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는 당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고객사, 협

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9

년 당사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는 이해관계자 대표 7명과 대면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 향후 만도

가 관리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토픽 13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당사

의 대응활동을 연구개발, 제품품질, 정도경영,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환

경 6개 챕터에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ABOUT THIS REPORT

보고 기준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Option) 부합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ISO26000과 UN 

SDGs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경계

판교 본사와 원주, 평택, 익산 사업장

(해외 사업장 활동 일부 포함) 

 

보고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상반기 활동 일부 포함) 

보고 주기

1년 또는 2년 주기 발간 

(2019년 첫 발간) 

보고 검증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전문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의 제3자 독립검증을 거쳤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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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ision

만도는 자동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객, 협력사, 주주 및 임직원 등 당사 

이해관계자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선포한 새로운 비전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내일을 더욱 안전하고 Safer, 깨끗하고 

Greener, 편리하게 Easier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Our vision is your freedom.
In our creation, 

your to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

Creation Safer Greener Easier Freedom

•Creation •Safer Identity of Global Mando, 
Nature of Our Business

Innovation and 
Disruption as Usual

•Greener •Easier Comfortable & ConvenientEco-friendly

•Freedom Our Ultimate Goal: 
Sum of Safer, Greener and Easier





CEO Message

만도는 전 사업활동에서 이해관계자의 가치(value)를 추구,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만도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진정한 No.1, ‘글로벌 만도’로 거듭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자율주행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스타트업 기술제휴, 고

객 다변화 등 그 어느 해보다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빨라지고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동력을 찾고 대비를 해야 했던 중요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많은 힘과 노력,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주주 및 투자자, 고객사,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사회공헌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처음 발간하는 만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더 돌아보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만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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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대표이사 회장 정 몽 원

첫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선도를 위한 미래차 핵심기술 투자 지속

격변하는 시장은 위험요소이기도 하고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는 기존 사업에서 쌓아온 우리만의 강점이 중요한 자산이 되겠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적 혁신을 위해 이전의 가치를 뒤집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기존 사업의 그물에 갇혀 좌초하는 기업이 아

닌, 틀을 깨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만도 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MISV)를 중심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기술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2018

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자동차업계 최초로 만도 자율주행차 ‘하키(Hockey)’의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하였고, 국내에서는 만도 레이더가 탑재된 자율

주행 버스 ‘제로셔틀’의 최초 무인주행을 성사시켜 운행 중입니다. 운전자에게 안전(Safety)과 자유(Freedom)를 제공할 수 있는 신사업 및 신제품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및 M&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R&D 투자비중을 8%까지 향상시켜 미래차 핵심 부품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둘째, ‘People First, Strategy Second’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실행하고 추진할 구성원과 구성원 개개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로 Agile한 조직을 만들

고 인재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제품중심조직”을 출범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등 지속성장을 위한 대비를 강

화하였습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기본부터 ‘제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소통과 합력(合力)’을 위해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전사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Globally 

선정된 165명의 직원들과 Leader들이 대면 토론하여 취합된 개선방안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인재 육성

을 위해 ‘Work Smart’ 과정, 한라비즈니스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

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현장의 ‘무재해, 무화재, 무사고’를 목표로 종합재해지수를 2017년 대비 32% 감축하였습니다. 향후 ISO 45001 국제표준 도입

으로 작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을 이끄는 데 임직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 미래의 경쟁력인 이해관계자의 가치(Value) 극대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력이 필수이며, 협력사 없이는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입니다. 2013년부터 동반성장팀이 ‘강한

기업 육성 프로그램,’ ‘친친(親親) 활동’ 등 협력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지원과 위험도 평가 등 협력사 안

전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를 통해 2012년부터 323대 휠체어를 기증하였고, 청소년

들의 미래 비전과 꿈을 지원하고자 ‘씨드스쿨’, ‘한라비스킷 캠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 환경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난 날의 만도뿐만 아니라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끊임없이 개

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중대토픽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상세하게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만도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책임

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소개

만도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현재 국내외 완성차 업체 약 60여 곳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사 Global R&D Center와 더불어 아시아, 북

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 50여 곳에 위치한 글로벌 사업장에서는 연구개발, 제품생산, 물류 및 판매, 주행시험 등 네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반세기 동안 자동차 제동, 조향, 현가 장치에서 축적한 노하우로 국내 최고 수준의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자안전보조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등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중심의 조직 체계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는 제품부문 기반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글로벌 운영 현안을 보다 효율

적이고 민첩하게 해결하여 미래 성장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기업개요

1)  2014년 9월 2일에 ㈜한라홀딩스의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4년 10월 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상장 

2) 출처: 한국신용평가

일반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기업명1)

설립일

대표이사

본사

사업내용

사업장 수

부채

자본

매출액

신용등급2)

임직원 수

주식회사 만도

1962년 10월 1일

정몽원, 송범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생산거점 20곳, 연구거점 18곳, 판매 / 물류거점 8곳, 주행시험장 7곳

2,956십억 원 

1,482십억 원 

5,665십억 원 

AA-

12,253명 (해외 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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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연혁 

만도는 1962년 설립 이래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가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17년에는 Mando 

Innovations Silicon Valley (MISV)를 개소하여 미래 첨단 자동차부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962 •(주)현대양행 창립

1964 •안양공장 신축

1984 • 자동차부품 연 30만대 생산규모  

공장으로 증축

 •기술연구소 및 중앙연구소 설립

1988 •문막(원주) 조향공장 준공 

 •평택 제동공장 준공

1989 •스웨덴 윈터테스트 센터 설립1995 •익산 현가공장 준공 

 •Autoventure Mando 설립

1999 •㈜만도로 신회사 출범

1997 • Mando India Ltd. / Maysan Mando Turkey 설립

1996 •Mando America Corporation 설립

1991 •㈜마이스터 설립

1993 •덕소 중앙연구소 준공

2011 • Mando America Corporation-Georgia  

공장 설립

 •㈜이폴리머 인수 

 •Kayaba Mando do Brazil 설립

 •독일 브로제사와 자동차부품 합작사 설립 

2010 •㈜만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Mando Tokyo Branch 개소

2012 •판교 Global R&D Center 준공 

 •Mando Jakarta Office 사무소 개소 

 •Mando India Ltd. 조향공장 설립

2014 •Mando Shenyang China 준공

 •Mando R&D Center China 준공 

 •Mando Corporation Poland 공장 준공 

2013 •DSP-Weuffen 인수

 • MIS와 MIL 합병, 통합법인 Mando 

Automotive India Ltd. 출범

2015 • Mando Chongqing China 설립 /  

Mando Corporation Mexico 설립 

2016 •시험평가센터 시험동 준공 

2017 •Mando Ningbo China, Caliper 라인 증설 

 •스웨덴 윈터테스트 센터 증축 

 • Mando Innovations Silicon Valley (MISV)  

사무소 설립 

2004 •Mando Tianjin China 설립

 • Mando America Corporation-Alabama  

공장 설립

2003 • Mando Beijing China /  
Mando R&D Center China 설립

2005 •Mando Softtech India 설립

2002 •기흥 중앙연구소 개소

 • Mando(Harbin) /  

Mando Suzhou China 설립

2007 • Mando (Shanghai) 무역유한공사 /  

Mando (Beijing) 무역유한공사 설립

2008 • 독일헬라와 합작사  

(주)만도헬라일렉스토릭스 설립

1979 •자동차부품 연 15만대 생산규모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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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평택

    원주

    익산

    판교

    화성

    만도 브로제

    우리엠오토모티브

인도

   New Delhi

    Chennai 

   Bangalore

터키

    Bursa

폴란드

  Walbrzych

스웨덴

  Arjeplog

독일

    Frankfurt

일본

  Tokyo

인도네시아

  Jakarta

말레이시아

  Klang 
뉴질랜드

  Wanaka

EUROPE

AFRICA

ASIA

OCEANIA

글로벌 사업장 현황 

만도는 2018년 말 기준, 중국, 미국, 독일, 인도 등 13개국에 5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글로벌 거점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

습니다. 지역별로 미국은 조향(Steering), 유럽은 제동(Brake), 인도는 소프트웨어, 한국은 운전자안전보조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미와 유럽의 프리미엄 업체, 중국 내 완성차 업체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고객사 수주를 확대해 나갈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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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2018년 12월 기준)

생산거점 20개

R&D거점 18개

판매/물류거점 8개

주행시험장 7개

중국

     Beijing

    Suzhou

    Ningbo 

   Shenyang

   Chongqing

   Tianjin

   Shanghai

   Heihe

미국

   Kinross

    Detroit

   Silicon Valley

   Alabama

   Georgia

멕시코

  Saltillo

브라질

  Limeir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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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체계 및 경영철학 

New Vision
만도는 2018년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의 더욱 안전하고(safer), 깨끗하고(greener), 편리한(easier) 내일(tomorrow)에 기여한다는 포부를 담았습

니다. 특히 사람들이 안전, 환경,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freedom’을 강조하였습니다. 

Our vision is your freedom
In our creation

your tom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

Mando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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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별 행동규범

경영철학 

만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한라로(路)’를 경영철학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한라로(路)란 기업의 비전 실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정진해 나가야 할 길임과 동시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실천 방침입니다. 

한라로 4대 실천과제

핵심가치

‘정도경영, 프론티어, 합력’을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이자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다.

정직

양심에 어긋난 언행을 버리고, 곧고 바르게 행동한다.

관계자 간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공유한다. 

투명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과감히 시도한다.

도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혁신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정을 

다해 학습한다.

최고 서로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칭찬한다.

배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소통

서로 믿고 의지하며 책임은 반드시 완수한다.

신뢰

정도경영
INTEGRITY

프런티어
FRONTIER

합력
WORK

TOGETHER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모으는 실천

• 회사의 프로세스와 

업무분장(R&R) 점검

•평가/보상 시스템

• 양질의 자원 확보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추진

 *특히, 인적자원 확보/육성

•정도경영/투명경영

•개방성

•리더십/적극적인 소통

선택과

집중

일하는 

시스템

구축

자원의

확보

올바른

기업문화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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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액

5.81조 원2016

5.69조 원2017

5.67조 원2018

부품별 매출액 비중

20172016 2018

 제동

 조향

 현가

 ADAS

46%

30%

19%

5%

44%

30%

19%

7%

43%

29%

19%

9%

 현대기아

 GM

 중국로컬

 유럽, 기타

고객별 매출액 비중

20172016 2018

54%

21%

14%

56%

17%

58%

17%

11%

14%

12% 11%

15%15%

IDB

ESC

Intermediate
Shaft

Long Range
Radar

Ultrasoni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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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자동차 제동장치(Brake ), 조향장치(Steer ing ), 현가장치

(Suspension) 및 운전자안전보조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를 생산하는 자동차 섀시부품 전문 제조회사로서 센서, 통

합제어 프로세서, 주행제어장치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래 자율주행

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개 완성차 대부분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고

객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도 제품소개 

만도는 기계식 및 전기전자 브레이크 제품과 제어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물론 주행환경 속 운전자와 보

행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Brake System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동 시스템

Steering System 
세계의 명차와 함께하는 만도의 조향 시스템

만도는 차의 방향을 조종하는 스티어링 시스템에서 컬럼, 전동식 파워 스

티어링(EPS), 제어로직 전체를 독자 개발하였고, 획기적인 고장 보조 장치

(Redundancy)를 개발함으로써 일반 차량은 물론 자율주행차의 조정 안정

성과 편의성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Suspension System 

첨단 부품 독자 개발로 앞서가는 만도의 현가 시스템

만도는 스트러트, 쇽업쇼버 제품을 해외로 각각 약 3천만 개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중국 1위,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

래 지능형 자동차에 적용될 최첨단 제품개발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ADAS 기술은 주차공간 탐색 및 조향 주차 지원을 통해 주차 시 운

전자 편의성을 높여주고, 차선 이탈과 충돌을 방지하는 사고예방기술과 같

이 주행 중 운전자의 운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다 진보된 편의 및 안전확

보를 제공합니다. 만도의 기술은 자율주행 및 무사고 스마트 자동차를 실

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꿈의 자동차를 현실로 만도는 ADAS 기술

Brake
Caliper

MoC

Suspension
Strut

Shock 
Absorber

Front
Camera

Short Range
Radar

Domain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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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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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Driving
Mando’s Response

만도는 국내 최초 순수 기술로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허가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획득하였습니다. 만도 자율주행차에는 차량 전방·전측방·후측방 레

이더와 전방 카메라, 전후방 영상기록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운행기록 및 별도기록장치 

등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간거리유지시스템(SCC), 자동긴

급제동장치(AEB), 자동차선유지장치(LKAS), 후측방경보시스템(BSD), 교통정체지원시스템

(TJA) 등 운전자보조시스템과, 자유로운 핸들링을 위한 최첨단 조향장치 R-EPS, 전자안정

성제어(ESC) 등 제동 및 조향 장치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제로셔틀’ 무인주행

으로 자율주행 Level 41) 시험운행에 성공함으로써 만도형 자율주행기술 완성에 한 발 더 다

가섰습니다. 

Connectivity
AI기반 자동차-모바일

융합 확대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 상용화 및

AI 적용 확대

1) 자율주행 개발단계

- 1단계: 단일주행 보조 / 2단계: 복수의 주행기능 융합 보조 / 3단계: 제한적 자율주행 / 4단계: 안전한 자율주행 (출처: 미국도로교통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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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메가트렌드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4 대 메가트렌드로 ‘C.A.S.E (Connectivity·Autonomous·Shared·Electric)’를 꼽고 있습니다.

이 중 만도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영역에 당사의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Industry Status & Outlook

Level 3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 탑재완료

2025년 4-5% 차량

Level 4 자율주행 가능

(28% level 2, 12% level 3)

자동차 OEM 기업의 전기차, 

자율주행 스타트업 투자 확대



Electric Vehicle

Shared
Service

차량 공유 및 호출 

서비스 확대

Electric
Vehicle

경제성/기능 확대

전기차 본격 출시

2) Global Automotive Industry Outlook, 2018, Frost & Sullivan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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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o’s Response

만도는 2018년 신생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바이튼’의 부품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전

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스티어링 휠 칼럼,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충격흡수장치 등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식으로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바퀴에 전달하는 R-EPS는 자율

주행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으로, 만도가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외

에도 전기차 OBC(On-Board Charger) 충전기에 이어 2017년 더 작고 가벼운 고전압 배터

리 충전 장치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전기차 연비 향상을 보조하는 BSG(Belt-driven Starter 

Generator) 부품과 통합구동시스템 E-Drive 부품을 선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Industry Status & Outlook

내연차 판매금지 선언

각 국가 기한 설정 중국, 독일 2030년 

영국 2040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 역대 최저 

2017년 리튬이온배터리 가격 

전년대비 25%2) ▼

2017년 전기차 판매량 

1백만 대 돌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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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주행의 자유로움을 디자인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편리한 기술이 곧 비전이고 미래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갑니다



18 거버넌스

22 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    

24 이해관계자 소통, 7인과의 만남

32 지속가능경영 중대토픽 및 추진체계 

Managing 
Sustainable 
Business



Managing Sustainable Business 18

거버넌스는 고객, 주주, 임직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도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는 비재무활동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만도는 2014년 9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2014년 9월 2일에 주식회사 한라홀딩스의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이

후 2014년 10월 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대주주는 만도 지분의 30.25%를 보유한 지주회사 한라홀딩스입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기업경영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6인 등 총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당사의 CEO, COO 등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로 선임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변호사, 대학교수, 은행가 

등 법률 및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현황 

거버넌스

100% Mando ChinaKorea

America

China
50% Mando Brose 100% Mando Beijing

100% Mando Tianjin

65.0% Mando Ningbo

100% Mando Harbin

100% Mando Beijing R&D

100% Mando Beijing Trad

100% Mando Shenyang

100% Mando Chongqing

(2018년 말 기준)

100% Mando Brazil

100% Mando Mexico

100% Mando Softtech 

100% Mando Europe

50% Maysan Mando

30% Autoventure MD

India

Europe
Others

한라홀딩스

만도 헬라

50%
만도

30.25%
한라

16.0%
한라스택폴

20%

100% Mando America

71.0% Mando India

100% Mando Poland

100% Mando Suzhou

*주요 의결안건: 계열사간 내부거래 승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연간 Start-up 투자한도 승인 등 (자세한 의결안건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

2017

2018

 2016  5

  5

  6

개최수(회)

2017

2018

 2016  31

  31

  21

의결안건*(수)

2017

2018

 2016  87

  87

  92

사외이사 평균 참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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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현황

구분 성명 현직 임기

대표이사 정몽원 (주)만도 대표이사(CEO) 2017. 03 ~ 2020. 03

정몽원 대표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만도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현재 한라

그룹 회장 및 당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와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MBA)

를 취득했습니다. 2008년 한라그룹을 통해 당사를 인수한 이래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해

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를 확대하는 등 회사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 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송범석 (주)만도 COO겸 Mando Korea 총괄 2018. 03 ~ 2021. 03

송범석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당사의 전신인 만도기계에 입사하여 현가사업본부 생산부를 

거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만도의 현가사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30년 이상 현장에 몸담으며, 당사 현가장치의 기술력 및 생산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COO(Chief Operating Officer) 및 Mando Korea 총괄을 겸직하며, 노동조합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국내 사업 안정화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탁일환 (주)만도 Global Brake BU장 2018. 03 ~ 2021. 03

탁일환 이사는 당사의 Global Brake Business Unit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만도

기계에 입사했습니다. 신차개발지원실장, 조향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당사 제동, 조향 장치의 연구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고, 

2018년까지 Global 총괄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로서 당사가 세계 선도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술력 확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내이사 정재영 (주)만도 Corporate Management장 2019. 03 ~ 2022. 03

정재영 이사는 한라그룹 IR을 담당하였고, 당사의 Global 전략 담당을 거쳐 현재는 기획/재무/인사를 총괄하는 Corporate 

Management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와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MBA)를 취득했습니다. 당사에 합류하기 전에

는 British Petroleum에서 Strategy Analyst 및 Market Director, 한온시스템에서 경영전략 담당 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양한 외부 경험과 탁월한 Global 감각으로 당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김영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2017. 03 ~ 2020. 03

김영수 이사는 19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

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제33대 문화체육부 장관, 

2014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직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검찰, 장관을 비롯

한 오랜 공직생활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등 문화체육계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안

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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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직 임기

사외이사 이종휘 前 우리은행장 2017. 03 ~ 2020. 03

이종휘 이사는 1970년 한일은행에 입사하여 2002년 한빛은행 부행장,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했

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직을 역임하

였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에 새로운 금융기법과 상품을 제안

하는 등 재무구조 선진화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김대식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 03 ~ 2020. 03

김대식 이사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행 국제금융부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에서 경영

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직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1998년부터 2004년까지 SK텔레콤 사외이사,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Wharton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외부 주주들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전공지식과 타사 사외이사 경험을 토대로 당사에서도 그 역량을 십분 발

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권익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적법성 등에 큰 관심을 갖

고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개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김한철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7. 03 ~ 2020. 03

김한철 이사는 1978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11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최대 국책 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

로 당사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당사 감사위원회 일원으로서 재무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감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김현수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2017. 06 ~ 2020. 06

김현수 이사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현대엔지니어링 기계부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까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2004년부터 지식경제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 기획위원과 한국자동차 공학회 하이브리드 및 연

료전지 부문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동차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각각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국내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

탕으로 당사의 기술 발전과 사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7. 06 ~ 2020. 06

김경수 이사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2013년 대전고등검찰청 및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오랜 검찰 경력에서 나오는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조언은 물론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도 많은 조언

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으로서 회사가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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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운영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총 3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사결정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도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

습니다. 2018년에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연간 감사 계획, 감사 결과, 감사 최근 동향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구분 목적 구성 역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감사위원회 상법 규정 의거 주총에서 선임 사외이사 3명 회계 및 업무 감사

내부거래위원회 계열사 거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3명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심의 의결            

이사 보수 및 보상

만도는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보수를 매년 개인별 협의를 통해 책정하고 있으며, 등기이사 보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실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100억 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사 보수 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등기이사1) 5 4,207 841

사외이사2) 3 224 75

감사위원회 위원 3 212 71

1)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이사회

조직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송범석 이사, 김영수 이사, 이종휘 이사

내부거래위원회

김대식 이사, 김현수 이사, 김경수 이사

감사위원회

김현수 이사, 김한철 이사, 김경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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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

이해관계자를 위한 책임 

수익창출 (매출액, 단위: 조 원)

 2016

2017

2018

   5.81

   5.69

   5.67

연구개발 영업 및 마케팅 구매

고부가가치, 고효율 섀시 제품 개발

- 제동, 조향, 현가 부품 개발

-  운전자안전보조장치(ADAS) 

 부품 개발

친환경 제품 개발

-  전기차 브레이크 회생제동시스템 

 기술 보유 

-  고효율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양산

자율주행 제품 개발

-  자동긴급제동 및 자동차선유지 

 기술 보유 

-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초음파 센서 양산

고객 다각화 및 사업 안정화   

-  북미, 유럽, 중국, 인도 해외 고객 

 다변화

- 국가별 내수시장 수주 강화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 

 국내 테크쇼 참가

정도경영 기반의 수주활동 전개

-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

- 부정청탁 등 일체의 부정행위 금지 

원자재 제품품질 및 납기 관리 

-  미국, 인도, 중국 등 7개국 740개  

 협력사 거래

-  협력사 품질인증제도 교육 374명 

 참여

-  협력사 품질역량 강화 교육 

 475개사, 1,026명 참여 

공급망 CSR 및 커뮤니케이션 

- 만협회 세미나 68명 참석 

-  협력사 고충처리 19건 접수, 

 18건 해결 

- 정도경영 교육 공동 실시

-  협력사 자율 안전관리 정착 

 프로그램 지원

주주 및 투자자 / 고객 / 임직원

● ● ●

주주 및 투자자 / 고객 / 임직원

● ●

협력사 / 임직원

● ●

연구개발부터 판매까지 6단계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활동과 임팩트, 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분석 및 보고하였습니다. 사업활

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사업 공정 외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사·주주·투자자

정부·협회

지역사회·NGO 언론·학계

협력사

임직원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

임직원

● ●

-  총 급여 111,587백만 원

-  임직원 1인당 교육 시간 52시간 

-  임직원 교육 훈련비 2,872백만 원 

-  복리후생비 25,721백만 원

-  임직원 유연근무제 사용 2,336명 

-  기업문화 개선 활동(감사합니데이, 만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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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납기 준수

-  국내외 완성차 업체 60여 곳에 

 차종별 제품 납품 

가격 경쟁력 강화

고객 이슈 관리

최종제품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 

 G-QMS 구축

-  윈터테스트 연구인력 210명, 

 운영비용 56억 원

- 공정별 품질관리 활동 

임직원 품질역량 강화

- 협력사 품질 인증 96개사 

생산 판매 품질관리

제조 경쟁력 강화

-  자재, 인원, 설비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생산공장 현장 안전 강화 

- 노사합동 안전점검 매월 실시

- 현장 Safety Patrol 제도 운영

온실가스, 폐기물/폐수 등

환경 임팩트 최소화

-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전년대비 감축

-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전년대비 감축 110,195tCO2-eq
-  폐기물 재활용률 95% 

 (원주공장)

임직원 / 고객 / 지역사회

● ● ●

고객 / 임직원

●

고객 / 임직원

● ●

● 경제적 임팩트    ● 환경적 임팩트   ● 사회적 임팩트

지역사회

● ●

- 한라그룹 공동 지역사회 기부금 20,705만 원

-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3년 누적 수혜자 355명, 

 휠체어 323개 지원 

- 임직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142백만 원

정부

● ●

- 일자리 창출 204개(2018년 신규채용) 

- 세금과 공과 납부 4,734백만 원

학계

● ●

-  2014~2018 산학교류활동 및 

 장학금지원 누적 40명 선발, 입사자 22명, 

 입사예정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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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고객사, 임직원, 주주·투자자, 협력사, 정부·협회, 

지역사회, 언론·학계를 주요 이해관계자1)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2018년에는 설문조사와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의견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해 나갈 계

획입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01. 고객사·주주·투자자 02. 협력사

●  국내 우수 부품회사로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 및 의무 준수 필요

● 특정기업 매출 의존도 완화 (고객 다변화)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채용

● 친환경 생산라인 구축에 기민하게 대처

● 선진 노사문화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생산관리체계 구축

● 기존 생산거점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시장선도 역량 강화

● 협력사의 규모에 따른 해외 투자 선별적 독려

● 협력사의 환경개선 및 단가 등을 충분히 고려

● 에너지 환경 기술개발 투자 확대

● 노사관계 개선 필요, 지속적인 의사소통 중요

●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

● 전후방 협력업체 및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

●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3. 정부·협회 04. 임직원

● 제품안전성과 품질관리에 특별 집중 필요

● 자체 간담회 등 경영활동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

● 대외협력 및 언론홍보 업무 강화

● 내실 있는 상생협력 및 경영 투명성 강화

● 기업정책/외부소통 기반 비전 연차별 계획 수립

● 국제 환경표준 준수, 환경 리스크 사전 예방

● 청년채용 확대 방안 모색

● 사업장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인 교류 실시

● 차별방지 등 인권 제도와 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사관계 정립

● 인력 손실 예방

● 임직원 역량 개발

● 쌍방항 의사소통 필요

● 성비 불균형 개선

● 기술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구조

● 영문 교육프로그램 및 문서 제공 필요

● 52시간 근무제 준수 노력

● 여성 인력의 유리천장 제거

● 현장근로자 고령화 문제 해결

● 만통에 제기된 질문에 답변 요청

05. 지역사회·NGO 06. 언론·학계

● 현지 투자 결정에 대한 이성적 분석, 판단, 결정 및 집행이 중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률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경영진 인식 강화

● 환경규제 위반발생 리스크 사전 예방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 관련 정보 투명 공개

●  기업 CSR 활동이 경영활동의 일환이며 자선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회사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

● 임직원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역량 개발

● 노무/인사 관련 법률 자문과 조력을 상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

●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 배치

● 기업경영 및 경제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 요구

● 협력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에 도움되는 상생모델 발굴

● 자동차 부품의 대표회사로서 롤모델 활동 강화

● 만도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소통 강화

● 기업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근절

1) 법적·재무적·운영상의 책임을 지는지, 전략 실행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지, 활동·제품·서비스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결정

●경제·경영  ●환경  ●사회

고객사·주주·투자자

정부·협회

지역사회·NGO 언론·학계

협력사

임직원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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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리서치센터 Active전략팀

자동차·철강 부문

권 순 우 연구위원

이해관계자 인터뷰 #1

고객사·주주·투자자

산업 애널리스트로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분석하여 투자자들에

게 주식 정보와 투자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동시에 기업에도 투자

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도에서는 IR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자동차 시장 현황과 전망, 고객사 정보를 기반으로 방향

성과 개선점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도가 관리해야 할 이슈와 활동은 무엇인가요? 

만도가 자동차 산업에 속한 부품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의 변화

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동

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작년부터 역성장하는 가

운데 수요가 낮아지면서, 자동차를 중국에 대량 공급하던 완성차 기

업과 부품 공급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의 의

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사 관점

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중요한 이슈로 꼽힙니다. 이

에 전기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내연기와 부품이 사라지면서 많

은 자동차 기업들의 영속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변화

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

는 것이 자동차 부품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도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부품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영

속성, 고부가가치성, 고객 다변화’ 3가지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도가 이 모두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만도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포트폴리오를 강

화해 나가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최근 ADAS 전장제품 납품을 시작하

고 해당 제품이 적용된 해외 신차종이 나오면서 만도의 제품 가치

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소통채널

테크쇼
모터쇼

격년 참가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기업 · 경영

공시

외부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자동차 부품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7인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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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오토시스㈜ 

김 신 완 대표이사

KB오토시스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자

동차용 브레이크 패드의 국산화를 시도하고자 1985년 설립되었습니다. 국내는 물

론 동종업계 최초로 해외 자동차 유수 기업에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재를 공급하

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만도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

여 만도와 One-body 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

가요? 

만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경

영에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 ‘시장확대, 노사협력, 사회적 

책임 실현, 상생협력’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가치 향상을 이루고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간 협력을 증진하고 안

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기부 및 사회

공헌활동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도와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무엇인

가요? 

경영의 전 과정 ”A-Z”까지를 만도의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글로벌 시장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르

고 있습니다. 이 중 상·하반기에 진행되는 만도의 ‘파트너

스 데이’와 ‘차세대 경영자 과정’에는 만도 정몽원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이에 따른 만

도의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되는 만도 경

영방침은 저와 같은 차세대 경영자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 글로벌 시장에서 경

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에 기대하는 점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만도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중국, 인도 등 글

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2018년 매출액 40%대의 수출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만도의 경쟁력이 협력사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경쟁력 또한 만도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의 고

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당사 또한 

2차 협력사의 경쟁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

로그램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파트너 선정, 금융지원 등으로 국내 협력사까지 

만도의 사업적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만도의 

상생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소통채널
파트너스데이 

매년 1회 개최

만도협력회

지역별 간담회

협력사

만족도 조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2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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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 문 수 전무이사 
주요 소통채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를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3

정부·협회

1962년 설립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를 대표하는 단체로 완성차 및 부품업체 25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정착사업, 수출진흥사업, 기술개발 촉진사업, 

서울모터쇼 등의 홍보사업 등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전신인 현대양행이 

조합에 가입한 1970년도부터 만도와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

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부품 특성상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이슈임은 변함이 없습니

다. 최근 자동차부품업체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가치는, 산업 내 경

쟁자보다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유용한 차

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치들 중에서 미래형 자동

차 관련 신기술 개발이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

경차 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기술과 IT

와의 융합기술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자동차산업 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최대 요인인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노사관

계로 전환하는 것 또한 기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추구하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를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도가 집중해야 할 활동과 기대사항은 무엇인가요?  
품질과 안전이라는 자동차부품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객

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제품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만도

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와 협업하는 R&D혁신활동에 집중해

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 2차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보급 

및 확산하면서 경쟁격화, 수익성하락, 저성장 등 자동차부품업체가 

직면한 위협을 해소하고 자동차부품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기업인 만도가 

나아가는 방향은 앞으로 한국 모든 부품기업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연구개발, 노사관행, 상생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롤 

모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 정기총회(연1회)
 - 조찬세미나 등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 KAMA 저널
- 연보 2회 등

무역협회
정기총회

산업통상자원부
비정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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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eering BU
R&D Center R&V Test 3 
Nishant Kumar  주임연구원

만도에 근무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만도 인도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에 파

견되어,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조

향장치 성능을 검증하고 내구성을 평가하는 R&V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teering R&D 팀은 한국,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R&D 센터의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도 임직원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파견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관심사로 다가왔습니다. 인도와 일

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을 뿐 아니라 만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제 아내도 한국에 

파견되면서, 새로운 업무와 문화 등 삶의 전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런 어려움은 만도에서 도입한 유연근무제로 해소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일찍, 제가 

늦게 출근하고, 각자 필요한 시간에 퇴근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파견직을 위한 사내 언어 및 문화 교육으로 한국 생활

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배경과 파견 후 기억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와 같은 해외 파견 직원들은 한국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도 본사인 Global R&D Center에서 핵심기

술을 습득하고 해당 기술을 해외 법인에 현지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법인에서 각 차종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 현지화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견 3년차를 맞이

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회사의 Family Day 행사였

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이 초대된 자리에서, 저희 회

사 회장님과 임원분들이 해외 직원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 

묻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만도에게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만도가 앞으로도 한국과 글로벌 모든 법인에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각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처

음 근무한 인도 법인과 같이, 해외 지역에서 현지 직원을 고

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

니라 각 해외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활동

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각 해외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4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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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Excellence
Material Development

남궁지현 선임연구원 

이해관계자 인터뷰 #5

임직원

제가 소속된 Central R&D Center Material Development 팀은 

만도가 개발 및 생산하는 제품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고 신소

재와 공법 등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자동차에 탑재된 여러 시

스템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의 제일 작은 

단위까지 점검하면서 만도 제품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 가는 업

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도 임직원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

니다. 과거에는 ‘직장은 곧 내 자신이다’라는 신념으로 회사에 

충성을 다했다면, 요즘 직장인들은 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더 

중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만도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일

과 삶의 균형을 존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2주간의 

Creative Refresh 휴가제도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선택 근

무시간제도(Flexible time제),  2016년에는 매주 수요일 정시 퇴

근하는 Smart Day, 2017년에는 Smart 근무시간제도, 2018년

에는 유연근무제까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만도는 최근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

간 근무제’를 큰 어려움 없이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성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부분과 

향후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10년 전 입사했을 당시 만도 구성원 대다수는 남성이었습

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여성 동기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로 어

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10년간 여성 인력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입사 후 10년 동안에는 제가 입사했던 시

점 대비 약 10배 이상의 여성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여

성 인력이 늘어나면서 남성 직원들의 시각이 변화할 뿐 아니라 

여성 리더들이 양성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도는 지

난 10년간 임직원 다양성을 높이는 등 좋은 변화를 이루어 왔

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

고 있는 제 자신과 많은 동기 및 선후배들에게 1년간 공백기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공백기간 대체채용,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으로 모든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보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요 소통채널
쌍방향 소통채

널 만통 운영

밸류보드

회의체 운영

Open 
Communication 

운영

타운홀미팅

개최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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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복지처 

정 석 훈 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복지처는 자동차 사고에 따라 1급

~4급 중증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자녀 장학금, 피부양

노부모 보조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재활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심리치료, 힐링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정서적 지원

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희망봉사단을 전국적

으로 모집하여 청소, 반찬지원, 병원 외출 등 피해가정을 직

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2012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는 고(故) 정인

영 한라그룹 명예회장님의 수많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오뚝이’ 기업정신을 기리며 만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

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

자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휠체

어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도는 피해자의 사연을 접

수 및 선정하는 1차 심사를 진행하고, 공단은 피해 가구를 

방문하고 중복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는 2차 심사를 진행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대상에게 만도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휠체어, 전동휠체어, 휠체어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도에게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는 공단의 복지 전문성과 만도의 재

정적 후원이 맞물려 운영되는 가장 이상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활동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올라오는 오뚝이’가 

앞으로도 지원 가정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는 상징이 되

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후관리를 지원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 운전자

를 위해 첨단 보조장치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

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주요 소통채널
성남시 관계자

간담회 실시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

‘쓰러져도 다시 올라오는 오뚝이’가

앞으로도 지원 가정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는 상징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6

지역사회·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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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통채널
분기 1회

기술세미나

산학교류

활동 실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7

언론·학계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는 2011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 신

생 학과입니다.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기전자로 융합 개발될 것을 확

신하여 기계공학부에서 학과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기계와 

전기전자를 완벽하게 융합하여 두 부문 동일한 비율의 교수진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학과의 주요 연구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에서는 ‘스마트카’와 ‘그린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과 성능, 가격 경쟁력까지 두루 갖춘 자동차의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을 가상 환경에

서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제품 설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도가 관리해야 할 자동차시장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지난 7~8년간 자동차 기계와 전기전자 융합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는 제

품의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국내 자동차 산

업에서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는데, 소프

트웨어 기술에 대해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

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자동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하여 제어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며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만도는 ‘기술과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핵심 인재들이 좋은기술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만도의 산학활동에 대한 기대사항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는 기업이 학과생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졸업 시 해당 기업에 

우수한 인재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기업이 바로 만도입니다. 만도

는 저희 3학년 학과생을 선발하여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필

요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런 노력은 만도가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실감하게 합니다. 앞

으로는 후원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 등이 멘토링과 같이 밀착 관리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이 태 희 교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런 노력은 만도가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실감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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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중대토픽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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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Stakeholders

Impact on Business

중대성 평가

만도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토픽들의 우선순위

를 파악하고, 토픽별 중요성, 대응방안, 성과 등 관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에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만도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토픽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은 13건을 중대토픽으로 최종 선정하여 관리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대토픽

선정 프로세스

Step 1

Step 2 Step 3

지속가능성 토픽 풀 구성

내부 자료 분석, 미디어 분석, 동종기업 벤치마킹, GRI 
Standard 토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만도에 특화된 

경제, 환경, 사회 토픽 30개를 구성하였습니다. 

중대토픽 선정

중대성 평가에서 산출한 결과값으로 각 토픽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상위 이슈 13건을 중대토픽으로 선정하였습

니다.

중대성 평가 실시 

미디어 분석, 동종기업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30건의 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내·외부 이해관계자 6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미래시장 기술 선도

①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강화

⑦

신규사업 및 신시장 개척

품질경영 선도

⑤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평가

청렴한 정도경영

③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강화 

⑥ 

뇌물수수, 인사청탁 등 

일체의 부패행위 근절

임직원 행복 동행

②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④

노사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⑧

임직원 업무 능력 및 경력 

개발

지역사회 책임경영

⑫

협력사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시

깨끗한 환경보전

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⑩

깨끗하고 안전한 폐기물/폐수 

처리 및 관리

⑪

환경 법규 준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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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만도 13개 중대토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방향에 따른 핵심성과지표를 정립하였습니다. 

추진방향 핵심성과지표(KPI) 단위 2016 2017 2018

미래시장 기술 선도 연구개발 투자비(매출액 대비 비중) 십억 원 283(4.8%) 302(5.3%) 315(5.6%)

연구개발 인력 명 1,934 2,040 2,115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건 397 435 326

품질경영 선도 CS100만1) 건 1,388 1,307 837

RS100만2) 건 2,698 2,320 2,005

청렴한 정도경영 정도경영 교육 참가 인원3) 명 1998 259 300

부패 위반 건수 건 0 0 0

임직원 행복 동행 종합재해지수 FSI 0.36 0.44 0.30

임직원 1인당 교육 이수시간 시간 47 49 52

임직원 총 교육비 천 원 3,075,343 3,685,757 2,871,815

여성관리자4) 수(비율) 명(%) 28(2%) 34(3%) 45(3%)

신규 채용 인원 명 120 235 204

유연근무제 사용 인원 명 2,138 2,285 2,336

육아휴직한 근로자

남성 명 2 3 9

여성 명 15 14 12

지역사회 책임경영
동반성장 지수 수준 양호 최우수

2019.6월

발표예정

협력사 애로사항 개선활동 성과
(접수 건수 대비 비율)

건 28(93%) 38(97%) 18(95%)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시간 9,781 12,340 13,724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프로그램

지원자 명 39 39 72

지원금 만 원 5,000 3,780 9,800

깨끗한 환경보전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TJ 2,411 2,294 2,256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 tCO2-eq 7,790 8,608 9,007

간접배출 tCO2-eq 109,931 103,696 101,188

폐기물 배출 현황 kg 22,785,135 18,048,055 17,575,810

폐수 배출량 m3 278,747 273,504 272,198

1) 초기 품질지수: 제품 양산 후 0~3개월간 발생한 차량 1,000,000대당 클레임 지수 

2) 내구 품질지수: 제품 양산 후 10~12개월간 발생한 차량 1,000,000대당 클레임 지수

3) 2016년 정도경영 교육 대대적 진행 후 2017-2018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만 진행 

4) 과장 이상급



만도는 더 새롭고, 더 다르고, 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합력(合力)하여

‘제대로! 미래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시장 변화의 사이클 속에 
민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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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품질경영 선도 

52 청렴한 정도경영

56 임직원 행복 동행

64 지역사회 책임경영

72 깨끗한 환경보전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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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대토픽 순위

미래시장 기술 선도01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50년의 경험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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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신규사업 및 신시장 개척

1위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강화

Influence on Stakeholders

Impact on Business

1

1) 전기전자 제품

자율주행 기술은 통행 시간을 업무와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는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 사고를 

대폭 감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둔 현 시

점에서 전 세계 자동차 및 IT 업계는 관련 기술과 및 전장1) 부품 확

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친환

경·전기차 연구개발과 투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시장 기술 선도가 왜 중요한가?

만도는 제동, 조향 및 현가 장치를 생산하며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운전자안전보조장

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기술 역량과 개발 노

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도는 미래차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

추어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R&D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연

구기지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율주행·전기차 부품 산

업을 선도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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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SV

2,115명  75억

800건 1,000여 명

[ 현대기아자동차 대상 ]

TOPIC. 1 투자 및 기술개발 강화 TOPIC. 2 신규사업 및 신시장 개척

국내 동종업계
최고 수준 R&D 투자 

만도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 개소

연구개발 인력 2018 스타트업 투자

연구원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출원

고객사 HKMC 테크쇼 참가 

중대토픽  하이라이트Highlights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38

OCEANIA

AFRICA

EUROPE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MRE
EBS Europe

MSI
MRI

MRC
MISV

Pangyo

Halla Mechatronics

MRA

1) 전기자동차(Hybrid and

Electric Vehicles)

미래기술 개발 강화

만도 R&D
만도는 자동차 부품기업 ‘Global Top 30’ 진입을 목표

로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주력 제품으

로 자동차의 기본을 이루는 차세대 섀시모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 걸쳐 2018

년 기준 총 2,115명의 연구 인력이 생산제품에 대한 

선행개발, 설계, 시험평가 및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선행개발 파트는 미래형 자

동차에 탑재되는 지능형 및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 설

계 파트는 제동, 조향, 현가 장치와 운전자안전보조장

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관

련 연구와 전반적인 섀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시험평가 파트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환경에 주행시험장을 설치하여 만도 제품에 

대한 주행 및 신기술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기획 파트는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고 특허권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

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5년까지 투자비

율을 매출액 대비 8%까지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선

점하고자 합니다.

R&D 중기목표  

R&D 인력 (단위: 명)

R&D 비용 (매출액 대비 비율)  (단위: 십억 원)

5%
매출액 대비 R&D

투자상승(목표 8%)

2,115명
2018년 연구개발 인원

자율주행

지원 가능

차세대

섀시 개발

자율주행

Total Solution 
확보

xEV1) 구동계

부품 시장 확대

섀시자율주행

전기차

2020
목표

▼ R&D 연구센터

*국내외 사업장 포함

2017

2018

 2016  283 (4.8%)

  302 (5.3%)

  315 (5.6%)

2017

2018

 2016  1,934

  2,04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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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연구개발  

자동차 업계는 모든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자 보조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

습니다. 만도는 운전자안전보조장치(ADAS) 제품으로 

운전자의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차선 이탈 및 충돌 방

지 기능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등 높은 기술력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차보조 시스템 (SPAS, RSPAS)

만도의 주차보조 시스템은 차체 주변 장애물을 스캔하

여 최적의 주차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운전자를 보조

하는 기술입니다. 주차조향보조시스템(Smart Parking 

Assist System, SPAS) 기술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 주

차가 가능한 공간을 스스로 인식하고, 운전자가 스크

린에서 선택한 ‘평행 주차’와 ‘직각 주차’ 기능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대를 작동해 주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스

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변속과 제동을 전자제어 하

는 원격주차 시스템인 원격전자동주차시스템(Remote 

Smart Parking Assist System, RSPAS)도 함께 개발

하였습니다. 이 기술로 주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을 현격히 낮추고, 승하차가 어려운 협소한 공간

에서 주차 및 출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긴급제동 시스템 (AEB)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능력은 운전자 안전과 직

결되는 기술이므로 속력보다는 안전한 제동을 구현하

는 기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긴급제동시

스템(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기술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형 안전 장치’로 자동차 

스스로 상황을 인식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차량 전방의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기능을 융합해 개

발한 이 기술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을 감지할 경우 차량을 급제동합니다. 이 기

술은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나 골목길 등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8년 1월부

터 판매되는 모든 대형버스에 자동긴급제동장치, 차선

이탈경고장치 등 안전기술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선변경지원 시스템 (BSD, LKAS)

만도는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

는 사각지대감지경보시스템(Blind Spot Detection, 

BSD)과 주행로 차선을 인식하고 핸들을 자동제어하는 

자동차선유지시스템(Lane Keeping Assist System, 

LKAS) 기술 등 차선변경지원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유지 시스템 (SCC)

만도는 레이더를 기반으로 전방 차량을 감지하여 가감

속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Smart 

Cruise Control) 기술을 제공합니다. 도로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

도 안정된 속도와 전방 거리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습

니다.

아울러 6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해외 업체에서 공급

받던 '전방감지용장거리레이더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용충돌방지레이더의 하드웨어와 물체감지신

호처리 원천기술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만도의 최첨단 

부품이 탑재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EQ900’ 모델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전방충돌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전 항목 만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국내 

최초 레이더와 2017년 2세대 레이더를 양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3세대 레이더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자동긴급제동

◀ 시스템(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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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높이는 만도의 운전자안

전보조장치(ADAS)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인 자

율주행과 무사고 스마트 자동차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자율주행차에 장착되는 첨단 센서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 라이다(Lidar)는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물체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차량 주변 물체를 

인식하며, 레이더(Radar)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주변 

물체와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탐지합니다.

만도는 이미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자

동긴급제동 및 자동차선유지 기술과 더불어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도의 레이더와 카메라 부품은 2017년 국내 최대규

모의 ADAS 제품 입찰인 현대기아자동차 N3/M3 AEB 

System 수주에 성공하여 역사상 최대 수주액인 1조 

2천 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만도는 앞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스마트크루

즈컨트롤(SCC) 기술과 주행 시 최적의 차선을 유지하

는 자동차선유지(LKAS) 기술을 연계하여 '고속 및 저속 

전방차량 자율추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정체 시 운전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System Integration of 13 Features by
Sensor, Software & Actuator

Front Camera 24GHz BSD Radars [2]

ESC

LDW / LKA / HBA / DAA
FCW / AEB [Sensor Fusion]

BSD / LCA / RCTA

R-EPS

ACC : Adaptive Cruise Control
AEB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BSD : Blind Spot Detection
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
HBA : High Beam Assist
LDW : Lane Departure Warning
LKA : Lane Keeping Assist
DAA : Driver Attention Assist
LCA : Lane Change Assist 
RCTA : Rear Cross Traf�c Assist
SPAS : Smart Parking Assist System
HDA : Highway Driving Assist

77GHz Front Radar
Navigation-linked ACC Stop&Go

HDA [ Highway Driving Assist ]

Ultrasonic Sensors [12] 
SPAS ECU
Parallel & Perpendicular Parking Assist

▼ 자율주행차 시스템 구성도

자율주행 개발 단계

1단계   주행 보조 개념

3단계   눈을 떼는 단계

2단계   손을 떼는 단계

4단계   운전석에서

몸을 떼는 단계



미래시장 기술 선도       품질경영 선도       청렴한 정도경영       임직원 행복 동행       지역사회 책임경영       깨끗한 환경보전 41

친환경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 

만도는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에 앞

서 고효율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 역량을 집

중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기차 OBC(On-Board 

Charger) 충전기를 국내 최초로 양산한 경험을 바탕으

로 더 작고 가벼운 고전압 배터리 충전 장치를 생산하

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충전 표준(SAE J1772)

을 충족시키고 유럽과 중국 규격 인증을 취득하여 제

품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차의 연비 향상을 보조하는 BSG(Belt-driven Starter 

Generator) 부품과 통합구동시스템 E-Drive 부품을 

선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행 중 브레이크

를 밟았을 때 배터리를 충전해 활용하는 회생제동시스

템(RBS)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필요기술 확보

만도는 ‘Active Safety Total Solution Leader’라는 

미션에 따라 미래차 시대에 요구되는 필요기술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3B 전략’을 기반으로 매년 필요기술 

목록을 구성하여,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

인지(Build), 기술제휴 및 라이센스를 통해 외부에서 빌

려오거나(Borrow) 구매할 것인지(Buy)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3B 전략 및 성과 (단위: 건)

R&D Motivation 활동 강화

미래 기술력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

구인력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관리직

으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조직과 달리, 만도는 R&D 연

구인력을 지속적인 기술개발 핵심인재로 육성하고자 

‘연구위원(Fellow)’과 ‘Pro-Engine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축적해 온 기술 역량과 연구 경

험을 바탕으로 ‘R&D Specialist’로 성장하며 만도의 첨

단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R&D Code of Conduct’를 통해 윤리적인 제품개발 활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R&D Motivation 강화 제도 

관리분야 세부내용

인력

핵심인재/우수 연구인력 별도 관리

직급별 기술교육 필수 이수 제도

시스템

연구위원(Fellow) 제도

Pro-Engineer 제도

문화

R&D Code of Conduct 공유

Work Smart (워라밸 문화) 조성

 만도 R&D Code of Conduct    

  만도 연구원의 다짐

나는 만도 R&D 연구원으로서 더 좋은 기술

을 개발하고 최고에 도전한다는 사명감을 갖

는다.

이를 위해 나는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설계와 개발을 하는 연구원,

하나, 시스템적인 사고와 행동을 추구하는 연구원,

하나, 품질로써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연구원,

하나,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주도

하는 연구원으로서 R&D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의 열정과 책임을 다한다.

Code 1.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상호 존중을 통한 

신뢰 구축

Code 2.  Work Smart를 통한 긍정적 근무문화 

조성

Code 3. 지식재산권 및 비밀정보 보호

Code 4. 고객에게 사랑 받는 제품 개발

총 112

총 86

  총 134

Build         Borrow         Buy   

6

6

3

5672

61

56 50

22

국내 최초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개발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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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문인력 양성

발명활성화 제도 운영

만도는 R&D인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기술개발에 열

의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

습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지식재산교육은 국내외 

300여 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됩니다. 여기

서 개발된 연구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는 신속한 특허

출원을 통해 만도의 지식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시 건당 최대 100만 원, 특허가 제품

에 적용 시 최대 2,000만 원의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매년 발명왕 및 발명 우수팀을 선정하

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연구원들의 발명 활동을 전폭적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상패 

및 상장 수여와 함께 총 420만 원의 상금을 제공하였

습니다. 금탑산업훈장 등 외부 포상도 이어지면서 발

명품에 대한 대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도 외부 발명 수상 현황   

년도 수상내역 아이템

2016

금탑산업훈장 전체 아이템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ADAS-카메라

특허경영대상 전체 아이템

특허엔지니어 전체 아이템

2017 대통령 표창 EBS-MGH

‘Open Innovation’ 협업활동

만도는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뢰도 검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과 ‘Open Innovation’ 협업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협업활동인 기술협의체

를 통해 외부 자문그룹과 기술자문단 세미나를 개최하

여 내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과 간의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전

문기관과 공동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난제기

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8 기술자문단 세미나 차수별 연구주제           

구분 연구주제

1차 만도의 미래 모습과 R&D 방향

2차 수소전기차 현황 및 전망

3차 5G 통신의 개발 동향

4차 AI 기반의 자율주행

5차 제로셔틀을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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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2018 기술자문

세미나 개최수

2,100명
특허출원 보상금 수혜자

(‘16년 이후 누적합계)

1) 전체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실적 및 

R&D 활동에 대한 평가

▼ 지식재산권 현황 ▼ 기술별 출원 현황



S P E C I A L  P A G E

국내 첫 무인주행, ‘제로셔틀’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의 연구 끝에 민간기
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총 34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차입
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11인승 미니버스 제로셔틀은 2018년 9월 판교 제2테크노밸
리에서 5.5km 구간을 성공적으로 왕복하였습니다. 

•제로셔틀에는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등 운전자의 
조작장치가 장착되어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 4단계2)의 자율주행차가 국내 일반도로를 
달린 것은 제로셔틀이 처음입니다. 만도는 제로셔틀에 장착되는 
레이더를 공급하였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 차량의 속
도와 주변 사물과의 거리 등을 탐지하는 장비로 자율주행차에서 
‘눈’의 역할을 합니다. 만도는 향후 판교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인 센서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포함합니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버스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했기에, 제로셔틀 부품은 
해외 업체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도의 레이더 센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로셔틀에 탑재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만
도는 자율주행 부문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
습니다.

“민·관·학

34개 전문

기관의 협업”
 “레벨 4단계

자율주행차

국내 최초

운행”

“제로셔틀에

탑재된 국내

유일한 센서기술

만도 레이더”

2)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 

▲ 만도의 레이더가 탑재된 경기도의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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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신시장 발굴  

만도 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 

만도는 2017년 첨단자동차 기술의 각축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만도 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Mando 

Innovations Silicon Valley, MISV) 개소 이래 글로벌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 기술교류를 강화해 가

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어 ‘테크 

센싱’과 ‘테크 스카우팅’ 전략에 기반한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크 센싱, Tech Sensing

‘Tech Sensing’은 미래차 산업인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차 분야의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전략입니다. MISV는 

각종 기술 행사에 참석하여 기술혁신 트렌드와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리콘밸리 내 스타트업 기업과 네

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당사 

미보유 기술인 AI/Deep Learning과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HD Map 관련 선행기술을 수집 및 분석하는 작

업에 집중하였습니다.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발 빠르

게 대응하고 신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OEM 고객

사와 부품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테크 스카우팅, Tech Scouting

Tech Scouting은 신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MISV는 관련 스타트업과 파트너십 범위

를 확장하여 실리콘밸리의 ‘Eco-system player’로 자

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도 자율주행차 ‘하키’의 주행허가를 획득하면서 미래

차 핵심 기업과의 R&D 협업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유망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

겠습니다. 

만도 모빌리티 Tech UP+

만도 모빌리티 테크업플러스는 미래자동차 스타트업

을 만도가 후원하고 퓨처플레이가 육성하는 6개월간

의 창업 과정입니다. 만도는 자율주행 및 미래 자동차 

관련 주요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예비창업팀 또는 초

기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시드펀딩, 창업 공간, 임직원 

멘토링, 후속 투자, 특허 및 상표 등록 등 창업 전반에 

걸친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도는 미래 자동차 기

술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써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도 스타트업 투자 현황 

기업명 투자 세부 내용

Leap High
(변색유리)

- 2018 투자유치 125억 원(만도 10억 원)

- 아산 제2테크노밸리 공장 이전 지원

-  룸미러, 선루프, 선글라스, 
Flex 변색 Film 등

SOS Lab
(LiDAR)

- 2018 투자유치(만도 20억 원)

-  Mechanical Type: 2019년 2Q 프로토 

완료 예정

-  Solid State Type: 2020년 프로토 
완료 예정

Sparta Evolution
(고성능 캘리퍼)

-  2018 투자유치 45억 원

-  설계 개선 진행: 2019년 3Q 매출 
발생 전망

만도 자율주행차 ‘하키’ ▶

MISV
만도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 2017년 개소

면허 획득
자율주행차 하키

캘리포니아 주행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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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도 자율주행차 ‘하키’의 주행허가를 획득하면서 미래

차 핵심 기업과의 R&D 협업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유망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

겠습니다. 

만도 모빌리티 Tech UP+

만도 모빌리티 테크업플러스는 미래자동차 스타트업

을 만도가 후원하고 퓨처플레이가 육성하는 6개월간

의 창업 과정입니다. 만도는 자율주행 및 미래 자동차 

관련 주요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예비창업팀 또는 초

기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시드펀딩, 창업 공간, 임직원 

멘토링, 후속 투자, 특허 및 상표 등록 등 창업 전반에 

걸친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도는 미래 자동차 기

술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써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도 스타트업 투자 현황 

기업명 투자 세부 내용

Leap High
(변색유리)

- 2018 투자유치 125억 원(만도 10억 원)

- 아산 제2테크노밸리 공장 이전 지원

-  룸미러, 선루프, 선글라스, 
Flex 변색 Film 등

SOS Lab
(LiDAR)

- 2018 투자유치(만도 20억 원)

-  Mechanical Type: 2019년 2Q 프로토 

완료 예정

-  Solid State Type: 2020년 프로토 
완료 예정

Sparta Evolution
(고성능 캘리퍼)

-  2018 투자유치 45억 원

-  설계 개선 진행: 2019년 3Q 매출 
발생 전망

▲ 2018 HKMC Tech-Show

고객관계 강화 활동

만도는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국내외 테크쇼에 참가하

여 신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고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주요 공급사로 국내 입

지를 공고히 다지면서, 해외 고객 다변화를 통해 북미, 

유럽, 중국, 인도 지역까지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자 합

니다.

국내 테크쇼

만도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주도하

고 기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현대기아자동차

(Hyundai Kia Motor Company, HKMC) 테크쇼를 격

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만도, 현

대기아자동차와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슬로건

으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고객사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HKMC 테크쇼를 실시하였습

니다. 만도의 초경량 40여 개의 신제품을 전시하고 체

험 존을 설치하여 수주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2018

년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인 ‘하키’와 친환

경 섀시 제품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테크쇼 개최와는 별개로, 현대기아자동

차와 2018년 11월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당사의 주요 연구활동을 공유하

였습니다.

해외 테크쇼

만도는 격년으로 독일에서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모

터쇼(IAA)에 참가하여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만도 브랜드와 신기술

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최된 2017년 모터

쇼에서는 ‘Mando Provides the Best Products and 

Suggests Future Standard’라는 컨셉으로 첨단 섀시

제품과 레이더·카메라 등 자율주행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전시하였습니다. 2019년 개최 예정인 모터쇼에

서도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하여 ‘기술 

중심의 Leading Supplier’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5월 인도 자동

차 내수시장의 점유율 1위인 마루티-스즈키(Maruti-

Suzuki)사와 테크쇼를 개최하여 인도 매출 점유율과 

친환경 제품 수주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만도 지역별 매출액 (단위: 십억 원)

2016 2017 2018

한국 3,188 3,095 3,108

중국 1,772 1,643 1,496

미국 1,130 847 769

기타 616 762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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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최종 소비자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

준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안전한 제품을 만드

는 것은 곧 만도 고객사인 자동차 OEM 기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칫 발생되는 제품 결함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들까지 위험

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품질경영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도 직결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품질경영이 왜 중요한가?

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으로서 ‘품질향상’을 당사의 비

전으로 삼아 품질경쟁력 확보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Quality, the 

Best Value’ 라는 품질이념과 품질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최고의 기

술과 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체계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품질교

육과 품질혁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센터, 구매팀, 생산 

팀, 협력업체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

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개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관련 중대토픽 순위

품질향상은

만도의 비전이자

가치입니다

1

2

3
9

13

12 10

11

6
7 5

4

8

5위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평가

Influence on Stakeholders

Impact on Business

품질경영 선도02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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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96개사

G-QMS 4년

무결점 양산 EBS

(한국, 중국)

전 세계
시험평가 센터 운영

협력사 품질인증
완료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
(G-QMS) 구축

GM 품질우수상
4년 연속 수상

신제품 포드 C519
무결점 양산 성공

전자식 브레이크 신제품
MGH-100 무결점 양산 성공

TOPIC. 1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평가

중대토픽  하이라이트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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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패러다임의 전환

만도는 품질사고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품질 패러다임’을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자는 한

라의 경영철학에 따라 개발부터 제조, 양산, 보증에 이

르기까지 각 유형별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

습니다. 

품질 패러다임                                          

경영목표 지속가능 경영

성장동력 마케팅 / 기술 / 제조

토양/근간
품질

(만도의 진정성, 한라의 “제대로”)

유형별

Core Task

품질관리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G-QMS) 구축 

만도는 2018년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 G-QMS)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여 품질 데이터와 지표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통

해 전사 품질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품질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품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G-QMS를 총괄 관리하는 글로벌 품

질센터(Central Quality Center)는 시스템을 전산화하

여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5월부

터 11월까지 국내외 법인별 사용자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도 시험평가센터 전 세계 7곳 운영

만도는 자체 개발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에 

위치한 시험평가센터에서 모든 부품의 성능검증, 내구

성 평가, 노이즈 시험, 실차 주행시험 등의 연구 업무를 진

행함으로써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험규격에 만족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평가센터 연구업무 

종류 상세내용

환경 테스트
고온, 저온, 부식 등 극한 상황에서
각 부품의 성능 검사

진동 테스트
주파수를 가진 충격을 제품에 
인가하여 진동에 대한 내구성 검사

노이즈 테스트
소리의 반사가 거의 없는 무향실에서 
소음 측정 및 분석

레이더 테스트
레이더의 전파 송수신 시간을 
제어하여 거리별 성능 검사

ABS / ESC 
테스트

빙판길과 유사한 미끄러짐을 구현한 
세라믹 노면 테스트 트랙

FCA 테스트
전방 사물을 판독해 자동 제동을 
가능케 하는 전방충돌방지 테스트

LKAS 테스트
직선구간, 곡선구간의 스티어링을 
지원하는 차선유지보조시스템 
테스트

HDA 테스트
실제 도로에서 시운전을 하여 
고속도로 주행 지원시스템 테스트

▼ 품질관리 인프라

I-PCS
신 차

G-MPR
외 주

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

GQMS

공 유

관 리 예 측

품질 현황 
실시간 공유

선제적 
품질관리

시스템적 
품질관리

G-MES
공 정

개발 품질

예측
예방

초도 품질

신속
차단

양산 품질

기본
준수

보증 품질

비용↓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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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프로세스

1) 초기 품질지수: 제품 양산 후 0~3개월간 발생한 차량 1,000,000대당 클레임 지수 

2) 내구 품질지수: 제품 양산 후 10~12개월간 발생한 차량 1,000,000대당 클레임 지수

3) ‘M’은 Mass Production의 약자로 초기양산단계를 의미함 

개 발

Kick-off

양 산

Pre-Proto
도면 배포

M3) 배포

Proto
사양배포

Pilot #1

Design
Review

Day

Pilot #2

Proto

도면확정

체계적인 제품 품질관리 

개발단계 설계 강건화

만도는 시제품(Proto) 사양이 배포되기 전 ‘Design 

Review Day’를 실시하여 품질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 생산, 품질 등 

공정별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분야협력팀(Multi-

Disciplinary Team, MDT)이 협력사와 함께 과거차 

품질문제, 제조성 반영 설계 등을 검토합니다. 2018년 

실시한 ‘Design Review Day’에서 23차종, 37제품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였고, 총 1,158개의 개선점을 도출

하여 현재까지 반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품질과 제조성을 반영한 설계를 제안하고, ‘Design 

Review Day’에 전문가 참여를 높이는 등 품질관리 활동

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조 안정성 조기 확보 

만도는 2018년 신제품, 신사양, 신공법, 신규라인을 

포함한 신차종에 대해 검증(Pilot)작업을 실시함으로

써 제조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증 작업으로 설비(Machine), 재질(Material), 공법

(Method)의 3M 공정조건을 변경하면서 신차종에 대

한 최적조건의 공정능력을 설정 및 확보하고자 하였습

니다. 2019년에는 가공, 조립, 검사 등 공정별 최적 조

건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험계획법을 수립하는 등 

공정능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양산 품질 일관성 확보 

만도는 공정별 조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부문별 중점활동을 설정하였으

며, 전사적으로는 조건관리, 설비 Job Set-Up 등 월별 

테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부문별 중점활동 

사업부문 중점 활동

Brake • 주요 품목 표준화 및 일치화 검증

Steering
• 협력사 품질학교 3단계 과정 실시

• 협력사와 One-Body TFT 운영

Suspension
•  CKD(Complete Knock Down) 부품 및 

해외 직거래품 품질점검

ADAS
• 신제품 적용 반도체 공정점검 
• 양산 반도체 변동점 검증 강화

공통 • 월별 테마점검 지속 실시 

품질경영 성과 (단위: 건)

 

 

 

 

 

  1,388

  1,307

  837

  2,698

  2,320

  2,005

CS100만1) 
     

     RS100만2)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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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제품 품질개선 관리  

2~3차 협력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MQ) 운영

협력사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2~3차 

협력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MQ)을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 2~3차 협력사는 가공, 프레스, 스프링, 

일반조립, 패드스프링 코팅 업체이며, 공장 단위별로 

해당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만도는 2017년 인증 등급

체계를 개편하여 84점 미만의 협력사를 미인증 업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도는 협력사가 완성차 품

질인증제도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 개선관

리 시스템 등 MQ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

다. 2018년에는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양산능력과 특

수공정능력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총 96개 

협력사의 MQ인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 품질인증 현황 (단위: 사)

대내외 품질 평가 및 인증 

GM 협력업체 품질 우수상 수상

만도의 주요 고객사인 GM은 매년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시상식을 개최하여 

13가지 항목1)에 따라 품질 결함 ‘제로’ 수준을 달성한 

우수 협력사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품질, 최고

의 가치’라는 이념 아래 품질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결과, 

한국과 중국에서 2018년까지 4년 연속, 인도와 브라질

에서 각각 2회, 1회씩 품질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GM 협력업체 품질우수상 수상 내역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 ● ● ● ●

중국 - ● ● ● ●

인도 - - - ● ●

브라질 - ● - - -

신제품 MGH-100 무결점 양산 성공

만도는 2018년 전자식 브레이크(EBS) ‘무궁화(MGH)-

100’의 무결점 양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Flawless Launching’은 양산 후 100일간 OEM 품질

문제와 Field 품질문제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당시 

2만여 대 이상의 MGH-100을 공급한 만도는 무결점 

개발과 양산을 위해 영업, 제조, 구매, 품질 부서와 

협력업체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수익성 확보, 

사양 강건화, 제조 안정화, 품질시스템 안정 등 네 가

지 영역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무결점 양산 경험을 

해외 현장까지 전파하고 내재화하여 향후 개발하는 신

제품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제품 포드 C519 무결점 양산 성공

전자식 브레이크 MGH-100에 이어 2019년 1월 

‘포드 C519’ 무결점 양산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에 납품하는 스티어링 기어 및 인터미디어트 

샤프트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타이어의 

방향을 바꿔주는 조향장치로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부품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원주와 폴란드 공장, 

9월부터는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양산하였으며, 2019

년 1월 기준 약 250일 이상 무결점 양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원칙을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

현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사소한 결점까지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6개사
2018년 

 협력사 품질인증

4년 연속
GM 품질우수상 수상 

(한국, 중국)

1)  납품 표현 우수, 각종 체계인증, 품질표현우수 등 

Ford 무결점 양산

기념식 개최

▼

 2016

2017

2018

  150

  12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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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가장 긴

윈터테스트의 역사

▲ 윈터테스트 현장

만도 윈터테스트장

전 세계 7곳 운영

스웨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

윈터테스트

전문연구 인력

210명

2018 윈터테스트 

운영비용

56억 원

•윈터테스트는 혹한지의 눈길, 빙판길 등 가혹한 환경조건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 역
할을 다하는지 평가하여 성능에 대한 고객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도
는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윈터테스트장을 운영하여 최고의 성능을 갖춘 자동차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중 스웨덴 북부 아르예플로그(Arjeplog)에 위치한 테
스트장은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으로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지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만도는 2018년 스웨덴 윈터테스트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몽
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80여 명과 스웨덴 아르예플로그에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9년  
4대의 차량과 10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만도의 윈터테스트는 현
재 100여 대의 차량과 210명의 연구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
다. 이곳에서 자동차 핵심부품인 제동 및 현가 장치와 더불어 통
합전자브레이크(Integrated Dynamic Brake, IDB), 전자안정성
제어장치(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 운전자안전보조장
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등 최첨단 전
장제품2)의 성능과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윈터테스트 연구원들은 각 상황에 맞는 성능이 충족될 때까지 여러 번의 수정 작업
을 거쳐 안정적인 브레이킹과 주행이 가능한 최적의 부품을 만들어 갑니다. 윈터테스트 
30주년을 계기로 신기술에 대한 핵심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개
발된 기술에 대한 검증을 선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 역할을 다하

는지 평가” “100여 대의

차량과

210명의

연구인원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 ”

“신기술

핵심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검증 선진화”

2) 전기전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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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은

영속기업으로

성장하는

버팀목입니다

1

2

3
9

13

12 10

11

6
7 5

4

8

3위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강화

6위  뇌물수수, 인사청탁 등 일체의 

부패행위 근절

Influence on Stakeholders

Impact on Business

청렴한 정도경영03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한국 사회에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의 정직

성과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법과 제도 준수는 물론 반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

렴한 정도경영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미래에 성장할 수 있

는 튼튼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청렴한 정도경영이 왜 중요한가?

정도경영은 만도의 창업철학이자 핵심가치입니다. 깨끗하고 투명

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강한 경쟁

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

도경영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사이버신고센터 등 제보시스템을 체

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도경영에 대한 임직원 인식 

개선과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이메일과 웹사이트에 뉴스레터 및 

포스터를 공유하고, 정도경영 교육을 다국어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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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사회경제법규
위반 건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TOPIC. 1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강화 TOPIC. 2 부패행위 근절

정도경영 실천
메시지 배포 

정도경영 교육
다국어 영상 제작

중대토픽  하이라이트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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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의 정도경영

정도경영 운영 체계

정도경영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영체계를 의미합니다.

만도는 정도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문화에 내

재화하기 위하여 ‘그룹의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경

영 실천’이라는 운영방침과 정도경영 4대 원칙을 설정하

였습니다.  

정도경영 4대 원칙 

정도경영 전담조직 운영

정도경영은 지주사인 한라그룹의 정도경영실에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실은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

나 임직원 개인이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전 예방 시스템,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고위험 영역 분석, 관행 개선, 정도경영 홍보 및 교

육이 있습니다.

정도경영 제도 운영

내부 감사활동 강화 

정도경영실이 상시 운영하는 감사활동에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테마감사가 있습니다. 부정과 비위 행위부터 

경영방침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부실채권, 리

스크 관리 상태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

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외감법1) 개정에 따라 회사 내부회

계관리제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통제기술서를 중심으로 엄격한 내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제담당자 지정, 임원 핵심관리지표 및 직원 

목표관리제 (Management by Objective, MBO) 반영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제보시스템 운영

정도경영실은 만도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불공

정한 업무처리,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 행위

를 제보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도경영 홈페이

지2)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보자 신원공

개 및 색출작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에도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받은 선물을 자진 반송

하거나 반환 또는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선물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 절차 

1. 제보접수

· 정도경영실에 직접 제보

·  정도경영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신고센터’

로 제보

· 제보전용 이메일, 전화, 우편물 송부 등

2. 내용확인

·  제보내용은 제보자 신분보호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 필요

· 감사 실시 여부 결정

3. 조사개시

·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실시 

· 조사 인원, 기간 등 조사계획 확정 

4. 조사완료

·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5. 종결

·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6. 처리결과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제보자 통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강화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한라그룹 정도경영 홈페이지

www.ethics.halla.com 

투명

경영

Global
Standard

리스크

예방

Compliance

정도경영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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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의식 향상 

윤리규정 제정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규범

에는 당사 이해관계자인 국가사회,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각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

다. 또한, 임직원이 업무 현장에서 윤리규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행동지침을 규정하여 임직원 행동의 구

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윤리규범3)  

이해관계자 윤리규범 내용

국가사회
· 건실한 성장추구

· 국가/사회 발전 기여

주주
· 권익보호

· 정보 공개

고객
· 가치 제공

· 고객의 신뢰 구축 

협력사

· 정당한 경쟁

· 합리적 절차

· 공정한 기회 제공

임직원

· 인격존중 및 공정한 대우

· 명예와 품위 유지

· 책임과 의무 수행 

소통의 창(窓) 운영 

직무수행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도경영 문화를 조성해 가

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날

과 추석 연 2회씩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도경영 실

천 메시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

면서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지

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규 관

련 주요 내용은 이메일과 웹사이트에 자세히 담아 공

유하였습니다. 또한 정도경영 뉴스레터와 실천 메시지

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정도경영 교육 실시

만도는 국내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온

라인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영어와 중국어

로 번역하여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정도경영을 이해하도

록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신입 직원과, 경력직 

신규입사자, 관리자급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

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2018년에는 신규 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

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는 친친(親親)활동4)

에서 진행되는 체감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도경영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3,000억 원 이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만도의 정도경영방침과 반부패 관련 절차 등

에 대해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협력사와 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8 정도경영 교육 운영 내역 (단위: 명) 

3) 윤리규범 세부내용 확인: www.ethics.halla.com

4) 친친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7p 참조 

정도 경영
실천 메시지 배포

다국어 영상
정도경영 온라인교육

영상 제작

81

 150신입사원

신규입사자

총 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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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4위 노사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8위 임직원 업무 능력 및 경력 개발

Influence on Stakeholders

Impact on Business

임직원 행복 동행04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만도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기업 문화 

조성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위기 속에 임직원 이슈를 기회로 전환해 가는 노력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의 핵심주역인 임직원의 역량 개발과 육

성이 영속하는 기업의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행복 동행이 왜 중요한가?

만도는 안전보건이 인간 존중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

고 있습니다. 전통적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계질서와 결과지향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워크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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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비 ]

32%감소 18.2건
52시간

95%절감 165명

40%감소 2,336명
51명

TOPIC. 1 산업안전보건 TOPIC. 2 노사 간 의사소통 TOPIC. 3 한라인 인재육성

종합재해지수 만통 월 평균 건의

만도 임직원 1인당 
교육 이수시간

[ 2017년 대비 ]

유해물질 사용량 Open Committee 
멤버

[ 3.3점 → 2.0점 ]

[ 누적이수인원 239명 ]협력사 위험도 유연근무제
사용인원

HBS(한라 비즈니스

스쿨) 이수

중대토픽  하이라이트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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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사합동 안전문화 ▶   

정착 결의대회 ▶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  0.52

  0.36

  0.44

  0.3

  0.21

  0.17

목표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 체계 

만도는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임직원의 산업재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

제인증 (OHSAS 18001)과 2011년 안전보건경영시스

템 국내인증(KOSHA 18001)을 취득하여 원칙에 따라 

안전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년까지 전사 종합재해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

재해지수(Factor of Safety Index, FSI)를 핵심성과지

표(KPI)로 채택하여 사업장별 재해 발생빈도와 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재해, 무화재, 무사고’를 목표로 

하여 최근 도입된 ISO 450011) 국제표준에 따라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직원 종합재해 현황  (단위: FSI)

▲ 종합재해지수 산식:   (빈도율 * x 강도율 **) 

* 빈도율: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

*** 연근로시간수: 인원수 x 8시간/일 x 300일/년

사업장 안전관리

노사합동 안전보건 선언

만도는 노사합동 안전보건 선언문을 채택하고 안전문

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안전보건이 인간 존중과 경영의 

기본요소임을 명시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재해예

방활동에 대한 추진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안전보건의 날’을 개최하고 안전환경 상벌제를 강화

하여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에 매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사합동 안전점검 시행

만도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매

월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안전장치 등

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신속히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018년에는 ‘사업재해 제로

화’를 목표로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익산 

공장에서 발굴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전캠페인을 추

가로 실시하여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

니다.

 

현장 Safety Patrol 제도 운영

만도는 현장 위험성을 상시 점검하여 인적요소에 의

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현장 Safety Patrol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순찰조가 

매일 취약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6시에 현장

을 순회하고 위험요소를 적시에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평택 공장은 해당 제도를 매일 운영하여 자체

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원주 공장은 작업

장 보행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패트롤 제

도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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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055

비상사태 대응훈련 실시

예기치 못한 재해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나리

오별 매뉴얼을 수립하고 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2018년에는 119 소방센터와 협업하여 각 생산공

장에서 공기호흡기 사용과 심폐소생 전문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판교 R&D센터에서는 3회 이상 민방위대를 

운용하며 화재, 지진,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7년 경기도지사 표창과 2018년 행정

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관리

만도는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여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교체하거나 개

인 보호구 착용을 지원하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

가 결과에 따라 약품사용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전년대비 95% 절감하게 되었

습니다.

유해화학물질2) 사용 현황 (단위: Kg)

 

협력사 안전 관리

만도는 협력사와 공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력사

의 자율 안전관리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협력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상 대응, 재해 예

방, 임직원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협력사의 안전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협력사 작업현장

에서 위험성 평가와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현장 위험

성 수준을 기존 3.3점에서 2.0점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를 함께 실시한 결과 협력사 근로자 73%, 대표자 93%

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협력사 위험도 평가 결과 (단위: 점)

  2016  2017 2018

3.31 3.3 2.0
 

임직원 건강 증진

근골격계질환 예방·치료 프로그램(KEMA)

무리한 힘의 사용이나 반복적인 업무 동작은 특정 신

체부위에 부담을 주고 근력을 저하시켜 근골격계질환

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도는 KEMA 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인체에 부담을 주는 공정업무 및 유소견자를 정

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

자세 교정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2011년 34건이었던 근골격계질환을 3건까지 감

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근골 유

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 유소견자 밀착 관리

만도는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임직원을 대

상으로 건강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심혈관계, 암 등 중대 질환자에 초

점을 맞추어 전문의가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임직원 대상 식습관 개선과 금연 클리닉

을 지원하고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6

  134,900

  13,370

2) 폐수처리약품(수산화니트륨), 실험시약(황산, 염산, 질산, 피크린산, 가성소다), 

주물 금형 경화제(과산화벤조일, 디부틸프탈레이트) 

40% 
협력사 위험도

장관표창 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2018 MSDS
평가 실시

92%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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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의사소통

소통채널 ‘만통’ 운영

만도는 경영층과 임직원 간의 열린 소통을 장려하

기 위해 ‘만통’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인트라넷 커뮤니티인 ‘만통’을 통해 회사 제도와 정

책에 대해 문의하고 익명으로 고충과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현장 목소리를 실

시간으로 수렴하기 위해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에 발굴한 고충은 유관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월 평균 18.2건에 달하

는 게시글에는 근무시간, 해외출장 휴일근무, 임직

원 가족 지원금 등 다양한 임직원 이슈가 건의되었

으며, 관련 부서가 답변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만통 월 평균 게시글 현황  (단위: 건)

           2016           2017            2018

        15.2        13.6         18.2

감사와 칭찬 문화 활동

만도는 구성원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조

화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감사합니데이(Day)’를 실시하여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카드에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 법인까지 감사 나눔 활동

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법인에 신뢰와 공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데이’ 실제 운영사례와 실

행가이드를 해외 법인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통채널 만통을 통해서도 칭찬과 격려의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오픈 커뮤니케이션 활동

만도는 기존 위계중심과 결과지향적 문화를 혁신과 협

업의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오픈 커뮤니케이션(OC)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에서는 부문별

로 선정된 ‘Open Committee’ 멤버들과 부문장이 대

면 토론하여 기업문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

이 전사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합니

다. 2018년에는 ‘4기 Open Committee’ 멤버 165명이 

선정되어 Work Smart 7대 과제를 중심으로 OC활동

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18건의 개선방안이 취합되었

으며, 이 중 ‘시간관리’가 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Smart한 보고/회의’가 각각 22건,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사례로는 주 45시간 근로

시간 준수노력, ‘자리비움 목적 카드’ 시범운영, 내부 보

고 시 파워포인트(PPT) 사용금지 등이 있었습니다. 향

후 OC활동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변화관리 실천

사례집’을 제작 및 전파할 예정입니다.

오픈커뮤니케이션 추진프로세스                                                            

Value Board 제도 운영

만도는 젊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층에 전달하고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중역회의체(Value Board, V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B는 대리에서 과장급까지 행동규범에 모범을 보이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 의견을 경영

층에 전달하고, 사측의 경영전략을 현장에 전파하는 중

간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8년 13명이 활동한 VB 10기

는 만도의 변화 관리와 현장소통 활성화에 대한 주제

를 중심으로 총 5회 경영진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Value Board ▶
기수별 주요활동

VB 1기
만도

패밀리데이
도입

VB 10기
현장소통
활성화

VB 2기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VB 9기
보고문화
간소화

VB 3기
신입사원과의

하루

VB 8기
WorkSmart

활동

VB 4기
임직원 의견
CEO 보고

VB 7기
Paperless

활성화

VB 5기
만통 개설

VB 6기
만통 칭찬

게시판 도입

STEP 1 STEP 2 STEP 3

OC 워크숍 실시 타운홀미팅 실시

개선활동

도출을 위한

분임토의 실시

부문장과

개선방안 확정

개선활동 실천

각 부문별

세부 개선사항

및 진행경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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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터로

한 걸음 도약

•만도는 임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Smart 
Day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복지정책을 통해 임직원의 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판교 R&D 센터와 더불어 평택과 원주 사업장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원한 원주 어린이집에는 5개의 보육실과 유희
실, 주방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 반에 편성되어 여러 창의
적인 소품들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사내 어린이집을 일
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직원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일터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분    판교    평택 원주

개원 2012.10 2016.09 2017.03

정원 80명 16명 20명

원아 수 80명 3명 14명

교직원 수 20명 4명 6명

•만도는 매주 수요일 ‘Smart Da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을 위한 ‘Smart Day’에는 퇴근시
간 이후 소등, 팀 회식 및 단체활동 모임 자제, 판교 퇴근버스 배차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도입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여, 전사 모든 직원들의 근무시간선택 옵션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Early Bird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Happy Owl 옵
션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                                  (단위: 건)

“삶과

일의 균형

직장인들 삶의

필수적 요소”
“국내 사업장

사내 어린이집 

운영”

“Smart Day와

유연근무제

운영”

 2016

2017

2018

    2,138

    2,28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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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임직원을 존중하고 성취감, 자부심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한라정신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한라인을 양성한다.

우리는 우리의 협력사 및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한라인 인재육성

교육 운영체계 

만도는 ‘한라인의 머리와 가슴을 뛰게 하는 글로벌 한라의 산

실’을 비전으로 임직원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라인재개

발원에서는 임직원들이 핵심가치를 체화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부터 한라비즈니스 스쿨까지 다양

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한라인재개

발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Global Leadership Course (GLC)

임직원 직무교육 

기업의 최우선이 인재라는 믿음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전 임직원은 역량 개발과 업무수행 능

력 향상을 위해 필수 교육을 제외하고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성과는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Value 교육, Global 교육, Future 교육, 

Job Competency 교육으로 구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비전체계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현황        

교육 카테고리 주요 내용
만도 교육 이수자(명)

2016 2017 2018

Value
•경영이념, 핵심가치, 기초역량 전파

•Work Smart 업무수행 개선 스킬
6,348 3,198 3,334

Global
•집중 어학 과정

•파견예정자/복귀자 교육
81 54 63

Future
•HBS(한라 비즈니스 스쿨)

•현지 관리자급 육성
837 1,136 1,262

Job 
Competency

•전문 직무교육

•국내외 학술연수 지원
11,038 10,187 10,374

총계   18,304 14,575 15,033

VISION
비젼

SLOGAN
슬로건

MISSION
미션

한라인의 머리와 가슴을 뛰게 하는 글로벌 한라의 산실

Dream it! Believe it! and Just do it!

52시간
2018년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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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mart 프로그램

만도는 업무 도중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자율

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연간 

1회 이상의 워크 스마트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권장합니다.

한라인재개발원은 총 16개의 워크 스마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그룹 기준으로 100차

수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만도에서는 2018년 총 1,786명의 직원이 워크 스마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Halla Business School 프로그램

만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 나갈 미래 경영인재

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HBS(한라 비즈

니스스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차장 이

상급으로 약 8개월간의 MBA 과정을 수강합니다. HBS 

교육 과정에는 조직경영 기초부터 실전 경영을 위한 

콘텐츠까지 전략, HR,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기

술경영, 협상 등 경영학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51명이 HBS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Work Smart 교육과정 HBS(한라 비즈니스스쿨)

창의력 향상 교육 HBS I

협력 강화 교육 HBS II

원칙준수 교육 HBS III

•프레젠테이션 스킬 

•협상 스킬

•Design Thinking
•생각정리 스킬

•Facilitation: 질문의 기술

•업무 몰입을 통한 목표관리

•리더 양성 단계

•파트리더, 과/차 /부장 대상

•차세대 리더로서의 Mind-set

   확립 및 경영기본지식 습득

•토론하는 회의

•협업 스킬

•문서작성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효율적 시간관리

•경영자 양성 단계

•팀장, 차/부장 대상

•미래경영자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통합적 관점 배양

•엑셀 스킬 (기본과정)

•엑셀 스킬 (심화과정)

•조사 / 분석

•CEO 양성 단계

•사무(보)~부사장 대상

•사업/조직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즈니스 통찰력 및 

  전략 실행력 배양

1,786명 이수
Work Smart 

프로그램

51명 이수
HBS(한라 비즈니스스쿨)

누적이수인원 2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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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대토픽 순위

Impact on Business

1

3

11

2
4

10

9

6
8

7 5

13

12

13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실시

12위 협력사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지역사회 책임경영05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협력사의 

경쟁력은 

만도의 

경쟁력입니다

기업 생태계는 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상

생의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

을 협력사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형 동반성장이 결국 기업의 경쟁

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역사

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

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경영이 왜 중요한가?

만도는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경쟁력-품질-소

통을 강조한 동반성장 3대 테마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품질 교육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 확립을 목표로 사

랑의 오뚝이 휠체어, 문화나눔 사랑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등 사

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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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명 141명

95%해결 72명

최우수등급 획득 ‘박애의 별’

TOPIC. 1 협력사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TOPIC. 2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문화나눔 사랑나눔
수혜 인원

2018년 협력사
애로사항 개선 활동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수혜 인원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지수평가

호칭 획득
만도 중국법인

중대토픽  하이라이트Highlights

협력사 임직원 역량교육
[ 2017년 대비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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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품질 인증 지원

2,3차 협력사 

품질 인증 지원

현대 / 기아 

품질 인증 지원

GM 
품질 인증 지원

르노삼성

품질 인증 지원

품질 인증 제도 2018 지원 성과

•374명 교육 이수

•26.79백만 원 소요

•81개사

•12개사

•92개사 중 5개사 

   신규 인증 획득, 

   11개사 등급 향상

•166개사 중 15개사

   신규 인증 획득, 

   14개사 등급 향상

협력사 상생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만도형 강한기업 육성

만도는 협력사가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력 있는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한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협력사를 위해 R&D, 부품개

발, 생산기술, 품질 등 각 분야별 TFT를 구성하여 협력

사 ‘Killer Item’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총 6개사가 참여하

였으며, 이 중 강한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협

력사 성진포머는 2018년 만도와 함께 일체형 Yoke 부

품을 개발하여 전년대비 20% 증가한 매출액을 달성하

고, 해외 자동차 제조기업 신규 수주를 성공적으로 성

사시켰습니다.

만도 강한기업 육성 프로그램 로드맵                                              

협력사 공동 특허 출원

만도는 강한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이 개발되

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협력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단계에

서 발생하는 샘플 및 금형 제작비용부터 특허 출원 과정

에서 진행되는 변리사 검토, 출원 및 유지 관리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협력사와 공동개발로 도

출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출원한 결과 2018년 기준 

6개 협력사와 누적 총 17건의 공동 특허 출원을 완료하

였습니다. 

품질 마인드 확산
품질 인증 지원

만도는 협력사가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품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품질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 제품이 자동차 OEM 기업별 

보유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설비, 공장운영 등 일반적인 시

스템에서부터 인증 및 평가 기준 등 세부적인 준비사

항에 대해 사전 대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증 과정에

서 진행되는 OEM 기업의 현장 방문에도 함께 동행하

여 협력사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

득 후에는 등급 상향을 위해 품질 인증 전 과정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총 

20개사의 신규 인증 획득과 25개사의 인증 등급 상향

을 지원하였습니다.

 

품질인증 제도 교육 참여 인원                       (단위: 명)

  

협력사 품질인증 지원 프로그램     

2018

 2016  128

2017  232

  374

글로벌

매출 증대

글로벌

역량 강화

내부

역량 강화

만도형 강한 기업

• 마케팅/수주활동 지원 

(시장조사, 전략 수립 등)

• 해외 J/V (Joint Venture)를 

통한 프로모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 글로벌 OEM 대응 능력 

확보

•Killer Item 개발 지속

•R&D, 생산기술 역량 강화

•Killer Ite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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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임직원 교육 현황 

만도는 협력사의 기술력과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이 중 품질전담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

질혁신학교에서 품질기법, 제조현장 낭비 제거, 품질 

마인드 확보 등 품질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경영자 교육, APQP(사

전 제품품질계획) 교육, FTA(자유무역협정) 교육을 상

시 운영하여 협력사 임직원의 기술 및 실무 역량 강화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약 63% 

상승한 1,026명의 협력사 임직원이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교육 현황                          (단위: 사, 명)

 2016

2017

2018

256

630

1,026

  157

  381

  475

협력사 
     

     임직원      

신뢰관계 형성
협력사 열린 소통 강화

만도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소

통채널을 운영하여 협력사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

습니다. 2016년부터는 협력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각 협력사가 가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친친(親親)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은 협

력사 애로사항 개선활동에 반영하여, 2016년부터 애

로사항 해결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만도 CEO가 직접 참여하는 본 행사에서는, 협력사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선 만도

인과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협력사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15개 협

력사가 각각 300만 원의 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33년차 만도협력회 세미나 개최

만도는 협력사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생 

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만도와 

협력사의 모임을 뜻하는 '만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같이 갑시다.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를 주

제로 개최한 만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는 총 68명

이 참석하였습니다. CEO도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산

업 동향 분석, 인문학 교육 등 협력사가 사업을 추진하

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2018년 강한기업 육성 프로그램, 품질·교육·금융 

지원, 소통강화 등 책임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

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

아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획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력사를 위한 열린 소통 및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최우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

력할 예정입니다.

◀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 대상 시상식

19건 접수 

18건 해결
협력사 애로사항 개선활동

68명 참석
만협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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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 

실천으로 영속기업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배양

특색있고 효과적인 

사회공헌 실현

VISION

MISSION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Global Mando 사회공헌 운영체계
사회공헌 추진전략

만도는 사회와 이웃에게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 더불

어 존재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사 

공통 활동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국내외 법인에

서 진행되는 지역 자체 활동으로 각 국가와 지역에 특

화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계획과 본부별 월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전략                                                     

만도 사회봉사단 운영

만도 사회봉사단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봉사활동

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5

년에 출범한 임직원 및 가족 봉사단입니다. 500여 명

으로 시작한 만도 사회봉사단은 2005년 이후 해외법

인별, 본부별 사회봉사단과 부문별 봉사대, S·V협의

회로 확대되어 2018년 기준 1,495명의 만도인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을 통해 지역별 연탄배달, 김장전달, 저소득가구 

집수리 등 다양한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

니다. 

NGO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청소년 미래 비전 설계, 씨드스쿨 & 한라비스캣 캠프

만도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

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씨드스쿨’에 참여하고 있습니

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

쳐 나갈 수 있도록 자아 및 진로 탐색, 재능 개발 등 자

체 개발한 커리큘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1:1 멘토링 시스템을 함께 실시하여 진로 교육의 효과

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성남과 원주 사업장 주변에 있는 중학교

두 곳에 씨드스쿨 개설을 후원하여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이 힘든 농

어촌, 도서산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씨드스쿨의 

1년 프로그램을 3일간 캠프 형태로 압축한 ‘한라비스

캣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평택과 익

산 등 전국 청소년 총 78명을 한라비스캣 캠프에 초청

해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씨드스쿨 및 한라비스캣 캠프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45

  71

  114

  45

  80

  135

수혜자 
     

     후원금      

2016

2017

2018

 

소외계층 성장 지원

문화나눔 사랑나눔

만도는 2010년부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나눔 사랑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판교 본사는 성남시 중탑지역아동센터와 함

께 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쌀을 이

용한 찐빵 및 쌀 미스트 만들기, 쌀 도정 등 다양한 체

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익산과 평택, 원

주 법인에서 역사탐방, 치악산 구룡사 방문 등 체험활

동을 실시하며 총 141명의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Global 공통 활동 지역 자체 활동

추진활동

대상

한라비스캣 캠프

78명 참여
(전년대비 47%)

•지역본부/법인 주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내외 본부별 활동 전개

•Global H.Q 주도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지역사회 이웃,

   복지단체

•교통사고 피해자, 

   어린이



미래시장 기술 선도       품질경영 선도       청렴한 정도경영       임직원 행복 동행       지역사회 책임경영       깨끗한 환경보전 69

임직원 참여형 기부

만도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앱 활용,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사업을 지원

하는 ‘Walk Together’에서는 임직원들이 앱을 통해 걸음

을 합산하여 수익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지구 2바퀴에 달하는 80,000km 걸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만도 사회봉사단, 아동결연, 월급의 끝돈 ‘우수

리’ 등 여러 기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환아를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

만도는 2013년부터 만도가족 및 지역사회의 백혈병 

환아에게 헌혈증을 전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판교 Global R&D Center에

서 실시한 제9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만도 임직원

과 협력사 임직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233명이 헌혈에 동참하였고 237장의 

헌혈증을 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헌혈증을 기부하는 

임직원에게는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여 임직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

지역사회에 대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국내 사업본부가 위치한 평택, 원주, 익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년 각 지역별 40명을 대상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전

달하였으며, 7월에는 수혜학생 160명을 글로벌 R&D

센터로 초청하여 정몽원 회장의 강의, 연구소 투어, 외

부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비전에 대한 동기

부여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1994년 현재 안양한라팀인 ‘만도위니아’를 창설하면

서, 국내 아이스하키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오

고 있습니다. 2013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취임한 

정몽원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평창 올림픽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과 더불어 선수들과 함께 시

간을 보내면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국 아이스하키팀이 한국 평창동계올림

픽에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높은 관심을 끌었습

니다.

 

아울러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의 골과 우승 성적에 따

라 기부하는 ‘사랑의 골 펀드’를 운영하여 안양시 저소

득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00km
Walk Together 

임직원 걸음 

237장 헌혈증  
사랑의 헌혈 캠페인 기부

1) 임직원 및 회사 기부금 총합

2016-18 사회공헌활동 실적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씨드스쿨 수혜자 명 18 18 36

한라비스캣 캠프 수혜자 명 27 53 78

문화나눔 사랑나눔 수혜자 명 145 132 141

Walk Together 후원1) 만 원 3,710 3,817 4,59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백만 원 148 146 142

사랑의 헌혈 캠페인(헌혈증) 장 152 158 237

사랑의 골 펀드 백만 원 35.6 3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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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중국법인 밀운구의 ‘박애의 별’ 만도

만도 중국 베이징 법인은 ‘사회공헌 동호회’를 중심으

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

표적인 활동으로 밀운구 소외계층 주민 대상 장학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운구 지역의 우수 인

재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대학입시 우수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지난 3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장학

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 자동화 공장시스템과 공장 운영 관리 등 공장 

의 실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2018년에는 특수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전달하고, 장학금부터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공

헌을 인정받아 2018년 10월 ‘박애의 별’ 호칭을 획득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한국문화 교류 활동

만도 미국법인은 지역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문화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씩 미국 Auburn 지역 교사회의 한

국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 문화축제 후

원을 통해 한국문화를 홍보하여 상호 문화이해를 높

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 용사를 대

상으로 감사 행사를 개최하여 식사대접, 문화교류 등

을 실시하였습니다.

폴란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만도 폴란드 법인은 매년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사회

공헌 사업을 후원하고, NGO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

는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활 및 

약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명의 교

통사고 피해자에게 약 1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6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스카우트 학생 캠프 지원, 화재사고 피해가족 복

구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선활동을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인도 헌혈캠프 매년 운영

만도 인도법인은 매년 Voluntary Health Services 

Blood Bank와 함께 헌혈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헌혈 캠프에서는 143파인트1)(약 67,664mL)의 

혈액을 기부하여 약 429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SNS 재단과 함께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

설, 생활기술교육, 장학금 지원 등을 펼치며 법인이 위

치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2018년 총 집행예산

해외 국가별 주요 사회공헌 활동 (단위: 만 원)

폴란드

인도

미국

중국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직원, 가족 참여 경연대회

2,100만 원

SNS Foundation 후원금 기부 

National Relief Fund 기부

15,900만 원

한국 문화 활동 및 행사 지원 

재해 피해자 및 양로원 지원

1,150만 원

밀운구 소외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 아동센터, 환경정화, 헌혈활동

밀밭 소년 소녀 가장 봉사활동

10,000만 원

EUROPE

AFRICA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OCEANIA

 1) 약 473mL/1 파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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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P A G E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전달식

355명  
누적 수혜 인원

323대
누적 휠체어 기증

57개
누적 휠체어

배터리 기증

•한라그룹 정인영 명예회장은 69세 나이에 찾아온 뇌졸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해외 출
장까지 소화할 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도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나는 명예회장을 기리고 첨단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교통사고 피
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만도는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족과 친
지들이 보낸 사연을 접수하여 기증 대상자에게 일반휠체어,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
니라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도록 응원 메시지
를 전달하고, 적립된 응원 후원금을 사랑의 휠체어 행사에 보태어 
더 많은 중증 장애인분들과 가족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나는 

기업정신”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전하는 

삶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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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대토픽 순위

Impact on Business

1

3

2
4

13

12 6
8

7 5

9

10

11

9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

10위  깨끗하고 안전한 폐기물 / 
폐수 처리 및 관리

11위 환경 법규 준수 강화

깨끗한 환경보전 06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깨끗한

환경 만들기, 

만도가

앞장섭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폭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까지 악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지구평균 온

도 상승 폭을 1.5℃ 아래로 유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내세우면서, 전 세

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촉진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이 왜 중요한가?

만도는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감축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판교 R&D 사업장을 

제외한 생산공정이 있는 평택, 원주, 익산 사업장 모두 ISO 14001 인증을 획

득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환경경영 체계에 따라 사

업장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설비 효율 개선, 협력사 에너지 절감기술 지원 

등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및 폐수 배출량을 

최소화하고자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분리수거시설 등을 설치

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만도는 본부별 환경 순회 점

검을 실시함으로써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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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6억 원 95%
0건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

64개소

2,256TJ 40톤 감소
ISO 14001

TOPIC. 1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TOPIC. 2  폐기물/폐수 관리 TOPIC. 3 환경 법규 준수 강화 

공장 난방 효율 
개선 전력 절감

폐기물 재활용률
[원주공장]

2018년 
환경 위반 건수

산업통상자원부
분리수거 시설 
64개소 설치

에너지 사용량
2017년 대비 감축

효율개선 장치 
폐절삭유

인증 유지

중대토픽  하이라이트Highlights



Responding to Material Topics 74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에너지 관리 

만도가 사용하는 약 90% 이상의 에너지는 생산시설에

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도는 제품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자 에너지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 낭비 제거

만도는 설비 운영 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력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 사업장은 생산, 연구소 등 공장별 월간 

목표 전력 사용량을 설정하고 매월 전력 실적을 공유

하는 ‘전력사용 실적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에 평택 사업장은 전력 사용량을 전년대비 2.2% 절감

하고 연간 1.87억 원에 달하는 전력비를 절약하였습니

다. 원주 사업장에서는 설비 비가동 중에 AIR, 냉각수, 

환기 등 유틸리티의 공급을 차단하여 전력 사용을 최

소화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의 안전환경팀은 점차 강화

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본부별 순

회 점검을 진행하여 전력 실적 피드백을 공유하고 규

제 대응 사내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

만도는 기계의 설비 개선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변전을 대

체하였으며, 기존 수냉식 난방 장치를 공기 열원을 사

용하는 공냉식으로 대체하여 약 0.6억 원의 LNG 비용

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에

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s, ESS) 설비를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지원

만도는 협력사의 환경 및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환

경기술지원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

경청과 지역환경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협력사의 환경 멘토로서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 전반

에 대한 진단과 맞춤형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

다. 협력사가 체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관리로 기후변

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가

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활동이 촉구되면서 환경 기준 강화와 온실가

스 저감 정책 등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도의 모든 국내 사업장은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

표관리제에 참여하여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였고,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

고 있습니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및 배출권 거래 현황 (단위: tCO2-eq)    

구분 직접 온실가스 간접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배출권 매도

2016 7,790.003 109,931.216 67,366 40,304

2017 8,608.433 103,696.430 57,375 21,938

2018 9,007.097 101,187.85 - -

*2018년 잉여 배출권 및 배출권 매도 현황은 2019년 6월 공시 예정

1.87억 원
절감

평택 사업장 전력비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단위: TJ)

2018

 2016   2,411

2017   2,29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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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및 폐기물 관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 

만도는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소시설 투자

와 전량 재활용 등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도금라인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

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고, 이후 외부 

폐수종말장으로 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

불어 폐수 수질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kg) 

 2016

2017

2018

20,533,915

16,253,845

15,809,920

2,251,220

1,794,210

1,765,890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2018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kg)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6,069

  76,147

  1,303,199  

  251,196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1) 배출량 (단위: m3, kg) 

	 2016

2017

2018

278,747 

273,504

272,198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4,134

3,814

3,580

폐기물 발생 감축 노력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

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주 사업장은 2018년 기존에 

매립하던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 및 주형틀 대체용

으로 공급하여 폐기물 15,801톤 중 14,943톤을 재활

용하였습니다. 평택 사업장은 제품 포장 비닐을 재사

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를 

반송하여 33톤의 폐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시설 운영

만도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분

리수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사업장의 경

우 공장동에 34개소, 사무동에 31개소를 설치하여 각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반 및 지정폐기물, 재

활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책임

자가 매주 각 시설을 점검하고 매월 재활용 및 감량 실

적을 공유하여 근로자의 분리수거 활동을 촉진하고 있

습니다.

효율개선 장치 도입

제품 제조 과정에서 금속재료 가공 시 절삭유2)가 대량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삭유는 단기간 내 쉽게 부

패하기 때문에 적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악성물질로 분

류되어 환경 오염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됩

니다. 만도는 2018년 폐절삭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

해 증발온도 및 진공차압의 효율을 높인 증발장치 설

비를 도입하여 절삭유가 쉽게 부패되지 않도록 하였습

니다. 그 결과 2018년 절삭유 폐기물을 전년대비 40톤 

가량 감소시켰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방법 

생산 공정구분 가공 자재 입고

폐유 알루미늄 등 고철류
비닐, 종이 등 

폐포장재

전량 재활용
비닐류에 대해 재활용 

업체에 매각 처리연소시설 투자처리 방법

발생 폐기물

폐절삭유  
40톤 
(2017년 대비)

1)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Suspended Solids, 부유물질량) 
2) 금속 재료의 절삭 가공에 사용되는 기름



▲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67% 절감
낭비 전력

연간

1.7억 원
전력비 절감  

원주공장 대상
2017 환경부 

녹색기업 시상 수상 

S P E C I A L  P A G E

원주공장 ‘ECO Plant’ 실현

에너지 절약 유공자 
2018 산업통장자원부 표창

•만도 원주공장은 금속제품을 만드는 주물공장을 함께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비해 전
기 및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주간 2교대 이후 설비 비가동시간이 증가되면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부서장, 생산기술팀장, 안전환경팀장, 경영
관리팀 관리자로 구성된 TFT를 통해 에너지 낭비 요소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력사용 절감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 실천 활동은 매년 진행
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설비 운영 시 사
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비생산시간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
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 임
직원의 에너지 절감 실천을 돕고자 안전환경팀뿐만 아니라 직계장협
의회, 생산지원팀, 경영지원실이 함께 협력하여 캠페인을 개최하였
습니다. 원주 사업장은 전력비 절감 목표를 총 전력비 대비 3%인 1.5
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전 임직원이 설비 공장 및 사무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off-실내온도 준수-Air 누기 개선-Air 공급 
압력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을 홍보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
포하였습니다. 

•만도 원주공장은 에너지 절감 캠페인, 절전활동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실시하여 
2018년 낭비전력을 전년대비 67% 절약하였고, 이로 인한 전력비를 연간 1.7억 원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각각 5.5%, 13%씩 감축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
부에서 주최하는 2017년 녹색기업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절약 유
공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에너지 낭비 ZERO’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세부 개선활동을 
추진하여 ECO Plant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설비

비가동시간

증대, 에너지

절약 필요”
“전 임직원

모두 함께 

시작”

 “최적화된

ECO Plant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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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8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자산 4,464 4,451 4,437

현금 185 119 118

부채 2,949 3,039 2,956

차입금 1,290 1,339 1,385

순차입금 1,105 1,220 1,268

자본 1,515 1,412 1,482

자본금 47 47 47

부채비율 194.7% 215.2% 199.5%

순차입금비율 72.9% 86.4% 85.5%

손익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매출액 5,866 5,685 5,665

매출원가 5,005 5,012 4,940

영업이익(%) 305 84 197

5.2% 1.5% 3.5%

EBITDA(%) 534 467 469

9.1% 8.2% 8.3%

당기순이익(%) 210 18 113

3.6% 0.3% 2.0%

지배구조당기순이익 199 5 106

기본주당이익 4,261 102 2,257

배당총액 47 9 23
배당성향(%) 23.5% 195.8% 22.2%

1) 종속기업 목록은 2018 만도 사업보고서 3p 회사의 개요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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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일반표준 공개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GRI Standard Disclosure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UN SDGs

Organizational 
profile

102-1 조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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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2-13p ●

102-3 본사 위치 •6p ●

102-4 사업장 위치 •8-9p ●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p ●

102-6 시장 영역 •8-9p, 22-23p ●

102-7 조직 규모 •6p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79p ●

통상 근로자                                                                                                                                 (단위: 명)

성별 지역

남자 여자 판교 평택 원주 익산 국내 기타 해외

4,145 190 1,350 1,179 1,088 482 114 8,040

기간제 근로자

성별 지역

남자 여자 판교 평택 원주 익산 국내 기타 해외

21 36 34 8 4 9 2 247

파견직

남자 여자

29 47

*하도급 인력이 원주 주물공장에서 용해, 조형, 주입, 탈사 이후 압탕 및 런러 제거 공정을 진행함 

102-9 조직 공급망 •22-23p, 50p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74-75p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33p ●

102-13 가입협회 •86-87p ●

Strategy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5p ● 4.7/6.2/7.4.2

Ethics and 

integrity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10-11p ● 4.4/6.6.3

Governance 102-18 거버넌스 구조 •18-21p ● 6.2/7.4.3/7.7.5

Stakeholder 
engagement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22-24p ●

5.3

102-41 단체협약 •단체협약 적용비율: 100%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24p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4-32p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32p ●

Reporting 

practice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78p
•2018 만도 사업보고서 3-4p

●

5.2/7.3.2/

7.3.3/7.3.4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About this report 83p ●

102-47 중대 주제 목록 •32p ●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2019년 보고서 첫 발간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2019년 보고서 첫 발간 ●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7.5.3/7.6.2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About this report ●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Content Index •79-83p ●

102-56 외부 검증 •84-85p ●



Appendix 80

특정표준 공개 (Topic-specific Disclosures)
GRI Standard Disclosure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UN SDGs
Topic 1: 투자 및 기술개발 강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6p, 38-42p

●

-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

연구개발 투자비 및 인력 •38p ●

단위 2016 2017 2018

십억 원 283(4.8%) 302(5.3%) 315(5.6%)

명 1,934 2,040 2,115

*글로벌 사업장 인력 포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42p ●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출원 849 924 807

등록 397 435 326

Topic 2: 산업안전보건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2p, 58-59p ●

6.4.6/6.8.8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16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58p ●

구분 2016 2017 2018
사고재해율 0.11 0.18 0.09
질병재해율 0 0 0
사망사고 수 0 0 0
강도율 0.07 0.14 0.12
종합재해지수(FSI) 0.36 0.44 0.30

*사고유형: 충돌, 협착 무리 등 

Topic 3: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강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2, 54p ●
4.6/

6.7.1-6.7.2/

6.7.6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419: 
Socioeconomic 
Compliance 2016

419-1 사회 및 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 •위반 건수 없음 ●

Topic 4: 노사 간 의사소통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6p, 60-61p ● 6.4.3/6.4.5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402: Labor/
Management 
Relations 2016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80p ●

경영상 변동내용 통지기간

회사 분할, 합병, 양도 시 3개월 전 통보

신설공장 이전 시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
이동 12개월 전 통보

*출처: 2018년 만도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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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UN SDGs
Topic 5: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평가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46p, 48-51p ●
6.7.1-6.7.2/

6.7.4/6.7.5/

6.8.8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416: 

Customer Health 

and Safety 2016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48p (만도 시험평가센터) ●

Topic 6: 부패행위 근절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2, 54p ●

6.6.1/6.6.2/

6.6.3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205: 

Anti-corruption 

2016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54p ●

정도경영 교육 인원 및 비율1)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직원(%) 1,998(00%) 259(6%) 231(5%)

임원(%) 80(100%) - -

협력사2)(%) - - -

1)2016년 정도경영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후, 2017년부터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 2019년 임원 및 협력

사 대상 정도경영 교육 예정 

2)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기업 등을 제외하고 3,000억 이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만도의 정도경영방침, 반부패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의사소통함 

Topic 7: 신규 사업 및 신시장 개척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36p, 44-45p ●

-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 2018 스타트업 투자비 •44p ●

기업명 투자비

Leap High 10억 원

SOS Lab 20억 원

Sparta Evolution 45억 원

- - 지역별 매출액 •45p ●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한국 3,188 3,095 3,108
중국 1,772 1,643 1,496
미국 1,130 847 769
기타 616 762 910

Topic 8: 한라인 인재육성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6p, 62-63p ●

6.4.7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2016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62-6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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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UN SDGs
Topic 9: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2, 74p ●

6.5.4/6.5.5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302: 

Energy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74p ●
 (단위: TJ)

구분 2016 2017 2018
연료 146.102 162.32 170.498
전기 2,253.954 2,102.009 2,059.185
스팀 12.403 32.032 28.66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GRI 305: 

Emissions 2016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1) •74p ●
                                                                                                     (단위: tCO2-eq)

2016 2017 2018
7,790.003 8,608.433 9,007.097

1) 조직 경계 내에서 연료 등을 직접 연소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1) •74p ●
                                                                                                     (단위: tCO2-eq)

2016 2017 2018
109,931.216 103,696.43 101,187.85

1)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나 스팀 등을 조직경계 밖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Topic 10: 폐기물 및 폐수 관리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2, 75p ●

6.5.3/6.5.4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306: 

Effluents and 

Waste 2016

306-1 수질 및 도착지별 폐수량 •75p ●

폐수 배출량                                                                                                   (단위: m3)

구분 2016 2017 2018
평택 137,821 132,834 141,510
원주 36,397  30,401  28,583 

익산 104,529 110,269 102,105
합계 278,747 273,504 272,198

1) 판교는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제외 

*방류지점: 원주/익산 공단폐수처리장으로 방류 , 평택 정화처리후 인근 바다로 직방류

수질오염물질1) 배출량                                                                                      (단위: kg)

구분 2016 2017 2018
평택 1,249 1,147 1,091
원주 794 462 447
익산 2,091 2,205 2,042
합계 4,134 3,814 3,580

1)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Suspended Solids, 부유물질량) 

306-2 유형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중량 •75p ●

폐기물 배출 현황                                                                                             (단위: kg)

구분 2016 2017 2018

지정폐기물

평택 1,160,680 828,970 904,200
원주 959,000 822,000 706,000
익산 131,540 143,240 149,690
판교 - - 6,000
소계 2,251,220 1,794,210 1,765,890

일반폐기물

평택 220,520 212,990 167,970
원주 19,787,000 15,459,000 15,095,000
익산 526,395 581,855 542,450
판교 - - 4,500
소계 20,533,915 16,253,845 15,809,920

합계 22,785,135 18,048,055 17,5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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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UN SDGs

2018년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kg) 

구분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평택 797,560 25,160 177,840 71,610
원주 14,979,000 39,000 746,000 37,000
익산 438,660 180,870 72,610 -

판교 52,000 0 0 4,500

Topic 11: 환경 법규 준수 강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2p ●

4.6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2016

307-1
환경 법규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위반 건수 없음 ●

Topic 12: 협력사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4p, 66-67p ●

-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 협력사 애로사항 개선활동 성과 •66-67p ●

구분 2016 2017 2018
해결(건) 28 38 18
해결률(%) 93 97 95

Topic 13: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4p, 68p ●

6.3.9/6.5.1-

6.5.3/6.8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GRI 413: 

Local 
Communities 

2016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

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68-71p ●

토픽 및 보고 경계

● 토픽 경계: 중대토픽 영향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 보고 경계: 2018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중대토픽 성과 및 활동을 보고하는 사업장

중대 토픽 본사 원주 평택 익산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1 투자 및 기술개발 강화 ●● ●● ●● ●●

2 산업안전보건 ●● ●● ●● ●● ●● ●● ●● ●

3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강화 ●● ●● ●● ●● ● ● ● ●

4 노사 간 의사소통 ●● ●● ●● ●● ● ● ● ●

5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평가 ●● ●● ●● ●● ●● ●● ●●

6 부패행위 근절 ●● ●● ●● ●● ● ● ● ●

7 신규 사업 및 신시장 개척 ●● ●● ●● ●● ●●

8 한라인 인재육성 ●● ●● ●● ●● ● ● ● ●

9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 ●● ●● ●● ● ● ● ●

10 폐기물 및 폐수 관리    ● ●● ●● ●● ● ● ● ●

11 환경 법규 준수 강화 ●● ●● ●● ●● ● ● ● ●

12 협력사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 ●● ●● ●● ● ● ● ●

13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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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검증의견서

주식회사 만도의 2018 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독자를 위한 것으로서, 만도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LRQA)은 주식회사 만도(이하 “만도”)로부터 ‘2018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

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AA1000AS(2008)를 활용하여 Moderate Level로 수행되었으며, 범위는 Type 2

이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만도 국내 사업장의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AA1000의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 원칙의 준수 평가

•  보고서가 GRI 표준(Core Option)1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  하기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 GRI 200(경제): 205-2

- GRI 300(환경): 302-1, 305-1, 305-2, 306-1, 306-2, 307-1

- GRI 400(사회): 402-1, 403-2, 404-2, 413-1, 416-1, 419-1

- 기타 지표들2: 연구개발 투자비 및 인력,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스타트업 투자비, 지역별 매출액, 협력사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 건수

만도의 협력회사, 계약자 그리고 그 외의 제3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만도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보고서 내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서 발간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만도에게 있

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만도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만도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만도가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 데이터 및 정보의 공개(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오류는 수정되었음)

•  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 보고

이 의견은 Moderate Level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Note: Moderate Level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High Level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Moderate Level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

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Moderate Level의 검증은 High Level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1) https://www.globalreporting.org
2) GRI Content Index 에서 보고되었지만 GRI 의 Topic-specific Standards 에서 다루지 않는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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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만도의 접근법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서 및 관련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   중요 이슈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만도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도의 보고서와 타사의 보고서를 대조하

여 해당 산업계의 특정 이슈들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도가 중요 이슈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만도의 비

즈니스상 의사 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 누락 혹은 잘못 기술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만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내부 검증을 포함하여 데이터 처리 절

차, 지침 및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데이터를 취합ㆍ편집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성남시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하여 만도가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가 GRI Content Index를 통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관찰사항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적 관찰사항 및 발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자 포괄성

만도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어떠한 중요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중요성

만도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도는 어떤 이슈(혹은 토픽)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폭넓은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기준들이 경영측면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도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전사 전략, 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 그리고 운영 등과 같은 핵심 경영 프로세스와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응성

만도는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들과 연관된 핵심성과지표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도는 향후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진척 상황을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신뢰성

만도는 보고된 지표들에 대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IEC 17021의 인정 요구사항(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

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만도에 본 검증심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자: 2019년 4월 1일

서명

LRQA 계약번호: SEO00000437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including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LRQA),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loyd's Register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2019.  A member of the Lloyd’s Register Group.

김 태 경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 층



Appendix 86

가입 협회

No. 기관명 목적

1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자동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2 한국자동차공업협회(정보자료회원) 자동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3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가 검교정

5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 안전 부문 정책 관련 정보 입수

6 한국자동차공학회
- 자동차 신기술 논문/동향 입수 

- 춘/추계 학술대회 논문 발표

7 대한전기학회 선행기술 정보 입수 및 논문 게재 관련 활동

8 대한전자공학회 선행기술 자료입수 및 논문 게재 관련 활동

9 전력전자학회 전력전자분야 논문자료 입수 및 관련 활동

10 전자파학회 EMC 관련 기술자료 입수 및 논문관련 활동

11 제어로봇시스템공학회 제어로봇 분야 자료입수 및 논문관련 활동

12 AUTOSAR 자동차 신기술 동향 정보 입수 및 경쟁사 대응

13 IWPC(International Wireless Industry Consortium) 레이더 기술 입수 및 학회 활동

14 NAFEMS (해외 CAE Community) CAE 특화 메가트렌드/동향 정보 입수

15 대한재료금속학회 자동차 재료 신기술 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운영 필수

1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 설비(X-Ray) 안전 관리

18 한국인사관리협회 HR 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19 산업통상자원부 비상계획 협의회 
- 비상대비업무 관련 산업부 지침 수령, 총무계획 및 훈련 협조 

- 비상계획관 상호간 관련 업무 협조 및 정보 교환

20 한국소방안전협회
- 소방안전(기숙사, 만도공장) 교육 

-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21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 이슈 정보 입수

22 환경기술인협의회
- 환경법규 등 각종 환경이슈 정보 파악  

- 폐기물 및 소음진동 관련 지자체 정보 공유

23 녹색기업협의회 녹색기업 동향 및 정보 입수 

24 환경보전협회
- 환경이슈에 관한 정보 제공

-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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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관명 목적

25 대한간호협회
- 보건 자료 정보 제공

- 보수교육 등 각종 법정교육 제공 

26 익산기업환경협의회
- 환경관련 정보 입수 

- 대 정부 건의사항 창구

27 익산지역안전보건협회
- 안전관련 정보 입수 

- 대 정부 건의사항 창구

28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훈련 및 복리증진 도모 

29 원주 시민안전관리협의회
- 안전 이슈 정보 입수 

- 대관업무 대응

30 원주횡성 보건관리자협의회 안전 이슈 정보 입수 

3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 관리제도 정보 제공 

- 매년 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실적 보고

32 한강유역환경청
-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 전달 

- 화학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 사고 방지 교육 

3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및 발명진흥 관련 정책 정보 등 공유

34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기업간 지식재산 관련 정보 공유

35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ICT 기술 관련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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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상 현황

사업장 지역 사업장명 수상시기 내용

중국 MBC 2018.1 2017년도 안전 안정 유지 선진 기업 칭호 수여

중국 MSC 2018.2 쑤저우 신구 풍교정부으로부터 2016년도 ‘종합상 이등상’ 수상

중국 MBC 2018.2                                         2018 밀운구 정부로부터 3개 부문 수상(취업추진상, 투자공헌상, 재정세무 공헌상) 

한국 구매 2018.5 제15회 자동차의 날 유공자 포상 협력사 3社 수상

한국 BD 2018.6 경기도 환경대상 기후부문 최우수상

중국 MBC 2018.10 사회공헌활동 ‘박애의 별’ 호칭 획득

한국 BD 2018.11 한국에너지효율대상 장관상 수상

한국 SD 2018.1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중국 MSC 2018.12 2018년 강소성시범스마트공장 수상

한국 구매 2018.12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기업 수상

*고객사 수상내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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