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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21년은 기아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브랜드로서의 도약을 선언한 뜻 깊은 해입니

다. 기아는 사명과 로고, 차명과 디자인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0년, COVID-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아는 지

속적인 상품과 품질 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시장

에서 K5, 쏘렌토, 카니발 등 신차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고, 텔루라

이드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2020 세계 올해의 차(World Ca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등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신차품질

조사(IQS)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 1위를 달성하

며 세계 최고의 품질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아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확대 개편, 실

질적인 전사 체질개선을 위한 ESG실무협의회 시행 등 지속가능경

영 체계를 정비하여 비재무적 성과 창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

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탄소정보공개(CDP)에서 자동차 업계 최초로 기후변화/수자원 부문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1년은 각국의 친환경 정책 강

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변화 등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아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시장 변화에 기

민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퍼스트무버

(First MOVER)’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업 추진

특히, 기아는 선제적 EV전환과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글로벌 자

동차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첫 전용 전기

차 EV6의 성공적 론칭으로 EV시장 주도권을 확보하여 EV Tier-1 브

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목적 기반 차량(PBV) 시장에 고객 맞

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모빌리

티 분야에서는 공공부문과 연계한 EV 기반 구독 및 셰어링 서비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자율주행, 수소, UAM 등 미래 핵심사업 투자로 비즈

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기아

기아는 최고의 고객가치 창출을 경영활동의 목표로 삼고 고객의 신뢰

를 높여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 관점의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과 환경을 모든 사업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도 보다 창의적이고 민첩하게 진행하여 고객 중심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보고서, ESG 스페셜리

포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ESG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이해관계자 대상

으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

기아는 UN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지

지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아는 비즈니스 지향점에 

맞춰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환경’과 ‘이동’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라이트 프

로젝트’, ‘초록여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전시켜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나아가, 탄소중립 전략 및 이행 방안

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상생을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

장서고자 하는 기아의 도전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기아 대표이사 사장 송 호 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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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S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다

COVID-19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는 크게 

위축된 반면,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을 기반으로 친환경·저

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며 EV(Electric Vehicle)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시장 역시 내연기관에서 전

기차로, 단기에서 중단기 공유로, B2C(고객)에서 B2B(기업), 

B2G(공공부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발표한 미래 전략 ‘Plan S’를 

재점검하고, 3대 핵심사업의 실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였습

니다.

Special Features

3대
핵심사업

EV PBV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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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전용 전기차 EV6 출시를 

시작으로 2026년 EV Full Line-up을  

구축하고, 2030년에 EV 92만 대 판매 

를 달성하여 EV Tier-1 브랜드로 도약

하겠습니다. 

*  EV: Electric Vehicle 
PBV: Purpose-built Vehicle

2022년 기아 최초 PBV 모델인 모빌

리티향(向) PBV를 출시하고, 2030년 

에는 글로벌 판매 100만 대를 달성하

여 PBV 시장의 글로벌 No.1으로 성장

하겠습니다.

기아는 일반 고객뿐 아니라 공공부문 

및 기업까지 모빌리티 고객군을 확대

하고 기간별 수요에 대응하여 차별화

된 경험과 최적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V Tier-1 브랜드 PBV 시장 글로벌 No.1 모빌리티 사업 확대

EV
전기차 대중화

PBV
다양한 목적 기반 차량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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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rategy 

Special Features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다 

2021년 1월 기아는 새로운 브랜드와 로고를 공개하며 미래 사업

과 고객 가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EV 전

환, PBV 역량 강화,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구체화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

습니다. 기아로의 사명 변경을 포함해 로고, 브랜드, 디자인을 아

우르는 변화를 ‘기아 트랜스포메이션(Kia transformation)’이라 

명명하고 담대한 혁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06Kia Sustainability Magazine 2021 

CEO Message     Special Features     Kia Around the World

Introduction       Magazine: First MOVER       Fact Book: Responsibility       Appendix



기아로의 사명 변경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서 벗어나 혁신적인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삶

에 영감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회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로고는 기아의 브랜드 철학과 미

션,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비전과 자신감을 표현하

며, 새로운 브랜드 철학과 미션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지켜 나

가야 할 기아의 존재 이유,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가 담

겨 있습니다. 

기아 트랜스포메이션은 고객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영감

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는 기아의 존재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고객’입니다.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Movement that inspires’는 기아가 궁극적으

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표현합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공간 등 고객 접점의 모든 요소들을 바꿔 나

가고 있습니다. 고객은 K8, EV6를 통해 달라진 기아 브랜드를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아 최초의 전용 전

기차 EV6는 제조 공정과 소재 등 미세한 부분까지 친환경성을 

지향했습니다. 판매 공간 또한 자동차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목

적에서 탈피하여 미래 리테일과 고객의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경험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국

내 동탄역지점을 시작으로 새로운 기아 브랜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아는 미래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

티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고객의 니

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아 전용 EV에 그룹의 플랫폼 기술과 

자율주행 역량을 반영하고 구매 후에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진보된 커넥티비티와 OTA(Over the air) 기반의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지

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재 뿐 아니라 제조 

공정 등도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략, 사업 기능, 조직문화 등 전사적 활동 또한 브랜드를 중심

으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개

개인이 기아 브랜드를 믿고 지지하며 이를 일상 업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 내재화 활동을 추진하고 고객의 니

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Agile) 유연하며

(Flexible) 수평적인(Horizontal) 기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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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이 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탄소중립 목표 수립 선언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TCFD 지지선언 및 관련 재무정

보 공시,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

응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hange 

Special Features
CDP 기후변화 부문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Leadership A 

등급을 받고, 2년 연속 ‘탄소 경영 아너스 클럽’에 등재되었습니다. 특

히 2020년 처음으로 참여한 수자원 부문에서 Leadership A 등급과 

함께 자동차업계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환경관리 수준과 선

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영국의 비영리기관인 CDP는 주요 상장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 관련 정보  
공개 요구 및 대응성과 분석에 기반하여 등급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CDP 평가 대응

(수자원, 기후변화 부문)

Leadership

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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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2020년 12월 TCFD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ESG 스페셜리포트 발간을 통해 TCFD 권고안 기반의 첫 기후변

화 관련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목표를 포함한 4개 영역에 대한 기후변화 정보를 매년 수집 및 

관리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창설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업이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발표함

TCFD 지지 선언 및 정보 공시

TCFD
지지 선언

NET-ZERO
전략 수립

탄소중립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밸류체인에 걸친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의 2021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아는 탄소중립을 위한 평가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

고 있으며 RE100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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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1944년 설립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세계 시장에서 평균 270만 대 이상을 판매해왔으며 2021년 5월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5천만 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J.D.Power 신차품질조사에서 전체 브랜드 1위, 일반 브랜드 6년 연속 1위 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역량 고도화 및 차세대 핵심 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

326

10

36

20

21
19

12
11 14

13

31

2

9

16

18

17
15

Global Network (사업장 생산대수 기준: 연산규모)

● 권역본부 1 북미 미국 어바인
2 유럽 독일 프랑크푸르트
3 러시아 러시아 모스크바
4 중남미 미국 마이애미
5 아·중동 UAE 두바이
6 아·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판매·정비 국내 판매
부문

• 18개 본부
•  331개 직영 판매지점
• 377개 대리점
• 9개 출고센터

서비스
부문

• 18개 직영 서비스센터
• 238개 종합서비스
• 554개 전문서비스

해외 판매
부문

• 17개 판매법인
• 164개 대리점
• 4,694개 딜러

판매
법인

7 미국 13 이탈리아 19 벨기에
8 캐나다 14 오스트리아 20 스웨덴
9 독일 15 헝가리 21 네덜란드
10 영국 16 체코 22 호주
11 스페인 17 슬로바키아 23 뉴질랜드
12 프랑스 18 폴란드 ● 본사 3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 생산 국내 24 • AutoLand광명(32만 대)
• AutoLand화성(55만 대)
• AutoLand광주(49만 대)
• 위탁(20만 대)

해외 25 중국 염성공장(옌청 소재, 75만 대)

26 슬로바키아 공장(질리나 소재, 33만 대)

27 미국 조지아 공장(조지아 소재, 34만 대)

28 멕시코 공장(뻬스께리아 소재, 40만 대)

29 인도 공장(안드라프라데시 소재, 30만 대)

● 연구개발 국내 • 현대자동차그룹 기술연구소(경기도 화성)
• 환경기술연구소(경기도 용인)
• 의왕기술연구소(경기도 의왕)

해외 기술연구소와 디자인센터

기술
연구소

30  미국 디트로이트, 치노, 어바인, CPG
31 유럽 뤼셀스하임, 뉘르부르크링
32 일본 요코하마
33 중국 옌타이
34 인도 하이데라바드

디자인
센터

35 미국 어바인
36 유럽 프랑크푸르트

* 본 페이지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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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Up of Kia
승용차

모닝(Picanto), 레이(Ray), 리오(Rio), 
페가스(Pegas), K3(Forte/Cerato), 씨드(Ceed), 
K4, K5, 스팅어(Stinger), K8(K7 후속), K9

RV(Recreational Vehicle)

KX1, 쏘넷(Sonet), 스토닉(Stonic), 쏘울(Soul), 
KX3, 셀토스(Seltos), 스포티지(Sportage), 
엑씨드(XCeed), KX5, KX7, 쏘렌토(Sorento), 
모하비(Mohave), 카니발(Carnival), 
텔루라이드(Telluride)

친환경차

• 하이브리드
K5, K8, 니로(Niro), 쏘렌토(Sorento)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3, K5, 씨드(Ceed), 니로(Niro), 
엑씨드(XCeed)

• 전기차
K3, 쏘울(Soul), 니로(Niro), EV6, KX3, 봉고3

상용차

봉고3(K2500/K2700), 그랜버드

CKD(Complete Knock Down)

자동차 부분품(엔진 등)

7

28

27

830

4

35

1

22

23

6

32

34

29

37

33

25
24

주요성과

*  본 페이지의 성과 및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임

59.2조

매출액

51,899명

임직원 국내외 합계

266.2만 대

판매대수

CKD 포함

210,463대

친환경차 판매대수

HEV 117,162 대
PHEV 39,208 대
EV 54,093 대

1위

신차품질

J.D.Power ‘2020 미국 신차품질
조사(IQS) 전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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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류는 이동을 통해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이동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고
인류는 더 나은 곳에 정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왔습니다.
기아는 7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를 연결하며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아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삶에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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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혁신적인 기술로 
앞서가다

Innovation

기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Recognition

기아,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다

Symmetry

기아, 
사람과의 신뢰를 
구축하다

Trust

기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다

MOVER
기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다

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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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할 기아의 EV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에 따라 2026년의 EV수요는 2020년 대비 7.4% 증가한 1,060만  

대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아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6년  

58만 대, 2030년 92만 대의 EV 판매량을 달성해 글로벌 EV Tier-1 브랜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EV Full Line-up 구축, EV 전용 E-GMP 플랫폼 및 신기술 적용, EV 충전 인프라 확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

니다.

Fundamental

기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다

3대
핵심사업

EV PBV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EV
전기차 대중화

PBV
다양한 목적 기반 차량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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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Full Line-up 구축

기아는 2026년까지 11개 차종의 EV Full Line-up을 구축할 계

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기존 내연기관(ICE) 차종 기반의 파생 

EV로 대응해 왔으나, 2021년 첫 전용 전기차 EV6 출시를 시작으

로 E-GMP 플랫폼 기반의 전용 EV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전용 EV 7개 차종, 파생 EV 4개 차종을 운영하고, 

SUV와 MPV까지 세그먼트를 확장하여 주요 세그먼트를 아우르

는 Full EV Line-up을 구축하겠습니다.

  EV 전용 E-GMP 플랫폼 및 신기술 적용

기아의 전용 EV에는 전용 플랫폼 E-GMP 기술을 적용하여 항속 

거리 증대, 주행성능 혁신과 함께 공간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 출시되는 EV6에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 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이 전기차 최초로 탑재되며, 

2023년에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 

을 적용한 전용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AVNT 

(Audio, Video, Navigation, Telecommunication)를 확대 적용

하고, 향후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의 무선 업데이트

(Over the Air, OTA)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 이후

부터는 제어기 OTA 업데이트를 본격 전개하며, 기아의 전용 EV를 

매일 진화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구현하겠습니다.

  EV 충전 인프라 확대

EV판매 가속화와 대중화를 위해 그룹사 차원의 EV 충전 인프라 투자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충전 브랜드 E-pit 공개를 시작으로 초

고속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120기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2025년까지 전기차 110만 대 이상을 

보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도심 초고

속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

외에서도 전략적 제휴 및 공동 투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

획입니다. 나아가 전기차 전담 정비 인프라 확충, 충전 생태계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해 충전 인프라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하는 PBV

PBV(Purpose-built Vehicle, 목적 기반 차량)에는 기아의 고객

지향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Upper body를 다양화하는 PBV 사업을 통해 모든 고객군의 니즈

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PBV 시장 조기 대응

기아는 기존 차량을 활용하여 PBV 시장에의 조기 진출을 도모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출시 예정인 기아 최초 PBV 모델인 모빌리

티 전용모델을 시작으로 화물적재에 특화된 물류향 PBV, 차박 및 

레저에 특화된 리테일향 PBV 출시 등 다양한 고객군의 니즈에 부

합하는 최적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PBV 개발역량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COVID-19 팬데믹과 함께 급성장 중인 이커머스 

시장과 초소형 무인 자율주행 배송 시장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

하도록 국내·외 다양한 B2B 고객사와의 PBV 실증사업 협력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PBV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는 2024년부터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독자 플랫폼 개발을 통

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

으로 다양한 외부 업체와의 협력 하에 PBV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독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의 전용 PBV를 출시할 계획입니

다. 또한 6인승 이하 라이드헤일링 및 로보택시, 소형 물류 등 다양

한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eS플랫폼은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 역량을 내재화 할 예정입니다.

  상품 고도화 및 솔루션 경쟁력 강화

PBV 고객의 초기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배터리 리스/교환 서비스, 

차량 데이터 기반의 FMS(운행/관제/예방정비), 충전 서비스 등 다

양한 PBV 솔루션·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별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

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아는 그룹사 차원의 자원 뿐

만 아니라, 영역별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독자적 PBV 생태

계를 구축하고, 내재화 한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E-GMP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의 실내공간

PBV, 고객 맞춤 도심형 친환경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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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중심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기아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EV전환

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핵심 역량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아 사업 내 수소 상용화는 군용을 포함한 특수차량 분야부터 

이후 MPV/SUV로 적용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나아가 그룹 차

원의 Global One Platform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Clean Mobility 생태계

의 구축을 통해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로 도약하겠습니다.

  서비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해외 B2C 영역에서 도심별 환경 규제를 충족하고, 점유형 모빌

리티 시장에서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습니다. 해외 카

셰어링 서비스 ‘WiBLE’은 2020년 2월 스페인 최대 카헤이링 업

체인 ‘Cabify’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단기 렌트 서비스 ‘WiBLE 

MáS’를 런칭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에서 딜러 네트워크 기반 차량 대여 서비스 ‘KiaMobility’를 시범 

런칭했으며, 2021년 유럽 3개국에서 추가 런칭할 예정입니다.

  EV전환 수요 대응을 위한 EV Total Solution 서비스 런칭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빠르게 성장 중인 B2G와 B2B의 EV

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아는 지자체와의 ‘친환경 미래차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EV Total Solution ‘위블 비즈(wible 

BIZ)’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위블 비즈는 공공부문이나 기

업이 전기차를 구독하여 업무시간 동안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

는 개인이 출퇴근 또는 레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

과 공유가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공공부문과 기업은 위블 비즈

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맞춤형 차량 관

리, 애플리케이션, IT 솔루션을 통해 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습니다. 기아는 위블 비즈 사업을 다양한 부문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유구독 위블 비즈

위블 비즈 서비스

WiBL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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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구독서비스 런칭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렌

터카 사업과 구독서비스인 Kia Flex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ia 

Flex는 비대면 전용 앱으로 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기간만큼 자

유롭게 이용하는 자동차 구독서비스입니다. 런칭 이후 지속적으

로 운영 차종을 확대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량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EV6 출시와 연계하여 더 많은 

고객이 EV6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기차 구독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lobal One Platform 구축

기아는 그룹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사업 전

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역량인 ‘디지

털 자산’ 내재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Global One Platform을 

추구합니다. Global One Platform은 다양한 개별 서비스의 조

합 전개와 함께 통합적 관점의 사업 관리와 사업 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아는 딜러 연계 모빌

리티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Global One 

Platform을 도입하여 그룹 전반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으

로 Sixt Leasing을 인수하여 서비스 사업 및 플랫폼 역량을 확보

했습니다. 기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Sixt Leasing이 제공하

는 구독서비스를 런칭하여 고객 니즈에 대응하고 차량 판매 채

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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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집합체, 자율주행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의 선도적 제공을 목표로, 레벨 0~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차종에 양산 적용하여 전세계

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레벨 4, 5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기아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혁신적인 
기술로 앞서가다

Innovation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 예방

운전자 과실 90%
기타 10%

교통 혼잡 비용감소 
(GDP의 2.13%)

연간 33조 4,000억 원
(2019년 기준)

여가시간 증대 및 
교통 약자의 이동성 개선
시간증대 및 이동성 개선

연비 개선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
개인별 연비 차이  
20~40%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

18Kia Sustainability Magazine 2021 Introduction       Magazine: First MOVER       Fact Book: Responsibility       Appendix

Fundamental     Innovation     Recognition     Symmetry     Trust     MOVER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드맵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은 정교하

고 복잡한 수십 개의 첨단기술을 통합해 구현되는 집약적인 기

술입니다. 각각의 기술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라고 통칭하며, 기아는 ADAS 

기능 적용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통합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2017년 레벨 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
능을 양산하였고,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55km/h까지

는 자동으로 주행하는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2023년경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인 적용과 테스트를 거쳐 

2021년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준비

를 마치고, 2022년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착수 및 2024년 이후 

서비스 상용화 예정이며, 2030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고

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추진 업무 2020~2021년 2022~2023년 2024~2025년 2026년~

• HDP 성능육성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본선

•  OTA를 통한 기능 업데이트 
-  작동 속도 상향 및 자동 차로 변경 
-  작동 구간 확대

고속도로 
자율주행 개발Lv 3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개발

•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 적용
• 교통 신호 연동기능 적용

• 강남 내 시범서비스 착수

로보택시Lv 4 로보택시 시범운행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로보택시 시범서비스

HDP 기능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크게 ‘주행 안전, 주행 편의, 주차 안전, 주

차 편의’ 4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주행 안전 측면에서는 차량, 오

토바이, 자전거, 보행자까지 인식대상을 확대하고, 전측방, 측방, 

후측방까지 인식방향을 확대한 ‘전방 충돌방지 보조 2’ 기능을 개

발하여 2023년경 양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행 편의 측면에서는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고 곡선

로에서도 차로를 따라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레벨 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양산하였고, 그 기능을 고도화하

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지 않아도 55km/h까지는 

자동으로 주행하는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2023년 양산할 예정이고, 추후 변경될 규제에 따라 최고 속도를 

130km/h으로 늘리고, 자동 차로변경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 안전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을 360도로 보여주는 것에서 나

아가 3D 뷰와 같은 다양한 뷰 모드를 적용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을 양산하였으며, 그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및 초음파센서로 인식한 장애물을 바탕으로 충돌 위험이 있을 경

우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을 

전방, 측방 그리고 보행자와 일반 장애물까지 인식대상을 확대해 

2023년 양산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예

정입니다.

주차 편의 측면에서는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주차 구획선과 주변

의 주행 가능한 공간까지 인식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정확하

고 빠르게 주차를 수행해주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기능을 개

발하여 2023년 양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주행 안전

주행 편의

주차 안전

주차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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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할 수 있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

했습니다. 고객들은 한층 향상된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 명령을 기

반으로 차량 관리 및 매뉴얼 정보를 습득하고 차량 시스템 및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사용자가 더 쉽게 소통하며 자동차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혁신기술 투자 및 연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기아는 2025년

까지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래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역

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를 기반으로 모빌

리티, 전동화, 자율주행, UAM, 로보틱스, FINTECH 등 핵심미래기

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실

현하겠습니다.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 UAM

전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성장함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

동 효율성 저하와 함께 물류 운송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급증이 현

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룹 차원의 연구를 통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

빌리티)이라는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개인용 비행체 PAV(Personal Air Vehicle)와 화물 운송용 

무인 항공기 Cargo UAS(Unmanned Aerial System)를 활용하

여 하늘을 통한 도심 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PAV를 통해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 가능하며, 

Cargo UAS는 기존의 인프라로 충족하기 어려웠던 중형급 화물의 

중단거리 수송에 활용되어 도심 물류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

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아는 UAM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항공과 지

상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커넥티드 카

초연결·초지능 시대에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스마트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기아는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일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발돋움하

겠습니다.

  모빌리티의 경계를 없애다, 커넥티드 카 기술

자율주행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술이라면, 커넥티드(Connected)

는 삶에 여유와 풍요를 더해주는 기술입니다. 기아가 개발 중인 커넥

티드 카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통해 차량을 제

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집, 병원 등의 외부 사물과 연결하

는 서비스입니다. 기아는 남양연구소 내 소프트웨어, 사운드, 음성인

식, UX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고객의 사용성에 기반한 커넥티드 

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공·처리 

가능한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 ccOS와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플랫폼 ccSP를 자체 개발하며, 엔비디

아, 바이두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향후 모든 차량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다, 인포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는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

성어로, 탑승자에게 주행에 필요한 정보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

공하는 차량 내 환경을 통칭합니다. 기아는 출발부터 목적지 도착

까지 운전의 전 여정에서 사용자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차량 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

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실시간 날씨/시간/속도 연동 클러스터 테

마가 적용되어 실제 풍경의 맑은 하늘, 노을 등을 그래픽으로 보여

주는 기아의 K5 클러스터 다이내믹 UX는 2021 독일 디자인 어워

드의 ‘인터랙티브 사용자 경험’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자동차, AI 음성인식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고도화되면서, 음성인식 기능이 자동

차의 강력한 인터페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성은 주행 중에도 

여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 안전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의 개인화에 기여합니다. 기아는 그룹 차원의 연구를 통해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 편리하게 제

K5 클러스터 다이내믹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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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따뜻한 기술, 로보틱스

사람의 상하체 움직임에 필요한 근력을 보조하는 산업용 외골격 로

봇은 자동차 생산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하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

록 그룹사 차원에서 조끼형 외골격 로봇 VEX(Vest EXoskeleton)

를 개발했습니다. VEX는 내장된 관절 구조와 여러 개의 스프링이 

신체 움직임 및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결합되어, 다양한 산업현장

에서 작업자들의 피로를 저감하여 안전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

장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로봇
DAL-e(달이)

42 Dot(구 코드42)

KST Mobility

올라

REVV

오로라

모셔널(구 앱티브 JV)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지분투자*

투자 분야 기업명 국가

전동화

인도

모빌리티

* 42 Dot, P3, FINDA는 기아 단독 투자, 이 외 기업은 그룹사 차원의 투자임

UAM

FINTECH 모빌리티

자율주행 전동화

GAM(가칭)UAM 미국

자율주행 미국

모션 한국

FINDAFINTECH 한국

P3 크로아티아

리막 크로아티아

그랩 싱가포르

아이오니티 유럽

Arrival 영국

또한 기아는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고객과의 교감을 통

해 소통하는 로봇 DAL-e(달이)를 개발하였습니다. 고객이 “헬로

달이”를 외치고 특정 차량의 설명을 요청하면, DAL-e가 직접 해

당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의 제원 및 디자인, 편의 기능과 가격 등

을 설명합니다. 특히 DAL-e는 얼굴인식기능이 탑재되어 고객에게 

COVID-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유연한 자연어 대

화 시스템과 로봇 팔 구동을 통해 고객 행동에 반응하고 교감하는 

친근한 비대면 서비스 로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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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상품성

  한국브랜드 최초 WCOTY 수상

기아 텔루라이드와 쏘울 EV 2개 차종은 ‘2020 월드카 어워즈

(World Car Awards, WCA)’에서 각각 ‘2020 세계 올해의 자

동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와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World Urban Car)’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WCOTY에 등

극하며 기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상식 중 하나인 WCA의 5개 시상 부문 중, 

텔루라이드가 수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는 최고

의 영예로 꼽힙니다. 기아의 북미 전용 모델인 텔루라이드는 감

각적인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도심/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강력한 주행성능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쏘울 EV는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성과 높은 실용성을 인

정받아 ‘세계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쏘울 EV는  

1회 충전 시 유럽(WLTP) 기준 최대 452km(64kWh 배터리 모

델, 한국 기준 386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39.2kWh 또는 

64kWh의 배터리 팩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전동화 파워트

레인을 갖추는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Recognition

기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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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의 브랜드

기아는 J.D.Power*가 발표한 ‘2021 내구품질조사(Vehicle 

Dependability Study, VDS)’에서 18개 일반 브랜드 가운데 가

장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한국 브랜드 최초로 내구품질 일반 

브랜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시행된 ‘신차품질조사

(Initial Quality Study, IQS)’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 6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차지하

는 등, 기아는 신차품질부문과 내구품질부문 모두에서 최고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J.D.Power: 미국 최고 권위의 시장 조사 업체로, 신차품질(IQS) 및 내구품질(VDS) 조
사결과는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됨

국가별 수상 내역

IQS점수는 품질 불만건수를 기반으로 산출되어 점수가 낮을수

록 품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기아는 136점을 받아 전

체 31개 브랜드 평균인 166점과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달성

하였고, 품질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브랜

드임을 다시금 증명하였습니다. 

유럽
쏘렌토, 유로 NCAP으로부터 안정성 최고 등급으로 
유럽 최고 등급 안정성 공인

영국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카바이어 주관 
‘2021 카바이어 어워드 올해의 차ㆍ최우수 
대형 패밀리카’ 등 2개 부문 동시 석권 

독일
쏘렌토 아우토빌트ㆍ일간지 빌트 주관 ‘골든  
스티어링 휠 2020 대형 SUV 부문 올해의 차’ 수상

폴란드
유럽 전략형 크로스오버 모델 X씨드 
‘2020 폴란드 올해의 차’ 선정

인도
인도 자동차시장 조사업체인 
‘카 딜러 트랙커(Car Dealer Tracker)’가 
발표한 ‘인도 딜러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2021)

러시아
피칸토(국내명 모닝), 씨드, 셀토스, 스팅어 ‘2020 러시아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수상

미국
•  J.D.Power ‘2020 신차품질조사’ 6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 ‘2021 내구품질조사’ 한국  
브랜드 최초 일반 브랜드 1위

•  텔루라이드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쏘울 EV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 수상

라틴아메리카
쏘렌토 ‘2021 Latin Flavor Cars of the
Year Awards 올해의 SUV’ 선정

중국
J.D.Power가 발표한 ‘2020 중국 고객 만족도 조사’ 
일반 브랜드 평가에서 ‘서비스 고객 만족도’ 부문 1위 차지

2020 신차품질조사 2021 내구품질조사

VDS점수 또한 불만건수를 기반으로 산출되어 점수가 낮을수

록 품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기아는 전체 32개 브랜

드의 평균 점수인 121점과 대비해 확연히 낮은 97점을 받아 한

국 자동차 최초로 일반 브랜드 1위(2020년 대비 6순위 상승)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고

객 만족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준중형

최우수 품질상(Segment Winner)

미니밴 어퍼미드 SUV 소형

포르테(2년 연속 1위) 세도나(2년 연속 1위) 쏘렌토 쏘울

최우수 품질상(Segment Winner)

중형

옵티마

소형 SUV

스포티지

중형 SUV

쏘렌토

6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 전체 브랜드 1위 한국 자동차 브랜드 최초 일반 브랜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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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다

Symmetry

친환경 차량의 발전 선도

자동차의 미래에 친환경차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축입니다. 전

체 자동차 시장이 연간 2% 수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석유에서 

전기로의 동력원 전환과 함께 친환경차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의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0년을 기한으로 수립했던 친환

경차 로드맵을 새롭게 변경하여 2030년 160만 대의 글로벌 친

환경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차량 판매 목표

인 405만 대 중 40% 비중으로, 기아가 그려가는 미래의 모습에

서 친환경차는 가장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선행개발

배터리는 전기차의 무게, 주행거리 등을 결정하며, 전기차 가격

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아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

터리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전고체 배

터리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단단하여 전

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부피당 에너지 밀

도가 더욱 높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

아는 고객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주행거리, 충전 편의성 등을 경

험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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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HEV)

국내 제조사 최초의 중형 하이브리드 SUV ‘4세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HEV)’를 선보였습니다. ‘스마트스트림 G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 이 모델은 최고출력 180PS, 최대

토크 27.0kgf·m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으로 시스템 최

고출력 230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여유로운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SUV에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의 조합으로 

15.3km/ℓ(2WD, 17인치 휠 기준)의 연비효율을 달성하였으며, 

도심연비는 16.3km/ℓ, 고속도로 연비는 14.2km/ℓ로 하이브리

드의 강점인 도심연비를 높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6g/km 

입니다. (국내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기아는 유럽시장에서 쏘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선보

였습니다. 신형 쏘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스트

림 G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사륜구동(AWD, 

All Wheel Drive) 전용인 이 모델은 최고출력 180PS, 최대토크 

27.0kgf·m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66.9kW, 

최대토크 30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으로 시스템 최고출력 

265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여유로운 동력성능을 발휘

합니다. SUV에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의 조합으로 1.6ℓ/100km의 

연비효율과 16.1kWh/100km의 전비효율을 달성하였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36g/km 입니다. (NEDC* 기준)
*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유럽기준 연비측정법

쏘렌토 HEV 연비

15.3km/ℓ

쏘렌토 PHEV 
CO2배출량

36g/km

HEV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모드 운행

모터 모터엔진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모드 운행

모터 모터엔진

배터리의 용량을 증대하여
전기모드 운행 거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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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최초 전용 전기차, EV6

Zero Emission을 실현해 가고 있는 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전용전기차 EV6 출시와 함께 국내 고성능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EV6는 일반 ‘스탠다드’ 모델과 주행거

리를 늘린 ‘롱레인지’ 모델, 고성능 ‘GT’ 모델 등으로 출시되며, 짧은 충전시간, 긴 주행거리, 독보적 디자인과 함께 순발력과 가속력 등이 특징입니다. 

E-GMP는 1회 충전으로 약 310마일(약 500km) 주행이 가능

하며, 일반적인 전기차 플랫폼들이 가진 배터리 시스템 구성

을 단순화시켜 정비와 사후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

다. E-GMP는 표준화된 배터리 모듈로 차량별 요구 주행거리

에 맞춰 배터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배터리 모듈의 숫자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개발 기간과 자원을 크

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효율이 높은 모듈 단위로 배터

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크

게 늘어나고, 추후 배터리 A/S 시에도 문제가 발생한 배터리 

모듈만을 교체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V6는 4분 30초의 충전 만으로 100km이상(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한 충전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EV6에는 세계 최

초로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800V 멀

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전기차 구

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시간을 개

선하고자 충전기에서 제공되는 400V 전압을 800V로 승압

함으로써 차량 시스템에 최적화된 충전을 제공하며, 800V 

충전 시스템의 경우 18분만에 10% 잔량에서 최대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UN 자동차 
법규 표준화기구 연비 측정법

0km/h에서 100km/h까지 3초만에 도달할 수 있는 제로백 

성능을 구현하여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제공합

니다. EV6는 후륜에 고출력 모터를 적용함과 동시에 전륜에

도 전기모터를 장착해 e-4WD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행 

시 High Response 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운전의 즐거움

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EV 디스커넥터 구조

를 적용하여 e-4WD 적용을 통해 발생되는 주행거리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500km 주행

표준화된 배터리 셀/모듈

4분 30초의 충전

안정적이고 신속한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3초만에 도달

운전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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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에 적용된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모

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일체화해 PE 시스템을 콤팩트하고 

가볍게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구동 모터에서 전기에너지

를 변환하는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SiC)’를 적용하여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약 5% 개선하였고, 이는 배터리 에너지로 환산 시 약 1.5개

의 배터리 모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과 달리, E-GMP는 엔진과 기타 부속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이 가능하며 실내 역시 안락

하고 넓은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서스펜션 적용을 통해 편안하고 정교한 핸들링 등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EV6의 전면부는 전기차의 이미지에 맞춰 기존 타이거 노즈를 재해석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적용하여 기아 브랜드

를 강조했습니다. 측면부는 차량 뒤쪽 후미등까지 이어지는 검정 색상의 ‘캐릭터 라인’을 적용하여 역동성을 높였습니다. 천장은 트

렁크 쪽 끝단을 뒷유리를 덮는 느낌으로 디자인하여, 공기 흐름을 개선해 저항과 소음을 줄일 뿐 아니라, 공기 역학적으로 뒷유리의 

물방울을 튕겨낼 수 있어 와이퍼 없는 깔끔한 후면 디자인을 실현하였습니다.

EV6

고객이 기아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 가죽 시트 등에 재활용/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E-GMP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전

후방 충돌 시 충격 완화 및 흡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차체 결합 강성을 키우고 측면 

충돌 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EV6는 차량 외부로 220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이 적용되어, 55인치 TV를 24시간 작동할 수 있

는 수준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하고 가벼운 플랫폼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내부 소재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 V2L(Vehicle to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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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기아, 사람과의
신뢰를 구축하다

Inspiring Culture 

기아는 움직임을 빠르게 촉진하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합니다. 2021년 새롭게 선포된 브랜드 목적에 기반하여, ‘움직

임 속에서 영감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료, 고객, 나아

가 세상과 함께 영감을 주고받는 기아의 ‘Inspring Culture’입니다. 대담하고 빠른 실행을 촉진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

하며, 포용적 소통과 경계 없는 협업이 이뤄지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Agile: 대담한 시도, 빠른 실행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의 본질(Why)

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시작하며, 고객

관점에서 주저하지 않고 대담하고 빠르게 행동합니다.

‘Plan S’ 등 사업전략의 변화에 따라, 기아는 미래 기회 

영역에 대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Business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MS365 등을 도입해 모바일 원격 업무환경을 구축하였고, 

거점오피스 등의 인프라를 운영하며 비대면 업무환경에서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Flexible: 창의적 접근, 도전적 사고
과거의 관행과 형식을 과감하게 벗어난 생각에서부터 새로

운 영감을 얻으며,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대담한 시도로 이어

집니다. 기아는 앞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

며,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아는 ‘Way to Inspiration’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

어를 지원하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탐색하도

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교육 ‘홈런(Home Learn)’
을 도입하여 구성원들이 기존의 집합교육을 탈피하여 유연

하게 온라인/비대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습니다.

  Horizontal: 포용적 소통, 무경계 협업
수평적인 조직만이 민첩한 움직임과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아는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던 위계적인 문화를 탈피

하여,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이 더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

업하도록 벽을 허물어갈 것입니다.

기아는 ‘팀 단위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

전감과 팀 효과성을 측정하고 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성장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와 유관한 개인의 자율적인 상시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성장 및 경력개발 기회

를 기반으로, 기아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FlexibleAgile Horizontal

Inspir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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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urvey (단위: 점)

항목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가분*

적극적인 아이디어 탐색 64.5 63.3 67.8 +4.5%p

모바일 원격 근무 환경 제공 60.0 58.7 76.5 +17.8%p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8.3 42.6 54.9 +12.3%p

* 2019년 대비 증가된 만족도(긍정응답률 조사 결과)

  CEO Live

국내외 일반직/생산직 전 부문의 구성원들과 CEO 및 경영진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변화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CEO Liv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Live에서는 기아의 주요 

전략과 현안에 대한 가감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며, 라이브 Q&A

를 통해 CEO가 구성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회사의 방향

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발생 이후 CEO Live

를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해외 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

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CEO Live는 2020년 5월 처음 개최된 이후 분기별로 2회씩 진

행되었으며, 각 세션당 1,0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석하며 소통

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CEO Live는 분기별로 운

영될 예정이며, 해외 구성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Global One Kia’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플랫폼, Way to Inspiration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

도록 상시 아이디어 플랫폼 ‘Way to Inspirat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구성원들은 직군과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 및 채택할 수 있습

니다. 기아 구성원들은 ‘영감을 구해요(주제공모)’, ‘영감을 줄게

요(자유제안)’ 게시판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

니다. 기아는 또한 신사업, 상품, 사회공헌 등 다양한 주제별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 2회 개최하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생

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 혁신, Smart Workplace

기아는 사무환경의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문화

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양재 사옥의 전 사업부를 대상

으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에는 공용회의실 

확대 및 고성능 노트북 제공으로 사무환경 혁신의 기반을 다졌

습니다. 2021년에는 안정적인 자율좌석제 운영을 위해 좌석예

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아는 구성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일산, 강동, 남수원에서 거점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린터나 복합기가 설치되지 않은 ‘종이 없는’ 사무실과 사내무

선망 및 팀즈폰 도입을 통해 ‘선 없는’ 사무환경을 구축함으로

써 기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의 시작점을 

구현하였습니다.

기아는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공간 활용을 통해 자율과 책

임, 창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

갈 것입니다.

MS365
노트북

각 층별 공용회의실‘종이 없는’ 사무실
‘선 없는’ 사무환경

자율좌석제

Smart W
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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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 차별화

•  2020년 통합 모바일 고객앱 ‘Kia VIK’ 리뉴얼 런칭

•  고객의 사용패턴을 기반으로 UI를 직관적으로 재구성 및 
개인화 서비스 강화

Kia VIK 앱 리뉴얼 런칭

•  전문 탁송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도서산간 및 제주를 포함한 전
국에서 비대면 차량 정비 제공

•  서비스 신청 후 30분(도서산간 지역 1시간) 이내로 전문기사에
게 차량 인도 가능

•  카카오톡을 통해 기사 배정 및 차량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

비대면 정비서비스 ‘K 딜리버리’ 확대 시행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스마트키와 동일한 기능 제공

•  APP을 이용해 도어 잠금 및 해제, 차량 사용 권한 공유

오토큐 브랜드 상품 
‘더 드라이빙 앱 키(The Driving APP KEY)’ 출시

•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 수리

•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대 6가지의 손상 부위에 대해 1년의  
보장기간동안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를 이용 가능

K-스타일케어+ 프로그램 출시

이션 어플인 KESS(Kia EV Service Simulation)를 통해 정비

사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테일링 전개

상담 및 판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간편한 유통 채

널을 구현하고자 디지털 리테일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도에서 제조사 최초로 End-to-End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런

칭한 이래, 자체개발, 3rd party 솔루션 활용 등 시장상황에 최

적화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온라인 판매를 지속 확대하

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객-딜러 간 1:1로 상품정보를 전달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라이브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

기아는 글로벌 5천 7백여 딜러 네트워크 하에 3만 명이 넘는 서

비스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무결점 차량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

일 기반의 차량 검차 시스템인 GPMS(Global port/dealer PDI 

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입고 

예약에서부터 차량 점검, 견적, 출고 등 서비스경험 전 과정을 디

지털화한 MyService를 운영하여 고객경험 향상을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량 주행 중 문제 발생 시 커넥티비티 기

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여 수리를 진행할 수 있

도록 스마트 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아는 차량에 대한 고객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AR 

오너스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였으며, 태블릿 기반 기술정보 

설명 가이드인 KCVG(Kia Customer Visual Guide)를 서비

스 워크샵에 보급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차량 수리내용을 시

각자료와 함께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탐색-구매-오너십-재구

매의 전 고객 여정을 관리하며 새로운 경험을 설계하는 차세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EV에 특화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V 전용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EV 정비기술 

인증제도 ‘KEVT’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정비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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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쇼룸의 경우 비대면이 강조되는 COVID-19 팬데믹 상

황에서 고객과의 새로운 접점을 제공하고 딜러에게 지속적인 

영업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오만과 칠레에서는 

영상상담으로 유입된 고객이 실제 차량을 구매한 사례가 있으

며, 다양한 차량을 비교/탐색해보는 과정에서 고객 편의를 극대

화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 스트림 쇼

룸은 유럽, 아중동, 중남미, 아태 30여 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

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객만족 실현 위한 채널전략

기아는 고객 중심의 글로벌 옴니채널 전략을 기반으로 온·오프

라인 매장 결합을 통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고객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반 온라인 채널과 In-store CX 고

객경험(Touch, Feel, Experience)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차

별화된 고객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SI 2.0 전개

고객 접점의 최전선인 딜러 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 ‘SI(Store 

Identity) 2.0’이 본격적인 전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SI 2.0은 BI/

DI/CI의 핵심 컨셉인 ‘Opposite United - 상호 대비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In-Store 

CX의 핵심 속성을 반영하는 갤러리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하였

습니다. 신규 쇼룸의 전시 공간에서는 차량 관람, 고객 공간에서

는 휴게 및 디지털 컨텐츠 체험 등 Inspiring Space 설계를 통해 

대비와 조화를 구현하여 고객이 차량 구매 확신을 얻는 미래 복

합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SI 2.0은 국내 동탄 및 가양 지점을 

기점으로 해외 시장까지 전개될 예정이며, 2023년 글로벌 기아 

딜러의 44%, 2026년 90%에 기아만의 새로운 복합 공간을 구

축하여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사 지원 현황(2020년) 

지원 프로그램 기술지도
(품질기술봉사단)

경영컨설팅
(협력사지원단)

14개 업종

14개 사

79개 사

8개 부문

21개 사

25개 사

협력사 역량강화 

기아는 협력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

모합니다.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외

조직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

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에는 기술학교, 품질학교, 업종별 생산관리자 교육 등의 프로그

램을 총 5천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기아는 2·3차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통해 협력사

의 공정데이터 전산화, 리드타임 감소, 불량률 감소, 폐각비용 

저감, 납기준수율 제고, 매출액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그룹 차원에서 50억 원을 출연하고 지원규

모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 고도화

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209개 사를 지원하

였고 2021년에는 18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의 국내·외 자동차부품 산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

고, 해외 바이어를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국내의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 전시회 부스 임차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와의 1대 1매칭, 상담장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전시회는 참가비를 포함, 항공 및 숙박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3차 협력사 포함 284개 사 

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전용 온라인 상시채용지원 시

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

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글로벌상생협력센터’를 개

원하였습니다.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

유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에서 자체 교육을 필

요로 할 경우 교육 시설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한 협력사 지원 현황임

구분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286과정 운영글로벌상생협력센터 협력사 대상 교육 실적(업종별 교육 등)

16,338명

제조업 평균(12년)평균 거래기간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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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R

기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기아는 ‘2030,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 라는 목표를 위해, 3대 지속가능경영 방향성(환경경영, 신뢰경영, 사회공헌)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당사 ESG 체질을 개선하고자 리스크 관리 강화, 전사 개선과제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에는 전사 16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행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7대 신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는 지속

가능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신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전략방향성

환경경영

전 지구적
환경문제 대응 선도

신뢰경영

주주가치 실현 및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사회공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목표 2030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

핵심과제
❶  기아 친환경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대응(탄소중립/RE100 등) 

❷  국내외 사업장 대상, 중장기 온실가스 및 폐기물 저감 추진 

❸  공급망 ESG 진단실시를 통한 위험 사항 발굴 및 조치(분쟁광물 정책 수립 포함) 

❹  인권 존중 시스템 강화(인권영향평가, 사업장 ESG 점검 등) 

❺ 이사회 운영체계 고도화 및 투명성 제고 

❻ 글로벌 ESG 평가 대응 및 투자자 대상 소통 강화 

❼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 실시 및 대외 공개 

지속가능경영 기반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확대개편(ESG 안건 보고)
• ESG 전담조직 운영 강화
• 본부별 핵심성과지표(KPIs) 관리

Organization

• 당사 수준진단/환경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전사 ESG 개선과제 상세 로드맵 수립
• ESG 협의체를 통해 개선과제 이행현황 점검

Process

•  ESG 정보공개 채널 운영 강화 
(지속가능보고서, ESG 스페셜리포트, 홈페이지 등)

• 평가사 및 투자기관 소통 확대(컨퍼런스콜 등)

Communication

• ESG 전문인력 충원
• 임직원 ESG 인식 제고 프로그램(품질, 인권, 협력사 등) 제공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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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지속가능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추진 조직을 강화하

였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는 ESG 계획 

및 이행현황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여 비재

무적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부별 KPIs

내 ESG 요소(인권영향평가, 온실가스·폐기물 관리, 주주친화정

책 등)를 반영하여 전사적 ESG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분과, 사회분과, 지배구조(경제)분과, 전략분과’로 운영

되고 있는 전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상/하반기 ESG

협의회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ESG 현안을 대응하고 있으며, 이사

회 및 경영진에 회의 주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

속가능보고서, ESG 스페셜리포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지속가능경영
발자취

2030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

2008
사회책임경영(CSR) 선포

2009
사회책임헌장 제정

2011
CSR 추진체계 강화

2012
사회공헌 대표사업 론칭

2013~2014
글로벌 CSR 추진

2015~2016
글로벌 사회공헌 체계 안정화

2017~2020
글로벌 CSR 체계 고도화

2020

ESG 추진체계 수립

2021
친환경 중장기 전략 수립
(탄소중립/RE100 등)

CEO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환경분과 사회분과 지배구조
(경제)분과 전략분과

ESG협의회 지속가능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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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속가능경영 주요성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0 달성*

환경투자 집행 계획(2021)

121억 원

슬로바키아 공장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100%

인도 공장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폐수 100% 재이용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2019년 대비 5% 저감

첫 녹색채권 발행(2021)

국내 약 3,000억 원

해외 약 7억 달러

중장기 
사회공헌 체계 재편 

신규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 2020년 대비 
약 3배 규모 투자 확대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 발행

‘친환경’ 및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에 기반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전 AutoLand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대체제품 적용

공장 전체 소비전력 전량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
(재생에너지 전력 원천: 수력)

공장 설계 단계부터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공장 폐수 전량 재이용

자동차 업계 최초 전사(글로벌 
포함) 에너지 &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GEMS) 운영

임직원 인권헌장 교육 이수 

60%

지역사회 COVID-19 극복  
위한 마스크 기부

10만 개 

사내 ESG 인식제고 컨텐츠 

Move Plus 제공

ESG 평가 결과(2020)협력사 대상 ESG 진단 실시 

20개 사 

ESG 전 영역 진단 결과 기반 
수준 개선 권고 및 
조치 모니터링 수행

인권헌장 수립 및 
일반직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6,823명 중 4,087명 이수)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 
KF-94 마스크 기부

지속가능경영 관련 용어  
설명 및 인식 제고 영상  
컨텐츠 배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확대개편(2021)

이사회

다양성 강화(2021)

주주 친화 정책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ESG 전사 협의체 
운영 강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에 
ESG 안건 심의 기능 추가하여 
전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기능 강화

상/하반기 ESG협의회 운영 및 
주요 ESG 현안 이사회/경영층 보고

감사위원인 여성 사외이사 선임 통한 
전문성과 다양성 기반의 이사회 구성

주주의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안 제공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

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A

글로벌 CDP

* 유해화학물질 법적 기준농도 미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량 0 달성

기후변화 부문 A
수자원 부문 AA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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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전략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아의 비즈니스 혁신은 인류애로부

터 시작합니다. COVID-19와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험

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으며, 

기아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에 응답하고자 합

니다. 기아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아만의 방식으로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CSR Mission & Value

기아의 사회공헌 미션과 가치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현세대와 미

래세대를 아우를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체

와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를 만들어 갑니다.

‘친환경(Clean), 자유로운(Limitless), 안전한(Safe)’이라는 

CSR 가치 아래, 인류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통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Plan S 기반 CSR 가치 창출 활동

기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Plan S의 3대 핵심전략에는 ‘환경’과 ‘이동’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아는 

‘환경’과 ‘이동’이라는 공동의 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고도화했습니다.

친환경 자유로운 안전한

가치

미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통해
인류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에 기여한다

환경 이동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동 약자/장애인 맞춤 차량, 
저개발국 이동 수단 개발

도시 문제 해결, 
자율 주행 기반 이동권 확대

사회적 가치

친환경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CSR 가치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초록여행 굿 모빌리티 캠페인사회공헌사업

저개발국 자립 지원 장애인 여행 지원 소셜벤처 창업지원Before

탄소 저감과 친환경 중심의 
탄소상쇄모델 구축을 통한 

환경이슈 해결

여행을 넘어,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카 셰어링 등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 
기아차량 이동 거리에 따른 기부금 적립,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After

EV
전기차 대중화

PBV
다양한 목적 기반  

차량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Pla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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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 GLP)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저개발 국가 지역사회의 자립을 도모하는  

기아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2년 첫 출발 이후 매년 

거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아프리카 8개국, 아시아 1개국 총 12개 지

역사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거점 센터, 모빌리티 프로그램, 자립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점센터는 UN SDGs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니즈에 기반하여 중등학교, 직업훈련

센터, 보건센터, 환경센터 등을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기아의 모빌리티 역량을 통해 거점센

터에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스쿨버스를 도입하

여 많은 학생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보건센터에서는 이동형 클리닉을 운영하여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방접종,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 사업은 후원이 종료된 후에도 거점센터와 모빌리티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현지 

정부나 기관에 사업을 이양하는 등 스스로의 역량으로 자신들에게 필

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노력과 불빛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우간다 마유게와  

가나 판테아크와 지역에 구축한 GLP 보건센터는 지역 의료 거점으로

서 기초적인 방역 활동과 의료 정보 전달을 수행하였고, 의료진 감염

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 텐트를 설치하여 호흡기 

질환 환자를 별도 진료 및 치료하였습니다. 베트남 마이쩌우의 GLP 

환경센터에서는 COVID-19로 인해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가 주변

에 방치된 채 환경오염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수거 차량의 활동 범위

와 수거 횟수를 확대하여 공중 보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그동안의 저개발국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상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속 발전해나갈 예정입니다.

  생태환경 활동

사내 임직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공장 인근 하천정화 활동을 추진하

였으며, AutoLand광명과 AutoLand광주 임직원들이 안양천과 광주

천 폐기물 정화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K-나눔투게더라는 사

내 기부플랫폼을 통해 소정의 기금을 조성해 탄소흡수에 효과적인 

맹그로브 나무 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COVID-19가 완화될 2021년 

에는 더 다양한 생태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윈프레드 윙겔라
자동차정비학과

직업훈련센터와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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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여행

초록여행은 이동의 한계가 여행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의 대표 국내 사회공헌 사업

입니다. 전동·수동 휠체어 수납은 물론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16대와 레이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관광지 편의시설 및 여

행코스 등 다양한 여행정보(2020년 누적 2,814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차량 운행 대신 장애인 가

정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가정 방역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

한 COVID-19 이후 다양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철도공

사와 기차(KTX)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제공 협약을 진행했

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

력하여 국립숲체원에 초록여행 캠핑존을 조성할 예정이며, 

COVID-19로 인해 차량 정비를 받지 못했던 장애인을 위한 비

대면 차량 경정비 지원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2020년 누적 이용자 수

61,451명

지구 94바퀴 

약 375만 km 여행
굿 모빌리티 캠페인 COVID-19 소셜벤처 지원금 전달식

초록여행은 기존의 여행지원 영역을 넘어 누구나 자유롭고 안

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차량 개발, 스마트 전동

휠체어 서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모빌

리티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굿 모빌리티 캠페인

굿 모빌리티 캠페인은 고객의 모빌리티 플랫폼 이용실적을 연

계해 기부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핵심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대

응해야 할 이슈로 ‘COVID-19’와 ‘환경’을 선정하여 관련 벤처

창업가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COVID-19 극복에 기여한 벤처 

10팀을 선발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했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 대응하고자 고군분투중인 ‘친환경 소셜벤처’ 5팀을 선발해 

사업비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의 책임 영역인 

‘교통안전’ 과 ‘환경’ 이슈에 대한 지원을 더욱 넓힐 것이며 더 

많은 모빌리티 유저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외 모빌

리티 서비스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동약자와 함께하는 초록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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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기아는 매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아의 비즈니스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도출하고 있습

니다. 미디어 분석, 동종업계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26개의 주요 이슈 중 12개의 핵심 이슈를 중

심으로 기아의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글로벌 이니셔티브,  
산업계 동향 등을 기반으로  
기아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구성함

이슈 풀 구성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사내 이슈 분석 등을 통해
26개 주요이슈를 선별함

주요 이슈 선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26개 
이슈 중 12개 핵심 이슈 도출

핵심 이슈 도출

평가 진행의 범위, 경계,  
기간 적합성 확인

검증

비즈니스 중요도
(Importance for Business performance) 

이
해

관
계

자
 중

요
도

(Im
po

rt
an

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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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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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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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매트릭스 핵심 이슈 이슈 그룹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 Governance

     연구개발(R&D) 투자
     경제적 성과 창출 Economy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저감) Environment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건전한 노사문화 Society_임직원

     공급망 리스크 관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Society_협력사

     제품 안전 및 품질
     고객 만족 및 소통 Society_고객

     지역사회 기여 Society_지역사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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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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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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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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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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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방법

미디어 분석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노출된 총 
6,804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설문기간:  2021년 3월 16일~3월 30일
설문대상: 임직원, 고객, 협력사, 정부/지자체,  
 주주/투자자, 협회/NGO 등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의견 수렴

인터뷰 내용: 중대 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  
 주요 활동과 성과 공유 및 피드백
인터뷰 대상: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윤진수 본부장(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Management Approach     이해관계자 참여     Governance     Economy     Environ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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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pproach

이슈 그룹

Governance

Economy

Society_임직원

Environment

Society_협력사

Society_고객

Society_지역사회

43~48

49~53

54~67

68~73

68, 74~77

78~79

68, 80~81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반입니다. 기아는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윤리적가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기아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기아는 Plan S의 3대 사업영역 및 자율주행, AI, 수소, UAM 등 핵
심 미래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상품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 이슈의 부상에 따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
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배출 저감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중심에는 임직원이 있습니다. 기아는 ‘안전문화 가치 
창조’라는 미션 하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
다. 또한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사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력사는 기아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기아는 구매윤리 
준수, 공정한 협력사 선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급망 내 협
력사와의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객가치 창출은 당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
다.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고객의 모빌리티 니즈를 선제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 가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아의 비즈니스 혁신은 인류애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아는 ‘친환경(Clean), 자유로운(Limitless), 안전
한(Safe)’ 이라는 CSR 가치 아래, 모든 사회구성원이 신체와 환
경에 제약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를 만들어 갑니다.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확대 개편

• 이사회 다양성 강화(여성 사외이사 선임)

• 매출액 59.2조 원
•  판매량 266.2만 대(소매 기준)

•  2020년 친환경차 21만 대 판매  
(소매 기준)

•  슬로바키아 공장 RE100 구축

•  인권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규범 수립 
•  임직원 안전 · 보건을 위한 KF-94  
마스크 520만 개 자체 생산

•  경쟁사 공정거래 원칙 정립
•  협력사 대상 ESG 진단 실시 및  
결과 기반 조치

•  한국 브랜드 최초 2020 WCOTY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  한국 브랜드 최초 2021 VDS 
(내구품질 조사) 일반 브랜드 1위

•  사회공헌비용 798억 원
•  전국 16개 시 · 도 소방본부에 마스크  
10만 개 기부

2020년 관련활동 및 성과 보고 지면핵심 이슈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아에 중요한 이유 UN SDGs 달성 기여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11

지역사회 기여12

연구개발(R&D) 투자5

9 경제적 성과 창출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1

4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사업장 안전 및 보건3

7 건전한 노사문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8

10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제품 안전 및 품질2

6 고객만족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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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공통 소통 채널: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공식홈페이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PLAY Kia)

이해
관계자

소통 
채널

관심 
이슈

CEO Live,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고용안정위원회,  
사내보, CSR뉴스레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트라넷 · 지식  
공동체 · 기아인 · Tong),  
고충처리상담실,   
그룹사 윤리경영 홈페이지,
미래발전전략위원회,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직원

• 인적자본 개발
• 근로자 인권 보호
• 직원 성과 보상
• 노사관계 관리
• 사업장 안전보건

주주총회,
CEO Investor Day,
분기별 실적발표,
월별 판매 컨퍼런스콜,
투자자 설명회(NDR),
IR홈페이지

주주/투자자

• 재무성과 창출
• 글로벌 판매 실적 및 계획
•  지배구조 관련  
ESG 이슈

•  기술혁신 및  
중장기 사업 전략

• 투자 계획
• 주주가치 제고

모터쇼, 신차발표회,  
시승회, 고객만족 설문
조사, 온라인 동호회, 
스포츠 스폰서십 등

고객

• 친환경 차량 생산
• 차량 연비 개선
• 제품 안전성 강화
• 고객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평판

딜러 관련 프로그램 
(세미나 · 딜러대회 ·  
딜러 초청행사),  
대리점 대회,  
세미나  교육,  
동반성장포털사이트, 
HMG파트너시스템, 
투명구매실천센터  
사이트, 글로벌상생협
력센터(GPC 포털)

협력사

• 동반성장
• 공급망 지속가능성
• 공급망 리스크 관리
• 생산품질 관리
• 제품 유해물질 최소화

사회공헌 사업,  
사업장 인근 지역  
사회와의 교류 
(정기적인 미팅, 공장 
개방)

지역사회

• 일자리 창출 
• 사회공헌
• 환경 영향 최소화
•  COVID-19 극복 지원

정책수립 공청회,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의회

정부/지자체

• 반부패/윤리경영
• 인프라 구축
• 대기오염 저감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협회/NGO

• 지역사회/환경 책임
•  UN SDGs 달성 기여
• 정보 공개

NGO 미팅, 기업간담회

가입 협회 리스트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상공회의소 
(서울, 광명, 화성, 광주)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한국표준협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한국AEO진흥협회
• 윤경SM포럼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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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기아는 투명성, 신뢰성 및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강화
(여성 사외이사 선임)

8회

이사회 개최 (2020년)

5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2020년)

97.2

95.0

84.9

* 이사회 평균 참석 비율

2018 2019 2020

이사회 참석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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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성과 역할

기아는 2021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 사외이사를 감사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내 모든 위

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였

으며, 사외이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상법 등 법령 또는 정관 규정 사항 및 업무집행 관련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주주총회, IR 등을 통해 제기된 주주 및 투자

자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경

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아의 이사

회는 객관적인 후보 선정 절차를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

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금지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 의결 시에는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회사 상

무에 종사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

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임직원은 사외이사 후보자 선

정에서 제외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활동 및 보상

2020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계획,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실태 

등을 보고받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등의 안건

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연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과 보고

사항은 총 25건이었으며, 사외이사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내이사 보수체계에 

근거 급여와 상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사내이사 급여는 주주총

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기아 임원급여 Table 

등의 내부기준을 기초로 하여 직무 · 직급, 근속기간,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회

장인 정의선 사내이사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

사 상여는 임원보수지급기준(성과 인센티브)을 기초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사업실적, 경영진으로서의 기여도, 대내외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

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

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송호성 (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기아 대표이사 사장
• 임기 만료: 2022년 3월

정의선 (남)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임기 만료: 2022년 3월

최준영 (남)

•  보수위원회 위원
•  기아 대표이사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 임기 만료: 2024년 3월

주우정 (남)

• 기아 재경본부장 부사장
• 임기 만료: 2023년 3월

사내이사

한철수 (남)

•  보수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화우 고문 
•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임기 만료: 2024년 3월

남상구 (남)

•  감사위원회 위원장/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경영학) 
• 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 임기 만료: 2022년 3월

김덕중 (남)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보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화우 고문  
• 前 제20대 국세청 청장
• 임기 만료: 2023년 3월

김동원 (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 임기 만료: 2023년 3월

조화순 (여)

•  감사위원회/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 임기 만료: 2024년 3월

사외이사

(2021. 3. 22. 기준)

2018

84.9

2019

95.0

2020

97.2

이사회 참석률 ■ 이사회 평균 참석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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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기아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

편하여 ESG 추진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심

의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위원장직 수행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CEO)를 위원

으로 추가하여 전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

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1인을 주

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역

할을 담당하는 등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핵심적 역

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아 경영진은 사회공헌과 윤리경

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향후 계획에 적극

이사회 보상 (단위: 백만 원) 

항목 내용 2018 2019 2020

이사회 
보상

이사회  
연간 보수액* 7,615 2,969 6,731

CEO 
보수

CEO의  
연평균 보상/ 
임직원 연간  
보수의 평균값

1,027/ 
93

1,182/ 
86

1,093**/ 
91

보수 
한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의  
보수한도

10,000 8,000 8,000

*  이사회 연간 보수액은 당해년도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2019년에는 퇴직금이 발
생하지 않음

**  2020년 3월 퇴임한 박한우 前사장의 CEO 보수(1~3월)와 신규 취임한 송호성 사장
의 CEO 보수(6~12월)가 합산된 금액임

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5회 개최되어 내부

거래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금 

출연내역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가 적법하고 공

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

이사로만 구성되며, 2명의 회계 · 재무전문가가 포함되어 경영진

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성 감독과 적정

성 감독을 함께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영업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리를 갖습

니다. 기아는 감사 업무를 위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극적

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영현황 설명회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2020년 감사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결산 및 경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비감사용역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비용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에는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역량과 전

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제77기(2020년도) 주주총

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2019년 10월 설치되었습니다. 주

요 의결사항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사내

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20년에는 총 2회 개

최되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사내이사 보수체계,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2020년)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 구성*(명) 개최 

횟수 
(회)

안건/ 
보고사항 

(건)

참석률 
(%)사내 사외

감사위원회 - 3 6 11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3 2 2 100

지속가능경영위원회** 1 5 5 27 100

보수위원회 1 2 2 3 100

* 이사 구성은 2021년 3월 기준임
** 투명경영위원회가 2021년 3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됨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 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0년 
7월 24일 삼정 KPMG 김덕중

사외이사

• 외부감사인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핵심감사사항 논의
• 외부감사 의견형성

2020년 
12월 24일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감사위원
전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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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헌장

기아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2019년 7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

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기업지배구조 헌장과 더불어 

회사 정관,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

기아는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사항에 대한 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한보다 빠른 정기주주총회 2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일

주일 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

시하는 등 주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사항 및 비재무사항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2020년부터 연 1회 ‘CEO Investor Day’ 를 개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주, %)  

항목 2018 2019 2020

현대자동차 137,318,251
33.88*

137,318,251
33.88

137,318,251
33.88

정의선 회장 7,061,331
1.74*

7,061,331
1.74

7,061,331
1.74

CEO 및 
경영진의 
주식 소유

2,218
0.00*

28,843
0.01

27,758
0.01

*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

기아는 2012년 준법지원 제도를 도입하며 이사회 산하 준법지

원인 선임을 통해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준법 통제기준과 시행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별해 준

법지원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38개, 국제 6개 준법 가

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 현

실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청탁금지, 개인정보, EU 

GDPR*, 부패, 지적재산, 공정거래(기술유용), 지점 등 총 8개 법 

영역 별 연 2회 준법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이후

에는 해설지를 제공하여 업무상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확인

하고 자체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0년에

는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준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핸드북(2015년 최초 발간)을 개정 발간하

여 준법경영의 필요성, 실천방안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준

법서약, 개인별 준법자가점검, 준법지원상담센터 등 다양한 준법

지원활동을 임직원이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이사회 구성원 수와 비율

9명
100%

2018

9명
100%

2019

9명

100%

2020

■ 현대자동차 137,318,251 33.88

■ 우리사주 11,080,523 2.73

■ 자사주 4,432,084 1.09

■ 국민연금공단 36,038,665 8.89

■ 외국인 144,688,954 35.69

■ 기타 71,804,870 17.72

□ 계 405,363,347 100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주주 구성* (단위: 주, %) 

* 2020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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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담합금지, 부정경쟁 금지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 원칙을 

명문화하여 공식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는 공정한 경쟁질서와 투명한 업무처리문화 확

립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공정거래 부문에 있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

기아는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e-book가이드와 함께 그룹

사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운영하는 등 그룹사 차원에

서 윤리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의 

부정비리, 이해관계자의 불투명한 업무 등을 상시 제보할 수 있

으며, 제보자 보호 원칙을 운영하여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기아는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정한 거래 문화 정

착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의장

으로 하는 사내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

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내부감독을 통한 점검현황과 운영실적

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온 · 오프라인교육을 통해 투명경영에 대한 사

내 · 외 공정거래 이슈를 공유하여 전사적 공감대를 구축했습니

다. 자율준수협의회 소속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소식

지 발송,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정기적인 실태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감독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임직원

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모든 거래에 경쟁입찰원칙을 도입해 공

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상으로는 불공정거래

INTERVIEW

윤 진 수 본부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아는 부패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
써, 이사회 차원에서 윤리경영이 기업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편리하게 내부고발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 제보자의 목소리에

도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 정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감사 

시 윤리기준 및 정책에 대하여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예방활동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실현하

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윤리준법교육 (단위: 회, 명)  

항목 2018 2019 2020

오프라인 18 / 510 26 / 744 1 / 22*

온라인 2 / 7,000 2 / 7,783 4 / 7,096

합계 20 / 7,510 28 / 8,527 5 / 7,118

* 2020년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 축소 운영됨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접속가능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장애인 제보자를 위한
웹 접근성 향상

윤리경영 홈페이지 운영
(https://audit.hyundai.com/)

한국 웹 접근성
인증

사이버감사실 
이용안내

부정비리  
제보하기부정비리

제보하기

사이버감사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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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ESG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기아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전사적 차원에서 ESG 리

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

련 과제 이행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본부별 KPIs 내에 

ESG 요소(인권영향평가, 온실가스·폐기물 관리, 주주친화정책 

등)를 반영하여 실질적 리스크 관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장치

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ESG 현황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

로 개선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

습니다. 

조세전략

기아는 국내 및 해외에서 조세법규 준수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내부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및 외부 

세무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정합성을 담보하는 제세신고를 이

행합니다.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 및 대

응하며, 재화 및 용역의 거래, 신사업 진출 등 모든 부문에서 세

무적 측면을 검토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별 이전

가격 및 정상가격 관리를 상시 수행하며, OECD 가이드라인 기

반으로 BEPS*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습니다.
*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정보보안 리스크관리

  정보보안 조직

기아는 정보보안 조직을 통해 회사의 보안 정책 추진방향 공유, 

보안의식 제고 활동 등의 전사적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정보보안 조직은 각 조직 및 부서별 보안담당자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 2회 보안담당자 세미나를 통해 보안 관련 최신 

법률, 기술 동향 등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보안교육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근무 확대에 따라 새로운 보안위협

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온라인 보안 교육컨텐츠 개발, 

월별 정보관리 확인의 날 행사 개최, 보안뉴스레터 발송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자료유출 등 재택

근무시 보안유의사항들을 기아 공식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하

며 보안위협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점검

기아는 매월 부서별 자체 보안점검을 시행하며, 사내 보안포탈

시스템에서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각 부서로 통보

되어 취약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개선 

결과를 기반으로 매년 말 부서 평가를 시행하여 포상 및 보안경

고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기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114개  

통제 항목을 기반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규정/절차/지침)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ISO 27001(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을 최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15년간 인증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보호 활동 및 임직원의 보안의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교육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2018 2019 2020

교육실시 43 39 37

참여인원 141,492 140,740 14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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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63

156,483

147,602

2018 2019 2020

59.2
58.1

54.2

2018 2019 2020

(단위: 대)친환경차 판매대수(소매)(단위: 조 원) 매출액

Economy
기아는 최고의 상품성과 품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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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COVID-19로 얼어붙은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기아는 56조 9,859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협력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

에게 배분된 부가가치는 7조 153억 원입니다. 기아는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적정 비율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미래 모

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창출된 경제적 가치: 매출액+기타수익-(기타비용+감가상각비)
** 지역사회: 기부금 비용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EVG&D)

2020년 현황과 분석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266만  

2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3.7%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

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5%p 상승한 수치로, 기아는 지역

별 시황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운영을 통해 불확실한 사업 여건

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내에서는 55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

하였습니다. 북미에서는 상품성이 우수한 SUV라인업의 판매

에 주력하였으며, COVID-19 피해가 극심했던 유럽에서는 각

국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를 통해 북미, 유럽에서 전년 대비 각각 0.4%p, 0.3%p의 점유

율을 확대하여 기아의 세계적인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기아는 다양한 모델들의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위상을 높였습니다. 텔루라이드와 쏘울은 ‘2020 월드 카 어워

즈’에서 각각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와 세계 도심형 자

동차(World Urban Car)를 수상하였고, 2020년 풀체인지 모

델이 출시된 K5와 쏘렌토는 ‘2020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에
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협력사 
87.7% 
(499,705억 원)

창출된 부가가치 
12.3% 
(70,153억 원)

■  기아 
15.6% (10,971억 원)

■  지역사회** 
0.4% (279억 원)

■  정부 
5.5% (3,825억 원)

■  주주와 채권자 
9.0% (6,355억 원)

■  임직원 
69.5% (48,723억 원)

창출된 총 가치 
대비 비중

■ 협력회사 87.7

■ 임직원 8.6

■ 주주와 채권자 1.1

■ 정부 0.7

■ 지역사회 0.1

■ 기아 1.8

(단위: %)

■ 임직원 69.5

■ 주주 5.7

■ 채권자 3.3

■ 정부 5.5

■ 지역사회 0.4

■ 기아 15.6

(단위: %)

창출된 부가가치 
대비 비중

창출된 
경제적 가치* 

100% 
(569,859억 원)

2018 2019 2020

2,815 2,869
2,662

판매대수(소매) (단위: 천 대)

2018 2019 2020

147,602
156,483

210,463

친환경차 판매대수(소매)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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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목표와 계획 지역별 성과 및 계획

2021년 글로벌 경제는 COVID-19로 인한 기저효과와 선진시

장의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성장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나, 팬

데믹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시황을 고려하여 기아는 2021년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93만 7천 대로 수립하였습니다. 성공

적인 출시를 마친 K5, 쏘렌토, 카니발, 쏘넷의 본격적 판매를 기

반으로, 주요 핵심 모델의 신차 런칭을 통해 판매 모멘텀을 강

화할 예정입니다. 꾸준한 R&D 투자 및 적극적인 판매 물량 확

대와 더불어, SUV 차급과 CKD* 시장을 공략하여 수익성을 제

고하겠습니다. 나아가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토대로 

유럽 등 각국 환경 규제에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호평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브랜드 리런칭을 통

해 새로운 기아로 도약하겠습니다.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적용

된 준대형 고급차 K8을 필두로, 기아 최초 전용 전기차 EV6와 

글로벌 최대 볼륨 모델인 스포티지를 출시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생산(부품 재조립을 통해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

국내

기아는 2020년 주력 모델인 쏘렌토, 카니발 신형을 성공적으

로 출시한 결과 지난해 창사 이래 국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였

습니다. 또한 신차 출시 영향 및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고객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의 수요 증폭으로 인해 2021년 국내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 목표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53만 5천 대로 수립하였습니다. 주력 차종의 판매경쟁

력을 확대하고 신차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2021년에도 우수

한 성과를 유지하겠습니다.

R&D 투자 (단위: 억 원) 

과목 2018 2019 2020 중장기목표 
(2025*)

시설 · 설비 투자 23,314 21,067 16,698 80,494

연구개발 비용 16,649 17,682 16,730 108,495

합계 39,963 38,749 33,428 188,989

* 2025년 누계 기준 

INTERVIEW

류 영 재 대표이사
㈜서스틴베스트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 연구를 통해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이라는 연구개
발 목표를 공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2020년)

■ 한국 32.1

■ 북미 34.4

■ 유럽 26.8

■ 기타 6.7

(단위: %) 

국내 판매대수(소매)

2018 2019 2020 2021(계획)

532
520

552
535

 ■ 판매대수(천 대)
 시장점유율(%)

29.3 29.8 29.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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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0년 기아는 북미 주력 모델인 텔루라이드의 10만 대 생산 

체계를 완비하고, K5와 셀토스를 출시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

을 4%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 시장 구조에 부합하는 

SUV 중심의 판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보다 상승된 대당 평

균 매출액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 미국 시장 판매 목표는 전년 대비 9.2% 성장한 64만  

대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로고가 적용된 카니발은 출시하여 

SUV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품질 성

과를 유지하며 북미 시장 내 기아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보강하여 미국 전동화 시장의 성장세에 

선제 대응하고, 나아가 2022년 EV6의 미국 런칭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유럽

유럽 시장은 COVID-19 로 인해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 

브랜드에 걸쳐 판매 타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아는 범유럽 단

위의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유럽 각 국의 상황을 면

밀히 모니터링하고, 판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장에 역

량을 집중하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2021년 유럽 시장은 점진적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며, 기아는 

시장 수요 성장을 상회하는 14.6%의 판매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0년 친환경차 판매비중을 26%로 확대하

여 성공적으로 연비규제에 대응한 경험을 기반으로, 2021년에

도 친환경차 위주 믹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강화된 연비규제

에 차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서유럽 판매대수(소매)

2018 2019 2020 2021(계획)

495 503

417

478

 ■ 판매대수(천 대)
 시장점유율(%)

3.2 3.2
3.5 3.5

2018 2019 2020 2021(계획)

590

615

586

640

미국 판매대수(소매)  ■ 판매대수(천 대)
 시장점유율(%)

3.4 3.6 4.0 4.1

* 시장성장률과 판매성장률 데이터는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변화율을 의미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15.2%

-6.4%

-14.9%

-12.5%

+28.5%

+28.7%

+31.7%

+21.1%

-8.8%

-12.0%

2022

1416
1011 12

9
12

9

(단위: 천 대)

■ 2021.1Q
■ 2020.1Q

유럽 주요 국가별 기아 판매대수 및 판매성장률(소매) (단위: 천 대) 

판매대수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2019년 97 66 61 48 44

2020년 71 62 45 34 39

판매성장률*

시장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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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아는 2019년 인도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후 1년만에 점유율 

5.8% 달성과 Top 4 브랜드 진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

였습니다. 현지에 특화된 사양과 디자인이 적용된 셀토스와 쏘

넷은 각각 차급 내 판매 1위와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딜

러 만족도 1위 수상과 브랜드 인지도 Top 7 진입 등 질적 측면

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아는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전년 대비 

28.8% 성장한 18만 대의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

년 말에 출시한 쏘넷을 본격 판매하여 사업 모멘텀을 지속하고, 

제품별 상품성 개선 통해 인도 시장 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국

가장 먼저 COVID-19 충격을 겪었던 중국은 2020년 하반기 빠

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기아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판매량의 반전을 위해 기본 체질 강화에 역량을 집중

했습니다. K3, K5, KX3 등 전략 차종 위주로 판매 포트폴리오

를 개선하고, 딜러의 판매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턴어라운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중국 시장의 수요가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아는 중국 시장에서의 재도약을 위해 

상품, 브랜드, 판매 네트워크, 고객체험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리빌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2021년은 중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년이 될 것입

니다.

일반

중국 및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중남

미, 러시아, 동구 지역 실적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COVID-19에 따른 중남미, 아중동 등 신흥시장 수요 급감 영향

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5%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대기 수요를 적극 공략하여 전년 대비 12.2% 성장한 

83만 4천 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매대수(소매)

2018 2019 2020 2021(계획)

358

296

224
270

 ■ 판매대수(천 대)
 시장점유율(%)*

1.5 1.2 1.2 1.2

* 시장점유율은 도매 기준

인도 판매대수(소매)

2018 2019 2020 2021(계획)

0
45

140

180

 ■ 판매대수(천 대)
 시장점유율(%)*

0 1.5

5.8

6.9

* 시장점유율은 도매 기준

시장 진출
1년만에 Top 4 진입

Top 4

일반 지역 판매대수(소매)

840

890

743

834

■ 판매대수(천 대)

2019 2020 2021(계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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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기아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08

742
731

2018 2019 2020

(단위: 천 tCO2-eq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2018 2019 2020***
*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최소 4륜)
**  승객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최소 4륜)
*** 2021년 10월 집계 예정

121.06

122.84122.81 121.09

(단위: g/km)유럽 판매제품 평균 CO2 배출량(EU) 

슬로바키아 공장

RE100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100%

■ N1*  ■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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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환경경영체계

기아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 아래 

안전환경 관련 법규 준수, 안전환경 리스크 최소화, 환경오염 

배출 최소화, 안전이 내재화된 조직문화 형성 등 4개 안전환경 

경영방침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글로벌 최고 수준

의 안전환경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안

전과 환경 중심의 사업장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관련 조직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보강해왔으며, 중대재해 및 중

대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

히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세계 3대 인증기관 중 DNV-GL(Korea)

로부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인증은 국

내 사업장(본사·국내공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환

경 친화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기아

는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 구축된 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

INTERVIEW

이 종 오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아는 국내 사업장의 환경개선 투
자,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
수준 향상 등 환경 부문별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생산과정에
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활동
이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환경경영 추진 체계도

① 가치 및 비전   미션, 비전, 방침 수립

② 의사결정 체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③ 관리시스템    • 환경 KPIs    • 환경경영    • 보건 및 안전    • 상생경영    • 이해관계자 협력    • 지속가능보고서

④ 밸류체인 상의 환경경영

• 그린파트너십
• 그린 구매

구매물류

•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  연비개선 및 배출 
가스 저감

• 재활용기술 개발
• 청정생산기술 개발

연구개발

• 그린서비스

고객서비스

•  친환경 그린사업장 
달성

•  ISO 14001,  
ISO 50001(에너지  
경영시스템) 인증

• 청정생산체계 구축
• 환경정보 공개

생산

• 그린마케팅
• 제품 환경성
• 정보공개

마케팅 판매

  공급망 환경관리

기아는 공급망 환경관리 정책 및 수시 평가를 통해 공급망의 지속가

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친환경 부품 

관점에서 평가하고, 협력사 환경경영 및 내부 친환경 시스템 구축 

여부, 유해물질 사용, 화학물질 정보제공(IMDS*) 등을 파악하여 협

력사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속적인 공급망 환경관

리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설 것입니다. 
* IMDS: 국제재질정보시스템(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템을 해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2022년까지 본사·국

내공장·해외공장의 ISO 통합인증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경영 추진체계

2003년 글로벌 환경경영을 선포한 기아는 주요 이념부터 실행

체계에 이르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환경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연구, 구매물류, 생산,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수립과 실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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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투자 및 인증

기아는 매년 환경문제 예방과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도입한 환경투자비

용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투자비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적정한 예

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41억 원의 환경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21억 원의 투

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내부심사 및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 환경경영의 실행 

수준을 파악 및 개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전문 교육기관 

및 사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환경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 향

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 비용

2020년 환경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193억 원으로, 이는 작업환

경 개선 및 유지, 환경교육 및 환경심사, 폐기물 처리,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녹색채권 발행

기아는 친환경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2021년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3월에는 3,000억 원 규

모의 원화사채를, 4월에는 7억 달러 규모의 외화사채(글로벌본

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해 조달한 채권 금액은 기아의 Plan S  

전략과 연계하여 친환경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전액 투자

될 예정입니다.

원화사채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최고등급인 GB1을 평가받았습

니다. 또한, 외화사채는 국제자본협회(ICMA)에서 인정하는 그

린본드 원칙에 따라 Green Finance Framework를 작성 후, 

국제자본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DNV)으로부터 적정성

환경투자 현황 (단위: 천 원) 

환경 투자 비용 2018 2019 2020

실적 6,245,000 6,257,187 4,109,156

계획 4,028,900 4,205,000 4,002,900

투자 집행률 155% 148.8% 102.7%

을 인증 받았습니다. 특히 자금의 사용처를 EV차량으로 한정함

으로써 글로벌 환경기구*가 인정하는 ‘Zero Emission’ 배출량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그린본드 펀드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

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EU Taxonomy, Climate Bond Initiative(CBI), International Energy Agency's  
2 Degree Scenario(IEA2DS)

기아는 환경부 및 국제자본협회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

라 자금의 배분완료시까지 연 1회 사후보고를 진행하여 투자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적인 전기차 사업 투자를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환경 관리 비용 (단위: 천 원)

12,279,150 1,017,243 5,581,355 0

11,780,841 2,044,529 5,521,720 1,787

■ 환경부하 저감 직접비(작업환경개선 및 유지비)   ■ 환경부하 저감 간접비(임직원 환경교육 및 환경심사비)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등) ■ 환경 리스크 관리비(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관련비)

21,321,86914,916,020 1,070,925 5,327,644 7,280

18,877,748

19,348,87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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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

2020년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기아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로 탄소중립 달성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부품조달부터 생산, 물류, 사용, 폐차에 이르기까지 경영

활동의 전 과정에 있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제로화(Net-Zero) 하는 탄소중립 경영체

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전 사업장의 전기에너지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슬로바키아 공장의 경우 이미 재생에너지로 생산

된 전기만을 100% 사용 중이며, 이외의 사업장도 단계별로 전

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아 탄소중립 전략

아울러 Plan S를 통한 제품의 전동화 전환을 통해 고객들이 차

량 운행시에 배출되는 탄소를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품

을 조달하는 공급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 프로그램을 추

진하고 물류와 폐기 프로세스 단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

하는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감축 활동에도 불구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 탄소량에 대해서는 탄소포집 

및 생태계 보전 등 상쇄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대량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7.4%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40년까지 감축목표를 수정하여 2021년 내 탄소중립 및 

RE100 추진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대리점, 딜러 판

탄소중립 실행 영역

매 단계에서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

입니다. 기아의 제품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모빌리티(Clean 

Mobility)’ 로서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기업 활동

을 전환하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Scope 1: 에너지연소 , 산업 공정 등에서의 온실가스 직접배출 
** Scope 2: 전기, 스팀 등 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물류/폐기 
(운송/소각/매립)

탄소 
흡수/상쇄

부품조달 
(공급망)

제품사용 
(고객)

생산 
(공장)

밸류체인 전반 탄소배출 최소화 기타 발생 탄소 상쇄

  기후변화 대응 성과

기아는 2020년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 CDP로부터 기후변화 

및 수자원 부문 Leadership A등급을 받아 ‘물 경영 대상’을 수

상, 2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 선언·정보 공시TCFD

CDP 평가 결과

기후변화 부문 A
수자원 부문 AA

Leadership

슬로바키아 공장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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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아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국내외 전 AutoLand 및 본사를 포

함한 기타 부문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사(글

로벌 포함) 에너지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GE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CUBE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부서가 발굴한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생산 최적화 방안 등의 에너지 절감 

아이템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협의체를 통해 목표 이행 및 성과를 공유하

며, 관련 이슈 사항(리스크)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전사적으

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탈탄소화 및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에 대응하고자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배출량에 대한 예측치를 기반으로 온

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 및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전략 

목표 수립 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국내 전 AutoLand와 서비스, 판매지점, 출하사무소, 

연수원 등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1만 톤이고, 이 중 연료 사

용에 따른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은 26만 톤, 전력 사

용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은 45만 톤입니다. 

국내 사업장 중 AutoLand광명 · 화성 ·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67만 톤으로 전년 대비 5만 톤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kgCO2-eq/대)

* 범위: 국내 전 AutoLand
**  기준: 저위발열량 기준 영역 1·2 산정(2000-2006년) / 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07년 이후)

2017 2018 2019 2020

736
708 718

674

573
585 585 589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기아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생산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

가스의 직접 배출원을 저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Scope 3*  

분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까지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휴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전기차 시승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전기차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양재본사

의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향후 업무용 차

량 수급 시에도 전기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출퇴근 시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 5부제를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주차증의 수

량을 30% 이상 축소하며 통근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

니다. 현재 총 345개의 노선에 대해 425대의 통근버스가 투입

되고 있고, 직원들의 니즈에 따라 지역별로 노선을 편성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출장으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내 출장의 경우 

대중교통과 카풀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공개하고, 이를 저

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Scope 3: 에너지 이외의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외 전 AutoLand 및 본사를 포함한 기타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정부 적합성 평가에 의해 소폭 변동 될 수 있음)

**  AutoLand  부문: AutoLand 광명, 화성, 광주 / 기타 부문: 본사, 서비스센터, 판매지점,  
출하사무소, 오산연수원, 평택항만, 비전스퀘어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 ■  AutoLand  ■  기타  ■  합계
(단위: 천 TJ)

14.2
0.4
14.6

14.5
0.4
14.9

2018 2019 2020

13.6
0.7
14.3

2018 2019 2020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1  ■  Scope 2  ■  합계
(단위: 천 tCO2-eq)

*  국내 전 AutoLand 및 기타 부문 포함(정부 적합성 평가에 의해 소폭 변동될 수 있음)

265
466
731

258
484
742

256
452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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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해외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총 45만 톤이며, 

이 중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은 11만 톤,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은 33만 톤입니다. 기아의 사업장이 위치한 각 

나라별 배출계수 및 기준이 2020년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집계

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었으며, 해외사업장은 신설공장

인 인도공장을 포함한 슬로바키아, 중국 염성, 조지아, 멕시코 공

장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장방법별 추이 (단위: 건)

출장방법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률

자기차량 13,825 14,509 7,220 -50.2%

카풀 4,944 4,925 2,859 -41.9%

고속, 직행, 공항버스 9,842 9,907 6,548 -33.9%

철도 
고속철도 10,544 10,648 4,329 -59.5%

새마을, 무궁화 1,226 1,170 144 -87.7%

항공 261 300 53 -82.3%

합계 40,642 41,459 21,140 -49.0%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4,497, 213

3,750,651

2018 2019 2020**

* 국내 기준
** 2021년 7월 집계 예정

* 슬로바키아공장(Kia Slovakia): 재생에너지 100% 전기 사용 중

슬로바키아 공장(Kia Slovakia)*  ■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kgCO2-eq/대)

2018 2019 2020

0.1 0.1 0.1

33
34

30

 ■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kgCO2-eq/대)

조지아 공장(Kia Georgia)

2018 2019 2020

76

0.3 0.3 0.4

81 82

 ■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kgCO2-eq/대)

중국 염성공장(DYK)

215

0.6 0.7 0.7

197
161

2018 2019 2020

 ■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kgCO2-eq/대)

멕시코 공장(Kia Mexico)

82

0.3 0.3 0.3

85

76

2018 20202019

2018* 2019* 2020

0.6

96

* 인도공장(Kia India)은 2019년 12월 신설되어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인도 공장(Kia India)*  ■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kgCO2-eq/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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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최소화

1년 동안 투입된 자원(Input)과 배출된 물질(Output), 창출한 

가치(Outcome)를 집계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목

표를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대당 원재료 

사용량(-7.2%)과 대당 VOCs* 배출량(-8.8%), 유해화학물질 사

용량(-100%), TRI** 대상물질 취급량(-8.3%) 또한 감소했습니

다. 총 폐기물의 경우 배출총량(6.2%)과 재활용 폐기물량(7.6%)

이 증가하였으나, 소각량(-7.5%)과 매립량(-98.7%)이 큰 폭 감

소하여 재활용률은 93.6%에서 94.8%로 증가하였습니다.
*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  TRI(Toxic Release Inventory):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로, TRI대상물질은 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 보고

환경경영 성과 및 목표*

구분 세부항목 2018 2019 2020 2021년 
목표

녹색
성장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대**) 584.2 585.1 589.6 580.4

에너지 사용량 
(kgOE/대) 277.2 278.4 280.1 275.8

친환경
생산

수질
용수(톤/대) 5.4 5.4 5.4 5.2

COD(㎎/ℓ) 16.1 14.3 18.0 27.0

유해화학 
물질 사용량(kg/대) 0.4 0.1 0 0

자원
순환 폐기물

발생량(kg/대) 160.1 149.0 170.0 154.7

재활용률(%) 91.6 93.6 94.8 85.0

* 범위: AutoLand광명, 화성, 광주
** 대당 사용(배출)량: 생산대수 기준, 자동차 1대 생산 시 사용 또는 배출된 양

자동차 생산공정의 물질 균형

기아는 효율적 공정과 설비 교체, 재활용 확대 등의 방법으로 

자원 사용량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사용

기아는 수자원의 중요성과 글로벌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고, 정책/규제 동향 파악 및 당사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자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 폐수 재활용시설투자, 부

대설비 교체 등 다양한 방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수량이 2억 톤 이상인 팔당댐(AutoLand광명 · 화성)과 주암

댐(AutoLand광주)으로부터 수자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

며, 도장공장에서 사용하는 순수 제조 설비(RO)를 설치해 품질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사용 절감을 위해 RO 농축수 재

사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19년 인

도 공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20년부터는 공장 폐수를 전량 재사용하는 등 수자원 사용

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자원 사용량은 

6,168,016m3 으로, 전년 대비 6.2% 절감되었습니다.

수자원 
6,168,016m3

에너지 
13.6천 TJ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 
48,954.5톤

원재료 
195,477톤

유해화학물질 
0톤

국내 자동차 생산량* 
1,142,939대

프레스

조립

도장

차체

수역
총 방류량 

4,535,347m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137톤

재활용 폐기물량: 184,189.5(톤)

Recycle 

Input Outcome Output

대기
온실가스 배출량 
674천 tCO2-eq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46.1톤

VOCs 5,967.1톤

TRI 대상물질 배출량
2,388톤

토양
페기물 총 배출량 

194,247.1톤

매립량 10.6톤

* 산정기준 변경으로 2018, 2019년 데이터 일부 수정

2018 2019 2020

수자원 사용량 ■  총 사용량(m3)  ■  상수사용량(m3)  
■  지하수 사용량(m3)   대당 사용량(m3/대)

5.4 5.4 5.4

5,183,557
1,315,287
6,498,844

5,255,043
1,319,336
6,574,379

4,881,975
1,286,041
6,168,016

*국내 자동차 생산량: Autoland광명, 화성, 광주에 한하며 위탁생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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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철(철판) 

구분 2018 2019 2020

총 사용량(톤) 6,828.6  4,439.3
*

대당 사용량(kg/대) 5.6 3.6
* AutoLand광주 조업정지로 2020년 실적 없음

원재료 사용 

기아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주요 원재료는 강판(철), 페인트와 

시너(Thinner), 플라스틱류입니다.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 

제품 당 원재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으며, 폐기량 저감을 위

해 주요 원재료 사용량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원재료 총 사용량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고, 대당 사용량

은 7.2%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원재료 중 철의 총 사용량(협력

업체 도급량 제외)은 2019년 대비 총 사용량 14.6%, 대당 사용

량 83% 저감하였습니다. 기아는 2005년 9월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1차 기업으로 참여한 이래, 매년 녹색구매지침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마크 제품 등의 친환경 제품

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친환경 구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량 부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이 사용 또는 포함되지 않도록 환경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철

2018 2019 2020

 ■ 총 사용량(톤)
 대당 사용량(kg/대)

177.8 167.8
154.0

215,485.0 206,076.5

175,981.7

시너

2018 2019 2020

 ■ 총 사용량(톤)
 대당 사용량(kg/대)

4.1
3.8

4.2

4,999.1

4,681.2
4,743.9

페인트

2018 2019 2020

 ■ 총 사용량(톤)
 대당 사용량(kg/대)

12.6 12.7 12.9

15,283.4
15,594.7

14,751.5

원재료 총 사용량*

2018 2019 2020

 ■ 총 사용량(톤)
 대당 사용량(kg/대)

194.5 184.3
171.0

235,767.5
226,352.4

195,477.0

* 철, 페인트, 시너의 총 사용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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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세계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4대 중

금속(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과 오존층 파괴물질, 유해화학

물질 사용 제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입니다. 기아는 모

든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법규에서 규제하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재료를 개발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재질정보시스템(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IMDS)에서 수집한 부품의 재질과 중량 정보를 기아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화학물질관리 시스템(e-Chemical Management 

System, e-CMS)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합니다. 기아는 해당 

e-CMS를 기반으로 2005년 이후 생산되는 전 차종의 부품 화

학물질 정보를 관리하며, 규제 예정 화학물질 파악 및 사전대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전사 유해물질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속하게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 HCMS(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System)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규

제정보 입수부터 법규대응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아는 화학물질 도입 전 환경규제 적용여부를 미리 확

인가능한 사전 검토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안전보건환경통합시스템(i-SHE)을 구축하여 공정 별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재활용 가능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ProdTect)

을 활용해 관련 법규에 적절히 대응하며, 환경성 평가의 근거자료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모든 차량은 유럽과 미국, 중

국과 국내의 재활용 가능률 인증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 체계

화학물질 분석

협력사

데이터 입력 다운로드

IMDS e-CMS*

물질데이터 수집
중금속 함유여부 확인

물질데이터 축적
화학물질 검색, 통계 법규별 필터링

* e-CMS (e-Chemical Management System, 화학물질관리시스템)

환경법규 대응

신속한 현황파악

친환경 상품개발

폐기물 배출 관리

기아는 총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은 2019년부터 자원순환 성과 

관리 제도를 이행하여 토양오염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매립 폐

기물을 최소화하였고, 2007년부터 재활용 비율을 90% 이상

으로 유지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국내 3개 공장의 총 폐기물 대비 매립 폐기물 비율은 2017년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0년에는 매립률 

0.01%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술적·경제적 제약요소에 의해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매립·소각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처리 방법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업체

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3개 공장에서 발생된 총 폐기물은 194천 톤으로 전년 대

비 6.2% 증가하였으나, 이 중 94.8%인 184천 톤이 시멘트의 원

료 등으로 재활용되어 총 폐기물 대비 재활용 비율은 전년 대비 

1.2%p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별 배출량 

구분 2018 2019 2020

전체(톤)

재활용 177,725 171,220 184,189

매립 1,493 829 10

소각 14,860 10,865 10,047

합계* 194,079 182,914 194,247

대당 
(kg/대)

재활용 146.6 139.4 161.2

매립 1.2 0.7 0.01

소각 12.3 8.8 8.8

합계* 160 149 170

* 폐기물 처리방법별 배출량 합산 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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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입자와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특히 VOCs는 지구

온난화와 성층권 오존 파괴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독성을 가

지고 있는 데다, 대기 중에 악취를 유발하고 부유하며 화학반응

을 일으켜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입니다. 기아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위해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제거하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보일러에 TMS(Tele-Monitoring System, 굴뚝자동측정기

기)와 IoT 기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는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은 24.7%, 

대당 배출량은 19.2% 저감되었습니다. 질소산화물(NOx)은 

2020년부터 법적 총량 관리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현재 국내 

전체 사업장에서 정부 총량 할당규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

히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VOCs의 경우 배출현황을 별

도로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은 14.0% 감

소, 대당 배출량은 8.8% 감소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NOx(Nitrogen Oxide): 질소산화물
**  NOx 산정방식 변경: AutoLand광주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변경으로 인해  

2018, 2019년 실적 일부 변경
*** 2020년부터 법적 총량 관리대상지역 확대로 인한 배출량 증가(AutoLand광주 추가)

2018** 2019** 2020***

NOx*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76.3 75.8

123.7

92.5
93.1

141.4

먼지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145.7 110.0

88.9
176.6

135.0

101.6

2019 20202018

* SOx(Sulfur Oxides): 황산화물

2018 2019 2020

SOx*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0.6
2.1 2.7

0.7
2.6

3.0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 

2018 2019 2020

VOCs*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5.9
5.7

5.2

7,089.7 6,939.2

5,967.1

* 먼지, SOx, NOx의 총 배출량 합계

2018 2019 2020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222.6

187.9
215.3

269.7

230.8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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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관리

기아는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사내 수질오염물질 배출기

준을 적용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

후 설비 개선 등 처리 시설을 관리하여 수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방류수 배출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0

수역 방류량  ■ 총 방류수량(m3)

4,507,196
4,531,186

4,535,347

* COD, SS, 기타 수질오염물질의 총 배출량 합계

수질오염물질 총 배출량*

2018 2019 2020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102.2
91.6

120

123.8
112.4

137.1

* SS(Suspended Solids): 물속의 부유물질 

SS*

2018 2019 2020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4.8
5.2

7.8

5.8
6.4

8.9

*  COD(Chemical Oxygen Demand): 미생물ㆍ산화제가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며 수치가  
적을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을 의미

2018 2019 2020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57.2
50.6

70.7

69.3
62.1

80.8

COD*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기타 발생량: n-H, T-P, T-N

기타*

2018 2019 2020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g/대)

40.2
35.8

41.5

48.7

44.0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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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통칭하

며, 사용과 취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화학물질

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의 경우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유해화학물질이 지

정되는 경우 인허가 유예기간 내에 비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

거나, 공정 개선, 제품 사용 중지 등을 통해 법적 허가 대상 유해

화학물질의 미사용을 추진 중입니다. 기아는 유해화학물질 규

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전사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담조직

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사용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시설 기준과 TRI(유해화학물질 배출

량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장공정의 이온교환 방식 제조 공법을 친환경적인 역

삼투압 방식으로 변경한 데 이어, 2019년까지 전 공장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고 대체제품을 적용하여 유독물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였습니다. 신규로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되는 경우 인허가 유예기간 내에 비유해화학물질로 변경

하거나, 공정 개선, 제품 사용 중지 등을 통해 법적 허가 대상 유

해화학물질의 미사용을 추진 중입니다. 나아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하기 위한 취급시설 개선, 친환경 설비

로의 전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기준
**  유해화학물질 법적 기준농도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공정개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품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출량 0 달성 

2018 2019 2020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kg/대)

0.4
0.09 0

444.3

104.8

0**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 2021년 6월 집계 예정

2018 2019 2020*

 ■ 총 배출량(톤)
 대당 배출량(kg/대)

44.0
39.9

53,367.7

48,954.5

TRI 대상물질 배출량

토양오염 관리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AutoLand 내·외부에

서 적극적으로 토양오염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 내부에는 연못 설치, 수목 이식 등을 통해 녹지를 조성하여 친

환경적이고 쾌적한 생산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부터 토

양 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

화한 결과 단 한 건의 오염물질 누출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

다. 대외적으로는 매년 외부 친환경 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

며, 2021년 4월에는 마스크 폐기물로 인한 해양생물 및 조류의 

피해를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폐기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바다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

를 보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녹지 현황 

구분 부지면적 
(m2)

건물면적 
(m2)

녹지면적 
(m2)

녹지율* 
(%)

AutoLand광명 498,908 226,539 74,850 27.5

AutoLand화성 3,199,636 1,162,072 663,848 32.6

AutoLand광주 1,014,941 597,446 80,007 19.2

슬로바키아공장 1,898,288 288,281 1,218,314 75.7

동풍열달기아1공장 405,258 90,415 36,752 11.7

동풍열달기아2공장 1,449,172 275,536 310,437 25.9

동풍열달기아3공장 1,470,000 223,602 337,581 27.1

조지아공장 2,611,380 225,048 785,487 32.9

멕시코공장 3,338,843 203,583 1,219,021 38.9

* 녹지율=녹지면적/(부지면적–건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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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애주기 및 자원순환

친환경 설계 시스템

기아는 디지털 기반 친환경 설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의 선

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친환경설계 가이드의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원재료의 환경적 영향을 파악한 후 소재

를 선정합니다. 이후 부품 구조 단순화와 재질 개선을 통해 제

조공정을 단축하고, 해체가 용이한 체결방식을 고안합니다. 설

계 완성 이후, 가상 3D 모델을 이용하여 차량 해체를 시연합니

다. 이 단계에서 ‘해체 용이성’과 ‘재활용성’을 평가하여 도면을 

수정하거나 재활용성이 낮은 부품을 대체합니다. 도면이 확정

된 후에는 테스트 차량을 제작해 해체성 평가를 실시하고, 분해 

소요 시간과 체결요소 수 등을 기존 차량과 비교함으로써 자원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자원화

현대차·기아는 2011년 10월 환경부와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

공단의 지원으로 폐자원을 신차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재활용 시스템을 대행법인을 통해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의 해체단계에서 약 51% 정도가 자연 재활용되며, 파쇄 

재활용단계에서 약 30%를 재활용합니다. 또한 열(에너지) 회

수를 위해 10% 이내의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해체단계

에서 ‘플라스틱·유리·고무·시트’ 등 4대물질 4%를 회수 및 재활

용하여 제조공정에 원료로 투입함으로써 법정재활용률 95%를 

달성하고, 자원 관리 선순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개발 시스템

친환경 설계
(DfE: Design for Environment)

해체용이 설계 통합시스템
(DOROSY: Design for 
Recycling Optimizing System)

폐차 해체 과정 

❶  차종 및  
제원 확인

❸  후드, 배터리,  
타이어 제거

❷  폭발위험 부품 제거 
(에어백, 시트 프리텐셔너)

폭발처리챔버

❹  액상류 동시 회수

90% 이상 
재회수하여 

환경오염 방지

액상류 회수 장치

❻  내장류 해체 ❼  엔진 및  
변속기 해체

❽  압축❺  외장류 해체

자체회전장치

해체된 부품은 소재에 따라 분류하여 
85% 이상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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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자동차에 대한 환경정책의 강화가 논의됨에 따라, 자동차 생애

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신차를 대상으로 밸류체인 전체

에서 LCA 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전과정평가는 기존의 자동차 환경 규제가 주행 과정에

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화

석연료와 같은 에너지 생산방식에서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기아는 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40(전과정평가: 원칙 및 기본

구조), ISO 14044(전과정평가: 요구사항 및 지침)를 기반으로 

차량 모델에 적용 및 분석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환경 영

향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자원소모, 오존층 

영향, 부영양화, 산성화, 광학스모그의 6대 환경영향도를 CML* 

방법론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밸류체인에

서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부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제품 생산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CML(Centre for Milieukunde, Leiden):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환경과학 연구소에
서 개발한 방법론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LCA에 활용됨 

  전과정평가 수행 범위

* WtW(Well to Wheel): 에너지 소비만이 아닌 에너지 생산 과정까지 살펴보는 방식
** WtT(Well to Tank):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원 채굴부터 연료를 자동차에 주입할 때까지 발생하는 물질을 살펴보는 방식
*** TtW(Tank to Wheel): 연료 탱크부터 바퀴까지 주행과정에서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방식 

폐기

내연기관

Well Tank Wheel

WtW(Well-to-Wheel)

WtT(Well-to-Tank) TtW(Tank-to-Wheel)

부품원료

재활용

생산공정

전기차

CO2CO2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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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20.8

* 국내 기준

2018 2019 2020

(단위: 년)평균 근속연수

협력사 평균 거래기간

* 제조업 평균 12년

33 년2020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여성관리자 수

* 국내 기준

2019년 대비 

25% 증가

Society
기아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미래세대에 기여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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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재채용

기아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자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얼어붙은 취업시장

을 미래세대와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전 사업장에 걸쳐 409명 

을 신규채용하였으며, 2020년 채용인원 중 58%는 39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또한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

해 신기술, 신사업 분야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베테

랑’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기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

템을 통해 전체 채용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각 단계마다 담당 

부서 주관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인재선발서약서 작성을 통해 공정한 채용을 

다짐하고, 전체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면접대상자 사실관계확인

서를 수령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면

접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면접위원 소양교육 이수를 의

무화하고,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면접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국내외직원 2018 2019 2020 비중(%)

국내 35,538 35,469 35,115 67.7

미국 2,996 3,075 3,169 6.1

멕시코 2,423 2,339 2,362 4.5

유럽 5,282 5,059 4,861 9.4

중국 5,834 4,824 4,613 8.9

기타 505 1,682 1,779 3.4

합계 52,578 52,448 51,899 100

* 산학인원, 아르바이트 등의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여성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여성인원 1,256 1,331 1,355

여성관리자** 92 117 146

* 국내 기준
** 여성 관리자는 일반직 책임매니저, 연구직 책임연구원, 법무직 선임변호사에 해당

퇴직/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퇴직*

연령별

20대 56 48 49

30대 76 41 49

40대 80 50 54

50대 410 542 832

60대 이상 4 28 28

성별
남성 599 682 974

여성 27 27 38

합계 　 626 709 1,012

총 이직률(%)** 1.8 2.0 2.9

자발적 이직률(%)*** 0.6 0.4 0.4

* 집계 기준이 변경되어 2018, 2019년 퇴직 인원이 일부 수정되었음

*** 자발적이직률은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에 한함

** 총 이직률(%) = × 100
보고기간 동안 퇴직한 직원 수

{보고기간 초기(또는 연초)직원 수 + 보고기간 말기(또는 연말)직원 수}/2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연령별

20-29세 353 237 167

30-39세 328 69 70

40-49세 402 36 15

50세 이상 298 53 157

성별
남성 1,104 307 357

여성 277 88 52

지역별

본사 115 94 87

광명 306 67 75

화성 613 89 77

광주 303 19 82

남양연구소 11 12 3

기타 33 114 85

                    합계 1,381 39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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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커리어 전환 지원

임직원들이 각자 추구하는 성장의 방향과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학습 플랫폼인 러닝라운지를 통해 구성원들은 6천여 개 이상의 

학습 컨텐츠를 상시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여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스스로 수립한 성장목

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사내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사

내 학습동아리(러닝랩), 사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부터 인권헌장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 필수교육 뿐만 아니라 어학 교육, 공통직

무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며, 2021년부터는 선제적인 모빌

리티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해외 신흥 시장인 인도의 판매·생산 체계 안정화를 위

해 임직원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글로벌 회사로서 내

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임직원에게는 퇴직 5년 전부

터 분야별 전문가 강의, 은퇴설계 전문가의 1:1 코칭 등을 제공하

여 커리어 전환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2020년에는 총 500여 명의 직원들이 수강하여 퇴직 후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직원 교육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총 교육비 10,227,794,438 10,794,597,103 5,064,307, 411

인당 교육비* 292,498 304,364 142,963

인당 교육시간** 33시간 33시간 24시간

* 인당 교육비 = (총 교육비) / (국내 임직원 수)
**  인당 교육시간 = {2020년 누적교육이수자(102,327명)x교육시간 총합(9,771시간)} / 

국내 임직원수(35,424명)

복지제도 및 보수체계

기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직원의 성장과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 중

요한 가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

급별 다양한 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상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는 매 순간 연결된 삶을 사는 우리 세대가 비대면 문화의 확

산 속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였습니

다. 이에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집

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성원들을 위해 거점오피스도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남녀의 평등한 기

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

은 이래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용노

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아는 국적/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운

영하여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절대

평가와 연동되는 보상체계 수립을 통해 개인의 성과향상이 보상에 반

영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며,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활동의 

초과 이익을 합리적 수준의 성과금으로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

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금 포함 비급여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노사 협력 제고,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등기임원을 제외하고 기아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가정생활 균형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난임휴가 지원
•  수유시간 부여

•  태아검진시간 지원
•   출산/유사산 휴가  
지원 등

휴가

•  직급에 따른 휴가 제공 
(ex. 관리자급 승진인원 ‘프로드림’ 휴가 등)

•  여직원 유급 보건휴가 부여 
•  전 직원 하기휴가 추가 제공 등

근로환경

•  재택근무 도입
•  원격근무를 위한 거점 오피스 인프라 구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  재택교육 홈런(Home Learn) 운영 등

육아 휴직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남성 41 68 148

여성 50 56 54

복귀율(%) 98 95 98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2020년)* (단위: 백만 원)

구분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92

여성 71

전체 임직원 91 

* 국내 임직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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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퇴직연금 운용금액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복리후생비
총 비용 6,091억 6,093억 6,191억

인당 복리비 1,800만 1,800만 1,800만

퇴직연금운용금액(DB*) 25,208억 27,036억 31,326억

*  DB(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
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조합 주식 소유 현황 (2020.12.31 기준)

구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예탁기관

우리사주조합 11, 080,523주 2.73%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건강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전문 의료진

이 상주하고 있는 산업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요양을 마친 후 복귀하

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영, 스트레칭 등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원활한 복귀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자문의사 제도를 통해 예방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 162개 의료기관과 협

약하여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기건강검진 항목 외에 성인병 검진을 추가로 제공하며,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종합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

형 검진시스템을 통해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

검할 수 있으며, 의사 소견으로 정밀검사(MRI)를 받는 경우에

는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노 · 사 · 학회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음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근무시간과 무

관하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문 상

담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주기로 첫 

해에는 ‘마음건강평가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및 관심군을 선별

하고, 이듬해에 선별된 인원에 대한 유선·대면 등의 심리상담서

비스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연캠프, 찾아가는 재활치료, 독감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계 질환 유소견자상담, 근골격계TFT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기아는 단체협약 제80조에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근무환

경의 기본조건으로 명시하여 임직원의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

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층은 안전리

더십을 발휘하여 정기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Safety First

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안전환경 전 부문의 임원, 팀장 및 

보직과장은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여 현안사항 논의 및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과 장소는 외부 안전 전문가에 의한 진단 및 

개선을 진행하고, 시설 및 설비 개선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전보

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안전교육은 QR코드, 영상장비를 활

용하여 실시하며, 부서별 안전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안전환

경 입문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아는 2022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직원과 협력사 뿐 아니라 사업장에 출입

하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현황(2020년) (단위: 명, 건, %) 

구분 인원 발생재해 재해율

AutoLand광명 5,862 76 1.30

AutoLand화성 12,929 142 1.10

AutoLand광주 7,217 97 1.34

AutoLand 외(본사, 판매, 서비스) 9,107 19 0.21

합계 35,115 334 0.95

근로손실재해율(LTIFR) / 산업재해빈도율(TRIFR) 

구분 2018 2019 2020 중장기목표 
(2025)

근로손실재해율
(LTIFR*)

임직원 1.46 1.85 1.96 1.52

계약직 0 0 2.92 0

산업재해빈도율
(TRIFR**)

임직원 4.01 4.85 4.76 3.68

계약직 0 0 2.92 0

*  LTIFR(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산식: 12개월 기간 중 발생한 부상 수(사고) 
/ 동일한 12개월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이 근무한 총 시간x1,000,000

**  TRIFR(Total Recordable Injury Frequency Rate) 산식: 12개월 동안 기록 가능한  
모든 부상 수(사고+질병) / 동일한 12개월동안 모든 직원이 근무한 총 시간x1,000,000

*** 총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x50주

산업재해 발생 추이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중장기목표 
(2025)

재해건수 285 344 344 258

재해율 0.81 0.98 0.95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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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기아는 2020년 ‘안전문화 가치 창조’라는 미션 하에 전사 안전

환경 경영을 선포하고, 국내 자동차 기업 최초로 국제 안전환경 

규격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의 통합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본사 및 국내공장을 

통합하는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환경 통합 경영시스템을 정착시

키고, 2021년까지 해외공장의 ISO 인증을 완료하여, 2022년에

는 본사·국내·해외 ISO 통합인증을 취득함으로써 2025년까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노사관계 개선

기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단체협약에 의거해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단체협상과 정기 노사협의

회 등 회의체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

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 제17조에 규정한 통지의무에 따라 투

명 공개경영을 원칙으로 정기적으로 경영실적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과 개폐, 

임직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이사회 의결사항 등 운영상의 변화

를 문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단체교섭이 적용되는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83.2%에 해당하는 29,229명입니다.

기아 노사는 매월 미래발전 전략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

여 경영현황과 자동차 산업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유

로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노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2017년부터 8+8 교대 근무제를 시

행하여 심야 근무를 축소하고,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안을 마

련해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된 일터를 마련하는 한편, 생산량 

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간 특

별합의로 사내 협력사 근무 인원에 대해 2019년까지 총 5차에 

걸쳐 1,869명을 특별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매년 임금협상 시 ‘노사활동 사회공헌기금’
을 합의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30억 원을 출연

하여 협력업체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노사합동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한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가정의 자녀에게 기아드림 장학금을 

후원하고 전국 복지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협력하

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경영 강화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반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노동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

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7월 ‘기아 인권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아는 인권헌장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서 인

권존중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8개의 

주요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국가별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 현

지 법규를 우선 준수하되 인권헌장 내 현지 법규 및 사업적 특

성이 반영된 별도 세부 정책을 수립·실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

니다.

기아는 모든 국가의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나아

가, 정기적인 인권 리스크 점검 및 각 사업장별 인권헌장 실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 인권헌장 기본 원칙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 준수 

3. 인도적 대우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8. 고객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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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권교육

새롭게 제정된 인권헌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의 원칙

과 가이드라인을 업무 수행에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따른 인재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

율학습을 활용하여 제공된 인권헌장교육은 일반직 6,8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4,087명이 이수하였으며, 2021년에는 타

직군 및 해외 사업장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권영향평가

기아는 인권헌장을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리스크 인식수준과 현상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차

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등 8개 주

요 영역의 세부 점검항목 105개를 통해 각 사업장의 수준을 진

단하고, 보완 필요 영역을 식별합니다. 평가 결과는 기아 공식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공유되

고 있습니다. 2020년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중대한 인

권 리스크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기아는 임직원, 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인권 리스크를 예

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세부 점검항목

을 고도화하고, 특정 사업장을 임의로 지정하여 현장 실사를 병

행함으로써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예방활동을 강

화할 예정입니다.

기아 인권영향평가 구성 (단위: 개)

구분 주요 점검 영역 세부 점검항목

1 차별금지 17

2 근로조건 준수 3

3 인도적 대우 3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5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25

6 산업안전 보장 17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10

8 고객 인권 보호 14

합계 105

고충처리체계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고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아 복지혜택 안

내 사이트인 오토웨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메인화면에 위치한 

One-Click HR 배너를 통해 쉽게 접속하도록 UI 디자인을 설계

하였습니다. 직원 성과평가, 근무지 이동, 직장질서 위반 등 다

양한 주제에 대해 고충이 접수되면, 각 부문의 담당자들이 신속

하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9건의 고충처리가 접수되었으며 사규위반 2건, 

근무지 이동 3건, 성과평가 2건, 직장질서 분위기 개선 2건에 대

해 고충처리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부문별 고충처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성희

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상담센터에서는 부문별 담당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

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에게 무관용

의 원칙을 적용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5건에 대해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 종

료, 중징계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피해 방지

를 위해 분리,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상담센터 내 여성 담당을 의무

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충처리 상담센터 전 

부문에 ‘임신 여직원 지원 제도 및 근로기준법 안내’에 대한 협

조전을 발송하여 산전후 휴가, 단축근무 등 임신 여직원에게 적

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지원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

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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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체계적인 협력사 관리

기아는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지속성장기반 강화, 동반

성장 문화 정착이라는 3대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ESG 관점에서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기술, 안전, 친환

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

건, 경영시스템 등의 행동 기준 준수를 권고하며 협력사의 사회

적 책임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협력사와의 지속가

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INTERVIEW

류 영 재 대표이사
㈜서스틴베스트

기아는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 및 동
반성장과 관련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협약 체결, 상생협력추
진팀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적절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 안전관리 매뉴얼
• 안전관리 조직/인원 
• 안전관리 교육 실태
•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리스크 관리

• 유해물질 금지
• 화학 물질 정보제공(IMDS)
• 내부 친환경 시스템 구축 
• 환경경영

•  협력사 대상 반부패 정책  
모니터링 시행 

• 거래계약 준수
• 노동/인권/차별금지

* Knock Down: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

공급망 관리 체계

ESG 관점  
(수시 관리/평가)

관리항목  
(연 1회 관리/평가)

우선순위

품질 납입 기술 상생

안전 친환경 부품 윤리/인권

글로벌 경쟁력 육성 지속성장기반 강화 동반성장 문화 정착

3대 동반성장 
추진전략

• 품질경영체계
• 입고 불량율 
• 클레임비용 변제율
• 품질경영

• 대금지급 조건
• 계약 공정성 
• 법 준수 노력
• 상생협력 지원

• 기초역량
• 수행능력
• 미래역량

• 생산라인 정지
• A/S 납입률
• KD* 납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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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평가

사회환경적 이슈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협

력사 들을 대상으로 ESG 개선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개정 및 강화하여 협력사

들로 하여금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협력사 대·내

외적으로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전문 대외기관과 협업하여 협력사 자가진단에서 평가 

및 개선에 이르는 평가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

력사 ESG의 주요 관리영역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

건, 경영 시스템 등이며,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자가진단(협력

사 주관) 및 Pilot평가를 실시해 평가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공급망 ESG 관리는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및 업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핵심협력사와 고위험협력

사를 선정해 우선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중 고위험 협력사들을 대상

으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제기된 개선 필요사

항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향후 ESG 평가대

상을 점차 확대하고, 장기적인 평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

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체계를 구매정

책 및 제도에 반영하여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급망 ESG 평가요소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도가 증대되

고 있는 세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마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스크가 증대된 분쟁광물(3TG; 주

석, 탄탈륨, 텅스템, 금)의 경우 협력사들의 원재료(광물) 조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

제련소를 통한 원재료 조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상생협력 5스

타 평가제도’를 시행하여 1차사와 2차사간 상생협력 강화를 유

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사

들을 대상으로 사내 안전전문가와 함께 평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컨텐츠 배포 및 

온라인 세미나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현황(2020년) (단위: 개 사)

구분 세부내용 업체 수 구매금액 비중

1차사

총 부품협력사 1,880

100%국내* 780

국외 1,100

핵심 협력사 40 40%**

2차사 핵심 협력사 10 -

* 수입사 400여 사 포함
**  1차 협력사 1,880개 사를 대상으로 구매한 금액 중 40%가 핵심 협력사 40개 사  

대상 구매금액임을 의미함

공급망 평가 프로세스

공급망 행동규범 
제정 및 선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 수립/이행 

공급망 ESG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협력사 ESG 리스크 개선 
지원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행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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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

기아는 분쟁광물 사용 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제련소를 통

해 조달된 광물을 사용할 것을 협력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공급망 내 분쟁광물과 관

련된 원산지, 제련소 등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TG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구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산에서 제련소까지 공급망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해 3TG 관련 공급망(Supply Chain)을 조사하고 있습니

다. 우선적으로 전기차 사용부품(End+Sub)에 대해 분쟁광물 

포함 실태와 인증제련소를 통한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파악하

여, 미인증제련소에서 조달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인증제련소로

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쟁광물에 대한 협력사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1차 및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제실사 지

침에 따라 ‘분쟁광물 보고 양식(Conflict Minerals Reporting 

재무적 성장을 위한 제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하여 중소·중견협력사에 납

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지급 범위를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보다 넓은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명절 기간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

급하며, 2·3차 협력사에도 납품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 평가 항목에 납품대금 지원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

니다. 이외에도 미래성장상생펀드, 미래성장동반펀드, 2·3차 협

력사 전용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협력

사의 경영안정 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

용 중소·중견 협력사를 위해 1,200억 원을 출연하여 총 9,600억  

원 규모로 그룹 차원의 협력사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500억 원 규모 산업

은행 및 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1,500억 원 규모 기술보증기

금 ‘상생특별보증’, 1,600억 원 규모 신용보증기금 ‘상생특별보

증’, 3,000억 원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납품대금 담보

부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판, 알루미늄, 귀금속 등의 원자재 가

격변동을 단가에 반영하여, 협력사가 원자재가 인상 부담을 덜

고 양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평가 및 시정 조치 현황 (단위: 개 사)

구분 지표 업체수 평가비율

공급망  
ESG 평가*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 대상 1차사 380** 100%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 대상 중  
고위험 1차사 38 100%

핵심 협력사  
모니터링

공급망 모니터링 대상 핵심 협력사
1차사 40*** 100%

시정조치 지속가능성 고위험 협력사 중  
시정조치 완료 대상 38 100%

* 경영현황, 근로조건/인권, 기업윤리, 환경, 안전보건 평가 
** 국내 1차 부품 협력사 대상 (수입사 제외) 
*** 1차 핵심 협력사 전체

Template, CMRT)을 활용한 분쟁광물 사용조사 → 위험성 평

가 → 분쟁광물 인증제련소 사용권고’ 등의 절차에 따른 관리프

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분쟁광물 관

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미인증 제련소를 통한 해당 광물의 조

달을 억제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분쟁광물
사용조사

(CMRT 양식활용)

위험성 평가
분쟁광물

인증제련소
사용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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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동반성장 성과 

구분 2001 2020

평균 매출액 약 700억 원 약 3,100억 원

자산 약 500억 원 약 2,600억 원

해외동반진출 약 30개(2000년) 748개

기업규모(%) 매출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기업 21% 65%

평균 거래기간* 33년

* 제조업 평균(12년)

납품대금 지급 조건 

구분 지급 조건 지급 주기

내수용
부품

중소기업 현금 주 1회

중견기업(매출 5천억 원 미만) 현금 주 1회

중견기업(매출 5천억 원 이상) 어음 (60일) 주 1회

대기업 어음 (60일) 주 1회

수출용 부품 현금 월 1회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기아는 동반성장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2008년 1기 협약체결 이래로 2020년  

12기 협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가격인상 관련 조정, 자금지원 프

로그램, 하도급 4대 실천사항 운영, 2 · 3차 협력사 지원 강화 등

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1 · 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동반

성장 실적을 심사하고 포상하여,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0년까지 총 36개  

사가 상생협력 우수회사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모든 거래 시 협력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HMG파트너

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진행합니다. 투명구매실천센터 홈

페이지를 운영하며 협력사 행동규범,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보

복금지지침 등을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 투명 · 윤리 실천 건의함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

과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운영하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

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코로나 극복)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룹 차원의 
협력사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9,600억 원

3,500억 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1,5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상생특별보증

1,6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상생특별보증

3,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공정거래협약

1 · 2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실적 

심사/포상

협력사 공정 평가
- HMG파트너시스템 

운영

투명구매실천센터 
운영

동반성장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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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및 품질을 위한 노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제품 품질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

시간 25.9 23.8 23.9

제품 리콜 대수* 만 대 191 102 200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품질 표준(예. ISO 9001)
에 대해 인증된 시설의 범위

% 100 100 100

* 자발적 리콜 대상

고객

고객만족도 제고 

기아는 전세계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고객만족도(CSI) 조사를 의

뢰하여 고객 관점에서 판매 및 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 출고 및 정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매월 실시하며, 해당 결과는 투명하게 담당 

부문에 전달됩니다. 

기아 고객센터는 렌터카, 시승 예약 등의 신규 분야 상담 업무

를 확대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COVID-19 확

산 초기에는 상담원 근무장소 이원화, 재택근무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체계적인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전 거점 대

상 고객응대(연 8회)와 전화응대(연 4회) 태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관련부서 전 임직원에게 공개되며, 자체

적인 개선활동과 함께 결과를 기반으로 구성한 고객 서비스 교

육이 진행됩니다. 고객 중심 사례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접목한 

현장 방문 교육인 ‘공감CS’를 통해 고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직무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1:1코칭 등 3,558명의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445회에 걸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

비스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아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해외 딜러 판매/서비스 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응대 

스킬 및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2021년에는 상품

전문가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지향 판매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 안전 및 제품 품질을 위한 노력

기아는 200만 대의 자발적 리콜을 수행하고, 산하 시설 100%

에 대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며 고객 안전

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기아는 딜러 방문 이전 사전정보 검색 활성화를 통해 고객 

문의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형 Lifetime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차량 선택을 돕고, 차량운

행 오너십 기간동안 지속적인 브랜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

객 유지(Customer Retention)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EV6 런칭에 맞추어 해외 딜러 판매/서비스 인원을 대상

으로 다양한 형태의 EV 특화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

며, 2021년 6월에는 유럽 16개국 16명의 정비사들이 ‘MRIS’라
는 플랫폼을 통해 국내 EV차량을 유럽 현지에서 원격으로 진단

하는 Online EV Skill World Cup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

가 VR을 활용한 교육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글로벌 런칭하

여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제고하고, 고객 최우선 기반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객만족도 관련 대외 수상 및 조사결과

•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RV(5년 연속), 경형(6년 연속), 중형부문 1위

•  2021년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콜센터 선정(18년 연속)

•  2020년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자동차 A/S부문 1위(7년 연속)

•  2020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자동차 판매서비스 부문 1위

•  2021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자동차 멤버십 부문 1위(10년 연속)

•  2021년 인도 딜러만족도 조사 

고급 브랜드 5곳을 포함한 전체 18개 브랜드 중 1위

Introduction       Magazine: First MOVER       Fact Book: Responsibility       Appendix 78Kia Sustainability Magazine 2021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Management Approach     이해관계자 참여     Governance     Economy     Environment     Society



고객정보 보호

기아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

센터를 신설하여, 성명, 연락처 등의 구매 고객 정보부터 커넥티

비티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까지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

상으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시스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ISO 27001(정보

보안경영시스템)을 매년 검증받으며 개인정보 사고 방지와 함

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단위: 건)

2018 2019 2020 중장기목표(2025)

0 1 0 0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단위: 건)

2018 2019 2020 중장기목표(2025)

0 0 0 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제품 라벨링

유럽 
(EU)

•  제품정보: ID 라벨(WVTA 인증번호, 중량 등 인증 정보 기재)
•  연료, 전기 충전 정보: 연료 타입 라벨, 전기 충전방식 라벨(PHEV, 전기차만 해당), 수소연료전지차 수소 연료 라벨
•  제품 안전 관련: 에어백 경고라벨, 스페어 타이어(제공 시) 속도라벨, ISOFIX 앵커 라벨, 고전압 부품 라벨 등

북미 
(미국/캐나다)

•  제품정보: Monroney 라벨(차량 가격표(MSRP) 라벨로서 연비(전비), NCAP 평가등급, 북미산 부품 비율 정보 등 표시)
•  연비(환경) 정보: VECI 라벨(배출가스 인증정보 기재), 냉매 라벨, 수은 함유 라벨 등
•  제품 안전 관련: Certification 라벨(자기 인증 라벨), Tire Placard(타이어 공기압 라벨), VIN 라벨(차대각자 라벨), 도난 방지 라벨, 
에어백 경고 라벨 등

러시아연합 / 
동유럽

•  제품정보: 유럽 사양 ID 라벨 + 러시아인증라벨(EAC) 제공
• 제품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경고성/정보성 문구 자국어 제공(러시아어/터키어 등)

중국
•  제품정보: ID라벨, VIN(W/screen), 도난방지라벨
•  연비(환경) 정보: 연비라벨
•  제품 안전 관련: CCC라벨, CRS 경고 에어백 라벨, 임시 스페어타이어(제공 시) 속도 라벨

한국
•  제품정보: 자기인증라벨(제작 연월, 차량 총 중량, 차대번호, 차종, 차명, 타이어 등), 권장공기압 라벨
•  연비(환경) 정보: 연비라벨,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  제품 안전 관련: 에어백 경고라벨, ISOFIX 앵커 라벨, 고전압 부품 라벨, 수소연료전지차 수소 연료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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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멕시코

아프리카

미국

기아미국
•  Face shield 생산 및  지역 의료기관 기부

COVID-19 극복 지원

기아는 글로벌 팬데믹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아는 COVID-19 극복이 범 지구적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앞

으로도 기아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피해 극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

니다. 또한 단발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공헌 활동들을 발판으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중동
요르단
요르단 자타르 난민 캠프 기부 캠페인
•  UEFA 아동 재단과 함께 축구화 기부
•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스쿨링  
형식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 진행

우간다, 가나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  보건센터를 현지 격리치료시설로 제공 및  
COVID-19 관련 기본 진료 실시

•  보건센터 직원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제공

기아인디아
COVID-19 대응활동 지원을 위한 AP주 성금 기부
•  AP주 구제 펀드(AP CMRF)를 통한 구호 성금 전달
COVID-19 대응을 위한 의료용 방호물품 지원
•  마스크 및 기타 의료용 방호물품 지원

아프리카

기아멕시코
•  누에보레온주 정부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감염역학 교수를 연계하여 원격 의료자문을  
제공,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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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공헌비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사회복지 10,100 9,757 9,595

교육, 학교 및 학술연구 3,104 2,647 2,562

문화예술 및 체육 1,328 1,412 1,152

환경 65 223 343

응급 및 재난구조 112 489 1,707

국제활동 2,492 2,468 1,014

기타 14,223 6,807 8,275

합계 31,424 23,803 24,648

INTERVIEW

윤 진 수 본부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아는 기부적 성격의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업의 본질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의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단위: 명, 시간)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참여 인원 14,978 13,460 9,037

총 참여시간 40,485 41,589 27,702

1인당 참여시간* 1.14 1.17 0.79

* 1인당 참여시간: 사회공헌 총 시간을 해당 연도의 국내 임직원 수로 나눈 값

기아중국
•  마스크 생산 및 성정부/대학교 기부

국내

‘그린라이트 키즈’ 교통안전 놀이키트 지원
•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 및 당사 고객 대상,  
교통안전 놀이용품 ‘그린라이트  
교통안전키트’ 1만 개 지원

COVID-19 피해 택시업계 지원
•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할부금 상환 유예
•  오토큐 입고 택시 대상 일반수리비 30% 할인

마스크 자체 생산체계 구축
•  방역마스크(KF-94, KF-AD) 자체 생산,  
팬데믹 상황에 따른 유연한 생산량 조절을  
통해 방역마스크 품귀현상 해결에 기여

•  시장가격 교란 방지를 위해 비매품으로  
운영, 그룹사 내 전 계열사 임직원 안전보건  
확보 및 사회공헌, 기부 용도로 활용 중

AutoLand화성
•  원격수업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스마트 학습기기(태블릿PC) 기부

오산교육센터
•  임직원 연수시설을 COVID-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국내

AutoLand광명, AutoLand광주
•  공장인근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용품 기부

초록여행
•  COVID-19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기를 
활용하여 장애인 가정 및 차량 대상으로 
무료 방역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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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성과 요약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및 주요 비율 (단위: 백만 원)

과목 2018 2019 2020
자산

Ⅰ. 유동자산 19,711,791 21,555,416 26,093,382

Ⅱ. 비유동자산 32,074,814 33,789,382 34,397,061

자산 총계 51,786,605 55,344,798 60,490,443

부채

Ⅰ. 유동 부채 14,834,739 17,276,646 21,097,589

Ⅱ. 비유동부채 9,708,402 9,090,014 9,501,182

부채 총계 24,543,141 26,366,660 30,598,771

자본

Ⅰ.  보통주자본금 2,139,317 2,139,317 2,139,317

Ⅱ.  주식발행초과금 1,560,650 1,560,650 1,560,650

Ⅲ.  이익잉여금 24,711,681 26,056,216 27,173,417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07,110) (716,971) (920,638)

Ⅴ.  기타자본항목 (61,074) (61,074) (61,074)

자본 총계 27,243,464 28,978,138 29,891,672

부채와 자본 총계 51,786,605 55,344,798 60,490,443

자기자본비율(자본/자산) 52.61% 52.36% 49.42%

부채비율(부채/자본) 90.09% 90.99% 102.37%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과목 2018 2019 2020
매출액 54,169,813 58,145,959 59,168,096

매출원가 46,177,283 48,766,570 49,222,564

매출총이익 7,992,530 9,379,389 9,945,532

영업이익 1,157,475 2,009,680 2,066,45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68,644 2,531,104 1,841,358

법인세비용 312,701 704,445 353,773

당기순이익 1,155,943 1,826,659 1,487,585

영업실적

구분 2018 2019 2020
판매대수(천 대)* 2,812 2,821 2,607

매출액(조 원)      54.2      58.1      59.2 

영업이익(조 원)       1.2       2.0 2.1

* 판매대수는 현지 도매판매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CKD 판매대수를 포함

연결현금흐름표(2020년) (단위: 십억 원)

영업활동 현금흐름 5,424

투자활동 현금흐름 (2,86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6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134)

재무활동 현금흐름 3,51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24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727)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184)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순증감 5,892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69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161

친환경차 판매대수(소매) (단위: 대)

■ HEV
■ PHEV
■ EV

20202018 2019

합계
HEV
PHEV
EV

147,602
110,911
20,771
15,920

156,483
102,590
27,225
26,668

210,463
117,162
39,208
5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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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보고수준 보고지면 비고
지표 번호 Core 지표명
102-1 Core 조직명 ● 10~11
102-2 Core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 10~11
102-3 Core 본사 위치 ● 10~11
102-4 Core 사업장 위치 ● 10~11
102-5 Core 소유 및 법적 형태 ● 44~46
102-6 Core 시장 ● 10~11
102-7 Core 조직 규모 ● 10~11
102-8 Core 임직원 및 근로자 정보 ● 28~29, 68~73
102-9 Core 공급망 ● 31, 74~77
102-10 Core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10~11
102-11 Core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 방법 ● 4~5, 8~9, 14~17, 35, 41
102-12 Core 외부 이니셔티브 ● 8~9, 36~37, 42, 57
102-13 Core 가입 협회 ● 42
102-14 Core 의사결정자 성명서 ● 3
102-15 핵심 영향, 위험, 기회 ● 4~9, 14~17, 24~27, 49, 57, 88~89
102-16 Core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 4~9, 46~48, 72~73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과 신고 메커니즘 ● 46~47, 73
102-18 Core 거버넌스 구조 ● 43~46
102-19 권한 위임 ● 43~46
102-20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 ● 43~46
102-21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협의 ● 43~46
102-22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 구성 ● 43~46
102-23 최고 거버넌스 기구 의장 ● 43~46
102-24 최고 거버넌스 임명과 선정 ● 43~46
102-25 이해관계 상충 ● 43~46
102-26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 43~46
102-2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총체적 지식 ● 43~46
102-2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평가 ● 43~46
102-29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파악과 관리 ● 43~46
102-30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과 ● 43~46
102-31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검토 ● 43~46
102-32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 43~46
102-33 중요사항 보고 ● 43~46
102-34 중요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 43~46
102-35 보수 정책 ● 44~45
102-36 보수 결정 절차 ● 44~45
102-37 보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 44~45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 44~45
102-39 연간 총 보상 인상율 ○
102-40 Core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 40~42
102-41 Core 단체 협약 ● 72
102-42 Core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 40~42

GRI Index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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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보고수준 보고지면 비고

지표 번호 Core 지표명
102-43 Core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40~42
102-44 Core 제기된 핵심 토픽과 관심사 ● 40~42
102-45 Core 연결재무제표 내 주체 ● 92 사업보고서 참조
102-46 Core 보고서 내용의 결정 및 토픽 경계 ● 92
102-47 Core 중대 토픽 목록 ● 40~41
102-48 Core 정보 수정 ● 92
102-49 Core 보고 시 변화 ● 92
102-50 Core 보고기간 ● 92
102-51 Core 최근 보고서의 보고일자 ● 92
102-52 Core 보고주기 ● 92
102-53 Core 보고서 관련 문의 시 연락처 ● 93
102-54 Core GRI Standard에 부합하는 보고 방법 ● 84~87
102-55 Core GRI 인덱스 ● 84~87
102-56 Core 외부 검증 ● 90~91

Topic Specific Standards_Material Topics
GRI Standards

보고수준 보고지면 비고
중대 이슈 지표 번호 지표명

1.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103 경영 접근방식 ● 41
201-2 기후변화가 조직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 4~5, 8~9, 14~17, 24~27, 55~59, 88~89

2. 제품 안전 및 품질
103 경영 접근방식 ● 41
416-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
416-2 제품 생명주기 동안 제품·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

3. 사업장 안전 및 보건

103 경영 접근방식 ● 41
403-1 산업안전보건시스템 운영 ● 71
403-2 업무관련 재해 파악, 위험 평가 및 산업재해 조사절차 ● 71
403-3 산업보건서비스 ● 71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 71
403-5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 71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 71
403-7 비즈니스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 보건 및 안전 영향의 예방 및 완화 ● 71
403-8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 71
403-9 업무 관련 부상 ● 71
403-10 업무 관련 건강 ● 71

4.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103 경영 접근방식 ● 41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 58
302-2 조직 외 에너지소비 ● 58
302-3 에너지 집약도 ◐ 60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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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보고수준 보고지면 비고

중대 이슈 지표 번호 지표명

4.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 58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 24~27, 54~59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57~59, 89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 57~59, 89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 58~59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57~60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 57~60

5. 연구개발(R&D) 투자 103 경영 접근방식 ● 41
R&D 투자 R&D성과, 지분투자, R&D비용 ● 21, 51

6. 고객만족 및 소통

103 경영 접근방식 ● 41
417-1 조직의 제품·서비스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정보 유형, 해당요건을 갖춰야하는 주요 제품군 비율 ● 79
417-2 제품·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
417-3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
418-1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79

7. 건전한 노사문화

103 경영 접근방식 ● 41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 72
407-1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76
408-1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조치와 발생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76
409-1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조치와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76

8. 공급망 리스크 관리

103 경영 접근방식 ● 41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
308-1 환경 기준을 사용하여 선별된 신규 공급업체 ● 76
308-2 공급사슬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과 취해진 조치 ● 76
414-1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76
414-2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 76

9. 경제적 성과 창출

103 경영 접근방식 ● 41
201-1 직접적 경제가치의 창출과 분배 ● 50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 71
201-4 정부 재정지원 ○

10.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103 경영 접근방식 ● 41
204-1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

11.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 103 경영 접근방식 ● 41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 44, 69

12. 지역사회 기여

103 경영 접근방식 ● 41
202-2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 69 비율은 공시하지 않으나 수를 공시함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 35~37, 80~81
203-2 영향의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 35~37, 77, 80~81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
413-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
413-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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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Specific Standards_Non Material Topics
GRI Standards

보고수준 보고지면 비고
지표 번호 지표명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 46~47
205-3 확인된 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법 ◐ 48
207-2 세금 거버넌스, 통제 및 위험 관리 ◐ 48
207-3 세금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및 위기 관리 ◐ 48
207-4 국가별 보고 ○
301-1 사용된 원료의 중량과 부피 ● 61
301-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 61
301-3 재생된 제품과 포장재 ● 61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물 상호 작용 ◐ 60
303-2 배수 관련 영향 관리 ◐ 60
303-3 용수 취수 ● 60
303-4 용수 배출 ◐ 64
303-5 용수 사용량 ◐ 64
304-1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소유, 임대, 관리 또는 이웃한 운영구역 ○
304-2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동,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 영향 ● 36, 65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65
304-4 IUCN Red List 작물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처가 있는 종 및 국가보호목록 종 ○
305-6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ODS) ◐ 63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 63
306-1 수질과 방류지별 폐수 배출 ● 64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 64
306-3 중대한 유출 ○
306-4 유해폐기물의 수송 ○
306-5 조직의 방류와 지표유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
307-1 환경법 및 규제 위반과 비금전적 제재조치 ○
401-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 69
401-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 70~71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 70
404-1 근로자 1인당 한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 70
404-2 고용과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 70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 70 비율은 공시하지 않으나 수를 공시함
406-1 차별사건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
410-1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
412-1 인권 검토 또는 인권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 73, 76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과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 73
412-3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 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 73, 76
415-1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 ○
419-1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

● 보고    ◐ 일부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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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권고안 보고 내용 CDP 지표

지배구조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이사회 역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경영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으며 최종 의사결정권과 관리 책임을 갖습니다. 
2020년에는 ESG 안건에 대한 보고를 2회 받았으며 전사 관리 현황 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기후변화 전략 등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CC1.1a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기아의 경영진은 글로벌 환경 규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Plan S’라는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전기차로의 선제적 전환과 그에 맞는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아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환경센터장 주재의 기후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목표 설정, 감축아이템 발굴, 투자 결정 등을 협의합니다. 
안건 중대성에 따라 본부장 및 CEO에게 보고하여 주요 사항을 의사결정 하고 있습니다.

CC1.2a

전략

a)  단기, 중기 및 장기 측면의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단기적으로 1) 국가별 탄소세 부과 등 탄소배출의 무역장벽화, 2) 배출권 거래가격 및 재생에너지 구매비 상승으로 인한 제품 원가 상승, 
3) 친환경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인한 내연기관차 경쟁력 약화를 주요 리스크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탄소 기술과 친환경 차량 개발 지연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을 주요 리스크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회의 경우,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 선점을 주요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CC2.3

b)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가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기아는 기후 이슈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닌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전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사의 미래전략 ‘Plan S’를 중심으로 전 
밸류체인에서의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CO2 배출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벌금 등의 비용 부담은 물론, 판매량 감소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기아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탄소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V전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기아는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 405만 대 가운데 친환경차를 약 160만 대까지 
판매하여, 친환경차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CC2.2, CC2.3

c)  2℃ 이하 시나리오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유연성

기아는 공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향후 배출량에 대한 예측 관리를 위해 국내 공장에 에너지 관리시스템(Global Energy -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GEMS)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상 도출된 예측치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 및 투자를 시행하며  
영전략 목표 수립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내, Scope 3 배출량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분석 결과를 경영전략 수립 및 재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CC3.1b, CC3.1d

T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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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권고안 보고 내용 CDP 지표

리스크 관리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전 밸류체인에서 발생가능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이슈에 대해 전사 현안 협의체인 ESG협의회를 통해 식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식별·관리 프로세스는
(1) 국가별 정책 동향 및 당사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주요 리스크 식별
(2) 유관부문 협의 진행 (부문별 개선과제 등의 대응방안 검토)
(3) 단기/중장기 대응방안 수립 및 실행
(4) 협의회를 통한 정기적 대응 결과 점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CC2.2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c)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되는 방법

기아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환경영향 평가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조직의 리스크 관리체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의 KPI 또는  
전략과제 하에 ESG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CC3.1

지표와 목표

a)  조직이 경영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당사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판매 수, 자연재해로 인한 부품 공급중단 수 등의 지표를 활용 중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사업전략과 투자 방향 등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CC2.1b, CC7.3

b)  Scope 1, 2 및 Scope 3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리스크

Scope 1: 373천 tCO2-eq (국내: 256천 tCO2-eq / 해외: 117천 tCO2-eq)
Scope 2: 821천 tCO2-eq (국내: 452천 tCO2-eq / 해외: 369천 tCO2-eq)
* 2020년 배출량 기준 
** Scope 3: 2021년 7월 집계 예정

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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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Scope 1, 2에 대하여 절대량 기준으로 2025년까지 2016년 대비 17.4%를 감축할 예정이며,  
기존 2040년까지 감축목표를 수정하여 2021년내까지 탄소중립 및 RE100 추진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글로벌 총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은 1,194천 tCO2-eq 로, 2016년 배출량보다 83천 tCO2-eq 더 적게 배출하며 감축목표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인도공장 실적 포함

C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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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Kia Sustainability Magazine 2021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Kia Sustainability Magazine 2021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기아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

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기아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

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

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

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

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

(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

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

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

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TCFD) 권

고사항 준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기아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기아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기아에서 수집

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

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기아와 보고

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

증결과, 기아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

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

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특정주제 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

- 시장현황(Market Presence): 202

- 간접 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

- 에너지(Energy): 302

- 배출(Emissions): 305

- 공급망 환경평가(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308

- 노동관리(Labor/Management Relations): 402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407

- 아동노동(Child Labor): 408

-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

- 공급망 사회적 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

- 마케팅과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

- 고객 개인정보 보호(Customer Privacy): 418

• TCFD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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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성 원칙

기아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

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

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중요성 원칙

기아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

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

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원칙

기아는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

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기아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

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 원칙

기아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 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

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

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

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

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

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05.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황 은 주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

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

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기아의 사업활동에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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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OVE

2021년,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First MOVER’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표로 기아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보고서 ‘MOVE’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Magazine’과 

‘Fact Book’으로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요 이슈 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보고서 ‘MOVE’는 매년 발간되며, 2021년 ‘MOVE’는 통권 제19호입니다. 기아는 앞으

로도 ‘MOVE’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누락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성기준
2021 ‘MOVE’는 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법(Core Option)에 부합하도록 작성되

었으며, 또한 TCFD의 보고항목을 고려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Appendix의 GRI Index, TCF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작성과 검증
공개된 모든 정보는 유관부서에서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수록되었으며, 보고내용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외부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제3자 검증을 받았

습니다. 검증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90~9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범위와 기간
보고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정량적인 성과

는 감소나 증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데이

터를 수록했고, 도입연도가 명확한 시스템의 경우 집계를 시

작한 기준연도를 함께 기재했습니다. 도입 또는 시행시기가 

2019~2020년일 경우 해당 연도부터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중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분기까지의 실적을 포함 

하였습니다. 정성적인 성과는 2020년 1년간의 활동 위주로 보

고하였으며, 도입 또는 시행 이후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진행되

고 있는 활동의 경우 해당시기를 기재했습니다. 해당기간은 회

계연도와 일치하며, 기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1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보

고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기준
환경적‧사회적 투자비용의 산출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된 재무회계 기준과 동일하며, 2004년에 

도입한 투자평가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 지

출과 사회공헌 활동비에 대한 상세내용은 Fact Book의 환경과 

지역사회 보고지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대수의 

경우 소매*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도매** 기준으로 작성된 작

년 보고서와 일부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매: 딜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 집계
** 도매: 국내 및 해외 등 판매법인별로 딜러에게 판매한 차량 집계

  보고경계
보고의 경계는 기아, 보유지분율 50% 이상의 주식회사인 자회사,  

그리고 해외 자회사인 해외 합작법인이며, 본사, AutoLand광명,  

AutoLand화성, AutoLand광주, 기술연구소, 서비스센터 등의  

국내 사업장과 동풍열달기아, 미국조지아공장, 슬로바키아공

장, 인도공장, 해외 기술연구소, 해외법인의 해외 사업장이 해

당됩니다. 자료 집계를 위한 시스템이 국내 사업장부터 도입되

어 해외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고내용 중 일부는 국내 

사업장만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경계가 국내 사업장에 

국한되거나 해외 일부 사업장만을 포함할 경우, 본문이나 주석

에 표기했습니다. 판매대수의 산출 기준은 도매에서 소매로 변

경되어 일부 데이터가 작년 보고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추가정보는 웹사이트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제품정보: 기아 공식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담당부서: 기업전략실 지속가능경영팀(연락처: 뒷표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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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HR전략팀

지속가능경영팀

지속가능경영팀

지속가능경영팀

HR전략팀

HR운영팀

장지훈 팀장

조형주 책임

이원찬 매니저

이재강 매니저

이준길 책임

박용원 책임

HR운영팀

HR지원팀

HRD솔루션팀

기업문화디자인팀

비즈니스지원팀

노사협력팀

박종일 매니저

심우혁 책임

전지연 책임

서문욱 매니저

이기범 매니저

송지숙 책임

상생협력추진팀

상생협력추진팀

준법지원팀

감사기획팀

오너십육성팀

고객채널관리팀

김영수 책임

박민옥 책임

우지혜 선임변호사

박상철 책임

윤재훈 책임

한재호 책임

고객가치지원팀

고객경험기획팀

기아정보보호센터

개인정보보호센터

국내마케팅1팀

장세민 매니저

정진수 매니저

윤희채 책임

김준형 책임

안진호 매니저

안전환경센터

환경소방기획팀

환경기술연구팀

지속가능경영팀

환경소방기획팀

환경소방기획팀

조정현 실장

임기동 팀장

정진우 팀장

허승진 책임

성영환 책임

이소연 매니저

안전보건기획팀

모빌리티사업기획팀

MaaS사업1팀

PBV사업팀

신사업기획팀

EV인프라팀

장영호 책임

정종헌 책임

채유라 매니저

권오승 책임

최봉규 책임

정규원 팀장

연구개발기술전략팀

파워트레인전략팀

자율주행기획팀 

품질기획팀

품질기획팀

전자기획팀

김영태 연구원

최휘규 책임

윤종태 책임

목지화 매니저

공윤석 책임

최동원 책임

인포테인먼트기획팀

환경기술연구팀

법규인증1팀

법규인증2팀

법규인증3팀

김유환 책임

송미연 책임

허황욱 파트장

노성중 책임

이효준 팀장

IR담당

재무관리실

경영전략팀

IR팀

투명경영지원팀

정성국 상무

김승준 실장

이덕현 팀장

이혜인 팀장

현석희 팀장

IR팀

IR팀

경영전략팀

투명경영지원팀

투명경영지원팀

차인제 책임

이민호 매니저

장서현 매니저

김성웅 책임

이광영 책임

글로벌사업전략팀

브랜드전략팀

투자전략팀

국내사업전략팀

세무팀

정병수 책임

이유진 책임

고성진 책임

이훈준 매니저

임상천 책임

브랜드전략팀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기아디자인매니지먼트실

디지털저널PR팀

디지털저널PR팀

이유진 책임

장아름 책임

신대식 책임

김재우 책임

남호진 책임

기업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지속가능경영팀

김상대 전무

신동수 상무

노계환 팀장

지속가능경영팀

지속가능경영팀

지속가능경영팀

노현태 책임

이선경 매니저

조여진 매니저

ESG 총괄

디자인 감수

환경

사회

경제/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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