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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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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기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기준(2021년 상반기 성과 일부 포함)

보고 주기
매년(지난 보고서 발간: 2020년 6월)

보고 신뢰성
제3자 기관을 통한 검증을 진행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

문의처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만도 Global Strategy Center Sustainable Value & Relations팀
E-mail. heejin.lee@halla.com T 02-6244-2307

만도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올해로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보다 안전하고(Safer), 깨끗하며(Greener), 편리한(Easier), 자유(Freedom)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만도의 비전인 ‘Our vision is your freedom’을 추구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만도의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를 기초로 글로벌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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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ando.com/

Cover Story of Sustainability  
만도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내일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 신뢰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About This Report

2018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9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만도 유튜브 채널

만도 링크드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정관

2020 사업보고서

2020 만도 감사보고서(연결)

2020 만도 감사보고서(별도)

http://www.mando.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Hf4pvD_dSJ_W1T2p0dj38w
https://www.linkedin.com/authwall?trk=gf&trkInfo=AQHCWFWc3_xQggAAAXphRHf4QOXMWZUBYDDS4-7Dt6FdCuN4D67mz3VNoSaaNpZhoAC8qCKcndPv_pW6ONmbK97j5C2GA477LZ96XMnK2JV7BMo2PUGDp-gQoVU-jvVm-93gaNs=&originalReferer=&sessionRedirect=https%3A%2F%2Fkr.linkedin.com%2Fcompany%2Fmando-corp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650
https://www.mando.com/investment/invest11.jsp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31000978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1801003&dcmNo=7867152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1801003&dcmNo=786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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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Pandemic, 
만도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방침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사 코로나 비상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세계 각 
사업장에 강력한 보건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OVID-19라는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직원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COVID-19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객을 다변화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현금 유동성을 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라는 
바탕 위에 임직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기업문화(Vitaility Mando)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도는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로는 유일하게 Forbes에서 선정한 ‘2020 World’s Best Employer’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직원이 함께 합력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Mobility Freedom Creator,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기술 및 제품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속화되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금년을 ‘A Mobility Freedom Creator’를 향한 도전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품과 제조업을 넘어 ‘Data와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는 만도, 완성차 고객을 넘어 ‘다양한 End-User’에게 사랑받고 ‘이동’
의 자유를 창조하는 만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정부 기관과 Data·Service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및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하여 주요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Software Campus’를 출범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가까운 장래에 통합적인 Vehicle Motion 
Control을 개발하고, SW-as-a-Product를 시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Smart Factory,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같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Together into a Bright Future
만도는 기후변화와 COVID-19 등 국제적인 사회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지속가능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1년에는 UNGC(UN Global Compact)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UNGC 10대 원칙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등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환경부에서 주최
하는 무공해차 100% 전환(K-EV100)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구입하는 차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100%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5월에 지속가능경영 
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전략 과제 발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아직도 끝나지 않은 COVID-19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만도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Our Vision is Your Freedom. In Our Creation, your to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이라는 만도의 
비전 아래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만도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구성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사회, 경제, 환경, 안전 측면에서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만도 역시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회복력(Resilience)을 확보하고자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간하는 만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2020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낸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와 2030년 ‘A Mobility Freedom Creator’를 향한 도전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CEO Message

2021년 6월
대표이사 총괄사장  조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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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핵심가치
만도의 임직원들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도경영, 프론티어, 합력’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한방향의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Global Player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정도경영
Integrity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업무에 임한다.

합력
WorkTogether

배려와 소통으로
상생을 추구한다.

프런티어
Frontier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혁신하여 최고가 된다.

비전체계
만도의 비전은 고객과 회사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더욱 안전하고(Safer), 깨끗하고(Greener), 편리한(Easier) 내일에 기여
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가치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일상의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Freedom’이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Our vision is your freedom.
Inourcreation,yourtomorrowwillbesafer,greenerandeasier.

Creation

Innovationand
DisruptionasUsual

궁극의 지향점.
Safer,Greener,
Easier의 종합

Freedom

Eco-friendly

Greener

Comfortable
&Convenient

Easier

GlobalMando의
Identity,업의 본질

Safer

조직체계
만도는 글로벌 사업부 체제를 갖추고 제동(Brake), 조향(Steering), 현가(Suspension),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1)) 4가지 사업부와 
신사업 전담조직인 WG Campus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 60여 곳에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입니다. 판교의 Global R&D Center와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 50여 곳에 위치한 글로벌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을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도는 자동차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부품부터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1)ADAS:AdvancedDriverAssistanceSystem2)BU:BusinessUnit

경영철학
만도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한라로(路)’를 경영철학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한라로(路)란 

일을 제대로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정진해야 할 길임과 동시에 경영활동에서 이행

해야 할 실천 과제입니다.

선택과 집중

Freedom

일하는 시스템 구축

Freedom

자원 확보

Freedom

올바른 기업문화

Freedom

기업명 주식회사 만도 부채 3,229십억 원

설립일 1962년 10월 1일 자본금 470억 원

대표이사 정몽원, 조성현, 김광헌  (각자 대표이사 체제) 매출액 5.6조 원

본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신용등급 AA-

사업내용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임직원 수  11,764명

2020년12월 기준회사 개요

CEO

Steering 
BU

ADAS 
BU

Brake 
BU2)

WG 
Campus

Suspension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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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만도는 제동(Brake), 조향(Steering), 현가(Suspension) 및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1))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전기차 및 모빌리티 분야의 부품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 통합제어 프로세서, 액츄에이터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미래 산업인 전기차·자율주행차로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도는 전 세계 상위 10대 완성차를 포함해 60여 개 완성차에 부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도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Brake System 
자동차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제동 시스템

만도는 기존 4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전자제어 제동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하나의 
부품(1 Box)으로 결합한 통합전자브레이크(IDB2)) 를 현재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본 성능 외에도 자동차 시장의 국제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부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의 IDB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 제동 유압 라인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100% 전기〮전자식 미래 제동 
시스템인 전기신호식 제동장치(BbW3))를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teering System
운전자의 안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조향 시스템

만도는 운전자가 핸들을 돌린 후 바퀴가 움직이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조향 기술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만도의 조향 시스템 중에서도 기계, 전기, 전자, 소프트
웨어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자식 조향장치(EPS4))는 2009년 만도가 최초 국산화를 
성공시킨 이후 ‘자율주행’ 분야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혁신 기술’을 근간에 둔 선진 전기차 회사도 만도 EPS의 우수성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핸들과 바퀴 간 기구부적 연결을 제거하고 전자식 신호를 통해 조향이 가능한 
Pure-Play 전기신호식 지능형 조향 시스템(SbW5))의 세계 최초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 조향 기술을 통해 단순한 핸들과 바퀴의 움직임뿐 아니라 모빌리티로써 
미래 자동차 기술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uspension System
안락한 승차감과 직결되는 현가 시스템

주행 시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흡수
하여 운전자의 피로감을 최소화시키고, 차체의 안정적인 자세제어가 가능한 만도의 
현가 시스템은 승용차부터 대형상용차까지 전 세계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도의 강점인 전자제어 역량을 현가 시스템과도 접목시켜 가속, 급제동, 코너링 
등의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게 제어를 해주는 미래 전자제어 현가 시스템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ADAS:AdvancedDriverAssistanceSystem2)IDB:IntegratedDynamicBrake3)BbW:Brake-by-Wire4)EPS:ElectronicPowerSteering5)SbW:Steer-by-Wire

Ch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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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꿈의 자동차를 현실로 만드는 ADAS 기술

만도는 다가오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의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제어 섀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눈이 되어 주는 센서와 뇌가 
되어 주는 통합 제어기 등의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특정 제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센서, 제어기, 섀시 등이 통합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ADAS1)) 기능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어떠한 위험 상황
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자동차,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첨단 편의 기능을 두루 갖춘 꿈의 자동차를 생각합니다. 자동차용 
전방 레이더의 최초 국산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라이다 개발, 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개발, 실내 탑승자 감지 센서 개발 및 차세대 통합 제어기 개발 등 핵심 자율주행 부품 
라인업을 모두 갖추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For Micro Mobility 
Smart Personal Mobility Module

고객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만도의 개인이동수단(SPM2))이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무체인(Chainless) SPM 모듈을 
통해 Mobility 디자인 유연성, Data 축적 및 활용, 편리한 
유지관리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합니다.

For EV 
e-Drive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시스템인 만도의 e-Drive는 구동
모터, 감속기, 인버터 등 3개 부품을 일체형으로 통합
하여 경쟁사 대비 부피와 중량을 약 10~15% 감소시켰
으며 ‘고효율’과 ‘고출력 밀도’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or Fuel Cell EV  
Fuel Cell DC-DC Converter

만도는 국내 최초로 수소트럭용 100kW급 수소연료
전지용 DC-DC 컨버터(FDC3))를 개발하여 2021년 양산
을 앞두고 있으며, 보다 높은 고출력이 요구되는 200kW
급 제품과 승용 수소차용인 40kW급 제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장을 넘어 수소에너지가 사용
되는 다른 산업 분야로까지 확장을 고려하며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습니다.

1)ADAS:AdvancedDriverAssistanceSystem2)SPM:SmartPersonalMobility3)FDC:Fuel-CellDC-DCConverter

Emission-free Mobility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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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Kinross
Detroit
Silicon Valley
Alabama
Georgia

■
■■■

■
■
■

U.S.A

Saltillo■

Mexico

Limeira■

Brazil

Arjeplog, Sweden
Frankfurt, Germany
Walbrzych, Poland
Bursa, Turkey

■
■■■

■
■■■

Europe

Pyeongtaek
Wonju
Iksan
 Pangyo
 Incheon
 Hwasung  
 Mando Brose
 Woory M Automotive

■■■
■■
■■
■■
■■
■

■■
■■

Korea

Beijing
Suzhou
Ningbo
Chongqing
Tianjin
Shanghai
Heihe

■■■■
■■■
■■
■
■
■
■

China

Tokyo■

Japan

Klang■

Malaysia

Jakarta■

Indonesia

Wanaka■

New Zealand

New Delhi
Chennai
Bangalore

■
■■■■

■

India

■ 생산거점 22 ■ R&D 거점19 ■ 판매〮물류거점 8 ■ 주행시험장 7 J/V • Mando Brose, Korea
• Mando Ningbo, China

• Mando Automotive India Limited, India
• AutoV Mando, Malaysia

• Maysan Mando, Turkey
• Woory M Automotive, Korea

만도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 5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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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체계 

스폰서
전략 센터장

인권경영 
협의체

전담 
관리조직

사회공헌활동 
협의체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만도는 과거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한라그룹의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계승, 동참하고 
있으며 전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한라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가치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개선된 
운영체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라그룹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와 만도의 지속가능경영 추진단을 운영하여, 
산하에 담당 실무조직과 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의 
이행을 선도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단
6대 분야 챔피언은 격월로 진행되는 Steering Committee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수립, 수행과제 현황, 활동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운영에 대해 투명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월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실질적 이행방안과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teering Committee

6대 핵심분야 실무 대표

거버넌스·윤리 사회 공헌 공급망 관리 환경 기술 혁신 인권·노동·안전 
6대 핵심분야 
글로벌
챔피언

실무
협의체

한라그룹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그룹 및 계열사 지속가능경영 전략 논의 및 수립 
고도화 Idea 제시  ㅣ  이슈관리 및 성과 정기보고

실무협의체

위원회 지원조직  ㅣ  ESG 논의안 상정

만도는 한라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만도만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전략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전사차원에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업, 튼실하고 우량한 세계적인 기업ESG Vision

Sustainable Growth in the Right Way 바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Mission

ESG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인 사회적 가치 창출 달성그룹 전략방향성

한라그룹 ESG Vision House

만도 지속가능경영 핵심분야 및 가치창출 목표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거버넌스·윤리

친환경 에너지,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 
친환경 공정 등 기후변화 대응 적극 실현

환경

사회와 지역사회 가치 보호를 위한 
사회활동 추진

사회공헌

기술혁신

기술혁신을 통한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노동인권·안전

인권선언 및 인권정책 체계화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공급망 관리

협력사의 환경, 윤리,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실사 정보 공개

2020
KCGS 

2021
MSCI 

A
2020

EcoVa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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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

2020년 Key Performance Index
만도는 2020년 한 해 COVID-19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다양한 기술개발, 글로벌 영업 역량 강화 등 기술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적인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사 상생의 경영을 실현하였습
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지구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핵심 지속가능경영 전략방향성

추진방향 추진과제 성과지표 Unit 2018 2019 2020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매출액 조 원 5.67 5.98 5.56
고객만족 실현 품질리스크 관리 품질실패비용 향상률 % 37 12 20

신성장동력 확보 신사업 투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십억 원(%) 315(5.6) 361(6) 331.8(6)
연구개발 인력 명 2,115 2,319 2,266

환경리스크 관리
환경경영체계강화 ISO14001인증 사업장 비율1) % 100 100 100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환경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 감축 에너지 사용량 TJ 2,258 2,134 1,620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 tCO2-eq 9,007 7,911 6,508 
간접배출 tCO2-eq 101,195 95,631 72,061

효율적인 
자원 관리

폐수〮폐기물
배출량 저감

폐수 배출량 m3 268,176 241,596 221,427
폐기물 배출량 Ton 16,267 15,681 6,421
폐기물 재활용률 % 93 93 89.62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사용 녹색구매액 백만 원 1,585 203 860.7

투명하고 윤리적인 
문화 구축

일체의 부패행위 근절
정도경영 교육인원 명 231 178 185
부패 발생 건수 건 0 0 0

직장 내 인권 보호 인권경영 교육인원 명 2,311 2,282 2,235
보안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안 법규위반 건 0 0 0

행복한 
기업문화 선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종합재해지수(FSI) - 0.3 0.45 0.45

미래 핵심인재 육성
임직원1인당 교육시간 시간 40 43 26
임직원 총 교육비 백만 원 6,013 5,258 6,199

임직원 일터
만족도 향상

이직 및 퇴사자 수 명 96 73 71
유연근무제 사용인원 명 2,336 2,231 2,215

육아 휴직
사용자

남성 명 9 10 18
여성 명 12 14 13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 동반성장지수 등급 최우수 최우수 우수
공급망CSR관리 신규 공급업체 사회영향평가 비율 % 100 92 100

지역사회 
책임의식 강화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확대

자원봉사 시간 시간 11,062 9,952.2  5,883
봉사활동 참여자 수 명 1,652 1,607 1,274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지역사회 기부금 백만 원 727 688 725

1)인증 대상 해외 사업장 포함2)CDP:CarbonDisclosureProject

만도는 본사 및 국내 전 사업장의 탄소배출량(Scope1,2 및 Scope3), 폐기물 발생
량 등 환경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2)) 참여를 통해 기후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5년 배출량 대비 28.1% 감축

2020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1,062tCO2e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20년)

1,314,092tCO2e

Climate 
Action

만도는 수소차와 전기차 신기술 제품개발 외에도 기존 부품의 환경 오염도 저감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품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서비스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목표 투자 비율

2025년 매출액 대비 8% 이상

xEV 제품 목표 매출 비중

2025년 30% 이상

연구개발 인원 수

2,266명

Clean 
Technology

만도는 공급망의 경쟁력 향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협력사 평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사 ESG의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기술지원 건수

299건
공급망 환경친화 관리 
‘20년 만도-지방환경청 
중소기업 기술지원 3개사

협력사 불공정 거래 신고건수

0건

Responsible 
SCM

만도는 2020년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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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Commitment UNGC Commitment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작년 한 해 다양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021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1))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고, 
UNGC 10대 원칙의 적극적인 실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정책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1)UNGC:UNGlobalCompact2)CDP:CarbonDisclosureProject3)TCFD:TaskforceonClimate-relatedFinancialDisclosures

친환경 그린팩토리 실현을 위해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환경오염물질 
감소’ ‘그린파트너십’ 전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20)

Principle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상담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정도경영 홈페이지 내 운영
하고 있으며, 정도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p.27)

Principle 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
한다.

폐기물, 화학물질, 폐수 등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2))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3))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21, 39, 40)

Principle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브레이크 마모 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 30% 저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국내외 업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p.15)

Principle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Partnership Peace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반성장 3대 테마 ‘공정
거래 문화 구축’, ‘신뢰관계 형성’,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DGs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p.36)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윤리규범을 위반 시 정도경영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SDGs16. 
평화롭고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및 
효과적인 제도 구축 (p.27)

Prosperity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품질 및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자동차 부품의 선진화를 달성하였
습니다.

SDGs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p13, 14)

브레이크 마모 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R&D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s11. 
지속가능도시 (p.15)

People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임직원과 결연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Walk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6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DGs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p51, 52)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씨드
스쿨’에 참여하여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DGs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p.52)

Planet

제조과정상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제품을 설계
하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p.40)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SDGs13.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p.38, 39)

인권선언문을 선포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해원칙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이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에 부합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44, 45)

Principle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매년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p.49)

Principle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그룹차원에서 정도경영 사이버제보 접수와 성희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충 처리접수 채널 및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44)

Principle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최소 휴식

보장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 50)

Principle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인권선언문을 통해 아동노동 철폐를 위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최저 고용 
연령 수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p.45)

Principle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p.48)

Principle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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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핵심 기술 단거리 레이다 개발 
만도는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하여 단거리 레이다 독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미 양산 중인 
중〮장거리 레이더(Rader)와 함께 독자 레이더 라인업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중인 전방 카메라 외에도 실내 탑승자 
감지 센서, 서라운드 카메라, 운전자 모니터링용 카메라, 라이다, 차세대 통합제어기 등을 개발하여 고객과 운전자들에게 더 나은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 개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무사고 스마트 자동차를 실현
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도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라이다(Lidar)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차량 주변 물체를 인식
하며,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주변 물체와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탐지합니다. 또한, 교통 정체 시 운전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차간거리유지시스템(SCC4))과 주행 
시 최적의 차선을 유지하는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5))을 연계
하여 ‘고속 및 저속 전방 차량 자율 추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
니다. 만도는 Level 2 자율주행 수준의 ADAS 솔루션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Level 2.5~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
하고 2025년부터는 Level 4~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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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확보 
만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활동을 통해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최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IT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하드웨어 통합 등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만도는 이러한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4월 소프트웨어 캠퍼스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사업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조직을 통합하여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활동을 실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P3))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사 차원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R&D 전략체계
만도는 세계 수준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특히 모빌리티 생태계의 통합솔루션 제공기업으로서 2030년까지 인류에 Mobility Freedom을 제공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가치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8%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섀시(Chassis) 제품과 안전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1))과 전기차 전용부품사업 비중은 30%까지(2020년 말 기준 13%)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R&D 조직 및 현황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인도 5개국에 총 19개의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2,266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차세대 제품개발에 주력하는 선행개발을 비롯하여 
설계,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연구기획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자율주행

센서

제어기

섀시

주행 환경 감지 & 차량 내부 감지

SW 아키텍쳐 & 프로세스

Redundant E·E 아키텍쳐

카메라 & 레이더

Domain Control Unit

제동·조향

만도 자율주행 
기술 제품

만도 자율주행 기술

Level4자율주행 관련 주요부품

차세대 제품개발에 
주력하며 미래형 자동차에 

탑재되는 지능형, 
친환경차 부품 개발

각 글로벌 제품조직(BU2))
의 양산, 선행 제품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및 신기술 개발  

제동, 조향, 현가 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ADAS) 관련 연구와 
전반적인 섀시 제품 개발

전 세계 각지에 다양한 
환경의 주행시험장 설치와 

제품에 대한 주행 및 
신기술 테스트 수행

기술개발 전략 수립

선행개발 소프트웨어 설계 시험평가 연구기획

TOPIC 1

1)ADAS:AdvancedDriverAssistanceSystem2)BU:BusinessUnit3)SaaP:SoftwareasaProduct4)SCC:SmartCruiseControl5)LKAS:LaneKeepingAssistSystem

R&D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연구개발 인력(명) 2,115 2,319 2,266

연구개발 투자비(십억 원) 315 361 331.8

매출액 대비 비율(%) 5.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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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용 DC-DC 컨버터(FDC4)) 개발 
FDC는 Fuel Cell 스택에서 나오는 전력을 배터리 전압에 맞춰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만도는 상용 수소차의 100kW급 FDC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만도의 FDC는 기존 수입품 대비 부피와 무게를 30% 이상 감축하여 가격 경쟁력과 연비를 대폭 향상
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100kW급 FDC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며 200kW급 FDC도 2023년 양산을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 협업
하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만도는 향후 자동차 부문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 발전용 장비 등 다른 산업 
분야로 FDC 확장을 고려 중입니다. 앞으로도 FDC 부품에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수소차 분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Drive, 전기차 통합구동 시스템
현재 자동차 구동계 부품 시장은 모터-인버터 분리형과 모터-인버터 일체형 위주입니다. 하지만 만도는 향후 xEV 부품 효율 증대와 
패키징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xEV 구동계 부품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자 구동모터와 인버터 일체형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감속기까지 통합하여 자동차 부품의 부피와 중량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e-Driv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자동차 부품과 기술을 통합 적용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기차용 제품 역량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 : 환경 리스크 대응
더 이상 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도는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
하여 미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차 - 만도의 By - Wire & EV Modular Platform
만도는 미래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수준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전기차 플랫폼은 
스케이트 보드와 같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e-Motor, 인버터, 감속기 등 다양한 부품을 통합함으로써 공간의 높은 확장성을 
가집니다. 만도는 급변하는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부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y-wire Chassis
• 운전대와 바퀴 간의 기구부적 연결을 제거하여 전기신호로 조향 제어
• 차량 설계의 자유도 향상: 차량 내부 공간 극대화, 운전대 배치의 자유로움 
• 미래 전기 자동차 Modular Platform의 핵심 요소인 By-Wire Chassis 기술 

전기신호식 지능형 조향시스템(SbW1)) 세계 최초 양산 예정
만도는 전기신호를 통해 차량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SbW를 2022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W는 만도가 세계 최초 
양산 개발 중인 운전대와 바퀴가 축의 연결없이 완전히 분리된 조향 시스템입니다. 전기신호를 통해 바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운전대의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차량의 디자인 등 공간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조건에서 핸들 고정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 및 편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자유(Freedom)’와 ‘안전(Safety)’에 기인한 만도의 SbW 기술은 2021년 CES 
VIT(Vehicle Intelligence & Transportation)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복수의 
미국 전기차 NTO2)와 양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출시될 전기자율주행차에 적용될 SbW를 최초 양산 예정입니다.

Freedom & Safety
• Design Flexibility 
  운전대(조향 칼럼)와 바퀴(기어박스) 간 물리적 연결이 삭제되며 
   자동차 설계 자유도 향상
• Living Space in Car 
  Auto Stow3) 설계를 통해 자유로운 차량 실내 공간 확보하여 
  독서, 게임, 영화 관람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율주행 생활 가능
• 이중 안전화(Redundant)
  일부 부품 고장 발생 시에도 전체 시스템 정상 작동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

SbW구현 사진

e-drive구동계 부품

국내

최초
부피와 무게

30% 축소

기존 대비 

높은 효율

1)SbW:Steer-by-Wire2)NTO:NonTraditionalOEM3)AutoStow:조향 칼럼이 엔진룸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설계4)FDC:Fuel-CellDC-DCConverter

구동모터+감속기+인버터 일체형

• 시스템 통합으로 부피·중량 
  감소 및 효율성 증대

• Strong HEV 이상 급 
  전 라인업 적용 가능

e-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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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순찰로봇 골리’
만도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합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순찰로봇 ‘골리’를 개발
하였습니다. ‘골리’는 야간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안전감을 제고함으로써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하여 배곧 신도시의 공원에서 야간 순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리 2 모델을 개발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관악구
에서도 순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육성 ‘Tech UP+’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사업의 만도 ‘모빌리티 테크업플러스’는 만도와 테크 스타트업 전문 회사 ‘빌더 퓨처플레이’가 모빌리티 
분야의 극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 및 투자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현재까지 7개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및 투자했습니다. 시즌 1에 투자한 기업 중 ‘뉴빌리티’와 ‘더카본스튜디오’는 2020년 
후속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발굴과 투자 확대는 지속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만도는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개발은 물론,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신사업 발굴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만도 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MISV1))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MISV는 2017년에 개소하여 유망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과 투자 검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2020년에는 실리콘밸리 소재 AutoTech Ventures와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한 마켓 센싱 및 투자 딜소싱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MISV는 AI,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정보 앱 ‘H2Care’ 서비스 확장 
만도는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운전자들을 
위하여 2020년 2월 수소충전소 정보 앱 ‘H2Care’ 서비스를 런칭
하고, 안드로이드와 iOS 앱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H2Care’ 앱을 통해 전국의 수소 충전소 운영 정보와 
실시간 현황을 1만 명이 넘는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충전소에서는 자체 개발한 ‘수소충전소 CCTV 영상 AI 기반 
대기차량 자동카운팅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디벨로퍼스 ‘차량 정보 Open API’와 연동하여 누적
주행거리 정보를 개인화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충전소 예약 
운영 시스템’을 서울 양재 수소충전소에 적용하여 충전소 혼잡도 
감소와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마모 분진 규제 법규 대응 연구개발  
2025년 발효가 예상되는 브레이크 마모 분진 관련 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9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책과제로 5년간 진행되는 ‘수송분야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세부 과제 2개를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신사업 발굴 추진

1)MISV:MandoInnovationsSiliconValley

• 제동 분진 측정 평가법 고찰
• 선진 기업들의 마찰재와 디스크 기초 비교 연구
•  2020년 컨소시엄 공동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Tribology Letters에 마찰재 조성이 공기 중 

  브레이크 마모 미립자 방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등재

미세먼지 저감 브레이크 
마찰재 및 디스크 개발

•  브레이크 분진 포집 장치에 대한 컨셉 설계 및 
유동해석을 실시

• 시작품을 제작하여 원리평가 진행 단계

브레이크 유래 미세먼지
포집용 세라믹 필터 기술 개발

지속적인 연구 및 국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시제품 개발 계획 

기존 브레이크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통해 환경 개선 기여

지속적인 연구 및 국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시제품 개발 계획 

기존 브레이크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통해 환경 개선 기여

‘H2Care’수소충전소 정보 앱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Goalie)

로봇, AI, 자동차 
배터리 분야

시즌1 수소연료전지소재AI·빅데이터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송, 물류, 
로봇 분야

시즌2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라스트마일 물류 로봇모빌리티 통합 서비스플랫폼사물인식 및 로봇행동AI

지속적인 연구 및 국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시제품 개발 계획 

기존 브레이크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통해 환경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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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발명 활성화 지원
만도는 전사적으로 활발한 R&D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에 기반한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 특허 개발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명 성과를 바탕으로 만도 임직원들은 2020년도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허 창출 및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KINPA 올해의 특허엔지니어상’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만도가 ‘ICT 특허경영대상’ 최고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것은 임직원들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발명 보상 및 사업부 별 발명왕 선정을 통한 보상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얻은 값진 결과입니다.

외부 협업 연구활동,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업, 학계 등 외부기관과 협업하는 ‘Open Innovation’ 활동을 통하여 핵심기술 확보, 제품 개발과 테스트 등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0회에 걸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에는 만도 R&D 부서와 덴마크 발콘(Valcon)이 Six Theta* 기법 적용 관련 공동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제품 설계 다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만도는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R&D와 생산설비의 복잡성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DWI(DesignWeaknessIndex)를 측정하여 설계 완성도를 평가하는 새로운R&D
기구 설계 기법

이해관계자 참여형 기술개발
SPECIAL 
PAGE

1)BbW:Brake-by-wire2)SbW:Steer-by-Wire3)SPM:SmartPersonalMobility

지식재산 분야 외부 포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2020KINPA올해의
특허엔지니어상
특허청장 표창

2020ICT특허경영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

기술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구분 출원건수
Brake 156
Steering 103
Suspension 24
ADAS 134
Electric〮Electronic 18
Electric Bicycle 8
Etc. 7 2018

326

2019

372

2020

408

807

695

450

출원

등록

만도, 
CES 2021 차량 지능 및 운송 부분 눈도장 

만도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공간의 자유’, ‘스마트 딜리버리’ 등을 주제로 
만도와 함께 누리는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간의 자유는 자동차 실내 용도 변환에 따른 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실내공간 활용의 자율성 확보는 완전자율
주행모드에서 극대화됩니다. 만도의 전자제어식(by-Wire) 기술을 브레이크 부품에 적용한 전기신호식 제동장치(BbW1)), 
CES 혁신상을 받은 전기신호식 지능형 조향 시스템(SbW2)) 등 초연결 기술로 통합된 모듈이 운전자와 자율 교감하는 미래차 
솔루션을 이번 CES에서 제시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 무체인 페달 전동 시스템인 개인이동수단(SPM3)) 모듈을 선보였습니다. SPM 모듈은 e-마이크로 모빌리티 
설계에 자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AI,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SPM 모듈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설계, 
생산 기업을 고객으로 하며,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여러 가지 컨셉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시킬 수 있습
니다. SPM 모듈은 2021년 유럽의 배송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도는 CES 2021에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선보임으로써 단순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닌 
이동 솔루션 제공 업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만도의 2030년 목표인 
‘A mobility freedom creator’ 달성을 위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A Mobility Freedom Creator’ 

Driving X 
Freedom

Space X 
Freedom

Delivery X 
Freedom

•ADAS
•Redundancy
•Integrated
ChassisControl

•Zero-emission
•Self-driving
•LastMile

•X-by-Wireto
e-Corn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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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컴플라이언스 준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각종 국가기관의 안전관련 요구 강화는 물론이고, 집단소송과 같이 안전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과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도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제조 측면의 잠재적인 안전 
리스크 제로화, 안전 개발 프로세스 재정립, 안전관련 입법 사항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개발 프로세스 재정립
만도는 안전과 리콜 발생 방지, 안전과 관련된 품질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점의 설계·제조공정 검토 기준을 제정
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각 Gate별 Sign-Off 프로세스 수립, 리콜과 관련된 글로벌품질경영시스템(G-QMS1)) 개선, 관련 
부문 1차 배포와 영향성을 검토하는 전 과정이 Data Base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안전개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품별 실차 검증 조직 운영
만도는 다양한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등에 위치한 시험평가실에서는 극한 상황에서의 부품 
성능 검사, 내구성 검사 등 연구업무를 진행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만도는 협력사 품질 관리부터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친 품질역량 강화 및 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의 신뢰와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품질철학
품질 안전은 만도가 기업의 진정성을 다해 집중하는 기업 철학이기도 합니다. 안전 문제는 한 건만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품질문제를 예방하고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 품질확보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만도의 품질 
철학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Management Approach 안전 문제 예방

TOPIC 2

1)G-QMS:GlobalQualityManagementSystem

품질이념

S A F ES A F E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Secure

신속한 문제 공유를 통한 개선

Agile

근본이 단단한 품질

Fundamental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Eliminate

품질원칙

ABS〮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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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테스트

HDA 테스트
실제 도로에서 시운전을 하여 
고속도로 주행 지원시스템 

테스트

품질경영체계
만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무적 영향과 가치 
관점에서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안전 문제 
예방과 클레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 
E-Product 체계 전환을 통한 경쟁력 있는 
품질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Quality is our Destiny & Sincerity with ‘Safety’

Competitive
Quality

안전문제 
예방

클레임 
절감 활동

공급망의 
품질경영 

확대

품질 업무 & 
Resource 

                          효율화 

Cost
Sustainability

Valu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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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진 시간을 
제어하여 거리별 성능 검사

품질은 우리의 운명이자 진정성품질 우리의 가치를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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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afety, 윈터 테스트
윈터테스트는 혹한지의 눈길, 빙판길 등 가혹한 환경조건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 평가하는 자동차 성능 테스트
입니다. 만도는 자동차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스웨덴, 중국 등 혹한 지역의 환경에서 자동차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윈터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윈터테스트는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양산 프로젝트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미래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윈터테스트는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0여 명의 필수 인원만 참가시키는 등 전년도 
대비 34% 축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사로부터 제품 완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만도는 향후 더욱 발전된 윈터테스트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제품˙LCD1)˙LCM2) 품질 Risk 최소화
신제품 초기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Flawless Launch’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된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조기에 개선
하고, 개선 유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Data Base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LCD·LCM 사전 품질검증 강화를 위해 사전 
품질 점검과 지도 활동을 통해 품질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성평가 강화
자율주행과 공유경제가 확산되며 차량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제품의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품질 패러다임의 변화로 내구품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만도는 신뢰성 분석을 시행하여 
제품 최적화를 통해 선진 OEM의 신뢰성 요구 수준을 만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드클레임에 대한 신뢰성 분석
으로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클레임을 줄이고 품질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 만도는 신뢰성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
개발·시험 비용을 절감하고 신제품과 신사양에 대한 수명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품질 검증 환경 구축
만도는 품질 강건성 확보를 위한 검증 환경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품 작동 시 작동음과 이상 작동음(이음)에 대한 고객의 
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특히 소음, 진동, 불쾌감(NVH3))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NVH 재현과 
개선안의 유효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실차 재현 조건에 준하는 검증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NVH 발생 조건과 
주요 인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만도는 품질 부합에 대한 기준과 평가 방법이 다양한 NVH 특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개발 단계에서 모든 NVH 이슈가 사전에 검증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검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설계 강건화를 위한 부품소재 검증
만도는 제품 개발단계에서 도면에 대한 소재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강건한 설계 및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재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도면 Co-Sign제는 신제품, 신기술, 과거 문제가 있던 제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에
는 재료도면에 대해 44건의 Co-Sign 승인을 완료함으로써 재료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발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DV4)·PV5) 단계별로 소재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 강건한 부품과 개발 품질비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0건의 
DV·PV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품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만도는 
2021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재료 선행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레임 조기경보 시스템
만도는 클레임을 저감하기 위해 클레임 조기경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품질 관련 클레임 다발생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을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
이란 전 권역의 필드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시스템 내에서 분석하여 조기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화 시스템
입니다. 차종, 제품별로 당월 클레임 건수가 전월 대비 혹은 최근 6개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면 품질 관리 담당자
(품질보증, 품질관리)들에게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이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클레임을 놓치지 않고 후속 조치함으로써 클레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만도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저감 활동

1)LCD:LowCostDesign2)LCM:LowCostManufacturing3)NVH:Nosie,Vibration,Harshness4)DV:DesignValidation(개발단계에서의 설계 유효성 검증)5)PV:ProductValidation(양산단계에서의 양산 적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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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A3)를 통한 협력사 품질 관리
제품의 완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전 공급망에서의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화는 필수입니다. 만도는 제품의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부품
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품질까지 관리함으로써 Value Chain 전반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만도는 SQA를 통해 협력사의 
자주적 품질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양산 중인 부품에 대한 품질과 공급 안정화, 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 품질 및 System 안정화 활동
을 진행합니다. 만도의 주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적합 보고건수와 자주적 품질관리 평가, 자체점검 
항목을 평가하여 최종 관리대상을 선정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협력사는 회의
체를 통해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협력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전장사 양산품질 안정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품의 전장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만도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E-Product 체계 
전환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품질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반도체〮전장 협력사의 양산 품질 안정화를 위해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반도체 협력사 대상으로 과거 품질 문제 이력이 반영된 체크시트를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신규 반도체 소자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체계
일상 및 반복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결점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위해 MSDP1) 3.0과 A-SPICE2) 기준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품질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 이행 현황과 개별 산출물을 진단하며 품질 관점의 리스크 요소를 분석하고, 개발 단계 전 과정에 대해 소프트웨어 품질 사각
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리 체계 도입함으로써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장품 품질개선 인프라 확대
자동차 산업이 진화하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장품이 확대됨에 따라 전장품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여 미래에 대비된 품질 역량
을 갖추고자 합니다. 만도는 그 중심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소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품질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1
년 만도는 Pilot 단계의 소프트웨어 설계변경 관리 강화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내실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업무 효율화 공급망의 품질경영 확대

1) MSDP : Multicast Source Discovery Protocol      2) A-SPICE : Automotiv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Capability dEtermination      3) SQA : Supplier Quality Assurance   



20
MANDO 
SUSTAINABILITY REPORT 2020

OVERVIEW

CEO메시지
회사소개
사업소개
Global Network

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성과
SDGs Commitment
UNGC Commitment

MATERIAL TOPICS

TOPIC 1 : 미래기술 확보
TOPIC 2 : 품질경영
TOPIC 3 : 환경 친화 경영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대성 평가

FACT BOOK

경제
사업 성과
고객
공급망

환경 안전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영향 관리
안전보건

사회
인권
임직원
사회공헌

APPENDIX

ESG Data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TCFD Index·연혁
수상 내역·가입 협회
제3자 검증보고서

1)BU:BusinessUnit2)VOCs:VolatileOrganicCompounds

환경 친화 경영
만도는 제품개발단계부터 생산, 폐기 및 재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고객이 유해물질에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OPIC 3

환경경영 추진 전략
만도는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이라는 비전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환경오염 경감활동 추진과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친환경경영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Approach
환경경영 체계  
만도는 전사 및 Value Chain의 포괄적 환경경영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안전환경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회의체는 정기 회의를 통해 환경관련 이슈를 정기 점검할 뿐 아니라, 환경 이슈 발생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조직 체계 

환경 공무안전보건

환경안전부서

Brake BU1)

환경 공무안전보건

환경안전부서

Steering BU

Korea ER Center 센터장
(전사 안전환경회의체 의장)

대표이사

환경 공무안전보건

환경안전부서

Suspension BU

환경 및 안전

전사 안전환경 
회의체

각 사업장

환경경영 2021 중점 활동계획

ESG 평가 검증
•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 및 신규 인증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급평가 향상 (협력사 기술지원)

환경정보〮온실
• 환경정보공개 검증
• 온실가스 검증

 • 각 환경지표에 대한 녹색경영 지표 Standard 및 검증 
 • 3차년도 정부협상 할당량 대응 전략수립 추진

ISO14001
• 규격 개선확대
• 환경 RISK 재 평가

• 간접부서 규격 전환 확대 개선 (이슈파악 및 조치계획) 
• 전 부서 중요 환경영향 리스크 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 

공장환경 선진화
• 제작물 표준화
• 작업환경 개선

• 제작물 시공 표준화 및 공장 배관 도면화 (매립〮지상)
• 공장 환경개선 (Utility 노후 시설 및 불용 시설물)

2050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비전

중장기 목표

전략

실행 계획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

녹색경영
SYSTEM 구축

환경오염물질
감소

Green
파트너십

• 녹색기업지정
• 국제인증규격
• 지속가능보고서
• SYSTEM 검증
• 친환경제품개발

• 환경오염물질 
   총량감소
• 온실가스 감축
• 폐기물재활용 증대
• 에너지절감

• 협력사 지원
• 지역 환경보전
• 단체 협력 지원

2050 탄소중립과 
환경오염물질 감소로 통한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

환경경영 2020 주요성과

2020년 8월 만도 원주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오염물질 농도 20% 감소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2)) 배출량 26% 감축

설비 운영 효율 향상

원주 지방환경청 및 지역 중소기업 
3개사 환경기술 지원 멘토링 협약 

공급망 친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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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만도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1))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2))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
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CFD의 경우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
경영에 통합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CFD 기준에 따른 기업의 기후변화 관리 요구사항

만도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크게 4단계에 걸쳐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과 결과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관리활동과 연계하며 그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반 기업의 기후변화 분석의 접근방식을 준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주제(① 물리적 환경 ② 규제, 시장, 기술 수준 등 기업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크게 2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2도씨 상승 기준 RCP3) 2.6 및 4도씨 상승 기준 RCP 8.5 
시나리오) 상황을 감안하여 만도와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정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TCFD 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관리항목

공시 항목 주요 활동

1. 지배구조 •투명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 실무조직까지 연계된 기후변화 관리체계 완비

2. 전략
•경영체계 ㅣ 국제 인증 및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및 친환경 제품 개발
•감          축 ㅣ 모든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파트너십 ㅣ 기후변화 대응체계 협력사 관리 및 확산,친환경 사회 촉진활동

3.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전환적 위험과 물리적 위험 분석 실시
•관리 리스크 방안 검토 및 경영활동에 통합적 감안

4. 지표 및 감축목표
•온실가스 규제대응 직접비용 ㅣ 2025년 까지 약78,000tCO2의 배출권 부족예상(비용 환산23.5억 원)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ㅣ 2025년 전사적 배출상한선(목표):61,772tCO2

•이사회 감독
•경영진의 역할

•조직의 인지,평가 관련 프로세스
•조직 차원의 대처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통합 여부

•단기·중기·장기 전략
•사업,전략,재무 기획 영향
•전략의 적정성 평가

•기회 및 위험요인 측정 방식
•온실가스 직접 및 간접배출 위험
•대응 조직의 목표 및 성과

위험 관리 측정 기준 및 목표

전략 지배구조

TCFD

TCFD 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관리 프로세스

1.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2.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요인 정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및 개선
- 조직 체계, 관리 프로세스, 구체적 활동, 점검 및 개선

탄소규제 금융환경기후기술 녹색산업 및 
시장

자연재해 평판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기업 
대응방안 

검토

리스크 관리 
및 대응활동

리스크 
대응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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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별 전사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 
• 사업장 건립 및 운영
• 제품 및 서비스
• 기술 R&D
• 기후변화 대응비용

구체적인 관리활동 수행
• 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 재생에너지 확충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참여
• 협력사 감축사업 지원

• 수행성과 모니터링
• 활동결과 평가
• 평가결과 반영 및 개선
• 차년도 연간 활동계획  
   수립

물리적(Physical) 리스크 전환(Transition) 리스크

리스크 분류 태풍,홍수 등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정부규제,시장,기술,산업과 기업의 평판과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기준

RCP2.6
(2ºCscenario)

RCP8.5
(4ºCscenario)

IEA4)지속가능개발
시나리오

IEA현 정책 기준
시나리오

중점 분석대상 만도 사업장 [정책]탄소규제[시장]IT및 물류 시장

1) 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     2)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3) RCP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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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JSI :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 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       3)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3.
만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무영향 사업장경영전략 R&D제품〮서비스 가치사슬

만도와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만도의 활동

리스크
국내 사업장 : 배출권거래제 규제와 중기적 
                        탄소배출권 가격상승 
해외 사업장 : 해외사업장에 적용되는 
                      신규 탄소규제 증가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규제
온실가스 감축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저탄소 및 친환경 기술 개발

글로벌 탄소 이니셔티브 적극참여

전사적 탄소경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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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관련 
이니셔티브

기후금융

기회&리스크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이나 탄소발자국이 
높은 기업들은 NGO, 언론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 대응 부족을 
지적받게 될 가능성 상승

기후변화와
기업 평판

기업 평판

리스크
기후변화는 태풍, 집중호우, 이상고온현상 등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 및 
발생 시 복구비용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증가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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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및 
수소차 기술

기후기술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가 만도에 미치는 영향

1. 컴플라이언스 비용
국내 및 해외 사업장 정부의 탄소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탄소배출권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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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시설 
확충 비용 

증가

1. 기술 제품   2. R&D비용
미래 시장의 기술경쟁령 확보를 위한 만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동시에 친환경차 관련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친환경차 
부품

1. 기업금융   2. 제품판매
가치사슬에서 요구되는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탄소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의 
비재무성과관리 필요성 증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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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경영
필요성 확대



CORPORATE
GOVERNANCE
24  지배구조

26  윤리경영

27  컴플라이언스

28  리스크 관리

3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31  중대성 평가



24
MANDO 
SUSTAINABILITY REPORT 2020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만도의 이사회 구성은 지배구조 정관 제33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조직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
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
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자동차 산업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법적 사항에 따라 연임 최대 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만도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로 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한 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받습니다. 사내이사는 만도의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 심사 후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임명 제한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여 경영진이나 지배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
만도는 법률, 금융, 재무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만도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원칙 아래 경영진이 진취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는 한편 경영진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 활동 현황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교육

교육일자 교육 목적 참석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0년 
4월 8일

신규 사외 이사 
대상 교육

이인형 사외이사
박기찬 사외이사

• 회사 History 및 조직 업무 전반 소개
• 전사 전략 및 경영현황
• 내부회계 운영 현황
• 신규사업 추진현황
• 기타 이사회 운영 제반사항 등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활동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정몽원 - 2023.03 대표이사, CEO

조성현 2021.03 2024.03 대표이사, 총괄사장

김광헌 2020.03 2023.03 대표이사, Korean ER Center장

사외 이사

김한철 2017.03 2023.03 재무자문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경수 2017.06 2023.05 법률자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인형 2020.03 2023.03 재무자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찬 2020.03 2023.03 금융자문 前 SJL파트너스 부대표

2021년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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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만도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총 3개의 소위원회(사회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추천 절차와 평가 
과정을 걸쳐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 
기존의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개편한 투명경영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 및 ESG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과 
활동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에서는 만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강화를 위해 사회적가치 증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
한 투명한 논의와 검증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법률 및 재무, 회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를 진행하여 지배구조 건전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 보수 규정
만도는 임원 보수규정 및 사외이사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보수를 매년 개인별 협의를 통해 
책정하고 있으며,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보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는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실적 및 개인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습니다. 2020년 
3월 실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100억 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사 보수 및 보상
이사회 보수

구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등기이사 2 4,484 2,242 

사외이사 1 107 107 

감사위원회 위원 3 215 72 

이사회 산하 위원회 조직도 
2021년3월 기준

김한철 이사 
김경수 이사 
김광헌 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 점검 및 보완

김한철 이사 
김경수 이사 
이인형 이사
박기찬 이사

투명경영위원회

내부거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

사외이사 4인

•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사전 승인
• ESG 관련 활동 보고 및 심의
• 기타 위원회의 중요 사안 보고에 
   대한 사전 심의

이사회

김한철 이사
김경수 이사 
이인형 이사

감사위원회

이사 및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활동 추진을 위한 감독

사외이사 3인

•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감사업무 정관 또는 내규에 
   정해진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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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말 기준(단위:백만 원)

경영진의 주식 소유 현황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정몽원 임원 보통주 3,310 0.01

정재영 임원 보통주 300 0.00

이용주 임원 보통주 2,085 0.00

합계 5,695 0.01

2020년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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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내부 방침
만도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임직원, 협력사,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 등을 윤리행동지침을 통해 정했으며, 전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정도경영 담당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묵인하거나 도울 
경우 또는 윤리규범과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혹은 최장 5년 동안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전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교육
만도는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공정거래, 영업 비밀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도경영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업장까지 만도의 윤리경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교육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경력입사자(1회), 신입사원 교육(2회), 서무·비서 직무 
대상(1회) 교육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의 신규 입사자와 관리자, 사무직, 안전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총 185명의 임직원들이 정도경영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만도의 윤리
규범과 분쟁 조정 신청절차,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등을 교육하여 협력사의 윤리경영 마인드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도경영 실천 활동 
만도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를 금품 수수 및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과 
협력사에게 정도경영 레터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윤리규범 실천과 
그룹의 정도경영 의지, 진정성에 대한 협조를 독려하는 등 협력사와의 공정성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실천의지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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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도경영 기본 방향
만도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정도경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정도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4가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해
관계와 기업의 성장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공익가치 실현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전 임직원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 및 비위 행위부터 경영방침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부실채권, 리스크 관리 상태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내부 감사활동
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한라그룹의 정도경영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기업의 중요한 미래 자산이며, 올바른 기업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덕목입니다.  

정도경영 실천 메시지

정도경영 체계

정도경영 교육 실적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정도경영 교육 직원 수 명 231 178 185

수익 기반 감사

수익 점검 강화

수익성 개선 방안 
점검

선제적 리스크 예방

 Risk 
Fact Analysis

관련 테마 점검

비재무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ESG 테마 점검

정보보안

비대면 업무 시스템의
 보안성 점검

정도경영 가치 홍보

홍보〮교육

감사 사례 전파: 
교육자료 제작

내외부 감사교육

정도경영 윤리교육 강화: 
사내 홍보채널 활용

제도·시스템 개선

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 효율화 
검토

감사인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강화
전문자격 취득 독려

운영
방안

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기여하고 비재무적 가치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목표

2021 정도경영 운영방침

내부 업무감사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내부 업무감사 징계 현황(중징계* 건수) 건 9(1) 3(0) 8(5)

불만 사항 제보 현황 건 3 7 4

*감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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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준수
만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협력사 소통 사이트 G-TOPs를 활용하여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교육 및 점검 현황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2020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
의 기술 및 기술자료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기술자료 요
구서 교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EU의 End of Life 
Vehicle Directive 포함)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국내외 협력사와 유해물질규정
준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만도는 법과 윤리 준수를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삼고,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지 각국의 법규에 맞는 사업 수행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만도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1)) 제품이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및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
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의 준수를 위하여 보안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계획성 있는 조치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채널
만도는 사이버감사실 운영을 통해 만도 임직원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은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 행위
를 제보받고 있으며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 제보자가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상의 사이버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ink

구분 진행 일자 하도급 점검

하도급법 교육 2020.10.13·15·19·20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부당 반품 금지 등 하도급법 관련 교육

하도급법 점검 2020.06.09·12·15·23 구매, 부품개발 등 구매센터를 대상으로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질의 응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술자료 요구서 내용 및 
   교부 방식 개선(3월~)
• 기술자료 요구서 사용현황 점검(12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협력사 대상 
  유해물질규정준수협정서 체결(4월~)

1)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 
만도는 상법 제542조의13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국내외 사업장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준법 점검활동
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준법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규정(준법통제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자료요구서의 내용과 교부 방식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해관계와 협정서를 
제정하는 등 준법 점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및 각종 프로젝트 계약 시 법률위반여부 사전검토 
등의 상시 준법 감시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IT 시스템의 
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사내 인사 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정성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반부패 등 분야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시행하여 컴플라이언스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재산법규 준수 교육
제3자의 지식재산 존중 마인드를 제고하고, 잠재적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법규준수 교육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하여 미국에서만 
교육이 진행되었고, 11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온라인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5개국에서 총 3,680명의 직원이 작성하였
습니다. 2021년에는 지식재산법규준수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준법서약서 임직원 작성 현황

국가 인원(명)

한국 2,812

미국 194

유럽 85

인도 141

중국 448

소계 3,680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개선 내용

컴플라이언스 준수

https://ethics.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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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만도는 정도경영실, 경영회의, 현업부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BCMS:BusinessContinuityManagementSystem

리스크 관리 체계
만도는 전사적 차원에서 운영 리스크와 환경 리스
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분류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식별하여 선행적인 리스크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와 재난〮위기 리스크로 분류하여 지속
적인 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절차
만도는 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속성관리(BCMS1)) 체계를 통해 자연재해 등 재난〮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환경적 시장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주재의 리스크 관련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COVID-19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질병 대응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거버넌스〮윤리, 환경, 사회공헌, 기술혁신, 노동〮인권〮안전, 공급망 관리 6대 분야별 글로벌 챔피언을 선임하여 월별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지표
를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비재무 리스크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COVID-19 현장 비상 대응 체계 수립 
COVID-19 발생 초기부터 국내외 사업장과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비
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초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장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
역과 관리지침을 배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외부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발열 측
정을 진행하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심 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관할 보건소 통보
보건당국 소통 

진행 상황판
대응 매뉴얼 등 사내 현황 전파

물리적 통제 실시

자체 대응 실시

이해관계자 소통

업무 정상화 지원

격리 대상자 조치

운영 정상화

격리 대상자 관리

COVID-19 비상 대응 프로세스

시설물 폐쇄 범위(확진자 접수)
비상상황실 가동

의사 결정

COVID-19 대응 및 
행동지침 제정

(확진자 발생 시) 
비상상황실 운영

대응 시나리오 및 
대응사례 전파COVID-19 비상 대응 체계

핵심 재무 리스크 관리

조세 리스크 관리 
만도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가별 과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탈세, 조세회피나 세금 납부
지연 등 조세법규 미준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법규준수를 통해 가산세 부과 또는 환급 누
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만도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국내 및 해외영업, 투자, 재무 등 만도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재무유동성 관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자금수지 계획 수
립과 더불어 목표재무비율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한도나 재무관련 약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무유동성 충분하
게 유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속기업 간 내부자금 공유 및 단기 차입 한도를 추가 확보하고자 캐시 풀링 시스템
(Cash Pooling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 최소화 
만도의 해외사업 확장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무적 리스크는 만도의 Global Finance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유로환율 등 만도가 주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국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 재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 
거래 운영기준을 기초로 전사적 환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 시장 리스크 재난·위기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리스크 환경 리스크

비재무리스크  투명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추진단 정기 검토 등 
재무리스크  매월, 분기별 전사 Monthly Operation Review·Quarterly Biz Review 등

리스크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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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체계
만도는 책임 있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보보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자산 및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철저한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비밀 등 모든 정보자산의 보호와 고객사 보안을 위해 보안관리 규정 사규를 기반으로 내부 임직원 및 
회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 점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 프로세스, 사람, 거버넌스의 4가지 부문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안 업무의 객관성과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ISO27001 인증, 고객사 보안점검, 보안컨설팅 등 보안 평가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만도는 국내외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화 및 체계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개인 정보보호 교육, 개인 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T시스템 보안 관리
만도 IT시스템에 대한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IT시스템에 대한 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보안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사외에 오픈된 웹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월 모의 해킹(취약점 점검) 실시를 정례화하여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R&D 보안 관리
만도의 핵심 기능인 R&D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 보안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업솔루션 등 R&D 자체 운영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솔루션별 보안운영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R&D 운영시스템의 운영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보안 인식 강화
만도는 임직원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연 1회 보안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매월 전사 보안의 날 행사를 통해 보안테마 선정, 
팀별 사무실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며 임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COVID-19 재택근무 보안관리 
COVID-19로 재택근무 제도 실시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와 악성코드의 사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근무 관련 보안 지원사항’ 
내규를 수립하고 보안 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시 원활한 업무를 위해 도입한 표준 협업 솔루션에 대해서도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정보보안 인식 제고 활동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제기된 불만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외부 당사자가 제기하고 조직 내부에서 
입증된 불만사항 0 0 0

입증된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0 0 0

(단위:건)

• 보안정책의 지속적 개정
•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조직구성
• 보안교육 및 홍보강화
• 보안점검 및 변경점 통제 
   제도화
• 보안침해사고 대응 및 
   위반자 처리

보안 운영체계
IT인프라 보안체계
개인정보 보호체계

Risk 
관리체계

보안 
Compliance 

대응체계

주요 관리분야별 
표준 보안업무절차 수립

• 교육점검
• 시스템운영
• IT개발보안
• 예외처리
• 출입 반출입
• 침해사고

사람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보안관리
• 입사자
• 연구원
• IT인력
• 퇴사자
• 협력사인력
• 보안담당자

기술

IT보안 
아키텍쳐 수립
• 서버
• 데이터베이스
• IT 네트워크
• 어플리케이션
• 컴퓨터
• 모바일

거버넌스 관리방침 관리 프로세스 정보보안 관리단위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정보보안 관련 교육 횟수 회 13 8 10

정보보안 관련 교육 이수자 수 명 2,592 2,550 2,290

정보보안 관련 법률 위반 건수 건 0 0 0

정보보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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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만도는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합니다. 
이에 이해관계자를 주주〮투자자,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학계, NGO〮협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주요활동

고객
•글로벌 모터쇼(FrankfurtMotorShow)
•테크쇼(SuzukiTechShow〮TataTechShow)
•Summer〮WinterRideSession

•차세대,선행 기술 소개

투자자 및 주주

•주주총회
•보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기업지배구조보고서,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국내〮외NDR1)및Conference〮IR미팅(실적발표 컨퍼런스콜,1:1미팅 등)
•InvestorDay　

•신사업,협업,투자 등을 통한 미래 비전 확보
•다양한IR미팅을 통한 주주 소통 및 성과 공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재무성과 공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의 투명한 공시
•ESG보고서를 통한 비재무 리스크 관리 현황 공개

협력사

•파트너스 데이(Partners’Day)
•파트너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지역별 간담회 및 친친(親親)활동
•만도 협력회 세미나
•동반성장 설문조사
•동반성장 협의회‘만도 협력회’
•동반성장 위원회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4대 실천사항 도입
•실무역량 강화 교육,기술보호 인식교육,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실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무상 공유
•품질 시스템 인증 지원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임직원

•온라인 소통채널‘만통’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WithMando’
•기업문화 활성화 조직‘OpenCommittee’
•청년중역회의체‘ValueBoard’,‘TeamDavid’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

•기업문화 만족도 조사
•임직원 교육 및 워크숍
•사내방송,웹진
•노사협의회

•전사 보안 및 준법서약 시행
•건강관리 및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CareerDevelopmentProgram운영을 통해 조직 이동 기회 부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실적 및 정보 공유
•경영진-직원 간의 소통 기회 마련

정부

•보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기업지배구조보고서,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만도 홈페이지
•산〮학〮연 기술협력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TechUP+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기구 운영
•성실한 조세 납부
•지속적인 우수인력 양성 및 채용
•자율주행,친환경 제품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협력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학계
•산학협력
•기술협의체,기술자문단

•외부기관 기술 전문가,자문위원들과 협업

지역사회·NG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만도 사회봉사단 운영
•한국 교통안전공단
•지역별 공공기관
•UNGlobalCompact(UNGC)회원사 활동

•임직원 참여형 기부,자원봉사 활동
•사업장 인근 하천생태계 보존활동 실시
•기초수급 대상자 지원
•헌혈 캠페인
•UNGC가입 및10대 원칙 지지

2020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하이라이트

2021 CES 

Partners’ Day 

Mando ON | 전사사업계획 설명회 

적극적인 ESG 대외 커뮤니케이션 성과 

• ‘CES 2021’ VIT2)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
• ‘by-Wire’ 기술을 브레이크 부품에 적용한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BbW3)), 전기신호식 지능형 
   조향시스템(SbW4)) 등 일렉트릭 초연결 기술로 
   통합된 모듈이 운전자와 자율 교감하는 미래차 
   솔루션을 제시

• 2020년 1월 만도 최고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한라대학교에서 ‘Partners' Day’ 개최

•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만도의 주요정책 공유와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 진행

• 기업의 경영현황과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0년 경영 현황, 방향, 산업 현황, COVID-19 
   대응을 주제로 연 총 4회 실시

•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
   에서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한 통합 A등급 획득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반 지속가능경영성과를 
   평가하는 2020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1)NDR:NonDealRoadshow2)VIT:VehicleIntelligence&Transportation3)BbW:Break-by-Wire4)SbW:Steer-by-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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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순위 중대토픽 보고위치
01 제품 혁신 및 고객 안전·보건 p.13-18 
0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p.24-25
03 책임있는 폐수 및 폐기물 관리 p.40-41
04 윤리성 및 청렴성 p. 26
05 임직원 역량 교육 p.46-47
06 기후변화 대응 p.38
07 안전한 작업환경 및 임직원 건강 관리 p.42-43
08 아동노동 금지 및 인권 보호 p.45
09 이해관계자 소통 p.30
10 책임있는 원재료 조달 p.36
11 온실가스 배출 감축 p.39
12 협력사의 책임있는 경영 관리 강화 p.35-37

순위 중대토픽 보고위치
13 사회경제적 요구사항 준수 p.58
14 생물종 다양성 보호 p.20, 41
15 임직원 차별 금지(성별, 연령, 소수자, 인종 등) p.45
16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강화 p.35-37
17 용수 사용량 관리 및 취수원 보호 p.41
18 공정한 인사제도 p.48
19 컴플라이언스 p.27
20 협력사 상생경영 p.36-37
2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p.29
22 임직원 복리후생 p.50
23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p.51-52
24 기회균등 및 다양성 확대 p.48, 57

█  중대 토픽     
█  기타 토픽

비즈니스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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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지속가능경영 토픽 Pool 구성

만도는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토픽 Pool 구성을 위해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파악함과 동시에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분석,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습니다. 

Step 02. 지속가능경영 중대 토픽 선정

핵심 토픽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 내 우선적
으로 보고해야 할 중대 토픽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Step 03. 중대 토픽 기반 지속가능경영 성과보고

선정된 중대 토픽은 만도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토픽 선정의 배경과 중요성, 한해 동안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1) 국제 표준 분석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를 비롯해 ISO 26000, 
SASB, TCFD, UN SDGs 등 관련 국제 기준의 보고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동종업계 보고서 분석 
국내외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토픽을 분석하였습니다.

2) 미디어 분석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만도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사 
571건을 경제, 환경, 사회 부문 등에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토픽
으로 구분해 주요 토픽들을 목록화 하였습니다.

4)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임직원, 협력사, 주주 및 투자자, 고객, 학술기관, 기타 총 703명에게 
지속가능성 토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만도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있어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만도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식별하고 토픽 풀(Pool)을 구성하기 위해 만도 경영전략 및 성과, 미디어 분석, ESG 평가 항목, 주요 국가별 
정책 및 규제, 동종업계 글로벌 기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토픽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영향도,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 보고 토픽을 선정하였습니다.

중대 토픽 도출 매트릭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10개의 중대 토픽을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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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경영안정성 확보

2020년 만도의 성장
2020년 만도는 전기자동차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통합전자브레이크(IDB2)),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3)) 등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주 확대와 시장에서
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고객향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지역성, 다양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사업 성과

1) SbW : Steer-by-Wire      2)IDB: Integrated Dynamic Brake      3)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4) 2021년 4월 발행

고객 다변화
차세대 전장 제품 및 전기차향 섀시 솔루션 개발에 주력 중인 당사는 차별화된 Active Safety 
Solution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내연기관 완성차에서 전기차 전문 자동차 회사까지 고객 
맞춤형 제품 다양화를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전통적 Captive 고객을 넘어서, 전기차 회사, 중국 xEV향 e-Product 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 및 
상용차 업체로의 확장 등 다양한 수주 기회와 협력 방안들을 통해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다변화
COVID-19 영향 이후 2020년 말부터 중국과 인도 지역의 빠른 산업 턴어라운드와 함께 
Emerging market에서 고성장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전기차시장
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글로벌 선도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로컬 완성차 업체로까지 
지속적인 매출 확대로 현지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도는 유럽 지역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 및 전기차 업체와도 비즈니스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지역적 다양성도 균형 있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만도는 IDB, ADAS 등 선진 기술에 대해 고객사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미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의 유연성, 민첩성, 그리고 확장성을 더욱 향상함으로
써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xEV 부문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함께 
SW 부문에 대한 강화를 통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ESG 채권 발행4) 
등을 통해 친환경차 부품을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고객별 매출액 비중
█  현대기아
█  북미OEM
█  중국로컬
█  유럽,기타
(단위 : %)

57.5%

20.1%

11.5%

10.9%

지역별 매출액 비중
█  한국
█  중국
█  미주
█  인도
█  기타
(단위 : %)

48.9%

21.0%

14.3%

8.6%
7.2%

제품별 매출액 비중
█  제동
█  조향
█  현가
█  ADAS
(단위 : %)

38.7%

30.1%

17.3%

13.9%

상생협력 
기금 지원

339억 원

전기신호식 지능형 
조향 시스템  (SBW1)) 

CES 혁신상 수상

국내외 
공급망 수

1,084개

협력사 특허 
무상지원

273건

동반
성장지수

우수 등급

고객과 협력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도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은 비단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성과
를 확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만도는 글로벌 고객과 협력사와
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형 기술을 전파하고 있으며, 가치
사슬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하여 고객사의 
ESG 요구사항 충족과 협력사 ESG 성과관리체
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CONOMY 경제
COVID-19 및 전 세계적인 자동차 분야 반도체 수급 이슈에 따른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고객 다변화와 시장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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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CES 2021
만도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1’에 처음 참가하여 새로운 비전 
‘이동의 자유(Freedom in Mobility)’를 공개했습니다. 만도의 새 비전은 
미래차 첨단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담보한 이동의 자유를 주겠
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는 기술로 차량 공간의 자유를 
높여주는 ‘전기신호식 제동장치(BbW1))’, ‘전기신호식 지능형 조향 시스템
(SbW2))’ 등 ‘전기신호 제어장치(X-by-Wire)’ 기술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BbW와 SbW는 차량의 핵심 부품인 브레이크 페달과 스티어링 휠 등을 필요
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기술로 차량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줍니다. 이중 SbW는 CES 혁신상을 수상하여 처음 참가한 CES
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도메인 컨트롤 유닛(DCU3))을 활용한 ‘이중 안전화
(Redundant)장치’ 기술을 시현하여, 최첨단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 이미지를 글로벌 
고객에게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만도는 현지에서 고객미팅을 통해 분석한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 개발은 물론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CES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실제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모빌리티+쇼
만도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해 기존 주력 사업 이외에 친환경 
관련 기술과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용 DC-DC 컨버터(FDC4))와 수소 충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H2 
Care’입니다.  FDC는 수소 스택의 전압을 입력받아 전압을 승압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시에 모터를 구동하는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로 부피와 무게를 30% 이상 축소해 가격 경쟁력과 연비를 향상시켰습니다.
‘H2 Care’는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빌리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는 H2 Care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영업 정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길 찾기 서비스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도는 H2 Care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여 친환경 자동차 브랜드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1)BbW:Brake-by-wire2)SbW:Steer-by-Wire3)DCU:DomainControlUnit4)FDC:Fuel-CellDC-DCConverter5)STO:SteeringTorqueOverlay

만도는 단순한 고객만족의 차원을 넘어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위한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테크쇼와 박람회에 참여하여 기술의 우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기반 고객만족경영

CES2021동영상(일부)

수소모빌리티+쇼

만도 첫 ‘CES 혁신상’ 수상 
만도의 ‘SbW’가 ‘CES 2021’ 차량 지능·운송 부문에서 혁신상
을 수상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섀시와 스티어링 휠을 분리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부품이 서로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어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만도의 SbW
는 전기 신호를 활용해 섀시와 스티어링 휠을 연결하기 때문에 차량 용도에 
따라 운전대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도는 SbW 기술을 
토대로 차량 내부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며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혁신상을 수상한SbW

포드 ‘자율주행 기술부문’ 수상 
포드는 매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Annual World 

Excellence Awards’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온라인
으로 진행됐으며 만도는 2019년 ‘Safe’ 부문 수상에 이어 자율주행기술 
부문 브랜드필러(Brand Pillar)상을 수상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포드가 인정한 만도 제품은 전자식 핸들 조정(STO5))으로, STO는 조향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대형 트럭에 탑재됩니다. STO는 현재 만도 미국 
법인에서 생산, 포드사에 현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STO가 탑재된 포드F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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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정도경영 이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기술〮품질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구매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보안관리
만도는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사의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도 Central Purchasing Center와 협력하여 매년 협력사 
보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만도 1차 협력사 115개를 대상으로 협력사 정보 보안 관리에 필요한 40개 항목
(관리보안 17개, 물리보안 5개, 기술보안 18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협력사 전달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보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 등록 절차
신규 협력사 등록 절차는 잠재 업체 등록과 거래 가능 업체 등록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잠재 업체 등록 과정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매출, 사업기간, 대외 인증 여부, NSQ1) 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재무적 요소를 평가합니다. 잠재 업체 등록을 마친 협력사는 생산 
과정, 경영 실태에 관한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만도는 이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공급망 현황
만도는 국내 300개 기업 및 해외 75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20년 기준 약 4.3
조 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NSQ:NewSupplierQuestionnaire2)NDA:Non-disclosureagreement3)PSA:PotentialSupplierAssessment

만도는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동반성장을 핵심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정책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납품, 기술, 상생협력, 안전관리, 방역, 친환경 등 공급망 관리 정책과 협력사 개별 사회책임 이슈가 공급망 전체의 위험요소로 되지 않도록 하는 공급망 ESG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 협력사 선정 및 평가

(단위:개,십억 원)국내외 협력사 수  및 구매 금액

구분 협력사 수 구매금액

부품
국내 215 2,001

해외 701 2,157

원부자재
국내 109 118

해외 59 45

합계 1,084 4,321

*2021년 사업계획 기준 작성, 업체수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업체 중 TP 제외
*동일 업체가 국내에서 공장이 각각 등록되어 있거나 각 투자사마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업체로 산정 신용등급

(S&P BB- 이상 등)

신용평가
100억 원 이상
(전년도 기준)

매출액

3년 이상
사업기간

IATF 16949 인증보유
대외인증

만도 설문양식 작성
NSQ

잠재업체 등록기준

구매담당자 검토
견적검토

이크레더블 
실사결과 의거

경영실사

합격(80점 이상)
PSA

거래가능업체 등록기준

1. 잠재업체 등록 과정 2. 거래가능 업체 등록 과정

잠재업체 등록 양산견적 검토NDA2) 체결 PSA3) 실시 경영실사G-TOPs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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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상생경영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만도는 협력사와 함께 공정성, 개방성,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3대 테마(공정거래 문화 구축, 신뢰관계 형성,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평가 실시
만도는 협력사와의 장기적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 공급업체 선정 시 품질, 신용과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의 반부패 및 윤리 관련 프로그램, ISO 14001과 ISO 45001 인증,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 및 교육 여부 등을 업체 선정 기준에 포함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외 31개 신규 협력사가 만도의 기준을 
충족하여 신규 협력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만도의 기존 협력사 또한 품질, 납기, 품질 시스템 및 환경〮안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업체에 개선 요구사항 제시, 개선 완료 여부 관리 및 계약서에 공급 안전 관련 항목 포함 등의 공급망 환경·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공급망은 만도 생산라인의 연장선이므로 공급망의 품질, 기술력 등 사업 역량을 재무·비재무 측면에서 분석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Sensing, Leveling, Mitigation 총 3단계로 분기별 수행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군 업체를 도출하여 대응 방안 수립과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공급망 619개 업체 중 47개 협력사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어 각 사별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만도 업체평가팀에서는 공급망의 인증 획득과 품질 
상향을 위해 품질 인증 및 등급 상향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COVID-19관련 동향 정보 공유
만도는 COVID-19에 대한 협력사의 정보 수집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3월부터 1차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주 2회 국가별
(유럽, 미국, 멕시코 등) COVID-19 발생 현황, 고객사 공장 셧다운 및 재가동 일정,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정책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상생지원 정책이 평가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1)CMRT:ConflictMineralsReportingTemplate

동반성장

분쟁광물 대응 방향
전 세계적으로 책임광물 사용관련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분쟁광물에 대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공급망 관리는 무기 자금,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과 관련된 광물의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광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업의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광물 실사 프로세스
만도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 분쟁 지역 10개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광물이 가치사슬 내에 포함되
지 않도록 분쟁광물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북미 OEM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보고 
양식(CMRT1))을 활용한 조사와 제출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화된 분쟁광물 규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더욱 체계화된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쟁광물 관리

동반성장 3대 테마

COMPETITIVENESS
협력사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품질 교육

TRUST
신뢰관계 형성

만협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해결

CULTURE
공정거래 문화 구축

공정거래협약서
임직원교육



37
MANDO 
SUSTAINABILITY REPORT 2020

OVERVIEW

CEO메시지
회사소개
사업소개
Global Network

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성과
SDGs Commitment
UNGC Commitment

MATERIAL TOPICS

TOPIC 1 : 미래기술 확보
TOPIC 2 : 품질경영
TOPIC 3 : 환경 친화 경영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대성 평가

FACT BOOK

경제
사업 성과
고객
공급망

환경 안전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영향 관리
안전보건

사회
인권
임직원
사회공헌

APPENDIX

ESG Data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TCFD Index·연혁
수상 내역·가입 협회
제3자 검증보고서

특허 무상 공유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도가 보유
한 지식재산권 일부를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
니다. 2020년에는 총 273건의 국내 특허, 20건의 통상실
시권, 6건의 국책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협력사 소통 강화, Partners’ Day 
매년 초 개최하고 있는 Partners’ Day는 협력사들과 회사
의 주요 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하
는 행사로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
습니다. 2020년 1월에 개최된 Partners’ Day에는 만도 
CEO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만도는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친친(親親)활동
만도는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 회사
의 동반성장 활동을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는 ‘친친(親親)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55개사(1차 40개사, 2차 15개사)에서 시행하였습
니다. 단순 문의 건의 경우 7일 이내에 피드백하였으며, 
애로사항일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활동을 진행
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1)APQP:AdvancedProductQualityPlanning2)FMEA:FailureMode&EffectAnalysis3)B.U.M.I:BridgeonUniversity-MobilityIndustry

2020년Partners’day

2020년 친친(親親)활동

협력사 실무역량 강화
협력사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임직원 대상 
실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전
제품품질계획(APQP1)), 고장형태 영향 분석(FMEA2)), 
Gate Review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191개 협력사 261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역량교육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협력사 수 사 475 975 191

협력사 임직원 수 명 1,026 1,131 261

기술지원 건수 및 금액 

구분 단위 지원 건수 지원 금액

무상특허허용 원 273          123,868,120 

통상실시권 원 20             6,249,000 

국책과제 원 6        1,150,400,000 

총계 원 299     1,280,517,120 

협력사 자금 지원 
만도는 해외 동반 진출 및 설비 투자 등에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를 위해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
다. 직접 지원, 상생 협력 기금, 보증 기금 등 3가지 형태로 
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906
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협력사 금융지원 현황

구분 직접 지원 상생 협력 기금 보증기금

지원액 41,135백만 원 33,924백만 원 15,525백만 원

품질시스템 인증 지원
만도는 협력사의 품질 시스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Supplier Assessment팀을 운영하며 협력사의 품질 
시스템 인증 유지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품질 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해 품질시스템 개선 및 인증 요건, 평가 
기준 등 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
으나 2020년 기준 총 6개 사의 신규 인증 취득을 지원하
였습니다. 인증 획득 후에는 등급 상향을 위해 품질 시스템
에 관한 전 Process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 시스템 인증 지원 운영 성과

품질시스템 제도 2020 지원 성과

협력사 품질 시스템 인증 38사

2,3차 협력사 품질 시스템 인증 77사

현대〮기아 품질 시스템 인증 134사

GM 품질 시스템 인증 69사

르노삼성 품질 시스템 인증 20사

서울대 소재부품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협력사의 미래가치 창출 사업 발굴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6월 18일 서울대학교가 주관한 ‘소재부품기업 지원 사업설명회’를 만도 
판교사업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0개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 현황과 B.U.M.I3)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 
전통적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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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경영시스
템을 통해 체계적인 영향식별, 평가, 개선함으
로써 환경위험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현을 위해 모든 업무
활동에 환경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안전경영에 주력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 관련 사고가 없는 
선진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만도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규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전사 유틸리티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규제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전사 에너지 목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측정데이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부별로 실시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 관리
기후변화는 태풍, 혹한 등 생산시설의 파손이나 기업 경영활동 저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만도는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연속성관리(BCMS1)) 체계를 운영하여 글로벌 
수준의 위기대응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도 감축율 배출목표

2025년 2015년 기준* 
30% 감축 86,481 

2040년 2015년 기준 
50% 감축 61,772 

2050년 만도 탄소중립 달성

*기준년도: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시점인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

(단위:tCO2-eq)

기후변화ENVIRONMENT 
& SAFETY

1)BCMS:BusinessContinuityManagementSystem

익산 사업장3,000kW급 태양광발전시설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충 
만도는 탄소중립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충
하고 있습니다. 익산사업장에는 외부기관에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가동하여 지역 전력공급의 저탄소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만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만도는 단기(‘25년), 중기(‘40년) 및 장기
(‘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
로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으며, 전 사업장
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친환경 
사업장 건설

서버룸 및 
IT 장비 

에너지효율 개선

만도 
온실가스 감축 

중점과제

환경̇ 안전

에너지 
사용량 

511TJ 감소

VOCs 
배출량

26%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24,975
             tCO2eq 감축

폐기물 
재활용률

89.6%

안전위험 
개선건수

300건 이상

만도는 신기후체제 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중점 전략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사업장 별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실행과 온실가스 관리와 에너지 절감활동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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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에너지 절감
만도는 ‘낭비 5 STOP 집중개선 활동’을 통해 생산 대기 라인의 에어벨브 차단, 조명 끄기, 냉방 기기 공회전 방지 등 비가동시간 전력 
낭비를 개선함으로써 ‘낭비 없는 ZERO 공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사업장은 비조업시간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기와 스팀 공급 차단시설을 공정 및 라인별로 세분화
하여 작업과 무관한 에너지 손실 원천을 차단하였습니다. 평택사업장에서는 전력소비의 약 28%를 차지하는 비생산 시간대 대기
전력 감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장별 에너지 절감 협의체를 운영하고 팀별 절감 목표 달성률과 향후 계획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에너지 효율 개선
원주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내 공기 누출 요인을 개선하여 공기압축기의 가동 시간을 줄이고 전력비를 연간 약 3천만 원 절감하였
습니다. 또한, 생산시간대 공기공급 압력을 최적화하고 온수 제조 방법을 중앙공급식에서 개별 공급식으로 확대 개선하여 장거리 
배관망 관리를 통한 유틸리티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였습니다.

익산 사업장은 15백만 원을 투자하여 폐열을 활용한 보조 난방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140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88MWh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였습니다. 

평택사업장에서는 부서별 에너지 목표량 할당 및 모니터링 관리, 고효율 설비교체, 에어컨 온도 최적화, 승강기 축소 운행 등을 통해 
1,062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직접 배출량 (Scope 1 및 2)
만도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은 사업장 내 보일러, 
업무용 차량 운행, 비상발전기 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간접 
배출량(Scope 2)은 주로 사업장 전력 소비, 외부에서 공급받은 
스팀이나 온수 사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 2)은 전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직접배출량은 8.3%, 간접배출량은 91.7%를 차지하
며, 평택 사업장이 기업 총 배출량 중 48%(38,009tCO2-eq)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고도화: Scope 3 배출량 관리
만도는 비즈니스 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총 15개 온실가스 배출 항목에 대해 매년 산정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산정이 가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조직 내 에너지 소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연료 170.5 149.0  122

전기 2,059.2 1,958.5  1,475

스팀 28.7 26.3 23

합계 2,258.4 2,133.8  1,620 

(단위:TJ)

만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18 2019 2020

총배출량 110,202 103,541 78,569

Scope 1
(직접배출) 9,007 7,911 6,508 

Scope 2
(간접배출) 101,195 95,631 72,061

Scope 3
(기타간접배출) - - 1,314,092

(단위:TJ,tCO2-eq)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구분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

평택 23 1,120

원주 464 22,607

익산 23 1,146

판교 1 102

(단위:TJ,tCO2-eq)

114,065

외부구매
제품의
제조시
배출량

사업장 발생 
폐기물

605

발생폐기물
처리관련
배출량

건물 임대

3,796

건물전부또는
일부임대시

배출량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자본재

15

외부구매
자본재
제조시
배출량

출장 및 
직원 통근

1,773

임직원출장및
통근시

교통수단관련
배출량

제품의 
운송·가공·
사용·폐기

1,188,671

(3PL및
4PL포함)

만도국내물류
관련배출량

만도 지분투자 
기업

5,167

지분율을
감안한지분
투자회사의

간접적온실가스
배출량

배출항목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20년)

Scope 3 
배출항목

만도 물류사업 
가치사슬 관련

만도 임직원 업무수행 관련
총 120,254tCO2-eq

지분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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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원자재 모니터링
만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
다. 주기적으로 신규 화학물의 추가 여부를 파악하여 
게시하고 사용 원자재 중 유해 물질을 사용할 경우 법이 
정한 사용량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을 비규제물질로 전환하는 대체 활동을 추진
하여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만도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재의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담당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1)) 작성 및 비치, 유해화학물
질 누출 시 대응 프로세스 운영 등 포괄적인 관리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사고 및 환경오염
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만도는 제품 설계 시 자원 효율을 감안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등 제조과정상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을 정기점검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자원 재활용 개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시설 운영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분리수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 실적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사업장은 공장동에 44개, 사무동에 25개의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각 구역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을 일반, 지정,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곳곳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분리수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각대상 폐기물 저감
평택사업장은 기존에 소각 처리하던 일반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하여 전년대비 소각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사업장은 총 100톤의 폐합성수지 중 78%를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 공급하여 전년 대비 소각 비중을 21% 감소시켰습니다.

원자재 폐기물

자원순환

1)MSDS:MaterialSafetyDataSheet: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Sheet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사업장명 2018 2019 2020

평택 9,055 75 75 

원주 5,005 3,475 4,000 

익산 0 0 0

합계 14,060 3,550 4,075 

(단위:kg)

사업장별 폐기물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

구분
2018 2019 2020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평택 797,560 74.39 839,180 84.57 781,270 80.66

원주 14,979,000 94.80 14,387,430 96.97 5,354,640 95.24

익산 438,660 63.38 316,140 43.00 263,920 47.82

판교 52,000 9.33 70,500 12.50 52,000 10.01

합계 16,267,220 89.76 15,613,250 91.15 6,451,830 84.20

(단위:kg,%)

원재료 사용량

구분 2018 2019 2020

제품 생산 포장 관련 
비재생 (원)자재 
사용량

67,284 58,134 27,560 

제품 생산 포장 관련 
재생가능 (원)자재 
사용량

41,390 39,398 60,240 

재활용된 (원)자재 
사용량 8,020 7,719 6,660 

(단위:ton)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의 증가,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도는 원자재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한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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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리∙및∙수자원∙절감
만도는 폐수배출 전반의 수질 환경 관리 및 수자원 
절감 활동을 통해 수자원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
니다. 사업장별로 물 관리 항목을 분류하여 취수와 
재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되는 방류수
는 전량 수 처리 시설을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
으며, 특히 사업장 내 처리 시설을 이용해 방류할 경우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Wet∙Scrubber)∙오염물질∙저감
만도는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
배출 허용기준 대비 20% 이내로 엄격한 사내 관리 기준
으로 오염물질 농도를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내부 충진재를 
교체하여 전년대비 일반 오염물질 농도 20% 감소, 
VOCs1) 배출량 26%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자원 대기오염∙방지

환경영향∙관리

1) 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만도∙국내사업장∙용수∙사용량

구분 2018 2019 2020

상수도 360,891 354,778 299,441 

지하수 156,503 161,182 119,025 

공업용수 148,840 92,178 72,677 

합계 666,234 608,138 491,144 

(단위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구분 2018 2019 2020

NOx 206.9 0 3,292

SOx 80.5 0 0

먼지 12,507.2 11,503.6 5,005

VOCs 8,456.5 4,824.2 4,850.02

(단위 : kg)

수질오염물질∙관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한 
설비 운영 매뉴얼과 필수 점검 항목을 현장에 비치하
여 작업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농도 폐수
는 적법하게 증발 농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이후 외부 공공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폐수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사업장의 경우, 공정 폐수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1차 처리한 후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운영하여 폐수배출 
허용 기준 10% 이내에서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및∙수질오염물질∙발생∙현황

구분 2018 2019 2020

폐수 배출량 272,198 240,857 221,427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4,760 4,388 4,086

(단위 : ㎥, kg)

환경〮안전∙경영시스템∙유지
평택, 원주, 익산 사업장에 대해 국제적 환경경영시스
템인 ISO 14001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
으로 환경영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ISO 
14001 인증을 위한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내부 리스크 
평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및 국제인증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MS와 ISO 45001 규격의 도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을∙위한∙환경교육∙실시
녹색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보건 담당자
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수질 및 대기 전문가 과정, 폐기물 관리자 과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의 법정교육은 물론, e-campus를 
통한 온라인 교육까지 직원들의 녹색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공장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시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및∙교육

사업장명 ISO 14001 ISO 45001 녹색기업인증

평택 ○ ○ ○

원주 ○ ○ ○

익산 ○ ○ ○

만도 ISO 14001 인증서

대체재가 없는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필수적 자원으로 물부족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질, 대기오염의 문제 역시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도는 수자원과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임직원 환경교육을 통해 전사적 녹생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경영시스템∙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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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1)BMCS:BusinessContinuityManagementSystem

사업장 안전점검
만도는 잠재적 안전관련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사업장은 
‘20년 안전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총 1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안전 위험요소 45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하고, 중대재해위험 매뉴얼 개선, 준수 현황과 위험기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법규 준수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122건의 개선요소를 발견, 조치하였습니다. 끼임 재해 예방의 경우에는, 특별 점검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위험요인 129건을 
분석하여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afety Patrol 제도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일일 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afety Patrol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순찰조가 매일 
취약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6시에 현장을 순회하고 위험요소를 적시에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별로 본 제도 실시 후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견 건수가 높아져 사업장 임직원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관리활동사업장 안전보건
2020년 만도의 주요 안전관리 활동안전보건경영 체계

무재해, 무화재, 무사고를 목표로 전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간 동안 핵심관리지표인 종합재해지수를 
5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

2020년 핵심 안전경영 방침
원칙 준수, 현장의 자율성 존중, 노사협력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사업장별 안전보건 활동을 기획, 실행하고 있
습니다. ‘20년에는 COVID-19 발생 초기부터 노사협력을 
통한 전사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TFT를 운영하여 소음 저감 등 개선
안을 협의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안전경영시스템 개정, 사내 운반차량 안전성 개선 등 안전
보건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 ISO45001, BCMS1) 운영
• 사규 개정 및 운영
•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 사내 운반차량 안전
   관리 강화
• 안전보건 홍보 활동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안전보건 패트롤 운영
• 잠재 재해 발굴 및 개선

• COVID-19 신속 대응
• 노사 작업환경 개선 
    TFT 운영
• 전사〮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노사합동 
안전보건 

활동

노사합동 
안전보건 

활동

원칙 준수 
안전보건 

활동

현장 자율 
안전보건 

관리

노사합동 
안전보건 

활동

비전

슬로건

목표

실행이념

핵심가치

무재해, 무화재, 무사고(3無) 달성!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구축

원칙성 역동성 일관성

2025년 종합재해지수 0.22 달성
(2020년 종합재해지수 0.44 대비 50% 감소)

Work Principle
법과 원칙에 준하여 
판단하고 실행한다.

Work Smart
전문성을 기초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Work Together
배려와 소통으로 신뢰 및 

협력을 추구한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건강증진 활동

협력사안전보건협의회
운영및합동안전보건점검

협력업체안전보건
기술지원활동

근골격계질환치료및
성인병상담및검진지원

가공라인소음저감활동과
냉,난방최적화

직무스트레스및우울증상담지원

高위험작업협의체운영
협착재해및지게차사고방지

시설강화및교육

중대사고 예방 안전문화 정착

전직원참여형위험성평가및
아차사고발굴과개선

소식지및캠페인활동통한
안전보건정보공유

협력사보건안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수

모든 사업장 100%

노사합동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의 수 

모든 사업장 100%

만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선제적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점검부터 구성원 스스로가 안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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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20년 사업장 상주 협력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회의 개최 및 합동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운반구 안전장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사고 예방, COVID-19 대응, 화재예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안전 관리 개선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역량 강화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전사 관리 지표를 운영하여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규정 준수와 사고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업장의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관리체계 강화
‘20년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소방 관련 설비를 강화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소방펌프를 전면 교체하고 핵심시설인 ABS1) 가공 설비와 
장시간 가동되는 연구 및 시험설비에 대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방안전시설을 점검〮개선하고, 
화재 시 비상대피 유도선을 설치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소방서와 연계하여 가상 합동 소방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 위험이 높은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사합동 안전보건위원회
만도는 실질적인 임직원의 안전보건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부문(Brake, Steering, Suspension)별로 노사 합동 안전보건
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며 임직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 교육 
임직원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자각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과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전교육 및 부서별 관리감독자 주관하에 작업시작 이전에 전사적 설비 보존(TPM3))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Operation Center장 주관하에 실효성 높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임직원들의 안전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톡톡 아카데미
만도는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톡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톡톡 아카데미는 다양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해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대응체계를 익히고 검증해 나가면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One-Stop 제도
현장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전보건 소통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신문고 One-Stop 제도를 시행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를 네이버 BAND를 통하여 실시간 신고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위험요소
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한 라인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델라인 만들기는 2020년에 4개의 생산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의 우수성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안전 문화 조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만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고위험군 임직원에게 초점을 맞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기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전문의
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초 질환자에게는 근력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종합 건강 관리
전 임직원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종합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건강 고위험군에 대해
서는 집중 관찰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KEMA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사업장에서는 2020년 만성 요추 질환자에 대하여 자가운동법과 자세교정
법을 교육하여 근로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임직원 건강관리

1)ABS:Anti-lockBrakeSystem2)ESS:EnergyStorageSystem3)TPM:TotalProductiveMaintenance

익산 사업장 에너지저장장치(ESS2))시설 화재확산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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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그룹 차원의 인권 관리체계
한라그룹은 ‘사랑받는 기업, 우량하고 튼실한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그룹의 비전 아래 고객과 인류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라그룹은 
정도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번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자 하며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한라그룹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계인권선언(UDHR1))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2))이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

1)UDHR: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2)UNGPs:UNGuidingPrinciplesonBusinessandHumanRight

인권경영 관리 프로세스

구분 세부 절차
실행조직

그룹 ESG 기획 HR 정도경영실 법무실 인재개발원

1.  인권헌장 
      제정

인권 선언문 제정 ●

인권헌장의 제〮개정 검토 ● ● ● ●

2. 인권영향 
      리스크 평가

평가지표 개발 ● ● ● ●

RISK 평가 ● ●

3. 인권 경영 
      실행

평가결과 기반 운영계획 수립 ● ●

평가 취약 분야〮사업장 리스크 방지 ● ●

4. 커뮤니케이션
활동결과 공개 ●

내부 교육 및 주요 의사결정자 보고 ● ●

5. 고충처리 
      채널 운영

구제절차의 제도화 ● ● ● ●

신고 접수 및 조사 후 구제 절차 실행 ● ● ●

만도는 자동차 부품의 품질과 성능 향상은 물
론 가치사슬 전반에 만도가 미치는 영향까지 생
각하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더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함으로
써 행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사와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장별 독립적 특징에 따라 각 지역사회 친화적인 
참여형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OCIETY사회

사회공헌 
참여자 수

1,274명

저소득층 
지원규모

15% 증가

Work Smart 
Program

1,087명

근무환경 
만족도 비율

73%

교육 참여 
임직원 수

11,593명

만도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과 노동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정도경영 웹사이트 사이버 제보접수 시스템 한라그룹 성희롱 신고센터

https://ethics.halla.com/
https://stop.halla.com/ethic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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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DHR: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2)UNGPs:UNGuidingPrinciplesonBusinessandHumanRight3)ILO: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

만도 인권경영 원칙
만도는 보다 안전하고(safer), 깨끗하고(greener), 편리한(easier) 내일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혼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과 인류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만도는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만도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계인권선언(UDHR1))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GPs2)) 및 국제노동기구헌장(ILO3))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해관계자별 주요 인권 이슈 관리
한라그룹은 전사적 인권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사업장 단위 평가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인권 관리 개선 및 인권보장과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 인권평가 프로세스

1. 인권존중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희롱, 
학대, 체벌, 욕설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2. 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지역, 장애, 종교, 
정치 성향, 가족관계 (혼인 등),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의 일체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입사 및 고용유지를 위한 폭행, 협박, 감금, 수수료, 비용, 노예
제도,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최저 고용 연령 수준을 준수한다. 

4.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자회사뿐만 아니라 만도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인력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협력사도 본 선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운영하고, 영업을 수행하는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들을 모두 준수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지역(분쟁지역)의 광물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상생을 추구한다.

5. 근로조건 및 노동법규 준수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휴무 및 임금 관련 등 모든 규정을 준수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6. 보건 및 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장 내 시설들을 관리한다.
 
7. 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
만도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해관계자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경영활동
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8. 환경권 보장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환경
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며, 심각한 환경 훼손과 환경 재해
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9.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경영 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협력사 직원 노동인권, 안전 이슈 협력사평가시ESG요소반영

고객사정보보호프로세스고객 개인정보 유출

협력사

고객

구분 주요 인권 이슈 인권현황 평가방법

임직원  반부패 이슈

임직원 인권침해 행위 임직원고충처리접수채널및상담제도운영

위험성관리및사업장점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 안전요소 이슈

정기평가결과이슈도출및대응방안수립

임직원

• 인권헌장 및 국제 이니셔티브 원칙 반영
• 근로환경 등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개발평가지표 개발

• 평가 대상 조직별 자가 진단 실시
• 미흡사항에 대해 자체 개선 계획 수립서면점검

• 실사 후 발견된 ‘고위험’,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 및 개선 계획 수립 진행개선계획 요구

• 인권헌장 적용 범위 대상 조직 선정
• 평가 대상에게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제공평가대상 선정

• 내부 규정과 시스템 및 리스크 여부 구체적 
    확인을 위한 인터뷰 및 현장 점검 실시현장실사

• 리스크 평가 결과 구체적인 개선 실행과제 도출
• 도출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개선방안 도출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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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재육성 체계
한라인재개발원은 만도를 비롯하여 한라그룹의 ‘Active Learning Experience Coordinator for Growth’를 목표로 임직원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라인재개발원에서는 임직원들이 Halla spirit을 잘 이해하고 내재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First Class를 
지향하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문화 교육, 핵심인재 교육,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만도는 젊고 건강한 조직 구현을 위한 자율과 책임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3개 테마와 8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 방식
2020년 COVID-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형식으로 신입사원 교육, 임원 특강, Halla Business School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필요성에 따라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및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전용 Studio 설치, 개별 학습공간 마련 등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강화

Our Policy

Our Goal

Our Strategy

ACTIVE Learning Experience Coordinator for Growth

핵심인재·조직 육성
‘미래로’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인재의 육성·지속적 학습 지원과
사업전략의 Key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직무전문성 향상
‘제대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배양과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직무의 전문가 육성

핵심인재 미래로 리더십 Profession
-alism 제대로 직무역량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성과에
실질적 기여

  Halla Spirit

한라정신에기반하여임직원의
성취감,자부심그리고
에너지를제공한다.

Organizational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을위하여
미래전략에부합한

핵심역량을양성한다.

  Individual Growth

First Class를 지향하는 
탁월한역량을갖춘전문가를

육성한다.
지속적인 핵심인재 

Intervention

젊은 조직에 부합된 
리더십 개발

핵심사업전략과 
연계된 학습지원

만도 R&D 기술교육 
Renewal

Digital Transformation 
기초 역량 확보
핵심인력 육성

현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직무교육 강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습 제도 마련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 구축

핵심인재 및 조직에 
맞춤화 된 학습 지원 강화

R&D 및 디지털 전환 
중심의 직무전문성 향상

학습자 중심
민첩한 학습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환경 등)

임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써 회사는 임직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도는 역량 강화 교육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량 향상 및 건강한 노사문화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복리후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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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PA:RoboticProcessAutomation2)MOOC:MassiveOpenOnlineCourse

R&D 및 디지털 전환 중심 직무전문성 향상
First Class, Agility, Freedom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R&D 및 Digital Transformation 중심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R&D 기술교육을 재편하고, 임직원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Digital 
Transformation 기초 역량을 확보하고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분석 등 기초역량과정을 온라인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Digital Transformation 및 소프트웨어 관련 협업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업무자동화기술(RPA1))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 보수교육
만도는 해외 주재원 전용 플랫폼 i:MOOC2)을 활용하여 주재원
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 관리자급 인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문화 및 어학, 경영·과학·기술과 같은 
글로벌 지식 콘텐츠 등 자체 교육 동영상과 자료 업로드를 통한 
교육 진행뿐만 아니라 국가별 주재원 간의 소통게시판으로 구성
하여 업무 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
니다.

임직원 인권 교육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235명
의 임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82명의 임직원들이 협력
사 인권 침해 리스크 예방을 위한 ‘협력사 근로자의 인권개선 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존중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00세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
만도는 100세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에서의 능력 개발과 퇴직 이후의 경력 
설계 등 생애 경력 점검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건강, 관계, 인생 후반 가이드, 창업, 재무 등의 내용을 중심
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은 COVID-19 로 인해 교육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각 연령대별로 
단계를 나누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도는 구성원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준비도 함께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만도의 ‘A Mobility Freedom Creator’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만도는 구성원들이 일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Value, Global, Future, Job Competency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교육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커리
큘럼을 제공합니다. 

Work Smart Program
만도는 2020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COVID-19 시대에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핵심 비즈니스 스킬과 ‘미래로’ 혁신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하여 Work Smart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라인재개발원은 2020년 전체 그룹 기준으로 상반기에 총 14개
의 과정을 30차수로 운영하였으며, 821명의 직원이 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과정 중심으로 총 
6개 과정을 운영하여 26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임직원 교육과정

Value Global Future Job Competency

•WorkSmartProgram
•팀장 리더십 교육
•팀Setup프로그램
•신입·경력사원 과정

• 해외주재원 파견예정자 과정
• 해외주재원 보수교육

• HallaBusinessSchool
• 100세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
• FutureLeader코칭

• R&D및DigitalTransformation
중심 직무전문성 향상

Work Smart 교육과정

Halla Business School 운영
만도는 Halla Business School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견인해 
나갈 미래경영자를 조기 육성하고 있습니다. 책임매니저, 팀장 및 
상무급 각 직급별로 교육과정을 열어 약 8개월간 전략, 재무회계, 
마케팅, HR 등 MBA 중심의 커리큘럼 기반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37명의 핵심인재가 
Halla Business School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alla Business School(HBS) 교육과정

• 차세대 리더 육성 단계
• 책임매니저 대상
• 미래 경영자로서의 경영기본지식 및 조직 리더십 습득

Halla Business School(HBS) 교육과정

• 최고경영자 육성
• 임원 대상
• 비즈니스 통찰력 및 전략 실행력 배양

Halla Business School PLUS

• 정보수집관리
• 생각정리 스킬
• 협상 스킬
• PT(기획)

Creativity(프런티어)

• 엑셀 실무(기초)
• 엑셀 실무(심화)
• 재무제표의 이해와 분석
• 원가관리와 손익분석
• 경제 용어 & 지표의 이해

원칙준수(정도경영)

• 효율적 시간관리
• 문서작성 스킬
• 심리와 커뮤니케이션

Collaboration(합력)

• 빅데이터 분석
• 업무자동화(RPA)

Digital Transformation

i:MOOC 플랫폼 구성 컨텐츠

Language 
Cafeteria

Mind 
Balance

영어,제2외국어코스 심리케어

Cross 
Cultural MOOCs

중국,베트남등총27개국 세계유명MOOC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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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NGC:UNGlobalCompact2)MBO:ManagementByObjective3)CDP:CareerDevelopmentPlan4)VB:ValueBoard5)OC:OpenCommittee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
만도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1)) 인권노동 방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기소개서에 지원
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은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서약서 제출 및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여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사 평가 제도(MBO2)) 
만도는 구성원들이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목표 중심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회사의 비전, 장〮단기 
전략 및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평가자와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목표 달성치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를 보상·승진·교육 등에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력개발 계획(CDP3)) 
만도는 구성원 스스로가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 경력 개발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DP는 
커리어 인식, 전문성 제고, Leadership 단계로 진행됩니다. CDP를 통해 임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력개발지원 단계

Job Posting 제도  
조직이 신설되거나, 신규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Job Posting 제도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해당 제도는 전 과정 비밀로 유지되어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만도는 구성원들이 자신
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채널 다각화
만도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대규모 공개채용 외에도 채용 홈페이지 내 상시 채용 공고를 오픈하여 인력 확보 채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사내 업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적합한 인재를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내
추천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을 위한 만도의 지속적인 노력
만도는 임직원들이 건강한 조직 문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도는 
기존의 VB4)〮OC5)중심의 자율적 운영 방식에 리더
의 참여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이끌
어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간 Issue에 대
한 HR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임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조직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만도의 변화를 담당하는 ‘Open Committee’
만도는 혁신과 성장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스스로가 변화의 과제를 찾아 제기할 수 있는 OC 활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66명의 6기 OC 멤버가 선정되어 기업문화(Vitality Mando) 구축과 Intensive 근무 문화 조성이라는 테마로 
OC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COVID-19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 및 Work Smart 근무 문화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이 전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기업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관리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노사합동 
안전보건 

활동

노사합동 
안전보건 

활동

현업 주도
(직원 참여) 

활동 

Leadership 
참여 
확대

계층간 
소통 활동 

강화

현업 주도
(직원 참여) 

활동 
기업문화 활동 

개선 방향

직군 간 제한 없는 이동배치를 통해 
다양한 직무 경험 장려

커리어 인식

특정 직무에서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목표 설정

전문성 제고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관련 역량 교육 실시

Leadership

청년중역회의체, ‘Value Board’
젊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층에 전달하고 조직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VB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B는 한라그룹 핵심가치 
행동 규범에 모범을 보이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B 구성원들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
영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VB 12기는 
교육, 소통, 근무 다변화를 주제로 변화관리 및 조
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교육 ‘Product Information’ 생성
만도 제품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제품 교육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근무 다변화 
‘휴가 제도’ 개선
연차 활용 방법 다양화를 통한 
휴가 사용률 향상

소통채널 ‘만통’ 개선
회사와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도 및 
소속감 향상

 ‘경영진 간담회’
간담회를 통해 경영진과의 

General & Personal 
정보 공유

Value 
Board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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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간 공감과 신뢰, ‘감사합니데이(Day)’
임직원들은 COVID-19로 물리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내 소통채널 ‘With Mando’를 통해 매월 마지막 
날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BEST 감사 메시지의 경우, 사내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임직원 간의 
공감과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방법으로 만도만의 따뜻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감사합니데이(Day)’ 참가 현황

참여국가 참여 사업장 수 총계

한국, 중국, 미국, 
인도, 유럽 총 9개 사업장 국내 사업장: 4,838명

해외 사업장: 3,559명

중국법인‘감사합니데이(Day)’활동

조직 간 소통과 결속, ‘팀 감사릴레이’
만도는 팀 문화 결속과 소통을 위해 칭찬·감사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감사 사연을 받은 팀에서는, 감사한 팀을 지정하여 
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소통채널을 
통해 인증샷을 공유하며 조직 내 칭찬·감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팀 감사릴레이’간식 전달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Team David’
2016년도부터 운영된 팀 데이비드는 ‘도전적이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이고 빠른 실행력’을 기반으로 문화 변화를 선도
하기 위한 한라그룹 조직입니다. 팀 데이비드는 2개월 단위로 소통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회를 통해 만도의 인사 철학인 ‘Spirit, 
Team, Fist Class’를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Team David 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업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공감, New Leadership 역량 구현
만도는 조직 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비중이 약 66%로 향후 그들이 조직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뉴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기존 세대의 원활한 소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수평적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노사문화 구축
만도는 매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연 2회, 경영환경 노사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8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COVID-19 영향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힘든 상황에서 노사가 자동차 산업의 
경영 환경에 인식을 같이하여 임금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도 노사는 상호 존중 하에 종업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회사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만도 직원 현황 

구분 인원수 비중

베이비붐 세대(1950~1964) 47 2

X-세대(1965~1979) 769 32

밀레니얼 세대(1980~1994) 1,488 62

Z-세대(1995~) 84 4

(단위:명,%) 뉴 리더십 역량 강화 3대 주제

MZ 세대와 함께 하는 조직문화

MZ 세대와 함께 일하는 방법

MZ 세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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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ytime, Anywhere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하여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1시 이후에 퇴근했을 경우, 12시간 이후 
출근하는 최소 휴식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22시 이후 야간 근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차 및 연차, 샌
드위치 휴가, 여름휴가 지원 등 만도 임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장소도 회사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재택 등 임직원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Retention 프로그램
만도는 구성원들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Retention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구성원들 
또한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일과 삶의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사내 어린이집 운영
판교 R&D 센터, 평택과 원주 사업장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운
영함으로써 육아 휴직 이후에도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은 미래사
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인 3C(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어린이집 졸업식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출산휴가 사용자

육아휴직 사용자남성여성

2018

10

2019

12

2020

14
12

13

11

(단위:명)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여
신뢰와 상생의 조직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율근무시간, 
주간 2교대제 등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만도는 임직
원들의 삶, 나아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
만도는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하고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거, 취미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도 복리후생제도

자유로운 
근무시간

반차, 
여름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 

최소
휴식보장제

효율적인
근무환경

(유연근무제, 
원격근무 등)

73%
2020 근무환경 직원 
만족도  비율 2,215명

2020 유연근무제 
사용인원

건강관리

정기건강진단실시

취미·레저활동 
지원

동호회운영

기타

장기근속자포상

가정 및 
육아 지원

어린이집운영
자녀학자금지원
유연한근무제도

주거 지원

생활안정비지원

17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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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공헌 목표
만도의 사회공헌 활동 목표는 글로벌 자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며, 상생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도는 효율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설계, 투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회공헌 프로
그램 설계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환경과 수요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수요 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만도의 전문지식, 기술과 경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020 사회공헌 활동의 변화
2020년 사회공헌 활동은 COVID-19로 인한 방향성 수정으로 참여자 수와 사회공헌시간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만도는 사회공헌 활동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축소시키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 상황에 적합한 사회공헌 방향성을 설정, 수정을 통해 효율
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도 사회봉사단
만도는 COVID-19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따뜻하고 상호 신뢰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사회봉사단에
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연탄 나눔, 저소득 어르신 지원, 위생마스크 지원이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주사업장은 2008년부터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매월 경로잔치, 김장지원, 연탄 나눔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매년 4천만 원씩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문막초〮중〮고 학생 9명을 
선발해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제8회 원주시 사회공헌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자 수 1,625 1,607 1,274

임직원 사회공헌 시간 11,062.0 9,952.2 5,883

사회공헌 지원액 727 688 725

(단위:명,시간,백만 원)

저소득가정세대 결연아동 
만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국내외 결연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결연된 아동 간에 1:1 형식으로 후원금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연 후원 이외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후원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인원 총 지원액

아동결연 후원금 임직원과 1:1로 결연된아동에게 지원된 후원금 국내 130명
해외 6명 80백만 원

결연후원 외 아동후원금 결연되지 않은 아동 외 긴급으로 후원금이 필요한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한 후원금

주거지원 8명
의료지원 12명 45백만 원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는 2012년에 시작하여 올해 9회를 맞았습니다. 본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만도의 지원과 배려로써 선대 회장님의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만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사연을 접수 받아 심사한 결과 총 
38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 원 상당의 휠체어를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2012년 37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419명에게 6억 4천만 
원 상당의 휠체어를 기부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개발 차량을 시승하는 행사에 참여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만도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역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구분 활동내용

대면

사랑의 칼국수 봉사 지역 어르신 130인분 중식 제공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10가구 3,000장 전달

위생마스크 지원 유관단체 1,000개 전달

비대면

쌀, 라면, 커피 전달 저소득 어르신 100세트

연탄 전달 저소득 가정 10가구 각 300장

김장김치 전달 100가정 200만 원

온열매트 후원 220만 원

원주시 사회공헌장

만도 사회 봉사단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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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기금 지급
지역사회에 대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
터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평택, 원주, 익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지역
별 4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총 1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만도는 장학기금 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후원 및 ‘사랑의 골 펀드’
만도는 2016년부터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의 골과 성적에 따라 
기부하는 ‘사랑의 골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펀드는 안양
시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부되고 있습니다. 통장 개설을 통해 사회
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랑의 골 펀드를 통해 총 753명 아동들에게 디딤씨앗
통장 지원하였고, 총 1,003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여 2019년 
대비 약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
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희망 설계 ‘씨드스쿨’
만도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씨드스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씨드스쿨’은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울 꿈의 씨앗’이
라는 의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아 및 진로 탐색,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1:1 멘토링 시스템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원주 사업장 주변의 중학교에서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씨드스쿨 운영을 후원하였습니다. COVID-19 상황
에서도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워크 투게더(Walk Together)
만도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앱 활동,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alk 
Together’는 임직원의 걸음걸이 수를 기반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만도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워크 투게더 캠페인은 매년 참여자가 증가하여 6회를 맞이한 2020년에는 1,062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 참여 기부금과 추가 회사 기부금 총 3천만 원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기금 전달식

만도, 中서 ‘한국 CSR 모범기업’ 5년 연속 선정
만도의 중국 내 자회사인 만도차이나홀딩스는 ‘2020년 재중 한국 
CSR모범기업 시상’에서 빈곤 퇴치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만도는 ‘CSR 모범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인정받았는데, 올해 장학사업 등 지역별 사회공헌 
활동과 COVID-19 극복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만도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합력’이라는 만도의 핵심가치
를 바탕으로 만도가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 

만도차이나홀딩스‘CSR모범기업 우수상’수상

2018

816

2019

878

2020

1,003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골펀드 지원아동 

U.S.A

Mexico

Brazil

China

• 미국 Auburn 지역 교사회의 한국 연수를 정기적 지원
• 암 치료 센터에 COVID-19 대응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기부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 Walbrzych 병원 지원

• COVID-19 성금 지원
 :100만 RMB 기부
• 대학 장학금 기부
   9년동안 지원, 지원 학생수 510여명(누적)
• 헬멧 및 도서 기부
• 특수교육학교 방문
   북경 특수교육학교 방문하여 학생들의 꿈 지원

• SNS Foundation 활동
   (Anand Group Member)
   교육 부문 지원
• 헌혈 캠프
   (Voluntary Health Services Blood Bank)

• ‘Sow the Seed’ 프로그램 실행
   청소년들의 미래 꿈 지원
• 백혈병 아동 기관 물품 기부
   160kg 양의 플라스틱 모자 
   60개의 팬트리 기부

• 빈곤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

India

Poland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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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자산 십억 원 4,437 4,596 4,938 

현금 십억 원 118 205 561 

부채 십억 원 2,956 3,010 3,229 

차입금 십억 원 1,385 1,562 1,678 

순차입금 십억 원 1,268 1,356 1,117 

자본 십억 원 1,482 1,586 1,710 

자본금 십억 원 47 47 47 

부채비율 % 200 190 189 

순차입금비율 % 86 86 65 

지역별∙매출액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한국 십억 원            3,108         3,323         3,010 

중국 십억 원            1,496         1,331         1,293 

미국 십억 원              769           921           882 

인도 십억 원              457           529           440 

기타* 십억 원              452           594           527 

매출액∙합계 십억∙원            6,282         6,698         6,151 

연결조정 십억∙원   618  717  588 

연결∙기준∙매출액 십억∙원            5,665         5,982         5,564 

*멕시코, 브라질, 유럽

매출액∙비중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고객별

현대기아 % 58.1 59.3 57.5

북미OEM % 17.3 18.7 20.1

중국로컬 % 14 10.6 11.5

유럽,기타 % 10.6 11.6 10.9

부품별

제동 % 42.6 40.3 38.7

조향 % 29.4 30.4 30.1

현가 % 18.6 17.3 17.3

ADAS % 9.2 12.1 13.9

기타 % 0.2 0 0

손익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매출액 십억 원 5,665 5,982 5,564

매출원가 십억 원 4,940 5,148 4,894 

영업이익
십억 원 197 219 89 

% 3.5  3.7 1.6 

EBITDA
십억 원 469 519 394 

% 8.3 8.7 7.1 

당기순이익
십억 원 113 118 14 

% 2.0 2.0 0.2 

지배구조당기순이익 십억 원 106 111 6 

기본주당이익 십억 원 2,257 2,360 124 

배당총액 십억 원 23 26 - 

배당성향 % 22.2 23.3 - 

1.∙경제

ES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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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활동∙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개최수 회 6 5 7

의결 안건 건 21 40 29

사외이사 평균 참석률 % 92 93 97

동반성장∙지수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동반성장 지수 등급 최우수 최우수 우수

R&D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연구개발 인력 명 2,115 2,319 2,266

연구개발 투자비 백만 원 315 361 331.8

매출액 대비 비율 % 5.6 6 6

지적재산권∙출원·등록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등록 건 326 372 408

출원 건 807 695 450

이사∙보수

구분 인원수 단위 보수∙총액 1인당∙평균보수액

사내이사 2 백만 원 4,484 2,242 

사외이사 1 백만 원 107 107 

감사위원회 위원 3 백만 원 215 72 

이사회∙다양성

구분 단위 (명)

이사회 사내 및 
사외이사 연령대

30세 미만 0

30세 이상 50세 미만 1

50세 이상 6

이사회 사내 및 사외이사 성별
여성 0

남성 7

신규〮기존∙공급업체∙사회환경평가∙비율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신규공급업체 사회환경평가 비율 % 100　 100　 100

기존업체 사회환경평가 비율 % - - 　-

협력사∙임직원∙역량교육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교육 수료한 협력사 수 사 475 975 191

교육 수료한 협력사 임직원 수 명 1,026 1,131 261

협력사∙특허지원∙건수∙및∙금액

구분 지원∙건수 단위 지원∙금액 

무상특허허용 273 백만 원 123.8

통상실시권 20 백만 원 6.3

국책과제 6 백만 원 1,150.4

총계 293 백만∙원 1,280.5

협력사∙금융지원∙현황

구분 단위 지원금

직접 지원 백만 원 41,135

상생 협력 기금 백만 원 33,924

보증기금 백만 원 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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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안전

온실가스 배출 및 배출권 거래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총배출량 tCO2-eq 110,202 103,541 78,569

Scope 1(직접배출) tCO2-eq 9,007 7,911 6,508 

Scope 2(간접배출) tCO2-eq 101,195 95,631 72,061

Scope 3(기타간접배출) tCO2-eq - - 1,314,092

잉여배출권 tCO2-eq 37,563 46,350 36,857

배출권 매도 tCO2-eq - 20,000 11,9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사업장명 단위 2018 2019 2020

NOx

평택 kg 31.00 - 3,035.00 

원주 kg 175.89 - 257.00 

익산 kg - - - 

합계 kg 206.89 - 3,292.00 

SOx

평택 kg - - - 

원주 kg 80.53 - - 

익산 kg - - - 

합계 kg 80.53 - - 

먼지

평택 kg - - 33.47 

원주 kg 11,587.00 10,395.00 3,662.00 

익산 kg 920.24 1,086.64 1,309.53 

합계 kg 12,507.24 11,481.64 5,005.00 

VOCs

평택 kg - - - 

원주 kg 6,178.00 2,945.00 2,177.00 

익산 kg 2,278.51 1,879.18 2,673.02 

합계 kg 8,456.51 4,824.18 4,850.02 

조직 내 에너지 소비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연료 TJ 170 149 122 

전기 TJ 2,059 1,958 1,475 

스팀 TJ 29 26 23 

재생에너지 TJ 0 0 0

합계 TJ 2,258 2,134 1,620 

원재료 사용량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제품 생산 및 제품 포장에 사용된 비재생 (원)자재 사용량 ton  67,284 58,134 27,560 

제품 생산 및 제품 포장에 사용된 재생가능 (원)자재 사용량 ton 41,390 39,398 60,240 

재활용된 (원)자재 사용량 ton 8,020 7,719 6,660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구분 사업장명 단위 2018 2019 2020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평택 kg 9,055 75  75 

원주 kg 5,005 3,475  4,000 

익산 kg 0 0 0

합계 kg 14,060 3,550  4,075 

*폐수처리약품(수산화나트륨),실험시약(황산,염산,질산,피크린산,수산화나트륨)

폐기물 발생현황

구분 사업장명 단위 2018 2019 2020

지정폐기물

평택 kg 904,200 805,500 724,450 

원주 kg 706,000 573,310 405,090 

익산 kg 149,690 135,450  104,140 

판교 kg 5,610 4,900 4,070

소계 kg 1,765,500 1,519,160 1,237,750 

일반폐기물*

평택 kg 167,970 186,840 244,200 

원주 kg 15,095,000    14,264,310 5,216,890 

익산 kg 542,450 599,700 447,710 

판교 kg 552,000 555,500 512,000

소계 kg 16,357,420 15,606,350 6,420,800

건축물 
폐기물

판교 kg - 3,500 3,550

소계 kg - 3,500 3,550

폐기물 kg 18,122,920 17,129,010 7,662,100

*일반폐기물에 생활폐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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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현황

구분 사업장명 단위 2018 2019 2020

재활용

평택 kg 797,560 839,180 781,270 
원주 kg 14,979,000 14,387,430   5,354,640 
익산 kg 438,660 316,140 263,920 
판교 kg 52,000 70,500 52,000 

매립

평택 kg 25,160 16,420 39,450 
원주 kg 39,000 36,000 12,820 
익산 kg 180,870 337,920 215,080 
판교 kg - 0 -

소각

평택 kg 177,840 111,100 74,320 
원주 kg 746,000 378,500 235,330 
익산 kg 72,610 81,090 72,850 
판교 kg - 0 -

기타

평택 kg 71,610 25,640 73,610 
원주 kg 37,000 35,690 19,190 
익산 kg - 0 -
판교 kg 505,610 493,400 467,620 

합계 kg 18,122,920 17,129,010 7,662,100 

전∙사업장∙수질오염물질∙배출내역

구분 사업장명 단위 2018 2019 2020

COD

평택 kg 910 665 657 

원주 kg 286 135 84 

익산 kg 1,531 1,514 1,380 

합계 kg 2,727 2,314 2,121

BOD

평택 kg 504 442 489 

원주 kg 49 36 36 

익산 kg 510 504 490 

합계 kg 1,063 982 1,015

SS

평택 kg 260 193 251 

원주 kg 200 395 201 

익산 kg 510 504 498 

합계 kg 970 1,092 950 

합계 kg 4,760 4,388 4,086

폐기물∙재활용량∙및∙재활용율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재활용량 kg 16,267,220 15,681,680 6,451,830 
재활용률 % 89.76 91.15 84.20

전∙사업장∙용수∙사용량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상수 m3 360,891 354,778 299,441
지하수 m3 156,503 161,182 119,025
지표수(호수, 강 등) m3 0 0 0
조직이 직접수거하고 저장한 우수 m3 0 0 0
다른 조직의 폐수 m3 0 0 0
공업용수 m3 148,840 92,178 72,677
합계 m3 666,234 608,138 491,144

전∙사업장∙폐수∙배출량

사업장명 단위 2018 2019 2020
평택 m3 141,510 113,234 109,801
원주 m3 28,583 26,687 22,623 
익산 m3 102,105 100,936 89,003 
합계 m3 272,198 240,857 221,427

산업안전보건*∙성과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산업재해율 % 0.09 0.18 0.18

질병재해율 % 0 0 0

강도율 - 0.12 0.17 0.18

사망사고수 명 0 1 0

종합재해지수 - 0.3 0.45 0.45

안전교육이수자 명 2,690 2,594 3,088

산업안전규제 
위반 건수 및 벌금액

건 0 0 1

천 원 0 0 2,000

*사고유형: 충돌, 협착 무리 등

환경법규∙위반∙건수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환경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녹색구매액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백만 원  1,585 203 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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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지역별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20

총 임직원 수 명      11,764

통상 근로자

판교

명

     1,478 
평택      1,005 
원주        933 
익산        432 
국내 기타        112 
중국      2,270 
미국      1,127 
인도      2,767 
독일        128 
터키           2 
폴란드        600 
일본           2 
인도네시아           4 
브라질        132 
멕시코        410 

기간제 근로자

판교

명

         38 
평택           7 
원주           9 
익산           4 
국내 기타           3 
중국          31 
미국        107 
인도           8 
독일           2 
터키            - 
폴란드          49 
일본           1 
인도네시아           1 
브라질           6 
멕시코          41 

파견직
한국

명
55

해외 0

채용 및 퇴사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신규 채용 인원 명 204 115 98

이직 및 
퇴사자 수

여성 명 16 5 6

남성 명 80 68 65

*한국 사업장 기준

임직원 다양성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여성 및 장애인(취약계층) 직원 수 및 비율*
명 384 386 354

% 9 9 9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수** 명 45 56 80

여성임원 수 명 0 0 1

여성관리자 비율 % 3 4 2

*기준:연도별12.31기준 총원(비상임고문,사외이사,실습생,산학장학생 제외)
**파트 리더 이상 직책자(파트 리더,팀장,실장 등)

OVERVIEW

CEO메시지
회사소개
사업소개
Global Network

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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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 : 품질경영
TOPIC 3 : 환경 친화 경영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대성 평가

FACT BOOK

경제
사업 성과
고객
공급망

환경 안전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영향 관리
안전보건

사회
인권
임직원
사회공헌

APPENDIX

ESG Data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TCFD Index·연혁
수상 내역·가입 협회
제3자 검증보고서

구분 단위 2020
총 임직원 수 명      11,764

통상 근로자
국내

여성

명

       225 
남성      3,735 

해외
여성      1,441 
남성      6,001 

기간제 근로자
국내

여성

명

         33 
남성          28 

해외
여성          71 
남성        175 

파견직
국내

여성

명

          38 
남성          17 

해외
여성        - 
남성 -

성별 임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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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성과평가 대상 인원 명 2,238 2,197 2,212
성과평가 대상 여성 비율 % 7 7 7

임직원 보수

구분 단위 2020
여성 평균 기본급 백만 원 3 
남성 평균 기본급 백만 원 4 
남성 평균 기본급 대비 여성 평균 기본급 % 75

※ 기준 : 20년 12월 기준 전사 평균 기본급(임원, 역주재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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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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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성과
SDGs Commitment
UNGC Commitment

MATERIAL TOPICS

TOPIC 1 : 미래기술 확보
TOPIC 2 : 품질경영
TOPIC 3 : 환경 친화 경영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대성 평가

FACT BOOK

경제
사업 성과
고객
공급망

환경 안전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영향 관리
안전보건

사회
인권
임직원
사회공헌

APPENDIX

ESG Data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TCFD Index·연혁
수상 내역·가입 협회
제3자 검증보고서

복리후생*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출산휴가 사용자 명 121 121 101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무자
남성 명 1,087 1,004 1,116
여성 명 40 34 31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명 9 10 17
여성 명 12 13 11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비율)

남성 명(%) 6(86) 5(71) 14(93)
여성 명(%) 9(82) 9(90) 9(90)

유연근무제 총 사용자 명      2,336      2,231      2,215 

*정규직 기준 (단, 본 표에 언급된 지원제도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없음.)      **해당 연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인원((실제 복직자·복직 예정자)*100)

임직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임직원 1인당 교육 이수시간 시간 40 43          26 
임직원 총 교육비 백만 원 6,013 5,258      6,199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15,033 16,166    11,593 

사내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분 단위 판교 평택 원주
정원 명 80 16          15 
원아수 명 63 1 12
교직원 수 명 19 3 6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구분 단위 2019 2020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건수 및 벌금액
건 0 0

원 0 0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 및 벌금액
건 0 0

원 0 0

사회공헌 성과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참여자 수 명 1,652 1,607 1,274

총 자원봉사 시간 시간 11,062 9,952.2  5,883

사회공헌 지원액 백만 원 727 688 725

정보보안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정보보안 관련 교육 횟수 수 13  8 10 

정보보안 관련 교육 이수자 수 명 2,592 2,550   2,290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제기된 불만 건수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외부 당사자가 제기하고 조직 내부에서 입증된 불만사항 건 0 0 0

입증된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건 0 0 0

인권 관련 교육 이수자 수 및 교육 시간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인권 관련 교육 이수자 수 명 2,311 2,282 2,235

인권 관련 교육 이수자 비율 % 100 100 100

노동자합 가입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노동조합 가입인원 명 1,978 1,713

노동조합 가입률 % 46.4 42.0

부패 발생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부패 발생 건수 건 0 0 0

부패로 인한 징계 또는 해고된 건수 건 0 0 0

부패로 인해 해지·미갱신된 계약 건수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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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GRI Standard 지표명 페이지 검증
GRI 102: 일반표준공개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4 ●

102-2 주요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5-6 ●

102-3 본사 소재지 4 ●

102-4 사업장의 위치 4,7 ●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25 ●

102-6 대상 시장 7,35 ●

102-7 조직 규모 7 ●

102-8 임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보 58 ●

102-9 공급망 36 ●

102-10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 및 공급망 주요 변화 36-37 ●

102-11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방법 17, 28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1 ●

102-13 협회 멤버십 현황 63 ●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3 ●

윤리성과 청렴성
102-16 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4 ●

102-17 윤리 관련 자문 및 우려에 대한 매커니즘 26 ●

이해관계자 
참여

102-18 조직의 지배구조 24,25 ●

102-40 이해관계자 목록 30 ●

102-41 단체 협약 49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기준 30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30 ●

102-44 이해관계자 주요이슈 30 ●

보고 관행

102-45 보고 조직의 구조(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2 ●

102-46 보고내용 및 보고 범위 적용 방법 2 ●

102-47 중요 이슈 목록 31 ●

102-47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2 ●

102-47 중요 이슈 및 범위 관점에서 발생한 변화 2 ●

102-47 보고 기간 2 ●

102-47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2 ●

102-47 보고 주기 2 ●

102-47 보고서 문의 연락처 2 ●

102-47 GRI 스탠더드 적용 옵션 2 ●

102-47 GRI 인덱스 60-61 ●

102-56 외부 검증 64 ●

GRI Standard 지표명 페이지 검증
Topic: 1 : 제품 혁신 및 고객 안전·보건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13-15 ●

R&D 및 기술투자
203-1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제공 13 ●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효과 15 ●

Topic: 2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55
●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

Topic: 3 : 책임 있는 폐수 및 폐기물 관리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40~41 ●

용수 및 폐수

303-1 공유원으로서의 용수(기업 활동, 제품, 서비스 등에 의한 용수 관련 영향, 
물 스트레스 등의 정보) 41 ●

303-2 용수 방류 관련 영향에 대한 관리 41 ●

303-3 취수원 57 ●

303-4 용수 배출 57 ●

303-5 용수 소비 57 ●

폐기물

306-1 폐기물 발생 및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40 ●

306-2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40 ●

306-3 폐기물 발생량 56 ●

306-4 폐기물 전환(재사용, 재활용 등) 56 ●

306-5 폐기물 처리방법(소각, 매립 등) 56 ●

Topic: 4 : 윤리성 및 청렴성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26

●

윤리성과 청렴성
102-16 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

102-17 윤리 관련 자문 및 우려에 대한 매커니즘 ●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

Topic: 5 : 임직원 역량 교육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46 ●

훈련 및 교육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57 ●

404-2 직원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지원 프로그램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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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대성 평가

FACT BOOK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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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공급망

환경 안전
기후변화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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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APPENDIX

ESG Data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TCFD Index·연혁
수상 내역·가입 협회
제3자 검증보고서

중대성평가결과에 따른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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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지표명 페이지 검증
Topic: 6 : 기후변화 대응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20 ●

경제 성과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21-22 ●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56 ●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39 ●

감축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39,56 ●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39,56 ●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3) 39,56 ●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39 ●

Topic: 7 : 안전한 작업환경 및 임직원 건강 관리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42 ●

산업안전보건

403-1 안전보건 관리 체계 42 ●

403-2 위험 발굴, 리스크 평가, 사건 조사 42 ●

403-3 사업장 보건 서비스 43 ●

403-4 사업장 안전 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상담 및 소통 43 ●

403-5 근로자 산업 안전보건 교육 43 ●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43 ●

403-7 사업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42 ●

403-9 업무 관련 상해 57 ●

Topic: 8 : 아동노동 금지 및 인권 보호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44-45 ●

고용
401-2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59 ●

401-3 육아휴직 59 ●

노사관계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59 ●

아동 노동 408-1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45 ●

GRI Standard 지표명 페이지 검증
Topic: 9 : 이해관계자 소통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30 ●

조직 프로필 102-13 협회 멤버십 현황 64 ●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목록 30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30 ●

102-44 이해관계자 주요이슈 30 ●

Topic: 10 :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2, 3 중대토픽 및 경계,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평가 35 ●

공급업체 환경 평가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35 ●

공급업체 사회적 평가 414-1 사회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35,36 ●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17,18 ●

고객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관련 제기된 불만 건수 59 ●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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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TCFD Index

토픽 Code 항목 참고 페이지

에너지 관리 TR-AP-130a.1 (1) 에너지 총 소비량 (2) 전력 그리드 비율 (3) 재생 가능 비율 56

폐기물 관리  TR-AP-150a.1 (1) 제조과정에서의 총 폐기물양 (2) 위험 비율 (3) 재활용 비율 40

경쟁 행태 TR-AP-520a.1 반경쟁행위 규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른 총 금전적 손실액 59

자원조달 TR-AP-440a.1 핵심자원 및 경쟁자원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관리 논의 36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Auto Parts Industry)

TCFD 권고안 참고 페이지

지배구조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 활동 설명 

25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전략

a) 단기, 중기 및 장기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설명 

22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c) 2℃ 이하 시나리오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 전략의 유연성 설명 

위험관리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설명 

21~22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설명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에 통합되는 
방법 설명

지표와 
감축목표

a)  조직이 경영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20

b) Scope 1, 2 및 Scope 3(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위험 공개 
38~39

c)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와 목표 대비 성과 설명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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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구분 년도 항목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효시
(1962~1999)

1962 현대양행 창립
1989 스웨덴 윈터테스트 센터 설립
1996 MCA(Mando America Corporation) 설립 (미국 생산법인)

1997
MAIL(Mando India Limited) 설립 (인도 생산법인)
MMT(Maysan Mando Turkey) 설립 (터키 생산법인)

1999 (주)만도로 신회사 출범

신규  투자 확대 및 
세계 속의 만도
(2000~2007)

2002 MSC(Mando Suzhou China) 설립 (중국 소주 생산법인)

2003
MBC(Mando Beijing China) 설립 (중국 북경 생산법인)
MRC(Mando R&D center China) 설립 (중국 북경 연구소)

2004 MTC(Mando Tianjin China) 설립  (중국 천진 생산법인)
2005 MSI(Mando Softtech India) 설립 (인도 연구소)
2007 만도(북경)무역유한공사 설립 (중국 북경 영업법인)
2008 독일 헬라사와 합작사,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설립

지속 성장기업으로의 도약
(2008~현재)

2010 MCE(Mando Corporation Europe) 설립 (유럽 생산법인)
2010 MCB(Mando Corporation Brazil) 설립 (브라질 생산법인)
2010 2010년 대한민국 100대 기술로 선정 - ABS·TCS
2010 2010년 국가녹색기술대상 수상 - 친환경 모터구동 조향장치
2011 MCP(Mando Corporation Poland) 설립 (폴란드 생산법인)
2011 독일 브로제사와 자동차 부품 합작사 설립
2012 판교 Global R&D Center 준공
2012 (주)만도차이나홀딩스 설립
2012 MNC(Mando Ningbo Automotive Parts) 설립 (중국 닝보 생산법인)
2013 Halla Mechatronics 설립 (미국 연구소)
2014 세계 최초 ARC(Active Retraction Caliper, 능동형 캘리퍼) 독자 개발
2015 MCM(Mando Corporation Mexico) 설립 (멕시코 생산법인)
2015 MCC(Mando Chongqing China) 설립 (중국 중경 생산법인)
2016 2016년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 수상
2017 MISV(Mando Innovations Silicon Valley) 사무소 설립

2018
만도 통합전자브레이크(IDB) 최초 양산
만도 모빌리티 Tech UP+(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실시

2019
신사업 개발조직 신설 (WG Campus)
Hockey, Level 4 자율주행 시험운행 실시

2020
전자제어 조향장치(SBW) 세계 최초 양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MMSP 오픈

2021
자율주행 전장부품 전문기업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MHE) 인수
SW Campus 조직 출범, 디지털 전환 혁신성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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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2020.01-2021.01)

일시 수상내용

2020.01. 만도 자율주행 영상, '2019 앤어워드' 그랑프리와 '2019 서울영상광고제’ 파이널리스트 수상

2020.06. 만도, 2020년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0.09. 만도, 원주시 사회공헌장 수상자 선정

2020.10. 자율주행기술 STO, 포드 브랜드필러상 수상

2020.12. 2020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2020.12. 2020 ICT특허경영대상 최고상 수상

2021.01.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 혁신상 수상

2021.01. 2020 국가브랜드대상, 자동차부품부문 10년 연속 대상 수상

가입 협회

기관명 가입목적

AUTOSAR Association Partnership 자동차 신기술동향 입수 및 경쟁사 대응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관련 인적 교류 및 학술대회를 통한 기술 발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술 개발 기획 및 전략 수립 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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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 관세 등 무역정보 획득 및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업 및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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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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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전자·ICT 기술관련 특허정보 입수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IP경쟁력 향상 도모

UNGC 한국협회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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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보고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1에 위치한 만도 Sustainable Value & Relations팀을 방문하여 만도가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가 GRI Content Index를 통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관찰사항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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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성
만도는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 뿐 아니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들과 연관된 핵심성과지표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문의사항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추어 있습니다.

영향성
만도는 조직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측
정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검증 범위인 국내 사업장 관련 보고 지표들에 대한 만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IEC 17021의 인정 요구사항(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
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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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도
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만도에 본 검증심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자: 2021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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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LR)은 만도 주식회사 (이하 “만도”)로부터 ‘2020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
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AA1000AS v3를 활용하여 Moderate Level로 수행되었으며, 범위는 Type 2이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만도의 2020년도분 국내 사업장의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원칙 , 즉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및 영향성 원칙의 준수 평가
• 보고서가 GRI 표준(Core Option)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 하기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 GRI 200(경제): GRI 201-2, GRI 203-1, GRI 203-2, GRI 205-2
• GRI 300(환경): GRI 302-1, GRI 302-4, GRI 303-1, GRI 303-2, GRI 303-3, GRI 303-4, GRI 303-5, GRI 305-1, GRI 305-2, GRI 306-1, GRI 306-2, 
                            GRI 306-3, GRI 306-4, GRI 306-5, GRI 308-1
• GRI 400(사회): GRI 401-2, GRI 401-3, GRI 402-1, GRI 403-1, GRI 403-2, GRI 403-3, GRI 403-4, GRI 403-5, GRI 403-6, GRI 403-7, GRI 403-9, 
                            GRI 404-1, GRI 404-2, GRI 405-1, GRI 408-1, GRI 414-1, GRI 416-1, GRI 418-1, GRI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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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보고서 내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서 발간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만도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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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기 보다는 취
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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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만도의 접근법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서 및 관련 기
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 중요 이슈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만도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도의 보고서와 타사
의 보고서를 대조하여 해당 산업계의 특정 이슈들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도가 이 중요 이슈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만도의 비즈니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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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
여 데이터 처리 절차, 지침 및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데이터를 취합ㆍ편집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1)https://www.accountability.org2)https://www.globalreporting.org

임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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