실시

환경 사회 경영·경제

*전년대비 신규로 추가된 중대 이슈 

수자원 관리12

대기오염 관리14

유해물질 관리16

생물종 다양성 보호24

13

15

임직원 안전보건19

고객사 만족도 관리20

인권경영21

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22

지역사회 참여 확대23

윤리 및 반부패10

정보보만 및 개인정보 보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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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Areas

Planet	 20

Innovation	 33

Supply Chain	 48

People	 56

Governance & Ethics	 74

Community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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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제품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응해 나가야 할 무역시장 내 	
탄소국경세 도입, 완성차 업체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을 	
글로벌 사업장에 걸쳐 적극 추진합니다. 이처럼 환경적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 배출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Green Factory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2)

에너지 사용 절감량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폐기물 재활용률

친환경 경영	 21

기후변화	 25

자원순환	 31

7.3.	 	에너지 효율성 개선

11.6.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을 관리하여 
부정적 환경영향을 감축

12.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
을 달성

13.1.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 및 탄력성 강화

149 TJ

94 %

61.0 %

70,738 tCO2eq

Link to UN SDGs

In this Area

*	글로벌 사업장 기준 	
(HL Klemov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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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 전략
만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활

동을 통해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고, 지속 가

능한 친환경 Green Factory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

여 2021년 국·내외 환경경영 관련 조직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지속가능경영 KPI를 도입해 관리함으로써 환경경영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경영 시스템을 내재화하고자 협력

사와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과 그린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해 나

가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 추진 계획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

2050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2050 탄소중립과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

・녹색기업 지정
・국제 인증 규격
・지속 가능 보고서
・SYSTEM 검증
・친환경제품 개발

・환경오염물질 총량 감소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재활용 증대
・에너지 절감

・협력사 지원
・지역 환경보전
・단체 협력 지원

Vision

중장기목표

전략

실행 계획

녹색경영 SYSTEM 구축 환경오염물질 감소 그린 파트너십

2021 +2022 추진 검토 예정

ESG
채권발행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방안 EV100
가입

RE100
가입

탄소중립 
Roadmap 

고도화

SBTI
가입

CDP
대응

TCFD
지지

UNGC
가입

K-EV100
가입

환경
가이드	
라인
제정

환경목표	
/운영체계

수립

추진 이니셔티브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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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조직
만도는 환경경영을 위한 실무 추진조직으로 환경안전팀을 운영하며, 더욱 효과적인 환경경영을 위해 전사 안전환경 회의체를 두어 정

기 회의를 통해 환경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 발생 시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슈 해결을 위한 신

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만도는 환경을 포함한 6대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 조직

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단(Steering Committee)’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전략, 전사 지속가능 관련 리스크 등

을 연 2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사, 검증 및 인증
만도는 Global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환경경영 주요 지표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환경 데이터 관리를 위해 온

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보고를 위한 제3

자 검증, ISO 14001 인증을 위한 제3자 검증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사업장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기관

의 정기·수시 단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고에 대비하고자 환경경영시스템 내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내부심사의 경우 Brake BU의 Operation Center와 R&D 

Center 내 인증 수검 부서를 대상으로 전년도 인증심사 지적사

항 이행 여부, 리스크 파악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6개 항목

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만도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력을 높

이고자 전사 차원의 부서별 환경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내부 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변경하고 심사 결과를 팀별 목표와 연계함

으로써 환경경영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1) CSO : Chief Safety Officer
2) E&S : Environment & Safety

전사 안전환경 회의체

각 사업장

환경 안전보건 공무 환경 안전보건 공무 환경 안전보건 공무

CSO1)

Korea ER Center 센터장
(전사 안전환경회의체 의장)

Brake E&S2) Steering E&S Suspension E&S

환경 및 안전

ISO 14001 녹색기업인증

인증사업장

평택
원주
익산

환경경영 조직체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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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역량 내재화

임직원 환경 교육
만도는 변화하는 환경경영 흐름에 맞춰 2021년에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

전환경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TFT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여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만도는 국내 임직원들이 분리배출 실천, 친환경 제품 사용 등 환

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에 서명하는 자발적 환경서약서를 

제출하며, 환경경영 선도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일원으로서 의지

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만도는 환경안전보건 비상대응 절차서를 수립하여 안전보건 중

대 재해, 화재, 그리고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환경 사고 및 비상

시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 

확산대비 훈련, 절삭유 유출 대응 훈련 등 사업장별 특화된 모

의훈련을 진행하여 비상시 모든 임직원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

고에 대처하도록 합니다. 환경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비상사

태 발생 시 총괄 지휘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비상사태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비상 연락망으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

응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처리 후에는 발생원인, 처리사항, 향후 

대책 등을 기록한 비상사태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종·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이행 관리
만도는 환경안전보건 법규관리 절차를 기반으로 환경, 안전, 보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국내외 관련 법규, 국제 협약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각종 간행물과 다양한 매

체를 통하여 최신 법규, 관련 요건을 입수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정

보를 검토한 후 ‘환경안전보건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련 부서

원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게시, 홍보, 교육을 시행합니다. 최

신 법규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법규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

며, 법규 관련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합니다.

환경안전 투자를 통한 설비 개선
만도는 사업장별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

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가 침수되는 곳에 추가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배수 능력을 확보

함으로써 생산설비 정전 위험을 개선하고, 환경 법규 위반 리스

크를 예방하고자 노후화된 집진기1)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에

어드라이어, 컴프레셔 냉각탑 등 주요 설비와 작업 공간을 점검

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지속해

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법규 및 관련 	
자료 입수

관련 법규 	
검토

변경사항 	
보고/승인

관련 법규 	
등록 및 배포

법규 	
관리/교육

익산 사업장 화재 확산대비 훈련 평택 사업장 절삭유 유출 대응훈련
1) 집진기 : 기체 속에 부유하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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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최소화

용수 사용량 절감
만도는 매년 수자원 절감과 수질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사업

장별 용수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수의 낭비를 줄이

고자 상수도 메인 공급 압력을 조정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주요 시설의 수압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응축수의 스팀 압력

과 온도를 조절하고 보일러 세관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적

극적인 절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만도는 용수 공급업체의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용수 취수량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함으로써 수

자원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
만도는 제품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 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계법에

서 요구하는 수준을 준수합니다. 제품 생산과정에 배출되는 방

류수는 전량 수처리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

업장 내 처리시설을 이용해 방류할 경우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개정으로 수질오염물질 법정허용기준이 기존 40mg/L에서 

25mg/L로 변경됨에 따라 만도는 배출농도와 원폐수 농도를 정

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인허가 변

경 신고기한에 맞춰 폐수 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변경 오염물

질을 등록, 인허가 변경신고 승인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장별 여건을 고려한 설비 운영 매뉴얼과 필수 점검항목을 현장

에 비치하여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만도는 대기관리지침서에 따라 법적 자가측정 기준을 준수하면

서 제품 생산과정 또는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절감하고자 보일러 공기

비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였으며, 측정결과는 질소산화물 배출

량 관리일지와 측정 기록부에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을 목표로 포름알데히드, 불소, 페

놀화합물을 월 2회, 먼지, NOx, SOx, THC를 반기 1회 측정하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관리 활동
만도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

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인근 하천정

화 활동을 진행하였고, 8월에는 공장 외곽을 따라 ‘1사 1생태계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통해 생태계 교란 식물을 관리하였습니

다. 11월에는 직계장협의회 주관으로 사내 정화활동을 진행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태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며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m3, kg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kg

구분 2019 2020 2021

상수도 354,778 299,441  264,908 

지하수 161,182 119,025  99,727 

공업용수 92,178 72,677  62,243 

합계 608,138 491,144 426,878

구분 2019 2020 2021

NOx 0 3,292 3,713.8

SOx 0 0 77.1

먼지 11,503.6 5,005 2,279.3

VOCs 4,824.2 4,850.02 2,254.9 1사 1생태계 외래식물 제거사업

구분 2019 2020 2021

폐수 240,857 221,427 221,684

수질오염물질 4,388 4,086 3,506

202120202019

국내 사업장 용수 사용량 합계 단위: m3

국내 사업장 용수 사용량 단위: m3

426,878

608,138

4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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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과 지표 관리를 실시하며 전사적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부터 중장기 배출량 목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사업장까지 환경 데이터를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내 글로벌 환경 데이터 구축률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aterial Issue 03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 증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강화

・	온실가스 잉여 배출량 판매를 통한 	
재무가치 창출

・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적정 시기에 탄소배출권을 매수/매도	
하기 위한 배출권 시장 모니터링

・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준수를 위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	CDP1), TCFD2) 등 기후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준수 

・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15년 대비)

・온실가스 총 감축량 7,831tCO2eq

・	K-EV100 (무공해차 100% 전환) 	
캠페인 가입

Next Step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TCFD)

만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CFD)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

다. 2021년에는 TCFD 이니셔티브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TCFD 

대응을 위해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감축목표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며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경영에 통합 

반영하고 있습니다.

TCFD 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관리항목

1) 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 
2)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리스크 발생가능성 75.5% 리스크 발생 시 손실 56.5%

공시 항목 주요 활동

지배구조
• 사업계획의 검토 및 지침	
• 성과목표 설정
• 목표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

전략

• 	경영체계	:		국제	인증	및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	감축	:	전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		파트너십	:		협력사	기후변화	대응체계	관리	및	확산,		

친환경	사회	촉진활동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Management Approach

공시 항목 주요 활동

위험관리
•	연	1회	이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
•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해		
전사적	대응	전략	수립

지표 및 	
감축목표

• 	온실가스	규제대응	직접비용	:		
2025년까지	약	78,000tCO2eq의	배출권	부족	예상		
(비용	환산	23.5억	원)	

•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40년	배출량	목표)	:	
61,772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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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략 및 리스크 관리체계 

TCFD에서 요구하는 시나리오 기반 기업의 기후변화 분석 접근

방식을 준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주제

(① 물리적 환경 ② 규제, 시장, 기술 수준 등 기업 비즈니스 환

경)를 감안해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크게 2가지 기

후변화 시나리오(2도씨 상승 기준 RCP1) 2.6 및 4도씨 상승 기

준 RCP 8.5 시나리오) 상황을 감안하여 만도와 관련된 기후변

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정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 
만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업장 탄소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ESG 관련 과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중

장기 계획, 개선 추진활동에 대한 사항을 의결 또는 심의합니다. 

기후변화가 만도의 사업전략, 계획 및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경영성

과 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 진출, 친

환경차 부품 개발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계획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수준 이하에서는 

COO(Chief Operating Officer)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하며, 분기별로 이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해 보고를 실시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및 개선

- 조직 체계, 관리 프로세스, 구체적 활동, 점검 및 개선

1.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1) RCP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구분 물리적(Physical) 리스크 전환(Transition) 리스크

리스크 
분류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정부규제, 시장, 기술, 산업과 
기업의 평판과 관련된 기후
변화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기준

RCP 2.6
(2ºC scenario)

RCP 8.5 
(4ºC scenario)

IEA2) 	

지속가능개발 	
시나리오

IEA 	
현 정책 기준 
시나리오

중점 	
분석대상

만도 사업장
[정책] 탄소규제

[시장] IT 및 물류 시장

2)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만도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부터 대응 및 개선까지 크게 4단

계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을 통해 

결과를 검토하여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그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탄소규제 기후기술 자연재해

금융환경 녹색산업 및 시장 평판

2.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요인 정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연관성 높은 리스크 정의

• 	리스크 분석 	
(리스크 발생 주기, 발생 가능성, 리스크 	
발생 시 재무적-지리적-시간적 영향범위 등)

• 온실가스 감축

• 	사업장 건립 및 운영

• 	제품 및 서비스

• 	기술 R&D

• 	기후변화 대응비용

•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 	재생에너지 확충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참여

• 	협력사 감축사업 지원

• 수행성과 모니터링

• 	활동결과 평가

• 	평가결과 반영 및 개선

• 	차년도 연간 활동계획수립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대응방안 검토 리스크 관리 및 대응활동

구체적인 관리활동 수행주제별 전사전략 수립 리스크 대응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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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와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가 만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만도의 활동

3. 만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탄소규제
배출권 거래제도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증가

기후기술
전기차 및 수소차 기술

기후금융
기후관련 이니셔티브

기업 평판
기후변화와 기업 평판

(단기 : 2020년~2025년, 중기 : 2025년~2040년, 장기 : 2040년~2050년)

1.기업금융 2.제품판매 
가치사슬에서 요구되는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 대응 	
수준이 고객사가 시장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함

1.컴플라이언스 비용 
국내 및 해외 사업장의 탄소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1.생산활동 2.복구비용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공장 유관 인프라 강화 	
비용 증가 (공조, 전기, 소방, 보안 등 기반시설)

1.기술 제품 2.R&D 비용 
미래 시장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도의 적극적인 투자
가 필요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동시에 
친환경차 관련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1.주가 2.기업 이미지 
지속가능경영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차량산업과 관련이 높은 탄소배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은 만도에게 특히 중요한 이슈임

경영전략
탄소배출권 비용증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시장 모니터링

제품·서비스
인프라시설 확충 

비용 증가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R&D
친환경차 부품

저탄소 및 친환경 기술 개발

가치사슬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글로벌 탄소 이니셔티브 
적극참여

사업장
탄소경영 필요성 확대

전사적 탄소경영 확대

단기적 리스크&기회 
DJSI1), CDP2), TCFD3)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고객사의 협력업체 	
선정 시 만도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수준을 고려

단기적/중기적 리스크 
국내 사업장 : 	배출권거래제 규제와 	

중기적 탄소배출권 가격상승 

해외 사업장 : 	해외 사업장에 적용되는 신규 탄소규제 증가

단기적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이상고온현상 등 자연재해 	
증가로 관련 피해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시 복구비용 증가

단기적/중기적 리스크&기회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규제 증가로 인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시장 확대

장기적 리스크&기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탄소발자국이 높은 	
기업들은 NGO, 언론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받게될 가능성 상승

재무영향 가치사슬

1) DJSI :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 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
3)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경영전략 제품·서비스 사업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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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만도는 ‘2050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환경경영 중장

기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기(’25

년), 중기(’40년), 장기(’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2011년 전사 에너지 목표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측정데이터는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자

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부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도 홈페이지 DATA Center URL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만도는 온실가스 배출원인에 따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보일러, 업무용 차량 운행, 비상발전기 가동 등으로 발생된 

온실가스는 직접배출(Scope 1)로 분류하고, 사업장 전력 소비와 외부에서 공급받은 스팀이나 온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간접배출(Scope 2)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2021년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 중 직접 배출량은 9%, 간접 배출량은 91%를 차지합니다. 기업의 가치 사슬에 의해 간접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 항목 6개

를 Scope 3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온실가스 경영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에너지 절

감 TFT를 강화하고 수요자원거래제도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Scope 3 배출량 세부 내역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구분 2019 2020 2021

총 배출량 103,541 78,569 70,738

Scope 1 
(직접배출)

7,911 6,508 6,448

Scope 2 
(간접배출)

95,631 72,061 64,290

Scope 3 
(기타간접배출)

- 1,314,092 1,020,831

Scope 3 
배출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항목
설명

1) 	기준연도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

온실가스 배출목표 단위: tCO2-eq

2025년 
(단기)

2040년 
(중기)

2050년 
(장기)

구분 감축율 배출목표

2015년 기준1) 30% 감축 86,481

2015년 기준 50% 감축 61,772

만도 탄소중립 달성

722,899 
tCO2-eq

외부구매 	
제품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19,914
tCO2-eq

외부구매 	
자본재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자본재

7,859 
tCO2-eq

에너지의 생산,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Scope 1 & 2 	
미포함 연료 및 	

에너지 활동

6,101
tCO2-eq

운송 및 물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운송 & 유통

1,062 
tCO2-eq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사업장 폐기물

262,996
tCO2-eq

최종 소비자의 	
제품 사용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판매제품 사용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25.jsp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2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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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에너지 절감 활동
만도는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을 목표로 사업장 환경에 

맞춰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에너지 절감 TFT를 구성하여 전력비 절감 활동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2021년에는 생산설비의 공회전이 방치되지 않도록 15

분 이상 미가동 시 자동 절전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AIR 누기 5% 절감을 목표로 AIR 저소음 노즐을 적용하고, 노후

화된 배관과 연결부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에

너지 절감 활동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대기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 유압 Unit 절전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조기 효율을 높이고자 온·습도를 표준화하고 에너지원을 스

팀에서 상수도로 변경하여 에너지 경비를 20% 절감하였습니

다. 또한 공기압축기 냉각수 운전 압력과 온도를 최적화하여 운

영 대수를 최소화하였고, 2022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냉각

수펌프를 부하 운전함으로써 전력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만

도는 2022년에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

를 점검·교체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경영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에

너지 절감 TFT를 고도화하고 수요자원거래제도에 참여, 신재

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총 에너지 사용량 2,134 1,620 1,477

비재생 	
에너지

액체연료
149 122

19.76

기체연료 102.27

전기 1,958 1,475 1,334

스팀 26 23 23

단위: TJ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를 협력사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만도는 해외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용, 국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임대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E100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Material Issue 04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비율 증가

・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재무적 부담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녹색기업 	
이미지 제고

・		환경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량 관리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임대 등 간접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을 위한 	
설비 도입 

・RE100 가입

Next Step

재생에너지 사용

・	MCB(브라질 생산법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	익산/평택 사업장 시설물 임대를 	
통한 태양광 시설 도입

리스크 발생가능성 70.7% 리스크 발생 시 손실 53.9%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Management Approach

에너지 소비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0

INTRODUCTION

ESG STRATEGY

SUSTAINABILITY AREAS

PLANET

   친환경 경영

   기후변화

   자원순환

INNOVATION

SUPPLY CHAIN

PEOPLE

GOVERNANCE & ETHICS

COMMUNITY

APPENDIX

신재생에너지 확산
만도는 사업장 임대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사업장은 지난 2020년 

SK E&S와 태양광 발전 시설물 20년 약정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 내 유휴공간인 공장동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사업장은 2021년 공장 지붕과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2022

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 및 준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복사열 차단으로 건

물 내부 온도를 1~2℃ 낮출 수 있으며, 지붕 방수작업에 대한 지출 15억 원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관리
만도는 2021년 12월 글로벌 사이트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위

해 발전원별 비율, 설비용량 등 전력원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만도의 글로벌 총 전력량 대비 재생

에너지 비율은 7%를 차지하였으며, 브라질 생산법인(MCB)은 

100%, 인도 생산법인(MAIL1, 2)은 83%의 비율로 신재생에너

지를 주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한국과 중국, 폴란드를 대상으로 2024년

까지 순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총 전력량 

348 GWh

93%

7%

2021년 기준글로벌 사업장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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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가능성 55.6% 리스크 발생 시 손실 60.9%

자원순환

원·부자재 관리

만도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취합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성상별로 분리배출 

및 보관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부자재에서 

발생하는 파지와 비닐을 분리하여 연간 30톤 이상을 재활용 처

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합성수지 소각 Zero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팀은 원·부자재 사용으로 인한 폐

기물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흡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도는 사업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형별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소각 대신 재활용을 확대하고 기존 분리배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원순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aterial Issue 07

・폐기물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대응 부담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

・폐기물 감축을 통한 처리비용 저감

・	단기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장별 
폐기물 관리

・	최적의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적정처리
여부 관리

・	제품 제조 과정 내 폐기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재 개발

・	재활용률 확대 

・	폐합성수지 소각 Zero

Next Step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		전년대비 폐기물 배출 감축 비율 	
(원단위) 68.0%

・폐기물 재활용률 61.0%

유해화학물질 관리

만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생산활

동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유독물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작업환경을 측정하

고 취급 작업자에게는 연 1회 이상 특수검진을 시행합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장해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 지

침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사용령에 근거해 화학물

질 사용부서와 취급자,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학

물질 자체 점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물질안

1)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Management Approach

전보건자료(MSDS1))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신규 화학물질 추

가 여부를 파악하여 관리항목을 보완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합니다.

단위: kg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구분 2019 2020 2021

평택 75 75 50 
원주 3,475 4,000 2,725 
익산 0 0 0 
합계 3,550 4,075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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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량 합계 재활용률 합계

폐기물 관리

폐기물 발생량 저감
만도는 제품 제조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자

원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을 정

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해 자원 재활

용을 독려합니다. 만도는 철저한 부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과 소각

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산물 관리와 증발농축기 운영 등을 통해 자원순환과 폐기 

과정에 따른 대기·수질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만도는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

리하며 위탁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을 처리하

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전 과정을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폐기물 관리 목표 대비 발생량, 위탁처리업체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관리 내역 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확대
만도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사업장별로 분리수거 시

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분리수거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 실적을 기록 관리

합니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

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폐합성수지 소각 

Zer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폐기물 목표 관리제 

정책과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

여 실천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단위: %단위: ton

단위: ton, %사업장별 폐기물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

사업장
2019 2020 2021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평택 839 84.5 781 80.7 758.3 76.9

원주 14,387 96.9 5,355 95.2 219.8 45.3*

익산 316 43.0 264 47.8 272.0 47.1

판교 235.56 63.1 239 59.3 241 61.1

합계 15,778.3 93.2 6,638.8 88.0 1,491.1 61.0

*주물공장 재활용률이 높았으나, 2021년 5월 주물공장 매각으로 인해 재활용률 감소

15,778.3 93.2

1,491.1

61.0

20202019 2021 20202019 2021

6,638.8

88.0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폐기물 처리 및 
실적 보고

위탁처리업체 관리

기록관리

연간 관리계획 수립

폐기물 분리보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의뢰

•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목표를 기반으로 폐기물 연간 관리계획 수립

• 지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등 처리 방식에 따른 폐기물 분리보관

• 폐기물을 수집·보관장소로 운반
• 폐기물 발생량 기록
• 고정자산, 비품 폐기 시 안전환경팀으로 폐기 처분 및 매각 의뢰

• 지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등 폐기물 위탁 처리 실시 
• 반기 1회 폐기물 처리실적을 목표 대비 비교·종합하여 팀장 보고
• 목표 대비 폐기물 처리실적이 미흡한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및 사후 관리 실시

•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사후 관리 실시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통한 폐기물 관리 내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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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에서 동시에 떠오르는 두 가지 주요 트렌드이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친환경차의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시대도 곧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도는 제품 성능 및 품질에 대해 입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의 Solution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며, 고객의 자유를 목표로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한 선도적인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혁신	 34

품질경영	 43

In this Area

기술 스타트업 투자

27.5 십억 원

특허 등록

(누적) 4,787 건
*글로벌 사업장 기준 (HL Klemove 포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8 %
*	글로벌 사업장 기준 	
(HL Klemove 포함)

IATF 1694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100 %
*	글로벌 사업장 기준 	
(HL Klemove 포함) 

8.2.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
산성 향상을 달성

9.4.	 	높은 자원사용 효율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
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

9.5.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
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

Link to U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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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가능성 75.5% 리스크 발생 시 손실 60.5%

기술 혁신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차 부품 개발 방향
만도는 친환경차에 사용하는 부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친

환경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유압식 부품에

서 전자제어부품으로 전환하면서 엔진 공압 등 친환경차에서 

사라지는 동력원을 모터 동력으로 대체하고 장착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친환경차 구현에 큰 기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제품들에 대해 연료 소모를 절감하거나 유해물질

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FDC1) 양산제품 확대
수소경제 글로벌 동향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 수소 관련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한국도 수소의 생산과 공급, 활용을 

다변화하고자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

고, 2025년까지 연 10만 대 수소차 양산체계를 구축, 2022년까

지 수소충전소 31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만도는 2020년 상용 수소차의 100kW FDC를 국내 최초로 개

발하였고, 기존 수입품 대비 부피와 무게를 30% 이상 감축, 가

격 경쟁력과 연비는 대폭 향상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였습

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연간 1.5천 대 규모의 양산과 

200kW FDC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00kW 

FDC을 양산하여 수소 트럭에 적용될 예정이며, 통합형 40kW 

BHDC2) 역시 연간 3만 대를 목표로 양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도는 차량용 FDC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높은 건설기계 장비

와 시스템 사업 분야로 양산제품을 확대하며 수소 모빌리티 시

장의 기술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만도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 개발 외에도 기존 자동차 부품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서비스까지 분야를 확장하여 	
친환경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의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xEV차종 매출 비중을 40% 이상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anagement Approach

Material Issue 01

・	친환경 제품에 대한 대외적 요구 강화

・	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기준 초과

・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제품 경쟁력 확보

・	차량 관련 환경법규 선제적 대응

・	수소차 인프라 확충

・	친환경 차량 부품 연구개발 강화

・	기존 부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저감 제품 개발

・	2025년 xEV 프로그램 매출 비중 	
40% 이상3)

・	2025년 전자제어 제품 매출 비중 	
약 70% 이상

Next Step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			xEV 프로그램 매출 비중 20%

・	전자제어 제품 매출 비중 61%

1) 	FDC : Fuel Cell DC-DC Converter, 연료전지용 DC-DC 컨버터로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
오는 전력을 배터리 전압에 맞춰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

2) 	BHDC : Bidirectional High-voltage DC–DC Converter, 양방향 DC-DC 컨버터로 모
터부하의 변동에 의한 과도부하를 공급하거나 모터로부터의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
전하는 장치

3) 80% 수주 확보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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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대응 제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향후 펼쳐질 자동차 시장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FDC1), BHDC2) 등 친환경차 부품 포트폴리

오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주력으

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IDB3)는 친환경 차량, 자율주행 차

량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 만도의 대표 기술입니다. IDB 성

능을 개선한 IDB2에서는 패키지를 더욱 소형화하고 모듈러 디

자인으로 장착성을 개선하여 통합 제어 기술로 더욱 스마트함을 

높였습니다. 지난 CES 2021을 수상한 SbW4) 또한 친환경 자율

주행 차량의 공간 자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세계적인 인정

을 받으며 만도의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협력사 고용 창출 및 

발주량 확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도는 앞

으로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경험과 독자적인 기술력

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연비 저감 제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도는 매년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까지 대상으로 하여 연비 

개선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Low Drag 

1) 	FDC : Fuel Cell DC-DC Converter, 연료전지용 DC-DC 컨버터로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
오는 전력을 배터리 전압에 맞춰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

2) 	BHDC : Bidirectional High-voltage DC–DC Converter, 양방향 DC-DC 컨버터로 모
터부하의 변동에 의한 과도부하를 공급하거나 모터로부터의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
전하는 장치

3) IDB : Integrated Dynamic Brake
4) SbW : Steer-by-Wire

기존의 기계식 스티어링 휠과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SbW 비교 모습

Caliper의 경우 1km당 약 0.75g의 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연구를 통해 자

동차를 경량화하고 배출가스와 연비, 주행 성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 제품
만도는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수송 분야 비 배기관 미세먼지 저감 사업’ 국책과제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가 예상되는 브레이크 마모 분진 관련 

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도는 기존 브레이크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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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의 기술이 적용된 완전자율주행 모습 만도의 IDB2 HAD

만도는 2년 연속 CES VIT1)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CES 2022로 선정된 출품작은 최
첨단 통합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인 IDB2 HAD2)입니다. 이는 안전 설계를 갖춘 세계 최초의 상용 
통합 전자 브레이크로 주행 중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해도 정상 작동하는 듀얼 세이프티(Dual 
safety)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e-브레이크 페달을 완벽하게 보완해 페달을 접거나 펼치는 
‘오토 스토우(Auto stow)’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DB2는 기계적 연결을 제거한 ‘by-Wire(전
기적 연결)’ 기술로서 차량 디자인의 공간 확보 기술 측면에서도 지난해 수상작 SbW(Steer by 
Wire)와 더불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IDB2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기존 전자제어 브레이크는 ESC(차체 제어 장치), 마스터 부
스터(제동 배력 장치), 진공펌프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제품이며, 브레이크 페달도 기계적으로 연
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동은 운전자의 페달 압력이 엔진 공압에 의해 부스팅되고 제동력이 유압 선
을 통해 전달되며, 이 설계는 구조적으로 엔진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조립에도 긴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IDB2는 엔진 공압을 모터로 대체하였으며 ESC, 마스터 부스터, 진공펌프
를 하나의 단일 박스로 통합 설계하여 중량을 줄이고, 제작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IDB2는 자유롭고(Autonomous Driving), 안전하며(Dual safety), 
친환경(by Wire) 요소를 모두 갖춘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 IDB2가 장착된 새로운 개념의 ‘BbW(Brake by Wire)’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VIT : Vehicle Intelligence & Transportation, 차량 인텔리전스 및 운송
2) IDB2 HAD : Integrated Dynamic Brake for Highly Autonomous Driving

‘CES 2022’ 혁신상 수상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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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가능성 56.2% 리스크 발생 시 손실 57.9%

자율주행

고객사 자율주행 맞춤 로드맵 대응
만도는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HL Klemove 법

인을 출범하였습니다. HL Klemove는 고객사의 자율주행 사

업 로드맵과 개발 방향에 맞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

한 고객사의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1년 자율주행 Level3 수준

의 기능에 맞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ASW1) 자체 기술

을 선행 개발하고 실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에 대한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다각화를 위한 	

In Cabin Monitoring Radar를 선행 개발하여 고객사 Demo를 

실시하였고, 기존의 양산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활동을 진

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Euro NCAP2)를 통해 2023년 차량에 적

용될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확장에 따

라 SW의 중요성과 품질의 신뢰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만도는 안전

하고 검증된 기술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

다. 해당 과제에 7개 기업이 참여하며, HL Klemove는 라이다 

센서와 시스템 상용화 선도를 담당합니다. 2021년 1차 연도에는 

라이다 광학 설계와 성능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고, 다중 라이다 통합 수집 장치를 설계해 1차 시제품을 제작하

였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 기반 데이터 좌표계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상용 제품 기반의 3D 객체 인식 기법을 선행 연구하였습니

다. 2021년도 활동을 통해 Solid-State Lidar 라이다 기술에 대

한 국내 특허 2건이 출원 중입니다.

3) Lidar : 빛으로 주변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기술

1) ASW : Application Software
2) New Car Assessment Program : 신규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되는 SW 개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만도는 통합 제어 SW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을 통합·신설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핵심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SW 고도화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모빌리티 산업 핵심 기술력을 내재화 할 계획입니다.

Material Issue 08

・	신성장 동력의 부재

・	OEM, IT 업체의 SW 통합 경쟁 심화

・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기회 확보

・	다각화되는 자율주행 제품 시장 선점

・	SW 역량 결집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해 전 
Chassis SW 조직 통합

・	전문가 협력,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고도화를 위한 
ADAS BU 분사

・	Lv.3 이상 자율주행 시장 대응

・	2023년 글로벌 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
(Next ERP) 오픈

Next Step

연구개발 강화/디지털 전환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8%

・	기술 스타트업 투자 275억 원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Management Approach

HL Klemove 라이다 기술 상용화 선도
HL Klemove 주관으로 ‘자율주행용 High-Resolution 3D 

Solid-State Lidar3) 기술’이 2021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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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 공동 개발
HL Klemove는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하 SRS1))과 ‘초고해상

도(UHR2)) 4D 이미징 레이더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레이더 기술 노하우를 융·복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

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 제품을 2023년까지 공동 개발할 예

정입니다. 해당 제품은 768개 채널로 설계되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약 4배 이상의 초고해상도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4차원(거리, 속도, 각도, 높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공간 이미지를 딥러닝 하여 기존 레이더보다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D 이미지 레이더는 4세대3) 레이더 개발

의 핵심으로 자율주행 수준을 넘어 완전자율주행의 센싱 솔루

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기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순찰로봇을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전담 

개발팀을 구성한 후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및 관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순찰로봇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 또는 범죄 취약 지구를 자율 주행하며 순찰, 관제, 경고, 단속 등의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경찰서, 소방서, 구청, 관제센터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해 배곧 생명공원에서 야간 순찰 시범 운영을 실시 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악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찰로봇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급속히 성장중인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자율 무선 충전이 가능한 충전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

다. 2020년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무선 충전 로봇 자율주행 기술과 무선 충전 패드 도킹 등

에 관한 연구를 하며 무선충전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2023년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1) 	SRS : Smart Radar System,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통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아기유니콘200’ 선정 기업

2) UHR : Ultra High Resolution
3) 	만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ACC)’ 장거리 레이더 국산화에 성공

하여 3세대 레이더 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자율주행 순찰로봇 

초고해상도 4D 이미지 레이더 공동 개발 협약식

가상현실(VR) 기반 자율주행 개발 환경 고도화
HL Klemove는 글로벌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 선도기업인 유

니티(Unity)와 ‘가상현실(VR) 기반 자율주행 개발 환경 구축’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니티는 전 세계 게임의 50% 이상

이 유니티로 제작될 만큼 가상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으로 2018년부터 전방 카메라를 사용해 3차원 VR 환경의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해 왔으며, 만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레이다, 라이다, 서라운드 카메라 등으로 검증을 확대하여 고품

질의 3차원 자율주행 데이터 검증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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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케어 수소 충전소 예약 서비스
HL Klemove는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

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0년 하이케어(H2Care)를 정

식 출시하여 수소 자동차와 충전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1년에는 수소 충전소 유지보수 운영 계약을 체결하

여 충전소 예약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자에게 무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이케어 가입자는 1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수소 차량 등록 대

수 대비 84%에 달합니다. 만도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하

이케어 대상 충전소와 사업 파트너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PdM1) 차량 헬스 진단 솔루션
HL Klemove는 자율주행 차량의 렌터카 비중이 높아지고 자율주행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예방 정비를 위한 차량 헬스 진단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SK렌터카와 ‘IoT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비 서비스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만

도의 자동차 부품 수명 예측 기술을 통해 차량 정비 시기를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 

기업 쏘카와 ‘IoT 센서 기반 카셰어링 커넥티드카 건전성 진단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전성 진단 시스템은 차량 

주행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만도가 보유한 자동차 시스템 관련 노하우와 AI, IoT, 클

라우드와 같은 IT 기술을 융합하여 차량 운행에 대한 다양한 원격 예측 정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

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차량의 정비 효율성과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차량 헬스 진단 솔루션 관련 업무협약식

1) PdM : Predictive Maintenance, 예방 정비

수소 자동차·충전소 �
서비스 플랫폼 하이케어 
모바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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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고도화

Smart Factory 고도화
만도는 사람에 의한 변동 요소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에 기반

한 실시간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장의 리소스와 운

영 환경을 최적화하고자 2020년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였습

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 공장 수준 레벨 4단계 진입을 목표로 

M-LAP1)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실시간 라인 데이터를 기반

으로 RMS(표준준수), NCW(부적합 통제), APC(이상감지) 등 6가

지 기능에 대해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알림으로써 효율적으

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개선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SW Campus 출범식

만도의 제품은 대부분 전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프
트웨어와 제어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자제어기(ECU)’ 설계의 양축은 IT 기술을 바탕
으로 하는 전자 하드웨어와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해 좌
우되며,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어 기술에는 소
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입니다. 2021년 4월 출범한 만도의 ‘SW 
Campus’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글로벌 R&D 통합 조직
입니다. 3개의 사업부문(Brake, Steering, Suspension)과 
해외 연구소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이 하나로 통합되어 
400여 명의 핵심 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W Campus의 출범과 함께 만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또한 
과거 개별 제품 중심에서 플랫폼 및 통합 제어를 위한 소프
트웨어 개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 A-SPICE, OTA, Cyber 
Security 등 국제적인 ISO Protocol 에 Align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만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과 데이
터 프로세싱 기술이 결합된 All-in-one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
는 것이 만도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 모습입니다.
SW Campus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 강화
는 물론 소프트웨어 관련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가
올 자율주행 시장에서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편리
한 ‘고객의 자유’를 구현하겠습니다.

SW Campus 신설
Highlight

스마트팩토리 단계별 수준

1) M-LAP : Mando-Line operation Assistance Platform

레벨 1 (기초1)

레벨 2 (기초2)

레벨 3 (중간1)

레벨 4 (중간2)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 정보 관리

생산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기능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 및 의사결정 최적화

레벨 0 ICT 미적용

모니터링, 제어 자율 운영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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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5

6) 한라대학교 LINC+사업단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지정대학

Open Innovation

Collaboration Map
만도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스마트 협업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2021년에는 68개의 기관들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미래 

준비에 필요한 기술 자원과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습니다. 만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지속 발굴하고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R&D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투자
만도는 국내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기업을 발

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BMS3)), 자율주행, 

FOTA4), 공유플랫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을 자체 발굴하고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를 집행합니다. 2021년

에는 11개(신사업 6개, 핵심사업 5개) 기업에 대하여 총 275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자체 기업분석 역량을 강화함으로

써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경진대회
만도는 2021년 제1회 만도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

다. 만도가 후원하고 한라대학교 LINC+사업단6)이 주관한 행사

로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있는 전국 고교생과 대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 방법

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교 38개 팀(76명), 대학 97개 

팀(367명), 총 443명의 학생이 135팀으로 구성되어 예선과 본

선을 진행하였으며, 3개 분야에서 총 20개 팀을 선발해 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만도는 한라대학교 LINC+사업단과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교육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분야의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체

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 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효율화를 위한 관리 시스템
4) FOTA : Firmware Over the Air, 무선 펌웨어 업그레이드 솔루션

연도별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현황

2021년 스타트업 투자현황

단위: 건

단위: 건

5) 	국내 스타트업 1개사(bitsensing)의 경우, ’20년도 신규투자 후, ’21년도 후속으로 추가 
투자 지원함

7) VLF : Vision Lane Following
8) AA Racer : AI Autonomous Racer
9) ADSC : Autonomous Driving Simulation Challenge

경진분야

구분 대상 내용

VLF7) Race 고교/대학 아두이노와 라인 카메라 기반 자동차 경진대회 

AA8) Racer 대학 인공지능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ADSC9) 대학 시뮬레이터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현황 단위: 개 사

202020192018 2021

구분 신사업 핵심사업

국내 1 3 

해외 2 2 

기술 고도화 3 - 

합계5) 6 5

1) DCU/PCU : Domain Control Unit / Parking Control Unit
2) LCM : Low Cost Manufacturing

자율주행

27 개사

섀시

25 개사

신규사업

16 개사

• DCU/PCU1) 플랫폼 SW	 7
• 라이다	 4
• 카메라	 7
• 레이다	 4
• 이미지 프로세싱	 3
• V2X/네트워크	 2

• R&D 협업		 12
 - 제품 엔지니어링	 7
 - 선행기술 개발	 5
• 운영 효율화	 9
 - LCM2)/아웃소싱	 8
 - 스마트팩토리	 1
• 시장 확대	 4

• 순찰 로봇	 5
• 모빌리티 SW	 2
• 데이터 솔루션	 4
• 주차 로봇	 4
• 커넥티드카	 1

0

5

2
1

6

2

6

4

국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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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역량 강화

특허 출원·등록
만도는 2021년 5월,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발명의 날 기

념식은 특허청에서 우수 발명 유공자를 선정해 국가 산업 발전

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는 행사입니다. 만도가 세계 최초로 개

발하여 2021년 CES 혁신상을 받은 제품인 ‘이중 안전화 제어 

기술(Redundant)’을 자유 장착형 운전(조향)시스템에 적용한 

성과, 다이내믹 전자브레이크(IDB1))를 국산화하여 핵심 특허 

61건을 확보한 실적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만도는 약 4,787건

(국내 2,800건, 해외 1,987건)의 특허권을 확보하며 첨단 자동

차 부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SPICE 전문가 인증
친환경과 자율주행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최근 자동차 

전장 부품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는 2017년부터 A-SPICE2) 요건

에 충족하는 개발 체계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국내 주요 고

객사에서도 2022년부터 진행되는 자사 프로젝트에 A-SPICE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도는 자사 연구원들의 

A-SPICE 역량을 강화하고 SW 개발 성숙도를 확보하기 위해 

A-SPICE 전문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A-SPICE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고 총 49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보유 역량에 따라 Silver, Gold, Diamond 등

급을 구분하고 단계적인 자격 획득과 포상 수여를 통해 업무에 

대한 몰입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협의체 및 세미나
만도는 내부 공통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수준의 향상 및 제품·기술적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협

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의 기술 분과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내부 R&D 기술 전문가 그룹과 외부 기술 자문위원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그룹은 내부 R&D 센터별 기

술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신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은 신기술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등 최적의 전문가로 분기별 신기술 세미

나를 통해 기술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협의체에서

는 분기별 초청 세미나와 내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매년 연초 연례계획과 연말 성과공유의 자리를 마련하여 글로

벌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A-SPICE : Automotiv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

3) CAE : Computer Added Engineering
4) EMC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1) IDB : Integrated Dynamic Brake

제1회 A-SPICE 전문가 자격 시험

기술협의체 기술분야

지식재산권 누적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만도

출원국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국내 1,585 2,218 3,803 2 23 25 2 43 45

해외 1,104 1,532 2,636 0 28 28 0 33 33

합계 2,689 3,750 6,439 2 51 53 2 76 78

HL Klemove

출원국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국내 576 582 1,158 0 6 6 6 18 24

해외 447 455 902 0 0 0 0 0 0

합계 1,023 1,037 2,060 0 6 6 6 18 24

CAE3)

EMC4)

Software

Cyber Security

Motor

AI

단위: 건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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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가능성 62.9% 리스크 발생 시 손실 72.9%

품질경영

품질경영 체계

품질 철학
‘품질은 우리의 운명이자 진정성’이라는 품질이념은 제품의 안

전과 품질을 위해 만도가 지키고자 하는 철학입니다. 고객과 법

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서비스

에 대해 글로벌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합니다. 모든 글로벌 사업장에서 품질경영을 

실천하며,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

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만도는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생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고 제품의 적합성, 고객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주기적으로 품질 개선점을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2022년에도 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 품질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규를 대응하고 품질문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Material Issue 02

・	품질 신뢰도 및 제품 경쟁력 저하

・	고객 안전사고 발생

・	제품 리콜

・	안전문제 차단을 통한 품질 	
신뢰도 향상

・신시장 개척 및 신규 고객 창출

・	안전문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품질 진단 등 신차 품질 강화

・	반도체 품질 검증 등 전장 품질 혁신

・	품질 철학 내재화

・	2022년 품질 실패 비용 전년대비 8% 
감소

・	안전 품질 대응 프로세스 강화

Next Step

제품 책임

・			2021년 품질 실패 비용 전년대비 
15% 감소 달성

・	품질 철학 수립 및 배포

품질 이념과 원칙

품질, 우리의 가치를 채우다
품질은 우리의 운명이자 진정성

품질이념

품질원칙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신속한 문제 공유를 통한 개선 근본이 단단한 품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Secure Agile Fundamental Eliminate

S A F E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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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전략
만도는 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4가지 품질 전략방향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위험 요소로 작용

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시

민재해법에 대응하고자 2021년 제품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

하고 2022년부터 안전품질 신고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

러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활

동과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품질경영을 내재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품질 사전 예방

설계 강건화를 위한 부품소재 검증
만도는 강건한 설계와 부품을 확보하고자 제품의 개발 단계에

서부터 도면에 대한 소재 적합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재료 검증을 진행하는 도면 Co-Sign제는 신제품과 신

기술뿐만 아니라 과거에 품질 이슈가 발생된 제품까지 포함하

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재료도면에 대해 210건의 Co-Sign 승

인을 완료함으로써 재료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발시간을 단축

하였습니다. 또한 DV1), PV2) 단계별로 소재에 대한 적합성 검증

을 시행하여 강건한 부품과 개발 품질비용을 확보해 나갑니다. 

2021년에는 총 158건의 DV/PV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품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

인 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만도는 2022년에도 체계적인 품질 

활동으로 재료의 선행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 안전 평가 및 검증
만도는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의 극한 조건까지 고려하여 안정성 평가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구현하기 위

해 SW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NVH3)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

함으로써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합니다. 매년 주요 글

로벌 주행시험장에서 각 현지의 강한 추위와 미끄러운 노면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제품의 성능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뢰성 공학을 기반으로 제품의 한

계 수명까지 안전과 성능 품질이 확보되는지를 검증하고 있으

며, SW 개발 국제 표준인 A-SPICE와 ISO 26262 국제 기능 안

전 표준 규격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

고 있습니다.

1) DV : Design Validation, 개발 단계에서의 설계 유효성 검증
2) PV : Product Validation, 양산 단계에서의 양산 적합성 검증

3) NVH : Noise, Vibration, Harshness품질전략

Safety 문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전장 품질 혁신

품질 철학 활성화신차 품질 강화

Competitive
Quality

제품 안전 평가 및 검증 (원주/익산/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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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Test
만도는 조향 제품 분야의 First Mover로서 세계 최초 

SbW(Steer by Wire) 기술을 개발하여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없던 기술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검증과 신뢰성 확보가 핵

심임을 인지하여 2019년부터 Jury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Jury Test는 인위적인 고장 상황을 발생시키고 고장을 가정한 

차량의 조종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완성차를 비

롯한 글로벌 Tier-1 부품사로부터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인정받

고, SbW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무인 차량 Remote 실차 검증 기술을 개발할 예정

입니다.

Jury Test

만도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조향 튜닝1)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ONTACT 원격 
튜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향 튜닝은 고객과 함께 차량에 동승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고객 튜닝의 안전한 검증 환경을 만들고자, 2021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원격 튜닝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 평가
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으로부터 95% 이상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2022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만도는 향
후 다양한 튜닝 상황에서도 비대면 튜닝 등으로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를 지속해 나가는 첫 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1) 조향튜닝 : 조향 장치의 모터를 제어하는 ECU의 Control Logic을 조정하여 차량의 조향 안정성과 편리성을 구현하는 과정

ONTACT 원격 튜닝 기술 개발
Highlight

Internet

원격 지원 & 커뮤니케이션

긍정적인 피드백

9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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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 테스트
윈터 테스트는 혹한기의 눈길, 빙판길 등 극한의 환경조건에서 

자동차 부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입

니다. 만도는 매년 국내외 주행시험장에서 윈터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양산 성능과 기능을 개발하고 신기술 제품의 데모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COVID-19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염 예방 교육과 현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상 상황 시 코로나 검사 및 조치가 가능한 간호사를 임시 고

용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 감염자 없이 안전하게 윈터 테

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34% 축소된 소규모 테스

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로부터 제품 완성도에 대한 긍

정적 평가를 얻었습니다. 만도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글로

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섀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윈터 

테스트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품질 인증 관리
만도는 제품의 완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협력사의 품질 시

스템 인증 유지와 개선을 지원하는 전담 Supplier Quality 

Assessment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협력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IATF 16949,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규격과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만도는 품질 시스템 개선 및 

인증 요건, 평가 기준 등 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

행합니다. 2021년에는 COVID-19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

으나 2021년 기준 총 11개 사의 신규 인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인증 획득 후에도 등급 상향을 위한 품질 시스템 전반의 관리를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품질 프로세스 강화
만도는 체계적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질경영을 위

해 당사의 품질 기준과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AIAG(북미자동차협회)와 VDA(독일자동차 협회)의 FMEA1)를 

통합하여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품

질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개발 단계에서 품질 이슈가 발생

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준수 여부와 산출물 등을 검토할 수 있도

록 강화하였습니다. 만도는 BU별 전장품 전담 조직을 활성화함

으로써 전장품 분석 능력을 확대하고 E-Product 품질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

니다. 부품의 특성상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확

하게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역량 수준별 인증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FMEA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잠재적 고장형태를 규명하고 고장형태별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로 위험순위를 결정하여 조치를 취하는 체
계적 기법

윈터 테스트

2021 협력사 품질 시스템 인증 지원 운영 성과

1차 협력사 품질 시스템 인증

54 개사

2,3차 협력사 품질 시스템 인증

44 개사

르노삼성 품질 시스템 인증

10 개사

현대·기아 품질 시스템 인증

130 개사

GM 품질 시스템 인증

70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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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사후 대응

클레임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만도는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

레임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 사업장

에서 운영되는 해당 시스템은 차종, 제품별로 당월 클레임 건

수가 전월 대비 혹은 최근 6개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

로 증가하면 품질 관리 담당자(품질보증·품질관리)에게 자동으

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만도는 2018년 클레임 조기경보 시

스템 내 ‘필드 클레임 추이 예측 툴(GQMS1))’을 개발하였고 3

차에 걸쳐 클레임 예측 기능을 고도화하여 클레임으로 인한 비

용을 절감하고 고객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고자 하였습

니다. 만도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클레임 정보를 

EDER(Early Detect Early Resolve)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

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품질 안전 문제 대응 체계
만도는 2022년부터 신규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제품 안

전사고 대응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중대시민재해 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와 분야별 사고대응 세부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 경영층 회의체인 SRM2) Committee를 운영하고 품질 

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강화하면

서, 품질문제 조치 및 종결에 대한 전결권한을 CEO로 높였습니

다. 이외에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럽 자동차협회 품질체

계 점검기준인 VDA6.3, 국제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인 IATF 16949에 의거하여 만도 내부 심사원과 외부 전문 

심사기관을 통해 연 2회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품질 안정화 지원
만도는 SQA3)를 통하여 협력사의 자주적 품질 관리 체계를 확

립합니다. 양산 초기 품질 안정화를 위해 신규 부품 개발 시, 협

력사의 제조 공정 타당성 및 품질 검증을 실시합니다. 양산 중

인 부품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 지도, 설계 변경 승인 등의 품질 

문제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품질 문제 발생 시, 원

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수립 등의 사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만도의 주요 1차 협력사 및 2차 특수 업종 협력사를 대

상으로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 품질 관리 항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협력사 대상으로 맞춤형 개선 활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GQMS : Global Quality Communication System, 필드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데이터
를 분석하여 클레임 추이와 향후 클레임 경향을 예측하는 핵심 기능

2) SRM : Safety Risk Management

3) SQA : Supplier Quality Assurance

협력사 품질 안정화 지원 실적 ’21년 지원 실적

・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클레임 
예측 방법론 적용

・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엑셀 	
수작업 최소화

클레임 예측 기능 신규 개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클레임 예측

・	가중치를 자동 반영하여 	
사용자 주관적 개입 최소화

빅데이터 예측 알고리즘 개발

・	내구 패턴 분석을 통한 	
예측 기간 확대하고 정확도 향상

・	API 인터페이스 개발하여 	
예측 알고리즘 확장성 대비

・		시스템 UI 개선으로 비전문가의 	
사용 편의성 강화

클레임 예측 고도화 및 사용성 강화

클레임 조기경보 시스템 주요 개선내용

2018년 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품질관리 대상 협력사 수(중복포함)

367 개사

품질 개선 및 관리 지원 건수

3,478 건
품질 변동 검증 지원 건수

4,6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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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4 차 산업혁명 이슈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만도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협력사의 역량이 곧 만도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품질시스템 	
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무상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내 발생하는 성과 및 리스크 관리를 지속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Global ESG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협력사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진단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특허허용

138 건

분쟁광물 정보 확인이 	
가능한 협력사 비율

100 %

협력사 구매금액

4,011 십억 원
*글로벌 사업장 기준

공급망 관리	 49

상생협력	 52

8.3.	 	생산활동, 일자리 창출, 창의성, 혁신을 지원
하고,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

17.16.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Link to UN SDGs

In this Area

동반성장 지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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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협력사 ESG 평가

Global ESG 공급망 관리 협의체 수립
만도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재 수

급을 위하여 ‘글로벌 ESG 공급망 관리 협의체’를 수립하였습

니다. C.P(Central Purchasing) 센터장 산하 3개 팀(구매기획

팀, 업체평가팀, SCM팀) 주관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지속가능

경영 6대 분야 중 공급망 관리를 대표하는 SCM팀이 총괄을 담

당합니다. 공급망의 안전환경, 품질 및 분쟁광물 등에 대한 관

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환경팀, 부품개발팀, Material 

Development팀을 지원부서로 구성함으로써 공급망 ESG 관

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도는 ESG 기반으로 

공급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공급망 관리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공급망 관리 협의체 조직도

공급망 관리 5대 전략

협력사 ESG 	
평가체계 구축

분쟁광물	
정책 수립

REACH1) 정책 	
협력사 평가 연계

환경·안전 관련 	
지원 및 교육 시행

1)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ESG 기반 유연한 공급망 운영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협력사 행동 강령 	
제정 및 계약 체결

구매

MCB

간사

SCM

공급망 관리 챔피언

C.P 센터장

Steering Committee

구매기획팀장, 업체평가팀장, SCM 팀장

구매

MAIL

구매

MCP

구매

MCM

구매

MCA

구매기획팀

업체평가팀

SCM 팀

안전환경팀

BU 별 부품개발팀

Material Dev 팀

MDK MDC

C.P

MSC 구매

MBC 구매

MNC 구매

MTC 구매

MRC/MBTC 구매

정책수립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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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최근 국내외 ESG 경영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도 강하게 요구되면서, 
만도는 2022년부터 협력사 ESG 평가에 대한 성과를 경영진 KPI 지표로 선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
다. 2025년까지는 주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100% 진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만도는 해외업체 4개사를 포함하여 총 28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수준을 진단하고 관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환
경, 사회, 지배구조, 산업별 특화지표에 대한 총 245개 문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2021년 12
월 기준 21개 협력사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협력사 대다수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항목들의 관리 수준은 양호하나 온실가스 관리, 공급망 
인권 및 노동기준과 같이 ESG 경영 측면상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들에 미흡함을 보였습니
다. 이번 협력사 ESG 평가는 시범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만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리 정책
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협력사 ESG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ESG 경영에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방문,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협력사의 
ESG 정착을 위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가점제, 커트라인 등 단계적인 제도를 반영하고 신용평가, 
기술평가, ESG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 시행

협력사 ESG 평가 과정

협력사 ESG 개선기업 선정과 활동계획

협력사 ESG 평가 주요문항

미흡기업
산업평균 대비

지배구조 
부문 열위기업

우선 개선대상 기업

• 만도 협력사 ESG 관리정책 개선
• 정기적인 협력사 ESG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
• ESG 미흡기업 대상 개선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 온실가스
• 용수 및 폐수
• 대기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

• ESG 정보 관리·공개
• 이사회 및 외부감사
• 윤리경영

지배구조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리콜
• 신재생에너지 기회
• 원재료 소싱
• 제품 탄소발자국 및 연비

산업별 특화지표

• 공급망 인권 및 노동기준
• 사업장 안전
• 인권
• 노동기준 및 관행

사회
3단계 : 결과보고2단계 : 중간보고

1단계 : 온라인 자가진단	
(1차 9월, 2차 10월)

평가대상 선정 및 	
협력사 공지

9월 9월 ~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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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

분쟁광물 정책
만도는 글로벌 분쟁광물 이슈와 관련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

괴를 근절하고자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

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OECD의 Due Diligence Guidance 등 국제 가이드라인을 기

반으로 분쟁광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책에 의거하여 책

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윤리적 조달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관련 

규범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설명회와 교육, ESG 

평가를 통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만도는 고객

사, 협력사와 함께 책임 광물에 대한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여 

정책, 시스템, 관리 범위 등을 개선해 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Highlight

물질관리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어 국가별, 물질별, 용량별 규제 의무사항이 복잡해졌으며, 
3TG2), Cobalt 등 공급제한 리스크에 노출된 핵심 원재료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유해물질 데이터와 분쟁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제 법규사
항을 준수하기 위해 분쟁광물 보고 양식(CMRT3))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자재 협력사로부
터 받은 모든 부품의 구성 물질을 확인해야 하는 실무적 고충을 해소하고자 MMDS(유해물질 관
리 시스템)를 구축하였습니다. MMDS는 제품의 설계정보와 부품정보를 연동하여, 273개 물질에 
대한 국제 법규사항과 실무 유의사항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품정보와 검토요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품별 연관 협력사에 정보를 일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력사로부터의 물질정보 접수여부와 접수율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며, 
법규위반, 중량 정합성 등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가 이뤄집니다. 또한 분쟁광물 관리를 맞춤화하기 
위해 국가별 법규 재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고시된 정보는 시스템에 반영하며, 부품 또는 제품
에 분쟁광물이 포함될 경우 알람 팝업을 게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2021년 8월, 국내 사업장
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안정화를 거쳐 해외 법인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1) MMDS : Mando Material Data System, 만도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2) 3TG : 대표적 분쟁광물인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
3) CMRT :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MMDS1)를 통한 분쟁광물 관리

MMDS 단계별 주요내용

부품정보 	
요청

부품정보 	
접수율 관리

부품정보 	
검토

제품정보 	
검토

법규 	
정보관리

자체 확인 	
기준 관리

부품정보 일괄요청

접수현황 모니터링

검토결과 회신

부품별 협력사 정보관리

1차) 물질정보 접수 및 검토 2차) 기준관리

협력사 ESG 교육
만도는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협력사 ESG 

평가가 진행되는 동시에 ESG 전문가 교육과 자문을 지원합니다. 

교육을 통해 ESG의 개념 및 중요성, ESG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협력사별로 ESG 경영 개선방안 및 자문을 제

공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는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노동 및 인권, 안전보건, 윤리경영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실무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책 URL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30.jsp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30.jsp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2

INTRODUCTION

ESG STRATEGY

SUSTAINABILITY AREAS

PLANET

INNOVATION

SUPPLY CHAIN

   공급망 관리

   상생협력

PEOPLE

GOVERNANCE & ETHICS

COMMUNITY

APPENDIX

상생협력

협력사 관리 체계

협력사 등록 기준 완화
신규 협력사 등록은 잠재 업체 등록과 거래 가능 업체 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잠재 업체 등록 과정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매출, 

사업 기간, 대외 인증 여부, NSQ1) 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재

무적 요소를 평가합니다. 잠재 업체 등록을 마친 협력사를 대상

으로 생산과정, 경영실태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이슈

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매출액 규모의 편차가 큰 현실을 고려하고, 소규모 또는 신규로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21년 신규 협력사 등

록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존의 신규업체 등

록기준을 유지하되 매출액과 사업 기간을 미충족 할 경우 조건

부 승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신규 협력사 등록기준 변경안은 

국내외 전 사업장에 배포하고, 필요시 누구나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선정 프로세스
만도는 협력사와의 장기적인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협

력사 선정 시 품질, 신용과 같은 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환

경, 안전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

의 반부패 및 윤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ISO 14001과 ISO 

45001 인증,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 및 교육 여부 등을 업체 선

정기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협력사 

또한 품질, 납기, 품질 시스템, 환경·안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공급망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1) NSQ : New Supplier Questionnaire

신규 협력사 등록과정

경영실사PSA3) 실시양산견적 검토NDA2) 체결G-TOPs 가입 잠재업체 등록

잠재업체 등록기준 거래가능업체 등록기준

신용평가 매출액 사업기간 견적검토 PSA 경영실사대외인증 NSQ

신용등급	
(S&P BB- 이상 등)

전년도 기준	
100억 원 이상	
(조건부 승인)

3년 이상	
(조건부 승인)

구매담당자 검토 합격	
(80점 이상)

이크레더블 	
실사결과 의거

IATF 16949 	
인증보유	

(원자재업체의 경우, 
ISO 9001인증 보유)

만도 설문양식 	
작성

잠재업체 등록과정 거래가능업체 등록과정

2) NDA : Non-disclosure agreement
3) PSA : Potential Supplier Assessment

*협력사 선정·평가·개선 프로세스 URL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30.jsp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3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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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강령
만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대응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

급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만도는 모든 협력사

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의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요구할 뿐

만 아니라, 협력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만도가 제시하는 윤리, 

환경, 인권, 안전, 공급망, 기술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지침을 준

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은 만도와 

모든 종류의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이며, 더 나아

가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업체 등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

계자도 행동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도

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과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

하고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합니다. 협

력사 행동강령은 SCM(상생협력)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만도 홈

페이지*(G-TOPs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식재산권 보호
만도는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

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법

규 준수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제품 

디자인, 개발, 생산, 판매, 구매, 수출, 수입, 외주, 위탁, 수탁 등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식재산권을 획득, 취급하는 등 

지식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연관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역

시 이에 포함됩니다. 만도는 2021년 해당 규칙의 제13조 협력

사에 대한 준법 감시 조항을 개정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를 통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를 예방할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만도는 협력사와 함께 공정성, 개방성,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도

와 협력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 규

칙’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하

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사항은 만도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며, 하

도급 법규 준수 실태 점검과 하도급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

정거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강령 URL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운영지침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운영지침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운영지침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운영지침

만도 협력사 행동강령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24.jsp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2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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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자금 지원
만도는 해외 동반진출과 설비 투자 등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원

활한 경영을 돕는 직접지원, 협력사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

는 상생협력기금, 협력사 대상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할인을 지

원하는 보증기금 등 3가지 형태로 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832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여 협력사와 합의한 공동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도가 지원하고 그 성과이익을 양사간 

공유할 예정입니다.

협력사 기술 지원
만도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일부를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함으

로써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만도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38

건의 국내 무상특허를 허용하였고, 만도의 특허를 특정 협력사

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20건의 통상실시권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력사 지원

협력사 교육 지원
만도는 협력사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

전 제품 품질계획(APQP1)), 고장형태 영향 분석(FMEA2)), IATF 

16949 개정 해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0개 협력

사의 367명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절한 자원을 제

공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역량교육

1) APQP :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2) FMEA : Failure Mode & Effect Analysis

202120202019

80

975

191

협력사 수 단위: 사

202120202019

367

1,131

261

협력사 임직원 수 단위: 명

협력사 금융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협력사 기술지원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무상특허허용 138 70,265,000 

통상실시권 20 7,830,200 

총계 158 78,095,200

구분
대출지원 기금출연

직접지원 상생협력기금 보증기금

지원액 38,696 34,880 9,648

총 지원액 

83,224  
백만 원

38,696

34,880

직접지원

상생협력기금 우수
동반성장지수

9,648
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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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소통

협력사 고충 처리
만도는 1차,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고충센터를 운영합

니다. 친친활동과 협력사 소리함 등 고충사항 접수 채널을 통하

여 유형별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또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

니다. 2021년에는 총 59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29건이 처리 완

료되었고, 23건이 처리 진행 중이며, 나머지 7건은 OEM 요구사

항이거나 만도 정책과 맞지 않는 건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10월에는 만협회 간담회를 개최

하여 연간 일정과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 영향에 

따른 원자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Partners’ Day
만도는 협력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강화하

고자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파트너스 데이

(Partners’ Day)에는 만도 CEO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과 협력

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

고, 협력사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자 우수 협력사를 시

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1년에는 협력사 11곳에 Supplier 

Of the Year상패를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

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친친(親親)활동
만도는 일대일로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청취해 개

선하는 ‘친친(親親)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88개사를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단순문의 건은 7

일 이내에 회신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개선 활동으로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개선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2021 만도 Partners’ Day 2021 만도 친친활동

유형별 고충사항 접수 비율 단위: %

36

3

3

3

3

4

5

5

9
15

14

구매

시스템

재고

품질

A/S

매너

52시간 근무

금형

COVID-19
기타

생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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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만도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만도의 주요 구성원이자 핵심 경쟁력인 임직원들을 위해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제공 	
및 조직 내 다양성 증진을 통해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업장 비율

100 %

개인 경력개발 계획(CDP) 	
수립 비율

100 %

1인당 복리후생 비용

8.15 백만 원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95 %
*	글로벌 사업장 기준 	
(HL Klemove 포함)

인권	 57

임직원	 60

안전	 69

4.4.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보유한 인재 확대

5.4.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
을 인식

8.5.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

10.2.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

Link to UN SDGs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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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정책

인권경영 선언문
만도는 2021년 4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

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UDHR), UN 기업과 인권이행원

칙(UNGPs) 및 국제노동기구현장(ILO)이 권고하여 국가가 비준

하는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의 인권경영 원칙 및 인권선언문은 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하고 있으며, 선언문 적용 대상은 만도 임직원 및 자사와 거래관

계가 있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만도에 사업활동과 

관련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위험은 없으나, 인권선언문과 행

동강령을 제정하여 리스크 발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정책
만도는 인권경영 선언문과 더불어 취업규칙에 제3장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동

강령을 통해 괴롭힘과 차별 금지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만도

는 성희롱, 성적학대, 폭력, 폭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신체적인 행동을 괴롭힘으로 정의하여 임직원 간 지위,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히는 행동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정치적 견해, 사

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

과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

다. 본 정책은 Global HR Planning 팀을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

으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에 공지 및 

홍보를 하고 만도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도 공개합니다.

인권경영 체계

국내 인권정책기본법, EU 인권실사 의무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도는 

2021년 5월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를 시작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룹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도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국

내외 만도 법인의 인권 담당자를 선정하고 주요 인권지표를 도

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 체계로 고도화하고자 

국내사업장 인권영향평가와 국내외 전 사업장 고충처리채널 효

과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원칙

*인권경영 URL 

*행동강령 URL

만도 인권경영 추진방향

인권존중 차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근로조건 및
노동법규 준수

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보건 및 안전

인권경영

❶  	기업의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권 실사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 구현

「인권경영 선언문」의 인권경영 원칙실행 및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지침 마련

❷  	인권 수준 평가가 아닌 	
인권경영이라는 ‘절차’의 이행관점의 평가

❸  	제도와 임직원 체감 간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가방법 마련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34.jsp
https://www.mando.com/file/code_of_conduct_2022_KOR.PDF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34.jsp
https://www.mando.com/file/code_of_conduct_2022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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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유럽연합(EU)이 2022년 공급망에 대한 인권과 환경위험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공
식화하고, 국내 법무부와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
의를 통과하면서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적 흐름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도는 2021년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10개 분야, 총 159개 지표를 기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주관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이해관계자 인터
뷰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망 인권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강화, 인권경영 실행력 
강화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급망의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을 위한 협
력사 ESG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인권 경영 세부 운영 방침을 수립하여 인권 경영 체
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시행

인권영향평가 10개 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수

4 곳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장 수

4 곳
인권영향평가 사업장 비율

100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소비자보호
및 임직원 
정보보호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고용상의 	
비차별

아동노동의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환경권 보장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제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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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스크 관리

인권 리스크 조치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될 경우, 만도는 그룹 법무팀과 처

리 절차에 의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형을 결정 및 시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제보자 및 피

해자의 신변 노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프로

세스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직장 내 

분리조치, 유급휴가 부여,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어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고충처리 채널 운영
만도는 인권경영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근로

자가 인권 고충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또는 피해자는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 온라인 

시스템 신고, 담당자 이메일,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

충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의 효과성 평가 진행
만도는 2021년 사내 인권경영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조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채널의 효과성 평가를 자

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도 글로벌 사업장의 고충처리 채널 

현황과 수준 점검을 위해 정당성, 접근성, 투명성 등 8가지 대원

칙과 MOC-A(Management of Complaints Assessment) 및 

UNGC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

니다. 평가 결과는 법인별 우수사례를 담은 ‘고충처리 채널 사례

집’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추후 전사적인 고충처리 모델 고도화

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권 통합교육 실시
만도는 인권경영 문화를 기업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인권 통

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2,234

명의 임직원이 인권 통합교육에 참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만도는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실천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 GHRM : Global Human Resource Management 

고충처리 채널

고충 처리 현황

HR 담당자에게 신고, 	
혹은 사내 인사정보시스템 GHRM1) 	

내 ‘HR doctor’에서 접수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그룹 성희롱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성희롱

그룹 정도경영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그 외 기타 윤리 문제

*글로벌 사업장 포함

구분 2021

고충 처리

접수 건수
만도* 21

HL Klemove 3

해결 건수
만도* 21

HL Klemove 3

해결 비율
만도* 100

HL Klemove 100*성희롱 신고센터 URL 

**정도경영 사이버 신고센터 URL

단위: 건, %

https://stop.halla.com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Support.asp
https://stop.halla.com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Suppo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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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가능성 52.4% 리스크 발생 시 손실 70.5%

만도는 지원자 모두에게 공정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인재를 선발하며, 임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목표와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Management Approach

Material Issue 05

・채용비리 발생

・	불공정한 평가 및 보상으로 인한	
임직원 사기 저하

・	합리적 보상을 통한 임직원 	
만족도 향상

・	개인 능력 인정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기개발 활성화

・	시의성에 따른 적절한 성과평가를 	
위해 분기별 평가 도입

・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의 연계

・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준수

・		상시과정 관리를 통해 직원의	
성과 평가 결과 수용도 제고

・			채용 채널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우수 인력 확보

Next Step

공정한 임금 및 인사제도

・	분기별 성과평가 도입

・	사내 추천제도 도입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급여 관리
만도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을 제공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호봉제와 연봉

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매년 기

준표에 따른 정기적인 호봉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연봉제는 책

임급 이상 사무직 직원에게 적용되며, 최초 연봉 계약 이후 매년 

성과평가와 연계해 연봉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비정규직 근로

자의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고와 연계하여 매년 1월 최

저시급 이상으로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인상을 진행합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채널 다각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채용, 수시채용을 병행하여 우수한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사내 추천제도’

를 도입하여 내부 직원들이 적합한 인재를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조직이 신설되거나 신규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공모(Job Posting)제도’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

에게 부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 과정

이 비밀로 유지되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만도는 구성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직원

임직원 관리

공정한 채용 문화 
만도는 모든 입사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용 

시 연령, 지역, 인종, 국적, 종교 등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채용 법

규를 준수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 취약계

층을 위한 고용정책도 운영합니다. 면접관은 채용절차 공정화 법

률에 따라 준수사항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면접 시 직

무와 무관한 질문을 제거하고, 채용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여 공정한 채용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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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및 보상
만도는 직원 스스로가 회사의 비전과 장·단기 전략, 당해연도 사

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

행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제도(MBO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몰입을 높

여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

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평가를 분기별

로 나누어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충

분한 면담을 통해 목표 달성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 합

니다. 연말 최종 평가 결과는 성과가급과 연봉인상률의 차등 적

용의 기준이 되며, 승진 심사에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Core Task 기반 이력관리 및 경력개발계획(CDP) 수립
만도는 글로벌 직무전문가를 육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구축하고자 개인별 직무이력과 경력개발계획(CDP) 제도를 개

선하였습니다. 기존 직무기반 이력관리를 ‘Core Task 기반 이력

관리’로 구체화하였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

격 요건과 개인이 보유한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스스로 경

력목표를 수집하고 만도는 이를 활용해 개발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합니다. 직무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무이동, 배치, 승진 

시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며 글로벌 제

품조직 내 필요인력 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만도는 임직원 스스로 경력개발경로를 수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경력개발계획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트랙을 세 

유형(Leader, Program Manager, Expert)으로 나누고 커리어 

인식, 확장, 응용의 단계를 거쳐 개인의 경력개발을 관리해 나갑

니다. 팀장은 팀원이 계획한 경력목표와 이동시기를 고려하여 

상시 전환배치를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 업무를 조율합니다.

학습 멘토링 관리 신설
만도는 2021년 4월 학습 멘토링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팀원이 

직무 영역별 연간 자기주도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하면 팀장은 학

습멘토로서 연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학습계획과 학습평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부분이 학습계획에 반영되어 실제 실행으로 연결되도록 

돕고 있으며 사외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다면 진단
만도는 올바른 리더십 구축을 위해 팀장 이상의 조직장을 대상

으로 다면 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향상을 위해 사업

관리 및 조직관리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상사, 동료, 팀원들의 

평가가 진행되며, 진단 결과는 개별적으로 피드백하고 리더십 

개발 교육과 연계하여 만도가 지향하는 올바른 리더십이 발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만도는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 대상 기업으로 전 직원에게 확

정급여형(DB2))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퇴직연금 도

입 후 매년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을 웃돌아 사외 적립 자산을 관

리해 왔으며 2020년 말 기준 사외적립금 적립 비율은 94.21%

에 도달합니다. 2022년 말까지 100% 적립 비율 달성을 목표로 

사업계획 등 현금흐름에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불입계획을 반영

해 놓았습니다.

1) 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2) 	DB : Defined Benefit, 적립금 운영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운용 결과와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

MBO를 수립한 직원 비율	
(MBO 수립인원 / MBO 수립 대상 인원)

100 %

구분 국내 해외

진단 대상자 153 198

진단 참여자 2,352 2,349

참여율 94 85

리더십 다면 진단 운영 성과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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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

인재육성 체계
한라인재개발원은 ‘ACTIVE Learning Experience Coordinator 

for Growth’를 목표로 만도를 포함한 한라그룹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Halla spirit을 이해하고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First Class를 지향하는 탁월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인재 교육,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학습활동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COVID-19 상황에 대

응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온라인 교육 전용 Studio 추가, 전용 학습공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전략

2021년 핵심 추진과제

목표: ACTIVE Learning Experience Coordinator for Growth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성과에 실질적 기여

인재육성 정책

핵심인재 및 조직에 맞춤화 된 	
학습지원 강화

지속적인 핵심인재 Intervention

젊은 조직에 부합된 리더십 개발

핵심사업 전략과 연계된 학습지원

R&D 및 디지털 전환 중심의 	
직무전문성 향상

만도 R&D 기술교육 Renewal

Digital Transformation 기초 역량 	
확보 및 핵심인력 육성

현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직무교육 강화

학습자 중심 민첩한 학습체계 구축 
(제도, 시스템, 환경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습 제도 마련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 구축

한라정신에 기반하여 임직원의 성취감, 	
자부심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미래전략에 	
부합한 핵심역량을 양성한다.

First Class를 지향하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한다.

Halla Spirit

Organizational 
Growth

Individual 	
Growth

핵심인재·조직육성 

‘미래로’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인재의 육성·지속적 학습 지원과	

사업전략의 Key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핵심인재 미래로 리더십

직무 전문성 향상

‘제대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배양과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직무의 전문가 육성

전문성 제대로 직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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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a Business School 운영
만도는 Halla Business School(HBS)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을 견인해 나갈 미래 경영자를 조기 육성하고 있습니다. 책임급

(HBS), 상무급(HBS PLUS), 직급별로 교육과정을 열어 약 6~10

개월간 전략, 재무회계, 마케팅, HR 등 MBA 중심의 커리큘럼 

기반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부터 2022

년 상반기까지 총 28명의 핵심인재가 HBS 교육과정에 참여하

고 있으며, 2022년에는 HBS PLUS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uture Leader 육성
한라인재개발원은 2020년부터 만도를 비롯하여 한라그룹을 이

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 후보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조직 차원

의 성과를 창출하고 향후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잠재력을 가진 

젊은 인재를 ‘Future Leader’로 정의하고, 선발된 인원에게는 

경력과 상황, 조직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커리어 코칭 

및 리더로서 조직의 육성과 성과 창출을 돕기 위한 리더십 코칭

이 병행됩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 회장님 간담회를 통해 최고

경영자의 경험과 경영철학을 공유합니다. 이외에도 연 200만 

원 규모의 개인별 맞춤형 역량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Work Smart 프로그램
만도는 스마트하게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로보틱 처리 자

동화(RPA1)), 데이터 관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주제로 Work 

Smart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수적인 5대 

핵심 비즈니스 스킬2)에 대한 교육과정 및 실무 적용도가 높은 

DT3)스킬을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개월간 글로벌 콘텐츠를 자율 수강할 수 있는 ‘링크드인 러

닝’ 과정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전체 그룹 기준으로 총 14

개 과정 31개 차수를 운영하였으며, 567명의 직원이 이수하였

습니다.

1) 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2) 5대 핵심 비즈니스 스킬 : 재무회계, OA, 디지털, 보고/발표, 협상
3) DT : Digital Transformation

DT스킬별 교육과정HBS 교육과정

• 차세대 리더 육성

• 책임급 대상

• 	미래 경영자로서의 경영 기본지식 및 조직 	
리더십 습득

• 차세대 최고경영자 육성

• 임원 대상

• 비즈니스 통찰력 및 전략 실행력 배양

HBS

HBS PLUS

집합교육 온라인Live 온라인

전문 (선발)

기초 (선택)

기초 (공통) DT Mindset (한라그룹 DT전략, DT 기초, DT 통계기초)

데이터 리터러시 (씽킹랩)

파이썬1 (엘리스)

PJT 기반 UiPath 활용법 습득 데이터 자동화 및 시각화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모델링

파이썬2 (엘리스) 데이터분석 (엘리스)

RPA 데이터 관리 데이터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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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율형 학습조직 운영
만도는 R&D 연구원의 자발적 학습·연구 모임을 지원하고

자 2021년 만랩(Man-lab)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만도

(Mando)의 연구실(Lab)과 직무 최고 레벨을 지향한다는 만렙

(Lv.10,000)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R&D 지식과 기술에 대해 자

유롭고 자율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Software Architecture, 파이썬 활용 등의 주제로 총 

30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총 4차에 걸쳐 누적 23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학습 달성도는 모바일 App에 남긴 인증사진으로 

자동 측정되며, 달성률과 참여도가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메타

버스를 통한 만랩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SW(소프트웨어) 핵심역량 강화
만도는 자동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직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SW 입문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업

에 맞춘 실습환경을 구축해 소프트웨어 구현과 테스트 중심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021년 상하반기 총 4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A-SPICE 인증

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통합 및 최적화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SW 핵심기술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부 과정 중 ‘A-SPICE 기본교육’은 SW 직무 필수과정으로 지정

하고 ‘A-SPICE 전문가 인증’ 제도와 연계하는 등 직무역량의 전

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기본과정은 10차수 동안 292

명이, 실무과정은 6차수 동안 13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SW 직무 내 전문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SW 아키텍처 설계

과정(기본/설계)’에는 기본과정 130명, 실무과정 42명이 참여하

였습니다.

정년 퇴직자 생애설계과정 운영
만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퇴직 이후의 생애를 스스로 

점검하고 설계함으로써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애

설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

애설계과정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거시적 변화 흐름

을 바탕으로 생애 설계의 의미와 생애 영역별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퇴직 이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여가, 자아정립, 

관계, 자산관리, 중·장년 진로 설계, 정부 지원 정책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년퇴직 예정자 21명이 생애설계과

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만랩 시상식 정년퇴직자 생애설계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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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MZ세대 소통 리더십 프로그램
만도는 세대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리더들이 젊고 건강한 

조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리더

십 살롱과, 리더십 클라쓰’를 운영하였습니다. 리더십 살롱이란 

한라그룹의 리더십 교육 토탈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러닝 기반 

리더십 클라쓰 및 리더십 전문가의 그룹 코칭과 팀 시너지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학습한 리더십을 현장에 적용하고 피

드백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리더십 

클라쓰를 통해 임원, 팀장, 파트리더를 대상으로 매주 3회(월/

수/금)에 걸쳐 리더십 콘텐츠를 영상, 카드뉴스, 칼럼 등 다양한 

형태로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리더가 MZ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구성원이 보유한 역량과 개인의 비전을 조직

을 통해 발현할 수 있도록 MZ세대 동기부여 방법, MZ세대 맞

춤 업무지시법 등을 공유하여 ‘젊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청년중역회의체 ‘Value Board’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혁신적인 기업문화 활동을 추

진하고자 CEO 직할로 운영되는 ‘Value Board’는 MZ세대 중 

역량과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

체는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교육, 소통, 근무환경, 

일하는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건설적인 기업문화

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Value Board

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정착을 위한 직원 공감대를 형

성하고자 ‘Eco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Team David’
팀 데이비드는 2016년부터 운영된 ‘도전적이고 형식에 얽매이

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빠른 실행

력을 가진 한라그룹의 젊은 조직입니다. HR, 기업문화, 근무환

경과 관련된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1년간 회장실 직할 

비상근 조직을 구성하여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그룹 최고 

경영층에 건의합니다. 입사 7년차 내외 직급의 현업 근무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누적 68명(1~6기)의 임직원이 팀 

데이비드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0명의 신규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새로운 기업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체 이력

리더십 살롱 프로그램 구성

리더십 관련 지식 콘텐츠를 영상, 카드뉴스, 	
칼럼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제공

리더십 전문가를 통해 리더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훈련하는 그룹 코칭

젊고 건강한 팀을 만드는 팀 시너지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클라쓰

리더십 코칭

팀 프로그램

Young Board

1990~2003

YB 경영연구회

2003~2004

차세대위원회

2005~2007

Value Board

2008 ~ 현재

팀 데이비드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66

INTRODUCTION

ESG STRATEGY

SUSTAINABILITY AREAS

PLANET

INNOVATION

SUPPLY CHAIN

PEOPLE

   인권

   임직원

   안전

GOVERNANCE & ETHICS

COMMUNITY

APPENDIX

리스크 발생가능성 58.3% 리스크 발생 시 손실 60.6%

조직문화 및 복리후생

복리후생 프로그램
만도는 복리후생 제도를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임직

원이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 일하는 보람, 사는 보람의 향유, 생

활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나아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는 크게 시설 지원, 

생활 지원, 건강·문화생활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복리후생 프로그램

• 사원주택(아파트/기숙사)
• 체육시설
• 	기타 복지시설	
(구내식당, 의무실, 탈의실, 샤워실 등)

• 급식
• 차량지원(통근, 귀향)
• 피복 및 안전보호구 지급
• 의료비 지원
• 경조금, 조사지원제도
• 학자금 지급
• 주택융자금 지급 

• 건강진단
• 취미반 운영
• 하기 휴양소 운영
• 종합행사(사생대회/체육대회 등)
• 산업재해 보상
• 일반재해 등 보조금 지급

시설 지원 생활 지원 건강·문화생활 지원

• 우리사주조합
• 퇴직자 기념품 지급
• 명절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운용
• 개인연금 등 편의제공

만도는 젊고 역량 있는 건강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을 독려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워라밸을 존중하고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유연근무제, 	
여름휴가제, 재택근무제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Material Issue 06

・	SW 등 핵심인력 확보 및 유지 실패

・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 발생

・	수평적 조직문화 기반 업무 	
효율 극대화

・		핵심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

・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		사내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

・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핵심인력 유지

・	유연근무제, 여름휴가제 등 	
제도 활성화

・		노사 무분규 달성

Next Step

임직원 참여 및 복리후생

・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8.15 백만 원

・		9년 연속 노사 무분규

・	유연근무제, Flexible 여름휴가제 	
시행

Opportunity Mando Strategy Performance TargetRisk &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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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취미활동 지원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친목을 돕고자 취미활동을 지원

합니다. 직원들의 기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취미반은 1

인 1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내 웹진을 통해 활동 모습을 공

유합니다.

자율과 책임이 있는 근무문화
만도는 주 40시간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근무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름휴가 시기가 고정되어 있었

으나 2021년부터는 ‘Flexible 여름휴가제’를 시행하여 4~9월 중 

희망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량에 따라 개인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관

리하는 유연근무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10

분 단위로 선택해 입력하되 정상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포

함하여 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팀장의 승인 없이 근무할 수 있습

니다. 표준근무시간 내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근무하도록 하

여 업무시간 중에는 최대의 업무 생산성을 발휘하고, 그 외 시간

에는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 등으로 Work & Life Balance를 실

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COVID-19 상

황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 따라 사무실 내 공

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임시로 시행하고 있습

니다. 재택근무를 독려하고자 팀에서 최대 50%까지 원하는 일

자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만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을 덜고자 출산·육

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 반드시 출

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일과 

삶의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동호회 홍보 모습 (야구/바느질)

만도의 유연근무제

출산·육아휴직 사용현황

단위: 명

단위: 명

98

24

45

24

121
101

28
23

2020

2020

2019

2019

2021

2021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10분 단위로 선택하여 근무

매월 근태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22시 이후 야간근무를 	
원칙적으로 불가

21시 이후에 퇴근한 경우, 	
12시간 이후 출근하는 최소 	

휴직보장제 운영

만도 HL Klemove

출산휴가 사용자 수

육아휴직 사용자 수

12Hour22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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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어린이집 프로그램2021년 사내 어린이집 운영현황 단위: 명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
만도는 판교 R&D센터, 평택과 원주 사업장에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집중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 환경과 특화된 사내 어린이집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국가 표준교육과정, 누리

과정을 토대로 연령별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행복한 

아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회사를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겠습니다.

노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만도는 근로자가 헌법 제33조(근로3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

동조합과 교섭을 시행하고, 근로자위원들과 분기별 노사협의회

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비롯한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

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연 2회, 노

사 경영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미래차 TF 실무협의체

를 개최하여 노사가 함께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현장 직원

들의 고충 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조합과 상시 간담회

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만도는 9년 연

속 무분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COVID-19의 영향 등으로 대내

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노사가 자동차 산업의 경영환경에 인식

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도 노사는 상호 존중 하에 구성

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발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건

설적인 고민을 나누며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

노사 무분규

9년 연속

판교

원주

평택

원아 수

원아 수

원아 수

교직원 수

교직원 수

교직원 수

*판교 사업장 데이터에 HL Klemove 데이터 포함됨.

56

10

1

18

6

3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 주도, 몰입이 	
이루어지는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라 제공합니다.

*만1~2세 : 	자발적 탐색을 위한 오감체험과 자율성 증진을 위한 주도적 놀이로 구성
*만3~4세 :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 활동으로 구성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미래세대 핵심역량인 3C(Critical thinking 사고력, Creativity 	
창의력, Collaboration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운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① 체험으로 배우는 Plan Go Play
② 언어 발달을 위한 스토리 톡 나만의 책 만들기 활동
③ 신나는 동요와 함께하는 폴리폴리 체조

3C 특성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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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 경영방침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만

도는 새롭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요구사항과 적법한 조치, 예방 

활동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환경 경영방침을 개

정하였습니다. 만도는 안전환경 경영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고, 관계 법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수준 

높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설계, 생산, 폐기 

등 모든 단계의 잠재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성 감소를 위한 적절

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합니다. 안전환경 활동에 모든 임직원

과 협력사의 참여, 협의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자율안전환경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위: %, 명안전보건 성과

구분 2019 2020 2021

산업재해율 0.18 0.18 0.45 

질병재해율 0 0 0 

사망사고 수 1 0 0

강도율 0.17 0.18 0.23

종합재해지수
(FSI)

0.45 0.45 0.66

2021년 안전보건 주요활동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 중대재해 처벌법(신설) 대응

• ISO14001 & 45001 운영

• 사내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

• 	노사 작업환경 개선 TFT 운영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안전보건 패트롤 운영

• 잠재재해(아차사고) 발굴·개선

• 	COVID-19 대응

•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 		안전보건 홍보 활동

•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원칙준수 안전보건관리 강화 건강관리 및 의식 강화

*사고유형 : 충돌, 협착 무리 등 안전캠페인 전사 안전보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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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만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실질

적인 안전보건 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 분기별 1

회 노사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제고하

고, 근무환경에서 발견한 안전보건 리스크를 제보함으로써 안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보건 위험 요소로 지적된 COVID-19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진

단·조치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 체계
만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무재해, 무화재, 무사고(3無) 달성을 목표로 전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핵심관리지표인 종합재해지수를 2020년 대비 50%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인증(KOSHA 18001)이 KOSHA-MS로 전환됨에 따라 시스템을 전환 완료하였고, 국제 ISO 45001 인증으로 국내외 사업장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재해지수를 핵심성과지표(KPI)로 채택하고 사업장별 재해 발생빈도와 강도를 관리함으로써 안전환경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

법과 원칙에 준하여 	
판단하고 실행한다.

전문성을 기초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배려와 소통으로 신뢰 
및 협력을 추구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구축비전

무재해, 무화재, 무사고(3無) 달성슬로건

2025년 종합재해지수 0.22 달성
(2020년 종합재해지수 0.4 대비 50% 감소)

목표

실행이념

핵심가치 Work Principle Work Smart Work Together

ISO 45001 인증 현황* 단위: %

20202019 2021

94 94 100

만도 HL Klemove

원칙성 역동성 일관성

*글로벌 사업장 포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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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및 완화
만도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을 구현하고자 사업장별 안

전보건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작업을 분류하고, 위험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은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 후에도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위험성 감소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를 파악하고 나아

가 발생빈도와 재해 결과를 예측하고자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를 병행 운영합니다. 평가 결과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데 활용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준

만도는 안전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전 영역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성실히 이
행하고자 직무별 근무환경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기계기구 점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신설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 인원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해설서를 바탕으로 법규를 분석하고, 그룹 법무실과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
이고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요구사항에 적법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만도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 임직원들이 안전문화를 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규 대응
Highlight

2021년 안전보건 원칙준수 부문 주요활동

• 	안전보건 교육 시행

• 작업환경측정 시행 (반기1회)

• 특수 및 일반 건강검진 시행

• 로봇 설비 등 위험기계기구 관리

• 안전보건 교육 시행

• 전사 대응 조직 신설 및 개편

• 대응 인원 신규 채용

• 그룹 법무실/법무법인 연계 대응방안 수립

• BSI 인증원 심사 수검 및 인증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KOSHA-MS & ISO 45001 운영

• 1년을 주기로 전 공정에 대한 평가 실시

정기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 신규도입 또는 변경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수시평가

작업공정 	
분석 및 	

자료수집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계획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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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사고 조치 프로세스
만도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했을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90조 작업의 중지에 의거하여 작업 중지 및 

대피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보장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확한 조사와 보고, 개선하기 위해 ‘ISO 

45001 재해조사 및 보고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 사고 유형별로 조치요령을 제시하며, 재해가 발생

할 경우 즉시 경영층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

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재해 재발 방지 계획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확대를 

방지합니다. 재해자의 경우 ‘재해자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신체

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노사 작업환경 개선 TFT 운영
만도는 노사가 함께 ‘작업환경 TFT’를 구성하여 작업 환경 내 

취약 라인을 검토하고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쾌적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소 배기장치와 냉·난방 시설을 개

선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대체 방

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하여 임직원의 건

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

가겠습니다.

사내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
만도는 사업장별 위해·위험 제거를 위해 사내운반차량 안전관

리 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게차 안전 인프라 확대를 위

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이동 경로, 작

업구역에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 124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높

이는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만도는 앞으로도 위해·위험 요소

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 협의체·패트롤 운영
만도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하

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Safety Patrol(일일 

순찰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afety Patrol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순찰조가 매일 취약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6시

에 현장을 순회하고 위험 요소를 적시에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월별 개선 주제를 수립하고 Safety Patrol과 함께 안전 캠페인, 

특별안전교육, 아차사고 발굴 등의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병

행하여 안전 활동이 조직문화로 정착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잠재재해 발굴 및 개선
만도는 사업장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해 작

업장 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잠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아차사

고 발굴·개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게차, 로봇, 중량물, 회

전체, 컨베이어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진행하였고, 특

히 작업 발판과 컨베이어 건널 계단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미끄럼, 협착, 추락, 질식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잠재 위험 약 

650건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잠재 위험 발굴과 후속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행자 통로 및 지게차 작업구역 도색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요령

*비상사태 : 화재, 폭발, 중대 안전사고, 환경오염 유출 등

1단계

전파/신고

2단계

초기조치

4단계

수습/종결

3단계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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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및 안전 문화 내재화

COVID-19 대응
COVID-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역을 실시하고 문

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인력을 운영하고자 자체 자가격리 기

준을 수립해 전사에 적용하고, 재택근무, 예방접종 휴가제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만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COVID-19에 대응해 나가겠

습니다.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만도에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유해 위험 방호시

설, 교육시설, 종합방재센터,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

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

을 시행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며, 특

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고위험군 임직원을 대상으로 혈

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기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집중 관찰을 진행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유비

오맥파 측정기를 활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 클리닉, 직무 스

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 교육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돕고자 물리치료와 

KEMA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심리상담 지원제도
COVID-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의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해를 줄이고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만도는 국내 전 사업장의 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센터

장 추천을 통해 조직 내 직무 스트레스, 개인의 심리와 정서, 동

료 및 상사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는 직원을 접수하였으며, 상

담 내용의 비밀보장을 위해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온·오프

라인 일대일 상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한 명에 대해 회당 

10만 원씩, 연간 6회에 걸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효과성 검증 후 2022년부터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임직원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경각심을 높이

도록 안전 지식과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전교육은 임직원의 근무상황에 맞춰 신규·정

기·특별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관리

감독자 주관으로 작업 시작 이전에 전사적 설비 보존(TPM1)) 활

동을 실시합니다. 2021년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관리감독자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

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교육 내용과 빈도는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안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2시

간씩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만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물류, 식당, 경비 등을 

담당하는 상주 협력사와 매월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력사 안전

보건 공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회의와 분기별 

합동 순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사 안전보건 기술지

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운반구 안전장치 및 안전 보호

구 착용, COVID-19 대응,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행동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안전보건 행동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1) TPM :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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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발생

0 건

내부 감사 실시 사업장 비율

100 %

이사회 참석률

100 %

정보보안 위반 발생 건수

0 건
*글로벌 사업장 기준

거버넌스	 75

정도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78

정보보안	 81

16.3.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
한 접근을 보장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

16.6.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

Link to UN SDGs

In this Area

Governance & Ethics
만도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을 포함한 대내외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즉각 대응해 나가며 안정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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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기업경영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최

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만도는 지배구조 정관 제33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회는 총 7명(사내이사 3

명, 사외이사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자동차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

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는 법적 

사항에 따라 연임 최대 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만도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외이사 임명 제한 

요건 규정’에 따라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수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만도의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로 선임하며, 사외이

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자격 심사 

후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

정합니다. 만도는 지배구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당해 회

사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받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만도는 Corporate Management 조직 내 Gloabal Finance 

팀을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규

정에 따라 전문가 등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외이

사에게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사외이사가 법률, 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

사, 금융업, 투자전문가 등으로 재직하며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상태로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적합한 교

육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최초 선임일 임기 활동분야

사내이사

정몽원 남 - 2023.03 CEO

조성현 남 2021.03 2024.03 대표이사, 자동차 Sector장

김광헌 남 2020.03 2023.03 대표이사, Korean ER Center장 및 Central Purchasing 총괄

사외이사

김한철 남 2017.03 2023.03 재무자문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경수 남 2017.06 2023.05 법률자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찬 남 2020.03 2023.03 금융자문 (前 SJL파트너스 부대표)

박선영 여 2022.03 2025.03 재무자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단위: 회, 건,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개최수 5 7 9 

의결 안건 40 29 45

사외이사 평균 
참석률

93 97 100

202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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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만도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

법 제542조의 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이상

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추천절차

와 평가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김한철 사외이사 (위원장)
김경수 사외이사
김광헌 사내이사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감사위원회

김한철 사외이사 (위원장)
김경수 사외이사
박선영 사외이사

사외이사 3명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김경수 사외이사 (위원장)
김한철 사외이사
박기찬 사외이사
박선영 사외이사

사외이사 4명

독립성 및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및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활동 추진을 위한 감독

내부거래 점검 및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

구성 

목적

역할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 점검 및 보완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감사업무 정관 또는 내규에 정해진 사항 검토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사전 승인

・ESG 관련 활동 보고 및 심의

・	기타 위원회의 중요 사안 보고에 대한 사전 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2022년 4월 기준

이사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법률 및 재무, 회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분

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

으며, 경영진의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를 진행하여 지배구조 건

전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가 감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

회에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만도는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고도화를 위해 2021년 7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

다.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증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논의와 검증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이행 

및 ESG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과 활동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대표이사 직속 지속가능경영 추진단을 출범하

였으며, 지속가능경영 추진단은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 연2회

에 걸쳐 지속가능경영 원칙, 전략 및 리스크에 대해 보고를 실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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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수체계

이사진 성과평가
만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라 이사

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및 외

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한 이사회 활동 전반을 포괄하여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

하며,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의 보상과 재선임 등에 활용됩니다. 

이 외에도 사내이사에 대해 위원회 출석 및 참여현황 등을 포함

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 도입
만도는 2021년 12월 이사회 평가를 도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이사회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

렴하였으며, 설문 항목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구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결과의 반영으로 구성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 4.7점을 기록하였

으며, 감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평가가 처음 

진행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만도는 이번 평가 도입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평가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사진 보수 규정
만도의 이사·감사의 보수는 이사 보수규정 및 사외이사 보수규

정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

급하며, 2021년 3월 실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100억 원의 보

수 한도를 승인받았습니다. 보수 결정 시 등기이사는 경영성과

와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반영하고, 사외이사는 전문 분

야에 대한 전문성과 위원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반

영합니다. CEO 성과보수에는 ROIC, 영업이익율과 기업 가치, 

ESG 경영활동 등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4,194 1,398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9 69

감사위원회 위원 3 213 71

감사 - -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한라홀딩스 본인 보통주 14,203,250 30.25

정몽원 임원 보통주 3,310 0.01

배홍용 임원 보통주 1,210 0.00

김광헌 임원 보통주 1,000 0.00

조기행 임원 보통주 1,120 0.00

합계
보통주 14,209,890 30.26

우선주 - -

이사회 보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2021년 12월 말 기준 주식 소유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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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Risk

정도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정도경영

정도경영 운영방침
정도경영은 한라그룹의 창업정신이자 핵심 가치로, 만도는 기본

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 임

직원이 정도경영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정도경영 목표와 세부 운

영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정 및 비위 행위부터 경영방침

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부실채권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 활동을 상시 진행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부패 리스크

를 관리합니다. 만도는 앞으로도 정도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투

명하고 선제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리 전담조직
만도는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4조 주관

부서 및 임무에 따라 그룹 내 회사의 모든 감사 업무는 정도경

영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타 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

임하여 감사의 위탁 또는 공통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정도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 보고체계, 귀책 및 상벌(징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

고 있으며, 그룹 내 회사의 모든 조직 단위와 그에 속한 전 임직

원에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 및 법규 준수 행

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위해 그룹 법무실

과 Global Legal Center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 정책
만도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형

성하기 위해 윤리규범, 윤리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모든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

다. 적용 대상은 만도 전 계열사로 국내외 생산 및 판매 법인, 자

회사 및 합작투자사를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만도와 거래관계

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행동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

며, 전사에 올바른 행동규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이 외에도 한라그룹 정도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반부패 및 뇌물, 공정거래 등에 대한 기준을 규

정한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지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운영방침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CEO 중심경영 정착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정도경영 핵심가치 전파를 통해 그룹의 대담한 도약에 기여한다.

목표

운영 방안

*행동강령 URL

**윤리규범 URL

***윤리행동지침 URL

투명경영 점검/모니터링 ESG 가치실현 정도경영 실천(홍보/교육)

소통과 신뢰 �
기반 감사

엄격한 �
부정 관리

・	경영지표 	
검증 강화

・선제적 Risk 예방

・	무관용, 	
일벌백계원칙 

・	제보 활성화

・	안전환경 법률 	
Risk 점검

・	고위험 사업장	
/시설 집중

중대재해법 �
사전 점검

・	Hybrid 근무	
환경 보안강화

・	PC 보안통제	
(잠실/판교)

정보보호 �
시스템 구축

・	ESG 테마 점검

・	ESG 수평적 전개

ESG �
리스크 관리

・	그룹/계열 ESG 	
심사 지원

・	정보보안 
Compliance

ESG 심사 �
및 공시지원

・	정도경영 	
문화확산

・	Home Page 
Update

정도경영 �
가치홍보

・	정도경영 	
윤리교육 강화

・	감사 직무 	
교육 강화

내/외부교육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24.jsp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Rule.asp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Guide.asp
https://www.mando.com/sustainability/sustain24.jsp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Rule.asp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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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윤리행동지침 제6조 윤리규범 준수 및 비윤리 행위 신고에 따

라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도경영실로 신고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

록 온라인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내부 

제보자 보호 제도를 통해 윤리규범 위반사항 제보자와 의견 진

술자의 신변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가 인사상의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허위

제보 3건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 불만 등 총 7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되어 모든 건에 대해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규정 제18조를 준용하여 

징계 처리하며, 전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 교육 
만도는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공정거래, 영업 비

밀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도경영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업장까지 

만도의 정도경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교육하기 위해 한국어, 중

국어, 영어로 번역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 소통 접근성을 높이고자 비대

면 온라인 형태의 신입사원 입문과정(3회), 경력입사자 입문과

정(6회), 사무·연구보조 신규입사자 과정(1회)을 총 201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

교육이 불가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도경영 교육 교재를 제작

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만도의 윤리 규범과 분쟁 조정 신청 절

차,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협력사의 정도

경영 인식를 강화하였습니다.

윤리 위반 징계제도 운영
만도는 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정도경영실장은 감사 결과 중요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

거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규정과는 별도로 정도경영심의위원회를 구

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정도경영실의 모든 임직원들은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내부제보자에게 내부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자진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제보를 통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가진 제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책임감면

내부 제보자 보호 제도

내부 업무감사 현황

불만사항 제보 실적

제보처리 절차

2021

2021

2020

2020

2019

2019

내부 업무감사 징계현황 (감봉이상 중징계 건수) 단위: 건

단위: 건

0(0)

7

 3(0)

7

8(5)

4

제보	
접수

내용	
확인

조사	
개시

조사	
완료

종결 처리결과 	
확인

*사이버 신고센터 URL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Support.asp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Suppo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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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만도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주요 의사결정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 계약 시 법률 위

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등 상시 준법 감시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IT 시스템의 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사내 인사 정보 시스템

의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

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반부패 등 분야별 컴플라

이언스 인식을 제고하고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컴플라

이언스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를 받

고 있습니다.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강화
만도는 2021년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반기마다 

협력사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도급

법 준수 실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대상 하도

급법 교육을 통해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

과 등을 공유하고 컴플라이언스 관리 중요성을 제고합니다.

IP 컴플라이언스 교육
만도는 잠재적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

내외 법인별로 IP1) Compliance Policy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법

규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COVID-19로 대면 교육

이 불가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식재산 법규 준수 교육과정 온

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독

일, 인도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법규 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을 상반기에 개발하여 시스템에 등재한 후, 하반기부터 교

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970명이 교육을 수료하

였고, 이후에도 매월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준법서약서 작성
만도는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 매년 온라인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도 한국 사

업장의 임직원 준법서약서* 작성률은 10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임직원 스스로 지식재산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센터 URL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관리

구분 진행일자 하도급 점검내용

하도급법 점검

2021.07.01
상반기 하도급법 준수 실태 및 	
정기물품 대금 지급 현황 점검

2022.01.03
하반기 하도급법 준수 실태 및 	
정기물품 대금 지급 현황 점검

2021.04.08~27
구매, 부품개발 등 구매센터를 	
대상으로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질의 응답 실시

하도급법 교육 2021.11.23
하도급법 개정 사항,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부당 반품 금지 등 	
하도급법 관련 교육 실시

국가 교육 대상자 교육 수료자 수료율

한국 483 466 96.5

미국 140 140 100.0

말레이시아 57 57 100.0

독일 39 58 97.4

인도(Softtech) 97 97 100.0

중국 172 172 100.0

합계 988 970 98.2

단위: 명, %2021 지식재산법규 준수교육 현황

1) IP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권

사업장 작성자 수

한국 MDK 2,195

북미 MCA 149

인도 MAIL 33

인도 MSI 258

유럽 MCE 78

중국 MBTC 144

중국 MRC 226

합계 3,083

*정보보안 서약서와 연계

단위: 명2021 지식재산법규 준법서약서 작성 현황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Support.asp
https://ethics.halla.com/ethics/ethicsSuppo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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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체계

만도는 중요 정보자산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맞춰 철저한 점검과 개선 활동을 수행합니다. 기술, 사

람, 프로세스, 거버넌스의 4가지 부문별 관리체계를 마련해 관

리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업무의 객관성과 방향성을 확보하고

자 ISO 27001 인증, 고객사 보안점검, 보안 컨설팅 등 보안 평가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정보보안 Compliance 

준수, Global OEM의 보안요구사항 대응 등을 강화하고 고객

을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

다. 또한 보안관제, 이상징후 통합관리, 보안센터, 책임추적성

(Accountability) 강화 등을 통해 능동형 정보보안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정보보안 규정

만도의 핵심 기능인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등의 모든 정보자산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자는  보안

관리 사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보안 관리

규정,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규정 등 정보보안 정책서를 사규

로 등록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G-BPMS1) 업무 사이트에 게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인지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보보안 조직
만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임원급으로 정보보안 최고책

임자(CISO)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인력

은 관리·물리·기술 영역의 보안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보

안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및 컨설팅 경험 등 적절한 역

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사 정보보안 및 사

이버보안 성과는 매년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와 정보보안 팀장의 

핵심성과지표(KPI) 항목과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만도의 유·

무형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인증
만도는 2013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7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정보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표준

화에 부응하고자 국제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2021년 국내외 8개 사업장2)의 국제 인증 획득으로 국

내외 경쟁 입찰 시 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G-BPMS : Global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2) ISO 27001 인증 사업장 : 국내-판교, 평택, 원주, 익산, 기흥 / 해외-독일, 폴란드, 인도

・보안정책의 지속성 개정

・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조직구성

・보안교육 및 홍보강화

・보안점검 및 변경점 통제

・	보안침해사고 대응 및 	
위반자 처리

관리방침

・교육점검

・시스템운영

・IT개발보안

・예외처리

・출입 반출입

・침해사고

관리 프로세스

주요 관리분야별 표준 	
보안업무절차 수립

사람 기술

정보보안 관리단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보안관리

IT보안 	
아키텍쳐 	

수립

・입사자

・	연구원

・IT인력

・퇴사자

・협력사인력

・	보안담당자

・서버

・	데이터베이스

・IT네트워크

・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모바일

・보안 운영체계

・IT인프라 보안체계

・개인정보 보호체계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체계 

보안
컴플라이언스

대응체계

정보보안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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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고도화

정보보안 활동 강화
만도는 COVID-19 정부 방역지침 등으로 임직원의 근무형태1)와 

정보보안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술문서의 사외유출

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의 사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맞춰 IT인프라와 정보보안 정책을 정비하였고, 기술문서

의 사외유출을 통제하고 책임추적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보안통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별, 차단, 격리, 확산 

방지, 재발 방지 등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랜섬웨어 유입 피해 

발생시 업무 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함으로써 신

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인식제고 강화
만도는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2,234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온오프라인 정보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R&D, 구매, IT 등 직군별 특성화된 

정보보안 교육과 함께 매월 보안 캠페인 및 팀별 사무실 보안점

검 등 보안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보안수준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사고 대응체계
만도는 정보보안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하여 정보보안 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정책서를 통해 보안사고의 정의, 정보의 관리와 책임, 보안

사고 처리 절차, 위반자 관리 등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합니다. 정보자산의 가용성을 보장하고자 업무연속성계획

을 매년 1회 정기적인 검토 후 필요 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

항은 전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사 공지하고 홍보합니다.

1) 기존의 사내근무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으로 변화

재직 현황별 정보보안 인식제고 활동

❶ 접수 ❷ 조사

❹ 대응 ❸ 보고/사후조치

정보보안 사고 처리절차정보보안 성과

202120202019

정보보안 교육 이수자 수

정보보안 법률 위반 건수

단위: 건

단위: 건

2,234
2,550 2,290

2019~2021년도 위반 건수

ZERO

• 	그룹 인재개발원 주관 입문교육과 연계한 	
정보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입사자용) 작성

• 매년 온/오프라인 정보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재직자용) 작성

• 매월 보안캠페인 등 보안의 날 행사 실시

• 퇴직 예정자에 대상 정보보안준수 교육 

• 보안서약서(퇴직자용) 작성

입사자

재직자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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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슈 신고 프로세스
만도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 또는 사고징후 발견,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정보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증거 사실의 변조, 

은폐, 폐기, 방조, 임의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해당 

개인정보보호

만도는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명확

하게 수집 목적과 수집 내용,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도 공식 홈페이지*와 사내 인사시스템 내 개인정보처

리방침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사항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실

태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또는 정보보안 부서,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

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

우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1) UNEC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 CSMS :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운영
부터 R&D, 생산, 제품 운영까지 차량 생명 주기에 따른 사이
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
현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통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
에 차량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
출 등의 외부 보안 위협을 저지하는 보안 인증 체계 구축이 필
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2022년부터 
UNECE1)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차량에 대해 사이버보안 인
증 ISO 21434가 시행되고, 미인증 시 차량 판매가 금지되면
서 강도 높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부품
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인 CSMS2)를 

평가하게 되며, 차량 생명 주기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
다. 만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CSMS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전담 TFT 조직을 구성하
여 기업운영, 연구개발, 생산, 제품운영 등 차량 생명 주기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방법론을 도출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
과 기술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내부 
CSMS 인증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을 내재화해 나갈 계획입
니다.

CSMS 대응 방안 수립
Highlight

차량 생명 주기별 OEM이 요구하는 자료 유형

*개인정보처리방침 URL

・정책, 조직 역할 정의

・자산관리, 교육, 감사
・제품 위험평가 및 분석

・설계/개발/검증 활동

・연구개발의 생산계획

・생산시설 보안점검

・사이버보안 모니터링

・제품 취약점 사고 대응

기업운영 연구개발 생산 제품운영

개인정보보호 위반*

*2021년 데이터는 글로벌 사업장 포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만도* 건 0 0 0

HL Klemove 건 0

벌금액
만도* 백만 원 0 0 0

HL Klemove 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단위: 건

2019~2021년도 위반 건수

ZERO

https://www.mando.com/search/02.jsp
https://www.mando.com/search/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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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만도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

으로 예방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

리 회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유관 부서에 리스

크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분기별 회의체를 통해 리스

크 모니터링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CFO(Chief 

Financial Officer)가 리스크 관리 위원장(CRO, Chief Risk 

Officer)으로서 전사 리스크 관리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회의체를 통해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 관

리 책임자를 통해 경영진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

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스크 정의 및 대응 방법

만도는 리스크 요인과 발생 가능성, 잠재적 위험 요소를 검토

하여 중요도 높은 핵심 리스크 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여 핵심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항목을 업데이트 합니다.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해 핵심 리스크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

난·위기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관리

조세 리스크 관리
만도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의

무납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담 조직을 구성

하여 세부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탈세, 조세회피, 세금 납부 지

연 등 조세 법규 미준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체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조세 관할권에서 통상적

으로 인정될 수 있는 ‘OECD TP Guideline’ 등을 적용하여 이

전가격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 동향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만도는 세무 당국과의 협력이 조세 활

동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각 현지 세무담당자를 통해 과세당국과 투명하고 합리적

인 태도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국내 및 해외영업, 투자, 재무 등 만도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재무유동성 관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자금수지 

계획 수립과 더불어 목표재무비율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

다. 또한, 차입금 한도나 재무관련 약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무 

유동성을 충분하게 유지 및 관리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

로 종속기업간 내부자금 공유 및 단기 차입 한도를 추가 확보하

고자 캐시 풀링 시스템(Cash Pooling System)을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재무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

QBR1)

지속가능경영 	
Steering 	

Committee

CFO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이사회

생산, 품질, R&D, 	
BU 경영관리, 영업, 	

구매, 기타

6대 분야(거버넌스.윤리, 	
노동인권·안전, 환경, 	

공급망, 사회공헌, 기술혁신)

리스크 관리 운영 체계

1) QBR : Quarterly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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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만도의 해외사업 확장으로 발생 가능한 환율 리스크는 만도의 

Global Finance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유로 등 만도가 주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국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 재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외환 거래 운영기준을 기초로 전사적 환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리스크 관리
만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부회계관리자(CFO), 감사위원, 내

부회계전담부서, 유관부서, 통제담당자를 대상으로 당사 내부

회계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195

명 대상자 중 18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년도 교육 미수

료자 및 금년도 신규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

도 이해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방법을 교육하고, 기존인

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내

부회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내 임직원 전용 포털 사이트(한마

루)에 회계부정 내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0건입니다. 내부회계 교육 및 신고센터 

운영은 ELC1)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매년 외부감사인에게 평가

를 받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merging Risk
만도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9가지 관리항목을 선정하고 발생요인과 리스크 발생 시 예상되는 결과를 정의합니다. 리스

크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방안,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 ELC : Entity-level Control, 전사수준통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리스크 구분 리스크 Identification

L1 L2 발생요인 리스크 결과 대응 계획/방안

거버넌스

정보 보안/유출 인력 및 자료 유출, 해킹
기술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회사 경쟁력 저하

정보보안 사고 대응 체계 운영 및 	
인식 제고 활동 시행

사업 윤리 위반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뇌물 수수, 	
자금 세탁 등

회사 이미지 실추, 과태료 등 부과
윤리 신고센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윤리 규범 준수 여부 모니터링

환경/안전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 및 	
선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배출권 비용 증가, CBAM 	
비용 증가, OEM 수주 불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 재생 가능한 	
원재료/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및 	
사용량 감축 활동 전개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사업장 안전조치 미이행, 	
안전에 대한 임직원 인식 부족

임직원 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처벌(과징금) 등

안전 경영방침 개정, 교육 등 	
예방 활동 강화 및 점검 시행

인권 인권경영 리스크
수직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차별, 	
강제노동 등

임직원 퇴사율 증가 및 임직원 	
사기 저하에 따른 생산성 둔화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공급망

분쟁광물 사용
협력사의 분쟁광물 거래, 	
EU분쟁광물 규제

협력사 관리 Issue, OEM 거래 	
정지/종료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운영, 	
국가별 법규 제·개정여부 모니터링

협력사 ESG 평가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 추진 	
(2024년 시행)

EU 국가 內 수출 불가, 과징금 등
협력사 ESG 평가 시행 및 관리 	
시스템 도입, 협력사 컨설팅 지원

재무

(안전성/수익성)

원자재 가격 변동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 부담 증가, 수익성 악화
원자재 공동 구매, 원가 절감형 	
원자재 개발, 고객사 가격 연동 	
기준 협의 등 대응 전략 수립

반도체 수급 이슈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대당 반도체 
탑재량 증가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심화

생산 차질, 공장 가동률 저하,	
매출 감소

생산 계획 조정,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 소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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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사회봉사단 참여 인원

991 명

산학장학생 기부 및 장학금

3 억 2 천만 원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비율

10.7 %
*글로벌 사업장 기준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전달

(누적) 527 명

Community
만도는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CSR 방향성을 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글로벌 사업장 전체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외 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환경과 수요조사에 기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부 활동들은 MOVE 
TOGETHER, GREEN TOGETHER, DREAM TOGETHER, HAPPY TOGETHER 라는 네 가지 영역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각 
지역사회에 걸맞은 신규 CSR 활동을 개발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와 이웃, 그리고 만도人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공헌	 87

1.2.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 
감소

2.2.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

3.6.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감축

4.1.	 	모든 여아/남아가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이
수할 수 있도록 기여

Link to UN SDGs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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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략

만도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상생

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노

력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설계와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영역별 활동을 점검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만도가 앞으로 나아갈 

사회공헌 비전과 방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한라

그룹 브랜드전략팀 주관으로 ‘한라그룹 ESG·CSR 플랫폼’ 구축

이 진행 중이며, 플랫폼을 통하여 한라그룹 전 계열사의 ESG, 

CSR 활동을 교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도가 보유한 전문지식

과 기술, 경험, 자원 등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

록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조직화하여 전사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단위: 명, 시간, 백만 원사회공헌 활동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자 수

1,607 1,274 1,277 

임직원 사회공헌 	
시간

9,952 5,883 7,168

사회공헌 지원액 688 725 888

만도 사회공헌 운영체계

Together (合力)
사회와 이웃, 그리고 만도人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공정한 세상 / 자발적 참여 / 지속적 활동

경영진의 리더십과 의지 + 회사의 제도와 지원 +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미래 세대의 지원과 양성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변화 주도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생활 편의 지원

Vision & Slogan

Principle

Section

Action

SDGs 목표

필수조건

GREEN TOGETHER DREAM TOGETHER HAPPY TOGETHERMOVE TOGETHER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 ‘안전속도 5030’캠페인

・	집수리 활동

・	환경보호(1社 1하천 등)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

・	푸른 숲 가꾸기 (NGO연계)

・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각종 활동 개발

・사업장 지역 장학금 기부

・	미래 세대 육성 프로그램 
‘Smart Mobility’ 	
장학생 지원

・	재능 기부형 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김장 나눔, 연탄 나눔

・아동 결연 후원

・	우수리 행복 플러스

・사랑의 밥퍼 나눔

빈곤의 종식 기아의 종식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불평등 완화 기후 행동 육상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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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Together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활동
만도는 2021년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제10회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기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기증

은 2012년부터 시작한 만도의 대표적인 핵심사업 연계형 사회공헌입니다. (故)정인영 한라그룹 창업 회장의 ‘오뚝이 정신’을 계승하

고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장애 사연 접수를 

주관하고, 만도가 수혜자를 선정해 휠체어를 전달합니다. 2021년에는 전국 교통사고 피해 중증 장애인 66명에게 특별 주문 제작된 

전동·수동 휠체어를 기증했습니다. 만도는 지난 10여 년간 원주, 평택, 익산, 판교 등 사업장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기증 행사를 열어, 

2021년까지 누적 527명에게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회장의 정신을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활동을 다각화하며 사회공헌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만도 조성현 대표이사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

지’에 동참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챌린지는 어

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고,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 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형태의 캠페인입니다. 고려대

학교 정진택 총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조성현 대표이

사는 해당 캠페인의 공식 표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공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운

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만도는 전 임직원과 함께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

속했습니다.

제10회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기증식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만도 조성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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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AP 내비게이션 앱(App)에서 운전자가 ‘안전속도 5030 실천약속’과 ‘안전속도 5030 챌린지’에 참여하면, 국민 1인당 100원, 	
최대 1억 원의 기업후원금을 적립해 정부지원이 중단된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캠페인

Highlight

안전속도 5030 실천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인

만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에 기여하고,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 공익사업
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실천 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인1)’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부 정책의 전면 시행을 맞아 공단과 노사
가 매칭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이 후원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사고 후 경
제적 문제로 자립통장에 불입하지 못하여 정부매칭금이 지원되지 않는 유자녀에게 후원금을 불입

함으로써 성년 이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가정에게 심리상담 케어를 실시합
니다. 만도는 향후에도 다양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유자녀 
경제적 자립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대국민 실천약속 캠페인

공익·ESG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공공·민간협업	
공익기부와 후원

국민주도
안전속도 5030 약속·실천

국민이 실천하는 안전속도 5030이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희망을 지원합니다.

안전속도 5030 	
실천약속 챌린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공익재원 마련

교통사고 유자녀 	
‘자산형성 지원’과 	

‘기금(1억 원)+정부매칭(1억 원)’

국민 20만 명 참여 유자녀 지원 2억 원기금 1억 원

안전속도 5030
실천 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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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ogether

사랑의 반려나무 나눔 캠페인
만도는 COVID-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으로 ‘반려

나무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한 달

간 사무실에서 반려나무 화분을 정성껏 키워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반려나무를 키우는 동안 임직원 간의 유대감은 물론 지

역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반려나무를 들여오

는 데 사용된 기금은 가을 숲 조성에 쓰이며, 조성된 숲에는 반

려나무를 양육한 직원들의 이름이 각인된 현판이 설치될 예정

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

전을 되새기는 활동으로 자리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워크 투게더 (Walk Together)
워크 투게더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라그룹의 대표 사

회공헌 캠페인입니다. 전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시간과 장소

에 구애 없이 걸으면, 참여자의 걸음 수만큼 기부금으로 환산되

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후원하는 형태로 운영

됩니다. 워크 투게더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걷

기 문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에 접근성을 높여 적

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Dream Together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기금 지급
만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2014년부터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평택, 원주, 익산 지역 저소

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꿈과 재능

을 겸비한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은 지역별 중고등학교에서 추천

한 학생 4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1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만도는 앞으로도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역 장학금 기부

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의 반려나무 나눔 전달식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기금 전달식 (원주지부/익산지부/평택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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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육성 Program ‘Smart Mobility’ 장학생 지원
만도는 인재상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발굴하

고 실무 중심의 경쟁력을 가진 맞춤형 자동차 전문 인력으로 육

성함으로써 이공계 살리기, 지방대학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한양대, 국민

대, 한라대 등 대학과의 산학 협약을 통하여 2021년 산학 장학

생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노트

북 등 학업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지급하였고 그중 6명을 우수인

재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한라대학교 측으로 자율주행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5천 2백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발전

기금은 만도 자율주행 경진대회 등 자율주행 분야의 우수한 인

재를 발굴·육성하고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활용

되었습니다.

Happy Together

만도 사회봉사단 운영
최근 COVID-19로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시설은 늘어나고 있으

나, 경제 위축과 외부활동 자제 등이 복합되어 사회공헌 활동 참

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만도는 김장, 연탄, 집수리 봉

사에 대한 지원 비용을 증액하고, 사내 사회봉사단 활동비를 지

원하는 등 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활동을 강화하였습니

다. 또한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공헌 활동 참여 

문화를 장려하고자 2021년 신규 사회봉사 단원을 모집하였습

니다. 만도 전체 임직원은 사회봉사단 활동 부문 중 1개 이상 참

여가 권장되고 있으며, 참여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사내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연말 사회공헌 활동 우수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활동 부문은 자원봉사, 우수리, 후원금, 1:1결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총 991명이 사회봉사단에 참가

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재양성 발전기금 전달식

HL Klemove, 장애인 특수차량 기부
HL Klemove는 2021년 12월 통합법인 출범에 맞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우수리 누적 금액을 장애인 특수차

량 기부에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이동을 제공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HL Klemove는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대표기업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짐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

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 원2021년 산학장학생 기부 및 장학금 지원현황

구분 기부금 지원금 (장학금 포함) 총계

R&D 산학 - 68.4 68.4 

한라대 산학 219.1 41.4 260.5 

합계 219.1 109.8 328.9

만도 사회봉사단 활동 부문

연1회(4시간)이상 	
자원봉사 참여,	

 회사 or 개별 참여 선택

매월 급여의 1,000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취약계층 후원

매월 5,000원 이상 	
일정금액 급여공제를 통한 기부 	

(매월 0.4시간 인정)

매월 20,000원 이상 	
일정액 특정 아동에게 후원 	

(매월 0.4시간 인정)

자원봉사 우수리 후원금 1:1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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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피키트 전달식

폴란드 클린시티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사회공헌

인도 어린이를 위한 해피키트 전달
만도 인도 사업장에서는 Akshaya Patra와 제휴하여 벵갈루루

와 델리의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 1,300개의 해피키트를 전달

하였습니다. 해피키트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들

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장려하고

자 기획되었으며, 비상식량을 비롯한 위생용품과 교육용품 등

을 구성하여 학교로 전달하였습니다.

Germany
- 재난지역 성금 기부

U.S.A
- 암 치료 센터에 COVID-19 대응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기부

- 시니어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및 학술 후원

- 장학금 기부

- 학교, 병원 등 재정 지원

- 	사회초년생 커리어 지원 : 진로상담, 회사 투어, 캠퍼스 리쿠르팅 등

- 헌혈 캠페인 및 헌혈 참여

India
- 장학금 기부

- 학교 인프라 신축·개선 지원

- 	어린이 행복키트 제공 : 	
식료품, 문구용품, 위생용품 등

- 의료 서비스 기관 N95 마스크 기부

- 	주요 병원 산소 플랜트	
(250 LPM 용량), 산소 농축기(10호) 기증

China
- 장학금 기부

- 양로원, 복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 교통안전사고 피해아동 지원

- 밀운댐 보호 공익기금 등 친환경 활동 지원
Brazil
- 빈곤가정을 위한 식료품 바구니 기부

Poland
- 어린이 캠프 신축주택 지원

- 스포츠 및 문화 활동 지원

- 지역 동물 보호소 식품 지원

- 클린 시티 프로그램 참여 : 지역 환경 정화활동

- 병원 내 어린이 환자 지원

-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패키지 제공

폴란드 클린시티 프로그램
만도 폴란드 사업장은 2021년 5월, ‘클린시티’라는 사회 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인근 국립공원에 모여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은 가족들과 소그룹으로 나뉘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

고, 그 결과 많은 양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본 활동은 자

연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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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경제

재무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자산 십억 원  4,596  4,938  5,704 

현금 십억 원  205  561  852 

부채 십억 원  3,010  3,229  3,660 

차입금 십억 원  1,562  1,678  2,127 

순차입금 십억 원  1,356  1,117  1,275 

자본 십억 원  1,586  1,710  2,044 

자본금 십억 원  47  47  47 

부채비율 %  190  189  179 

순차입금비율 %  86  65  62 

손익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매출액 십억 원  5,982  5,564  6,147 
매출원가 십억 원  5,148  4,894  5,246 

영업이익
십억 원  219  89  232 

%  3.7  1.6  3.8 

EBITDA
십억 원  519  394  559 

%  8.7  7.1  9.1 

당기순이익
십억 원  118  14  179 

%  2.0  0.2  2.9 
지배구조당기순이익 십억 원  111  6  167 
기본주당이익 십억 원  2,360  124  3,567 
배당총액 십억 원  26  -  38 
배당성향 %  23.3  -  22.5 

매출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지역별

한국 십억 원 2,760 2,595 2,623

중국 십억 원 1,267 1,236 1,553

미주 십억 원 1,194 1,078 1,178

인도 십억 원 516 424 553

유럽 십억 원 244 231 240

연결 기준 매출액 십억 원 5,982 5,564 6,147

매출액 비중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고객별

현대기아 % 59.3 57.5 55.5

북미OEM % 18.7 20.1 21.9

중국로컬 % 10.6 11.5 11.4

유럽, 기타 % 11.6 10.9 11.2

부품별

제동 % 40.3 38.7 36.2

조향 % 30.4 30.1 33.6

현가 % 17.3 17.3 17.8

ADAS % 12.1 13.9 12

기타 % 0 0 0.5

*지역별 개별 매출액이 아닌 지역별 순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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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재임기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사 평균 재임기간 년 4 2 3

사외이사가 연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년 6 6 6

부패 발생 및 행동강령 위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부패 발생

부패 발생 건수 	
(법적 기준)

건 0 0 0

처리 건수 (감봉 이상) 건 0 0 0

처리 비율 (감봉 이상) % 0 0 0

행동강령 위반

행동강령 위반 건수 	
(내부 기준)

건 3 8 0

처리 건수 (감봉 이상) 건 0 5 0

처리 비율 (감봉 이상) % 0 62.5 0

반부패 관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반부패 제보 건 7 4 7

반부패 제보 처리 (감봉 이상)
건 0 0 2

% 0 0 28.6

내부 감사 	
(윤리/업무)

감사 실시 대상 사업장 곳 4 4 4

감사 실시한 사업장 곳 4 4 4

실시율 % 100 100 100

거버넌스, 윤리

이사회 구성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사내이사 수 명 3 3 3

사외이사 수 명 4 4 4

사외이사 비율 % 57.1 57.1 57.1

타 직무를 4개 이하로 제한한 사외이사 비율 % 100 100 100

산업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 % 100 100 100

이사회 다양성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사회 성별

남성 명 7 7 7

여성
명 0 0 0

% 0 0 0

이사회 연령 50세 미만 명 0 1 0

이사회 운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회 건 5 7 9

감사위원회 건 6 5 5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건 0 1 0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건 1 2 3

이사회 안건 	
개수(의결/보고)

이사회 건 40 29 45

감사위원회 건 19 15 19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건 0 2 0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건 3 9 9

이사회 참석률
전체 % 97 94 100

사외이사(비상임) % 93 97 100

※2022년 3월 기준 : 50세 미만의 여성 사외이사 1명 선임(이사회 여성 비율 14%, 이사회 연령 50세 미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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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이수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윤리교육 이수자 명 178 185 201

정보보안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 
(ISO 27001)*

취득 대상 사업장 수 곳 19 19 19

취득 사업장 수 곳 8 8 8

도입률 % 42.1 42.1 42.1

정보보안 취약성 점검 횟수 건 5 6 7

정보보안 사고 발생 건수 건 0 0 0

정보보안 위반/
적발 사실

건수
만도 건 0 0 0

HL Klemove 건  0

벌금액
만도 백만 원 0 0 0

HL Klemove 백만 원 0

정보보안 교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보보안 교육 이수 임직원 수 명 2,550 2,290 2,234

컴플라이언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법규 위반

건수
만도 건 0 0 0

HL Klemove 건 0

벌금액
만도 백만 원 0 0 0

HL Klemove 백만 원 0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
만도 건 0 0 1

HL Klemove 건 0

벌금액
만도 백만 원 0 0 0

HL Klemove 백만 원 0

안전 규제 	
위반**

건수
만도 건 1 0 2

HL Klemove 건 0

벌금액
만도 백만 원 2 0 34.5

HL Klemove 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만도 건 0 0 0

HL Klemove 건 0

벌금액
만도 백만 원 0 0 0

HL Klemove 백만 원 0

고객(완성차) 	
정보와 관련된 
정보보안 위반

건수
만도 건 0 0 0

HL Klemove 건 0

*2021년 데이터는 글로벌 사업장 포함 
**전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20년 데이터로 보고하였던 안전규제 위반 건을 2019년 데이터로 정정보고함.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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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배출량 (Scope 1, 2) tCO2eq 103,541 78,569 70,738

Scope1
배출량 tCO2eq 7,911 6,508 6,448

원단위
tCO2eq/	
십억 원

2.87 2.51 2.46

Scope2
배출량 tCO2eq 95,631 72,061 64,290

원단위
tCO2eq/	
십억 원

34.65 27.77 24.51

Scope3 tCO2eq - 1,314,092 1,020,831

온실가스 감축량 (Scope 1, 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감축량 tCO2eq 6,661 24,972 7,831

Scope 1 tCO2eq 1,096 1,403 60

Scope 2 tCO2eq 5,564 23,570 7,771

전년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원단위) % 11.1 19.3 10.9

온실가스 거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잉여배출권 tCO2eq 46,350 36,955 28,766

잉여배출권 판매량 tCO2eq  20,000 11,955 9,588

잉여배출권 판매 금액** 백만 원 802 138 216

배출권 구매 비용 백만 원 0 0 128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kg 16,305.8 13,147.0 8,325.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kg/십억 원 5.908 5.066 3.174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감축 비율 (원단위) % 27.4 14.3 37.3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NOx 배출량

평택 kg - 3,035.00 2,015.5

원주 kg - 257.00 1,670.3

익산 kg - - 28.0

합계 kg - 3,292.00 3,713.8

SOx 배출량

평택 kg - - 0

원주 kg - - 61.1

익산 kg - - 16.0

합계 kg - - 77.1

먼지 배출량

평택 kg - 33.47 13.4

원주 kg 10,395.00 3,662.00 1,253.0

익산 kg 1,086.64 1,309.53 1,013.0

합계 kg 11,481.64 5,005.00 2,279.3

VOCs 배출량

평택 kg - - 0

원주 kg 2,945.00 2,177.00 2,212.0

익산 kg 1,879.18 2,673.02 43.0

합계 kg 4,824.18 4,850.02 2,254.9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국내 배출권 거래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였으며,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 실시하였음.
*	2021년 Scope3 배출량 산정 시 6개 항목에 집중된 Scope3 배출량 산정, 항목별 산정 방법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Scope3 배출량 감소
하였음.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19~’20년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하이픈(-)으로 표기하였음.

*’20년 잉여배출권, 잉여배출권 판매량 데이터 정정보고 하였음. 
**VAT 및 거래 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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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재활용

평택 ton 839.18 781.27 758.3

원주* ton 14,387.43 5,354.64 219.8

익산 ton 316.14 263.92 272.0

판교 ton 235.56 239 241

매립

평택 ton 16.42 39.45 91.8

원주 ton 36 12.82 0

익산 ton 337.92 215.08 242.8

판교 ton 12 30.05 16.7

소각

평택 ton 111.1 74.32 59.4

원주 ton 378.50 235.33 240.1

익산 ton 81.09 72.85 62.4

판교 ton 121.25 129.8 133

기타**

평택 ton 25.64 73.61 76.6

원주 ton 35.69 19.19 25.1

익산 ton 0 - 0

판교 ton 4.34 4.07 3.91

합계 ton 16,938.26 7,545.40 2,442.91

폐기물 재활용률 % 93.2 88.0 61.0

*주물공장 재활용률이 높았으나, 2021년 5월 주물공장 매각으로 인해 재활용량 감소
*’19~’20년 판교 폐기물 데이터 재산정하여 정정보고 하였음.
**중화, 파쇄/분쇄를 통한 처리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없음.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에너지 소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에너지 사용량 TJ 2,134 1,620 1,477

비재생 에너지

액체연료 TJ
149 122

19.76

기체연료 TJ 102.27

전기 TJ 1,958 1,475 1,334

스팀 TJ 26 23 23

비재생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TJ/십억 원 0.773 0.624 0.561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비율 (원단위) % 10.6 19.3 10.1

폐기물 발생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폐기물 배출량

지정폐기물

평택 ton 805.5 724.45 675.4

원주 ton 573.31 405.09 338.6

익산 ton 135.45 104.14 89.6

판교 ton 4.9 4.07 3.91

소계 ton 1,519.16 1,237.75 1,107.51

일반폐기물

평택 ton 186.84 244.20 310.7

원주 ton 14,264.31 5,216.89 146.4

익산 ton 599.70 447.71 487.6

판교 ton 364.75 395.3 387.5

소계 ton 15,415.60 6,304.10 1,332.20

건축폐기물
판교 ton 3.50 3.55 3.22

소계 ton 3.50 3.55 3.22

합계 ton 16,938.26 7,545.40 2,442.93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ton/십억 원 6.137 2.908 0.931

전년대비 폐기물 배출 감축 비율 (원단위) % 11.6 52.6 68.0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19~’20년 판교 폐기물 데이터 재산정하여 정정보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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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평택 kg 75 75 50

원주 kg 3,475 4,000 2,725

익산 kg 0 0 0

합계 kg 3,550 4,075 2,775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원단위) kg/십억 원 1.286 1.570 1.058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소 비율 	
(원단위)

% 76.1 -22.1 32.6

전 사업장 용수 취수량 및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상수 ㎥ 354,778 299,441 264,908

지하수 ㎥ 161,182 119,025 99,727

공업용수 ㎥ 92,178 72,677 62,243

합계 ㎥ 608,138 491,144 426,878

전 사업장 용수 사용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용수 사용량 (원단위) ㎥/십억 원 220.3 189.3 162.7

전년대비 감축 비율 (원단위) % 13.7 14.1 14.0

폐수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폐수 총 배출량

평택 ㎥ 113,234 109,801 110,438

원주 ㎥ 26,687 22,623 23,490

익산 ㎥ 100,936 89,003 87,756

합계 ㎥ 240,857 221,427 221,684

폐수 배출량 (원단위) ㎥/십억 원 87.27 85.33 84.52

전년대비 폐수 배출 감축 비율 (원단위) % 16.3 2.2 1.0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COD

평택 kg 665 657 721

원주 kg 135 84 117

익산 kg 1,514 1,380 737

합계 kg 2,314 2,121 1,575

BOD

평택 kg 442 489 646

원주 kg 36 36 23

익산 kg 504 490 579

합계 kg 982 1,015 1,248

SS

평택 kg 193 251 171

원주 kg 395 201 160

익산 kg 504 498 351

합계 kg 1,092 950 682

총 합계 kg 4,388 4,086 3,50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kg/십억 원 1.590 1.575 1.336

전년대비 수질오염물질 배출 감축 비율 	
(원단위)

% 12.8 1.0 15.1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용수 취수량과 사용량이 동일함.
*사업장별 Water Stress : Medium-high(평택), High(원주, 익산)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원단위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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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원자재	
총 사용량

원자재 총 사용량 ton 105,251 94,460 90,540

비재생 원자재 사용량 ton 58,134 27,560 2,569

재생가능 원자재 사용량 ton 39,398 60,240 85,046

재활용된 원자재 사용량 ton 7,719 6,660 2,925

재생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원자재 사용 비율 % 44.8 70.8 97.2

환경경영 관리 및 환경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21

환경경영	
시스템인증 
(ISO 14001) 	
도입*

취득 대상 사업장 수
만도 곳 14

HL Klemove 곳 3

취득 사업장 수
만도 곳 13

HL Klemove 곳 3

도입률
만도 % 93

HL Klemove % 100

환경교육

환경교육 대상 임직원 수 명 350

환경교육 참여 인원수 명 350

환경교육 참여 임직원 비율 % 100

환경 관련 투자
구분 단위 2021

환경 관련 투자 
총 금액 (실적)

온실가스 감축 백만 원 1,276.14

폐기물 감축 백만 원 141.71

폐수 감축 백만 원 130.35

대기오염 감축 백만 원 193

기타 백만 원 0

합계 백만 원 1,741.196

매출액 대비 친환경 투자 비율* % 0.07*포장재 데이터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절삭유 등을 비재생 원자재로, 고철류 등을 재생가능 원자재로 분류하였음.

*글로벌 사업장 포함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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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 안전

전체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정규직

만도

판교 명 1,272

평택 명 993

원주 명 887

익산 명 433

중국 명 2,169

미국 명 1,033

인도 명 2,240

독일 명 102

터키 명 1

폴란드 명 638

일본 명 2

인도네시아 명 5

브라질 명 142

멕시코 명 539

HL Klemove

한국 명 1,013

중국 명 300

인도 명 200

구분 단위 2021

비정규직

만도

판교 명 52

평택 명 9

원주 명 7

익산 명 4

중국 명 389

미국 명 159

인도 명 613

독일 명 5

터키 명 0

폴란드 명 0

일본 명 0

인도네시아 명 1

브라질 명 9

멕시코 명 50

HL Klemove

한국 명 94

중국 명 0

인도 명 63

파견직

만도
한국 명 60

해외 명 98

HL Klemove
한국 명 10

해외 명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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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성별)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총 구성원 수*
만도 명 11,912

HL Klemove 명 1,861

정규직

여성

만도
국내 명 175

해외 명 1,312

HL Klemove
국내 명 109

해외 명 162

남성

만도
국내 명 3,410

해외 명 5,559

HL Klemove
국내 명 904

해외 명 338

비정규직

여성

만도
국내 명 31

해외 명 245

HL Klemove
국내 명 13

해외 명 17

남성

만도
국내 명 41

해외 명 981

HL Klemove
국내 명 81

해외 명 46

파견직

여성

만도
국내 명 41

해외 명 41

HL Klemove
국내 명 9

해외 명 67

남성

만도
국내 명 19

해외 명 57

HL Klemove
국내 명 1

해외 명 114

성별 및 연령별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성별

남성

만도
국내 명 3,470

해외 명 6,597

HL Klemove
국내 명 986

해외 명 498

여성

만도
국내 명 247

해외 명 1,598

HL Klemove
국내 명 131

해외 명 246

연령별

30세 미만

만도
국내 명 328

해외 명 3,335

HL Klemove
국내 명 221

해외 명 399

30세 이상 	
50세 미만

만도
국내 명 2,002

해외 명 4,309

HL Klemove
국내 명 861

해외 명 342

50세 이상

만도
국내 명 1,387

해외 명 551

HL Klemove
국내 명 35

해외 명 3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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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관리자(보직자) 인원 수

만도

판교 명 263

평택 명 79

원주 명 65

익산 명 25

중국 명 332

미국 명 160

인도 명 149

독일 명 26

터키 명 1

폴란드 명 52

일본 명 0

인도네시아 명 0

브라질 명 14

멕시코 명 21

HL Klemove

한국 명 137

중국 명 28

인도 명 19

관리자(보직자) 	
현채인 수

만도

국내 명

중국 명 292

미국 명 126

인도 명 119

독일 명 20

터키 명 0

폴란드 명 43

일본 명 0

인도네시아 명 0

브라질 명 11

멕시코 명 7

HL Klemove

국내 명

중국 명 23

인도 명 14

구분 단위 2021

관리자(보직자) 	
현채인 비율 

만도
국내 %

해외 % 82

HL Klemove
국내 %

해외 % 79

총 신규 채용 현황 (정규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신규 채용 	
인원

만도
국내 명 115 98 84

해외 명 - - 1,701

HL Klemove
국내 명 175

해외 명 276

성별,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 (정규직)*
구분 단위 2021

성별

남성
만도 명 1,362

HL Klemove 명 339

여성
만도 명 423

HL Klemove 명 112

연령별

30세 미만
만도 명 1,249

HL Klemove 명 281

30세 이상 	
50세 미만

만도 명 498

HL Klemove 명 164

50세 이상
만도 명 38

HL Klemove 명 6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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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취약계층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
만도 % 14.8 15.4 15.5

HL Klemove % 20.3

여성 신규채용 비율
만도 % - - 23.7

HL Klemove % 24.8

여성 관리자 수(보직자)
만도 명 56 80 109

HL Klemove 명 7

총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
만도 % - - 9.2

HL Klemove % 3.8

여성 임원 수
만도 명 0 1 3

HL Klemove 명 0

취약계층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장애인 고용 인원*
만도 명 113

HL Klemove 명 3

장애인 고용 비율*
만도 % 0.9

HL Klemove % 0.2

국가 보훈대상자 인원
만도 명 73

HL Klemove 명 2

국가 보훈대상자 비율
만도 % 2.0

HL Klemove % 0.1

*글로벌 사업장 포함

*글로벌 사업장 포함

*글로벌 사업장 포함

퇴사자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퇴사자
만도 명 - - 2,190

HL Klemove 명 341

성별 총 퇴사자

남성
만도 명 - - 1,782

HL Klemove 명 249

여성
만도 명 - - 408

HL Klemove 명 92

자발적 퇴사자 만도 명 73 71 1,255

성별 	
자발적 퇴사자

남성 만도 명 68 65 913

여성 만도 명 5 6 342

총 퇴사율
만도 % - - 18.1

HL Klemove % 22.5

자발적 퇴사율 만도 % 1.8 1.8 10.4

연령별 퇴사자 현황*
구분 단위 2021

연령별 	
총 퇴사자

30세 미만
만도 명 1,439

HL Klemove 명 190

30세 이상 50세 
미만

만도 명 593

HL Klemove 명 148

50세 이상
만도 명 158

HL Klemove 명 3

연령별 	
자발적 퇴사자

30세 미만 만도 명 708

30세 이상 50세 
미만

만도 명 481

50세 이상 만도 명 66

*2021년도 데이터는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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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중 여성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총 연구원 수
만도 명 1,712

HL Klemove 명 479

여성 연구원 수
만도 명 185

HL Klemove 명 60

여성 연구원 비율
만도 % 10.8

HL Klemove % 12.5

매출발생 부서(영업) 담당 관리자 중 여성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1

관리자 수
만도 명 127

HL Klemove 명 9

여성 수
만도 명 28

HL Klemove 명 0

여성 비율
만도 % 22

HL Klemove % 0

전체 출산휴가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출산휴가 사용자 수
만도 명 121 101 98

HL Klemove 명 45

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자 수
만도 명 - - 93

HL Klemove 명 18

성별 출산휴가 현황
구분 단위 2021

출산휴가 	
사용자 수

남성
만도 명 87

HL Klemove 명 41

여성
만도 명 11

HL Klemove 명 4

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자 수

남성
만도 명 84

HL Klemove 명 14

여성
만도 명 9

HL Klemove 명 4

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자 비율*
만도 % 95

HL Klemove % 40

육아휴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

총 인원
만도 명 1,125 1,147 1,080

HL Klemove 명 222

남성
만도 명 1,004 1,116 1,034

HL Klemove 명 213

여성
만도 명 34 31 46

HL Klemove 명 9

육아휴직 	
사용자 수

총 인원
만도 명 23 28 24

HL Klemove 명 24

남성
만도 명 10 17 7

HL Klemove 명 17

여성
만도 명 13 11 17

HL Klemove 명 7

*글로벌 사업장 포함

*글로벌 사업장 포함

*(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자 수/출산휴가 사용자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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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예정인 	
총 근로자 수

만도 명 17 25 22

HL Klemove 명 8

성별

남성
만도 명 7 15 9

HL Klemove 명 5

여성
만도 명 10 10 13

HL Klemove 명 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수
만도 명 14 23 22

HL Klemove 명 5

성별

남성
만도 명 5 14 9

HL Klemove 명 3

여성
만도 명 9 9 13

HL Klemove 명 2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비율*
만도 % 82 92 100

HL Klemove % 63

성별

남성
만도 % 71 93 100

HL Klemove % 60

여성
만도 % 90 90 100

HL Klemove % 67

육아휴직 후 1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현황
구분 단위 2021

복직 후 12 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만도 명 20

HL Klemove 명 4

성별

남성
만도 명 12

HL Klemove 명 4

여성
만도 명 8

HL Klemove 명 0

복직 후 12 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비율*

만도 % 90.9

HL Klemove %

성별

남성
만도 % 75.0

HL Klemove %

여성
만도 % 61.5

HL Klemove %

근무시간 
구분 단위 2021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만도 시간 2,155

HL Klemove 시간 2,005

주간 평균 노동시간
만도 시간 43.2

HL Klemove 시간 42.5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수/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예정인 총 근로자 수)*100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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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구분 단위 2021

상사와 합의된 목표 관리를 	
수립하는 임직원 수

만도 명 4,821
HL Klemove 명 966

상사와 합의된 목표 관리를 	
수립하는 임직원 비율

만도 % 100
HL Klemove % 100

개인 경력개발 계획(CDP) 수립 여부
구분 단위 2021

개인 개발 및 경력 계획을 수립한 임직원
명 1,705

% 100

복리후생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인당 평균 복리후생 비용 백만 원 - - 8.15

유연근무제 사용자 수 명 2,231 2,215 1,984

사내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사업장 수

평택 곳 1 1 1

원주 곳 1 1 1

판교 곳 1 1 1

원아 수

평택 명 3 1 1

원주 명 14 12 10

판교** 명 71 63 56

교직원 수

평택 명 4 3 3

원주 명 6 6 6

판교 명 20 19 18

전체 임직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교육 인원 수 (누적) 명 16,166 11,593 10,476

인당 교육 이수시간 시간 43 26 9

임직원 총 교육비용 백만 원 5,258 6,199 778

인당 교육비용 백만 원 1.22 1.52 0.21

분류별 임직원 교육 현황 (누적)
구분 단위 2021

연령별

30세 미만 명 2,331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7,030

50세 이상 명 1,115

성별
남성 명 9,269

여성 명 1,207

교육 종류별

기술 및 직무 교육 명 4,775

역량 교육 명 5,701

퇴직자 교육 명 21

직급별

매니저 급 명 4,115

책임매니저 급 명 4,347

리더급 (파트리더, 팀장, 임원) 명 2,014

노사관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노동조합 대상 구성원 수* 명 4,229 4,025 3,683
노동조합 가입인원* 명 1,978 1,713 1,647
노동조합 가입률 % 46.8 42.6 44.7
노사간담회 횟수 건 16 16 20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수 명 4,303 4,076 3,717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비율 % 100 100 100

*글로벌 사업장 포함 (사무직 중 정규직 대상)

*판교 사업장 데이터에 HL Klemove 데이터 포함됨.
**2021년 원아 수 56명은 만도 판교 원아 수(48명)와 HL Klemove 원아 수(8명)를 합한 값임.

*HL Klemove 분할에 따른 만도 ADAS 직원 이동으로 전년대비 인원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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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 평가 
구분 단위 2021

인권 영향 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수 곳 4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 수 곳 4

인권영향 평가 사업장 비율 % 100

고충 처리 현황 
구분 단위 2021

고충 처리

접수 건수
만도* 건 21

HL Klemove 건 3

해결 건수
만도* 건 21

HL Klemove 건 3

해결 비율
만도* % 100

HL Klemove % 100

인권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20 2021

인권교육 참여 인원
만도 명 2,235 2,234

HL Klemove 명 1,080

안전보건 현황 
구분 단위 2021

상시 근로자 수
만도 명 3,744

HL Klemove 명 772

연간 총 근로시간
만도 시간 8,985,600

HL Klemove 시간 1,421,899

안전 교육 	
(임직원 및 상주 
외부 직원 포함)

이수 대상자
만도 명 3,744

HL Klemove 명 772

이수자 비율
만도 % 100

HL Klemove % 100

인당 안전 교육 
시간

만도 시간 24

HL Klemove 시간 24

ISO 45001 인증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ISO 45001 취득대상 사업장 수
만도 곳 16 16 16

HL Klemove 곳 3

ISO 45001 취득 사업장 수
만도 곳 15 15 15

HL Klemove 곳 3

ISO 45001 도입률
만도 % 94 94 94

HL Klemove % 100

*글로벌 사업장 포함

*차별, 괴롭힘, 성희롱,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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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관련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재해자 수

사망
만도 명 1 0 0

HL Klemove 명 0

부상
만도 명 8 11 17

HL Klemove 명 2

업무상 질병
만도 명 2 3 0

HL Klemove 명 0

총 재해건수
만도 건 11 14 17

HL Klemove 건 2

근로손실일 수*
만도 일 2,202 2,448 2,543

HL Klemove 일 104

산업안전보건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재해율
만도 % 0.18 0.18 0.45

HL Klemove % 0.26

도수율 (빈도율)
만도

건/백만 	
근무시간

- - 1.89

HL Klemove
건/백만 	

근무시간
1.41

강도율
만도

일수/천	
근무시간

0.17 0.18 0.23

HL Klemove
일수/천	

근무시간
0.06

종합재해지수 (FSI)
만도 - 0.45 0.45 0.66

HL Klemove - 0.29

근로손실재해율
만도

건/백만 	
근무시간

- - 1.89

HL Klemove
건/백만 	

근무시간
1.41

질병발병률
만도

건/백만 	
근무시간

0 0 0.00

HL Klemove
건/백만 	

근무시간
0.00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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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협력사 거래 현황*
구분 단위 2020 2021

전체 협력사 수(1차 협력사)
만도 사 1,084 1,200

HL Klemove 사 334

협력사 중 주요 협력사 수 	
(구매 금액 기준 상위 20%)

만도 사 - 222

HL Klemove 사 26

협력사 거래 금액

부품
만도 십억 원 4,158 3,844.0

HL Klemove 십억 원 574.8

원부자재 만도 십억 원 163 167.2

합계
만도 십억 원 4,321 4,011.2

HL Klemove 십억 원 574.8

2021년 국내외 협력사 현황
구분 업체구분 협력사 수 구매금액

부품
국내 268 1,815,789

해외 643 2,028,217

원부자재
국내 112 113,029

해외 176 54,201

합계 1,199 4,011,235

2021년 사이트별 협력사 현황
구분 협력사 수 구매금액

MDK       367 1,872,050 

MDC       320 975,001 

MAIL       199     384,964 

MCA       111     433,539 

*글로벌 사업장 포함

단위: 사, 백만 원

단위: 사, 백만 원

구분 협력사 수 구매금액

MCP       101     160,774 

MCM         72     153,192 

MCB         29       31,715 

총합계     1,199   4,011,235 

지속가능한 구매
구분 단위 2021

지속가능한 조달 교육

구매 임직원 수 명 156

교육을 받은 	
구매 담당자 수

명 2

교육을 받은 구매 	
담당자 비율

% 1.3

환경, 노동, 인권 및 윤리 요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가진 공급업체

수 사 120

비율 % 32.7

협력사 지속가능경영(ESG) 평가
구분 단위 2021

지속가능경영(ESG) 평가 협력사
협력사 수 사 24
협력사 비율 % 6.52

당해 협력사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평가받은 협력사

협력사 수 사 24
협력사 비율 % 6.5

지속가능경영(ESG) 현장 실사
업체 수 사 13
업체 비율 % 3.5

지속가능경영(ESG)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

협력사 수 사 3
협력사 비율 % 12.5

리스크가 발견된 협력사 수 	
(E, S, G)

협력사 수 사 3
협력사 비율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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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동반성장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동반성장 지수 등급 등급 최우수 우수 우수

동반성장 지원 
총액

무상특허허용 지원금액 백만 원 120.5 123.8 70.3

통상실시권 지원금액 백만 원 8.2 6.3 7.8

대출 지원 백만 원 36,155 41,135 38,696

상생협력기금 백만 원 27,479 33,924 34,880

합계 백만 원 63,763 75,189 73,654

협력사 품질인증 및 특허 지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품질인증 품질 시스템 인증 획득사 수 사 147 151 184

특허
무상특허허용 건수 건 262 273 138

통상실시권 지원 건수 건 20 20 20

협력사 임직원 실무역량 교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교육을 실시한 협력사 수 사 975 191 80

전체 협력사 대비 교육 실시한 협력사 비율 % - - 21.7

교육을 이수한 협력사 임직원 수 명 1,131 261 367

커뮤니케이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간담회 실시 횟수 회 6 2 4

협력사 고충사항 관리 
구분 단위 2021

고충사항 제보 건수 건 52

고충처리 해결 
해결 수* 건 29

해결 비율 % 55.8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구분 단위 2021

환경교육
교육을 실시한 협력사 수 사 22

전체 협력사 대비 교육 실시한 	
협력사 비율

% 5.98

안전교육
교육을 실시한 협력사 수 사 22

전체 협력사 대비 교육 실시한 	
협력사 비율

% 5.98

분쟁광물 관련 정보 확인 
구분 단위 2021

대상 공급업체 수 사 91

분쟁광물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 공급업체
사 91

% 100*2019~2020년도 데이터는 중복 협력사 수, 인원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도 데이터는 중복 협력사 수, 인원 제외하였음.

*나머지 23건은 처리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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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기부금*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회사 기부금 	
금액

현금
만도 백만 원 - - 606

HL Klemove 백만 원 44

현물
만도 백만 원 - - 282

HL Klemove 백만 원 0

합계
만도 백만 원 688 725 888

HL Klemove 백만 원 44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 % 0.02 0.03 0.0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금(활동 집행비)*
구분 단위 202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금 백만 원 459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금 비율** % 0.01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 소요 비용 	
(공익마케팅 등)

백만 원 85

봉사활동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봉사활동 시간
임직원 전체 참여시간 시간 9,952 5,883 7,168

인당 참여시간 시간 2.31 1.37 0.60

봉사활동 	
참여자 수

참여 누적 임직원 수 명 16,457 13,830 14,000

참여 임직원 수 명 1,607 1,274 1,277

전체 임직원 대비 참여 	
임직원 비율

% 37.3 31.3 10.7

*2021년도 데이터는 글로벌 사업장 포함
**2021년도는 만도와 HL Klemove 통합 데이터임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글로벌 사업장 포함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021년 데이터는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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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연구개발 투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연구개발 인력 명 2,319 2,266 2,549

총 연구개발 투자비 십억 원 361 331.8 357.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6.03 5.96 5.82

특허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등록
만도 건 372 408 247

HL Klemove 건 144

출원
만도 건 695 450 478

HL Klemove 건 193

오픈 이노베이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기술 스타트업 투자 백만 원 41,550 3,920 27,500

연간 품질 보증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예산 십억 원 55 56 48

소요 비용 십억 원 35 26 25

매출액 대비 품질보증 비용 비율* % 0.59 0.47 0.41

품질경영 시스템 IATF 16949 도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취득 대상 사업장 수
만도 곳 14 13 14

HL Klemove 곳 4

취득 사업장 수
만도 곳 14 13 14

HL Klemove 곳 4

도입률
만도 % 100 100 100

HL Klemove % 100

국책 과제 수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정부 출연금
만도 백만 원 743 3,470 2,795

HL Klemove 백만 원 1,313

*HL Klemove 포함 글로벌 사업장 기준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글로벌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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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권고사항 참고 페이지

지배구조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설명 

25~26p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

전략

a) 	단기, 중기 및 장기 측면에서 조직이 식별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설명

25~27p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c) 	2℃ 이하 시나리오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에 대비한 	
조직의 경영 전략 유연성에 대한 설명

위험관리

a)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25~27p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  절차에 대한 설명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설명

관리지표와 	
목표

a) 	조직의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한 관리 지표의 공개

25~27p
b) 	조직의 Scope 1, 2 및 Scope 3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의 공개

c) 	조직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설정한 사용하는 목표와 
조직의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설명

SASB 

공시 토픽 지표 코드 관리 항목 참고 페이지

에너지 관리
TR-AP-
130a.1

(1) 에너지 총 소비량 	
(2) 소비량 중 전력 그리드의 비율 	
(3)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

29~30p

폐기물 관리
TR-AP-
150a.1

(1) 제조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 총 배출량	
(2)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의 비율	
(3)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된 폐기물의 비율

98p

자원 조달
TR-AP-
440a.1

핵심자원 사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49~51p

자원 효율
TR-AP-
440b.2

투입된 원자재 중 재활용/재가공된 자재의 사용비율 100p

경쟁 행태
TR-AP-
520a.1

반경쟁행위 규제와 관련된 법적 대응 절차에 따른 	
총 금전적 손실액

96p

*Auto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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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일반표준 공개	(GRI 102 : General Disclosures 2016)
주제 Disclosure 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ISO 26000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6p ●

6.3.10/6.4.1-6.4.2/

6.4.3/6.4.4/6.4.5/

6.8.5/7.8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9p ●

102-3 본사 위치 6p ●

102-4 사업 지역 10p ●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p 

- 조직 법적형태: 상장회사	
- 	조직 소유: 2021 사업보고서 

275~278p 참조

●

102-6 시장 영역 6p, 10p ●

102-7 조직의 규모 94p, 101~103p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1~105p ●

102-9 공급망 110~111p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6p (HL Klemove 법인 출범) ●

102-11 예방 원칙 또는 예방 접근법 84~85p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7p ●

102-13 가입 협회 126p ●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4~5p ● 4.7/6.2/7.4.2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15p, 78p ●

4.4/6.6.3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 제도 59p ●

지배구조 102-18 거버넌스 구조 75p ● 6.2/7.4.3/7.7.5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22~123p ●

5.3

102-41 단체협약 107p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22~123p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22~123p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122~123p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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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2021 사업보고서 307~308p 참조 ●

5.2/7.3.2/

7.3.3/7.3.4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2p, 18p ●

102-47 중대 주제 목록 18p ●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96~98p	
(안전 규제 위반 건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온실가스 거래 	
데이터 정정보고)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18p ●

102-50 보고 기간 2p ●

7.5.3/7.6.2

102-51 최근 보고 일자 2p ●

102-52 보고 주기 2p ●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처 2p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p ●

102-55 GRI 인덱스 115~119p ●

102-56 외부 검증 124~125p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60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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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 공개	(Topic-specific Disclosures)
주제 Disclosure 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ISO 26000

Topic 1 :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34p ●

6.3.9/6.6.6/6.6.7/

6.7.8/6.8.1-6.8.2/

6.8.5/6.8.7/6.8.9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 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34~36p ●

Topic 2 : 제품 책임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43p ●

6.3.9/6.6.6/6.6.7/

6.7.8/6.8.1-6.8.2/

6.8.5/6.8.7/6.8.9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 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43~47p ●

Topic 3 : 온실가스 감축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5p ●

6.5.3/6.5.5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경제성과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25~27p ●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97p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97p ●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적도 97p ●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97p ●

Topic 4 : 재생에너지 사용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9p ●

6.5.4/6.5.5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98p ●

302-3 에너지 집약도 98p ●

Topic 5 : 공정한 임금 및 인사제도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0p ● 6.2.3/6.3.7/6.3.10/

6.4.3/6.8.1-6.8.2/

6.8.5/6.8.7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시장지위 202-2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임원의 비율 103p ●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95p, 102p, 1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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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6 : 임직원 참여 및 복리후생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6p ●

6.4.3/6.4.4/6.4.7/

6.8.5/6.8.7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용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103p ●

401-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66~68p, 107p ●

401-3 육아휴직 67p, 105~106p ●

훈련 및 교육

404-1 근로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07~108p ●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62~64p ●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받는 근로자 비율 61p, 107p ●

Topic 7 :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31p ●

6.5.4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원재료
301-1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98p ●

301-2 재활용된 원재료 사용 98p ●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20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31p ●

6.5.3/6.5.4/6.5.6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폐기물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31~32p (가치사슬 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폐기물 관리 활동은 제외되었음)

●

306-3 폐기물 발생 98p ●

306-4 폐기물 전환 (재사용, 재활용 등) 98p ●

306-5 폐기물 처리 (소각, 매립 등) 98p ●

Topic 8 : 연구개발 강화/디지털 전환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37p ● 6.3.9/6.6.6/6.6.7/

6.7.8/6.8.1-6.8.2/

6.8.5/6.8.7/6.8.9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 39p ●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37~4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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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 보고 이슈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94p ● 6.8.1-6.8.2/6.8.3

/6.8.7/6.8.9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61p ●

조달관행 204-1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110p ●
6.4.3/6.6.6/

6.8.1-6.8.2/6.8.7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78~79p, 95p ●

6.6.1-6.6.2/6.6.3
205-3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95p ●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96p ● 6.6.1-6.6.2/6.6.5/6.6.7

조세 207-2 조세 관련 지배구조, 통제 및 리스크 관리 84p ● -

용수

303-2 물 방류 관련 영향 관리 24p ●

6.5.4
303-3 취수 99p ●

303-4 방류 24p, 99p ●

303-5 물 소비 99p ●

환경법규 준수 307-1 환경 법규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96p ● 4.6

산업 보건 및 안전

403-1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70p ●

6.4.6/6.8.8

403-2 유해요인 식별,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조사 71~72p ●

403-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72~73p ●

403-4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문 및 근로자 참여 71~72p ●

403-5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73p, 108p ●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73p ●

403-7 비즈니스 관계로 직접 연계된 직장 건강 및 안전 영향의 예방과 완화 73p ●

403-9 업무 관련 부상 109p ●

403-10 업무상 질병 109p ●

인권평가
412-1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 58p ●

6.3.3/6.3.5/6.6.6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59p, 108p ●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87~92p ●
6.3.9/6.5.1-6.5.2/

6.5.3/6.8

공급업체 사회평가
414-1 사회영향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52p ●

6.3.5/6.4.3/6.6.6/7.3.1
414-2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 조치 49~51p, 110p ●

고객 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해 입증된 민원 96p ● 6.7.1-6.7.2/6.7.7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및 경제적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96p ● 4.6/6.7.1-6.7.2/6.7.6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20

INTRODUCTION

ESG STRATEGY

SUSTAINABILITY AREAS

APPENDIX

ESG DATA

TCFD / SASB

GRI CONTENT INDEX

UN SDGS COMMITMENT

UN GLOBAL COMPACT COMMITMENT

이해관계자 참여

제3자 검증의견서

수상내역 및 가입협회

COMMUNITY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 증진

만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안전속도 5030 실천 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
인’을 진행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첼린지에 동참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인명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중증 장애인들에
게 주문 제작된 전동·수동 휠체어를 기증하고, 장애인 특수차량을 기부하는 등 자사의 모
빌리티 분야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oal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만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2014년부터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평택, 원주, 익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만도는 이 외에도 중국, 인도, 독일, 미국, 브라질, 폴란드 등 자사의 사업장이 위
치한 국가 내 인프라 구축 지원, 장학금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Goal 8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만도는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
며,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만도는 
협력사의 역량이 곧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시스템 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무상 제공, 자금 지원 
등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Goal 9 :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만도는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경험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자
동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이라는 가치 아래, 더욱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
을 위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고객의 자유를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PEOPLE

Goal 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증진 

만도는 자사의 주요 구성원이자 핵심 경쟁력인 임직원들을 위해 임직원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소프
트웨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자율형 R&D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oal 10 :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만도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며 불
평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를 시작으로 국내
사업장 인권영향평가와 국내외 사업장의 고충처리채널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며, 임직원
간 불평등을 감소하고 개개인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LANET

Goal 7 :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사용

만도는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을 목표로 2002년부터 매년 에너지 절감 TFT를 구
성하여 사업장 환경에 맞춘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도의 브라질 
생산법인인 MCB의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익산/평택사업장의 시
설물 임대를 통해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
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Goal 13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대응 활동

만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습니다. 만도는 ‘2050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환경경영 중장기 목표로 단기
(’25년), 중기(’40년), 장기(’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UN SDGs Commitment

만도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며 인류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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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Commitment

만도는 2021년 4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만도는 당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가 비준하는 모든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의 인권 및 환경경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 Human Rights 페이지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만도는 세계 인권선언(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국제노동기구(ILO)
가 권고하는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p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만도는 그룹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만도 법인
의 인권 담당자를 선정하고 주요 인권지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7p

노동 : Labor 페이지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만도는 매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시행하고, 근로자위원들과 분기별 노
사협의회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비롯한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연 2회, 노사 경영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등 노사가 
함께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68p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만도는 인권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사업활동과 관련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리스
크 발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57p, 78p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만도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국내 사
업장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0개 분야, 총 159개 지표들 중 아동노동이 포
함되며, 관련된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권 경영 세
부 운영 방침을 수립하여 인권 경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58p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만도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입사 지원자 및 임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채용과 업무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만도의 인권
경영 선언문과 더불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57p, 60p

환경 : Environment 페이지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만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저
감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제품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1p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만도는 효과적인 환경경영을 위해 전사 안전환경 회의체를 두어 정기 회의를 통해 환경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단(Steering Committee)’을 운영하며 지
속가능경영 원칙 및 전략, 전사 지속 가능 관련 리스크 등을 연 2회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
가능경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2p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만도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분야
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계식·유압식 부품에서 전자 제어부품으로 전환하면서 
엔진 공압 등 친환경차에서 사라지는 동력원을 모터 동력으로 대체하고 장착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친환경차 구현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친환경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4~36p

반부패 : Anti-corruption 페이지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만도는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내 정도경영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윤리규범, 윤리행동지
침, 행동강령을 제정해 정도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 보고체계, 귀책 및 상벌(징계) 등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룹 내 회사의 모든 조직 단위와 그에 속한 전 임직원에게 규정을 적
용하며 모든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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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요 활동

고객

- 글로벌 전시회(CES, Motor Show 등)

- 고객사 대상 Tech Fair(만도 신기술전시회 등)

- Ride Session(차량 시승회_Winter test 등)

- 산업 컨퍼런스 및 포럼(SAE1), 미래자동차엑스포 등)

- 만도 Website & SNS(YouTube, Linked-in 등)

- 친환경 제품 및 신기술 소개

- 	차량 시승을 통한 기술 체험 및 시현

- 선행개발 등 협력 과제 추진

주주/투자자

- 주주총회/이사회

- 	기업공시/보고서(사업.감사.기업지배구조.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IR 미팅(국.내외 NDR2), Conference, 1:1 미팅 등)

- Investor Day

- 	공시 및 보고서를 통한 재무 성과 등 공개

- 안정적 지배구조 관리

- 	IR미팅을 통한 투명한 기업 정보 제공

임직원

- 경영현황 및 방향 공유 설명회 'Mando ON'

- 	기업문화 활성화 조직 'Value Board' 및 'Open Communication’

-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조직 'Team David'

- 기업문화 만족도 설문 조사

- 그룹 커뮤니케이션 채널 'Hallo'

- 사내 정보 공유 채널 ‘With Mando’

- HR 정보 도우미 AI ‘하니봇’

-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그룹 'HalloStar'

- 노사협의회

- 사내 방송, Global 웹진(소식지)

- 	전사 사업계획, 경영실적 및 현황, 전략 공유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활동 시행

- 	경력 설계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다채로운 소통 채널 운영(경영진-직원 등)

- 	MZ세대 공감 컨텐츠 창출 및 크리에이터 육성

협력사

- Partners' Day

- 만도 협력회 최고 경영자 세미나

- 만도 협력회 BU 간담회

- 협력사와의 소통 채널 Website(G-TOPs)

- 협력사 의견 청취 ‘親親 활동’

- 	협력사 금융, 특허, 품질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근로 환경 관리

- 상생협력, 공정거래 추진

이해관계자 참여

만도는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NGO, 학계, 정부/협회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며, 책임있는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23

INTRODUCTION

ESG STRATEGY

SUSTAINABILITY AREAS

APPENDIX

ESG DATA

TCFD / SASB

GRI CONTENT INDEX

UN SDGS COMMITMENT

UN GLOBAL COMPACT COMMITMENT

이해관계자 참여

제3자 검증의견서

수상내역 및 가입협회

1) SAE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자동차 기술자협회
2) NDR : Non Deal Roadshow 투자/기업 설명회

ESG 영역별 이해관계자 세부의견*

*2022년 1월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한 의견 

환경 사회 경제/경영

•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 선제적 노력 필요 

•  	절삭유, 냉각수 등 제조업 특성상 다량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산업 폐기물의 최소화

• 	 	분진 등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및 처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

•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 설계 역량 강화

•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통한 채용비리 예방 및 조직간 불평등 해소 

•  	복리후생 및 임금 수준 인상을 통한 인력 유출 방지 및 임직원 	
동기부여 필요 

• 		 임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회 필요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및 고객 신뢰 저하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핵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필요 

•  임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 확립 필요

• 		 주력 제품군인 섀시부품의 성장 활성화 필요

• 	 작업자 품질 관련 책임의식 재고 필요

•  	횡령 등 사익추구 인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실질적인 내부 감사 필요

•  협력사 선정 및 구매 과정에서의 비리 예방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요 활동

지역사회/NGO

- 지역 봉사단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한국 교통안전공단(‘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프로그램)
- 성남 중탑 종합사회복지관
- UN Global Compact(UNGC)회원사 활동

- 임직원 봉사 활동 실시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활동
- 	환경보호/교통 안전 문화 정착 캠페인 참여
- 	UNGC ‘LEAD’ 회원으로 선정

학계
- 산학협력
- 기술협의체

-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

정부/협회

-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별 행정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 산업협동 조합

-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참석
-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미래 기술 인재 육성 및 멘토링 실시
- 	탄소중립을 위한 선언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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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만도 이해관계자 귀중

도입
BSI Group Korea(이하 ‘검증인’)는 2021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검증의견서는 검증범위에 포함된 관련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만도에 있습니다. 검증의 책임은 명시된 범

위에 대해 검증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문적 의견을 담은 독립적인 검증의견을 만도 경영진에게 제

공하는 것이며, 또한 만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검증표준 및 검증수준 
본 검증은 AA1000 AS(Assurance Standard) v3(2020) 검증표준이 적용되었으며,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의 핵심 부합방식(Core Option)

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수준은 AA1000 AS에 따라 중간수준(Moderate 

Level) 보증 형태로 AA1000 AP(AccountAbility Principles) 2018의 4대 원칙 준수 여부를 확

인한 Type1 및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한 Type2 검증유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Type2 검증유형은 GRI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인 GRI 200(경

제), GRI 300(환경), GRI 400(사회) 중 보고서 내 GRI Content Index에 명시된 공개항목

(Disclosure)에 대해 적용해 검증이 수행되었습니다.

검증범위
보고서 검증에 적용된 검증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증방법
검증인은 검증기준을 준수하며, 보고내용에 대해 오류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내용

-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전략, 목표, 사업, 성과 등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주장, 중대성 평가결과 중대이슈에 
포함된 사항 

- 정보 수집, 분석 및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적합성 및 견고성

- 검증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중대성 이슈 분석 프로세스의 검토 및 적합성 확인

- 지속가능성 전략이행 프로세스와 실행을 위한 시스템 검토

- 	중요성 이슈와 관련,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의 상위 관리자 인터뷰 수행을 통해 논의된 이슈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적합성 검토

- 각 성과 영역별 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보고과정 확인

- 아래사항은 검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 Appendix에 포함된 재무정보

• 보고서 Appendix에 포함된 GRI를 제외한 국제 표준 및 이니셔티브의 Index 항목

• 보고서에 제시된 홈페이지 등 기타 연계된 부가정보

검증결과  
검증을 수행한 결과, 검증인은 중대성 측면에서 만도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

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 부합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AA1000 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원칙에 대한 검증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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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000 AP 4대 원칙

포괄성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만도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NGO, 학계, 정부/협회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선정하여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가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별 기대 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주요 
이슈들을 지속가능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의 식별 및 보고 

만도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핵심 보고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미디어 기사 
분석,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ESG 평가 및 표준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와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 소통채
널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24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각 이슈의 전략적 우선순위
를 선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기사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각 이슈에 대한 리스크 발
생 가능성과 리스크 발생 시 손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8개 중대 이슈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응성 :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대응

만도는 중대성 주제로 결정된 핵심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추진단을 통해 중대 이슈에 대한 정책, 과제 수행 현황, 활동성과 및 개
선방안이 논의되어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슈별 대응활동 성과는 매년 
이사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향성 : 조직의 활동 및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가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만도는 중대성 핵심 이슈와 관련된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프
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이슈에 대한 영향, 리스크 및 기회 요인 분석 결과는 각 이슈별 대
응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며 중요 이슈별 영향 분석 결과는 Management Approach
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선권고사항
검증인은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독립성 및 적격성
BSI Group은 품질, 보건, 안전, 사회 및 환경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약 120년 동

안 독립 검증서비스를 제공해 온 독립된 전문기관입니다. 검증인은 ㈜만도와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고,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본 검증

을 수행한 검증팀은 환경, 사회, 기업윤리, 보건, 안전 경영시스템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BSI 

Group의 검증표준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AA1000 AS 검증심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GRI Standards 적용수준 검토
검증인은 만도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

음을 확인하였으며, 만도가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여 다음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과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에 관련된 내용이 모든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

다는 주장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요성 이슈를 선정할 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이슈가 선정될 수 있도록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이 권고됩니다. 

2022년 5월 12일
BSI Group Korea㈜ 대표이사   임 성 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조직 프로필 102-1~13/ 전략 102-14/ 윤리 및 청렴성 102-16~17/ 지배구조 102-18/ 이해관계자 참여 
102-40~44 / 보고관행 102-45~56/ 경영접근방식 103-1~3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 경제: 201-1~3, 202-2, 203-1~2, 204-1, 205-2~3, 206-1, 207-2

• 환경: 301-1~2, 302-1, 302-3, 303-2~5, 305-1~2, 305-4, 305-7, 306-2~5, 307-1

• 사회: 401-1~3, 403-1~7, 403-9~10, 404-1~3, 405-1, 412-1~2, 413-1, 414-1~2, 418-1,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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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TCFD / SASB

GRI CONTENT INDEX

UN SDGS COMMITMENT

UN GLOBAL COMPACT COMMITMENT

이해관계자 참여

제3자 검증의견서

수상내역 및 가입협회

수상내역
일시 수상내용 국가

2021.01.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 혁신상 수상 한국

2021.04. 2020 국가브랜드대상, 자동차부품부문 10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

2021.06 미래차 전동화기술, ‘제56회 발명의 날’ 대통령 및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

2021.08. Plant Iksan ‘녹색기업 대상(최우수상)’ 수상, 환경부 장관 한국

2021.09.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 부품제조 부문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

2021.10. ‘국가 R&D 100선’ 선정, 기계.소재부문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2021.11.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LEAD 회원 기관 선정 한국

2021.12. ‘녹색금융 우수 채권 기업’ 수상, 환경부 장관 한국

2021.03./07. 2020년 노동관계 조화로운 기업, 북경 밀운구 / 소주 고신구 인력사회보장국 중국

2021.09. 2021 항주만신구 무사기 시범기업상 취득, 닝보 항주만신구 기업공안연합복무센터 중국

2021.12. 2021 재중 한국 CSR모범기업 “녹색발전부문 우수상” 수상,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가입협회
NO 기관명 가입목적

1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관련 인적 교류 및 학술대회를 통한 기술 발전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술 개발 기획 및 전략 수립 정보 입수

3 대한전자공학회
전자, 정보, 통신의 융복합 연구 정보 입수 및 	
학술 활동을 통한 기술 정보 교류

4 NAFEMS(해외 CAE Community)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동향 정보 입수
5 대한전기학회 전기관련 선행 기술 정보 입수 및 학회 활동
6 제어로봇시스템공학회 제어로봇관련 기술 정보 입수 및 학회 활동
7 전력전자학회 전력관련 선행 기술 정보 입수 및 학회 활동
8 대한재료금속학회 자동차 재료 신기술 동향 정보 입수
9 AUTOSAR Association Partnership 자동차 신기술동향 입수 및 경쟁사 대응
10 ADASIS ADAS Map 관련 표준 입수

11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관련 다양한 민간기관, 대학, 유관기관과 	
소통 및 협업

12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자동차 관련 인적 교류 및 학술대회를 통한 기술발전

수상내역 및 가입협회

NO 기관명 가입목적

13 한국무역협회 수출, 관세 등 무역정보 획득 및 정책 건의

14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업 및 정책 건의

15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 안전 부문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 사전 검토 및 대응

16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기업간 IP관련 정보 입수를 통한 IP 환경변화 및 	
분쟁 리스크 대응

17 UNGC 한국협회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준수

18 녹색기업협의회
녹색기업 인증 사업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환경리스크 	
사전예방

19 환경기술인협의회 환경 실무자간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환경리스크 사전 예방

20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관련 예방 정보 입수 및 방화업무 담당자 교육수강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21 대한간호협회 산업보건 유해, 위험정보 입수 및 보건업무수행능력 향상

2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용 및 전기안전관리자 능력 강화

23 환경보전협회
환경이슈에 관한 정보 입수 및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관리

24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 이슈 정보 입수 및 산업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능력 강화

2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관리제도 정보입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법적 대응

26 수도권화학안전공동체협의회 화학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27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기계설비 안전점검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직무교육

28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 협의회 전기 안전관리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

29 원주. 횡성 안전관리자 협의회 안전 업무 인적 교류를 통한 재해 예방 활동 강화

30 원주.횡성 보건관리자 협의회 보건 업무 인적 교류를 통한 재해 예방 활동 강화

31 원주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소방 이슈 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32 문막공단 공공폐수처리장 운영협의회 문막공단 비용부과 승인 및 개선 검토 활동

33 익산 기업환경협의회 환경이슈 획득을 통한 환경 리스크 사전 예방

34 익산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 업무 인적 교류를 통한 재해 예방 활동 강화

35 산업통상자원부 비상계획 협의회 비상대비업무 관련 산업부 지침에 따른 훈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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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만도 Global Strategy Center | Sustainable Value & Relations팀

주소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E-mail sustainability.mando@halla.com

홈페이지 https://www.mando.com

https://www.mando.com/
https://www.mando.com/
https://www.mando.com/


본 보고서는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지는 100% 사탕수수지,  
내지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https://www.ma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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