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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lob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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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 MOVE UP

SPECIAL FEATURES

- MOVE UP IN THE WORLD

- MOVE UP TO THE NEXT LEVEL

FUTURE MOBILITY

AUTONOMOUS DRIVING
CONNECTIVITY
ECO-ELECTRIC

기아자동차는 ‘2025,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라는 목표를

PRODUCT

3대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PEOPLE

- 고객 서비스

2020년에는 기아자동차 ESG 16대 우선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 임직원

기아자동차의 사회책임경영 전략

- 협력사

- 지역사회

46

FACT BOOK :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 지속가능경영 성과

- 세계와 함께 고민하는 내일
- 기업지배구조

- 기아자동차 중대성 평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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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및 ESG 핵심이슈(Core Issu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가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신 경쟁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환경 경영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을
선도하겠습니다.

ENVIRONMENT

신뢰 경영
주주가치를 실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지배구조 투명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 발전에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APPENDIX

기여하겠습니다.

핵심과제

- 검증의견서

- GRI Content Index
- About MOVE

- Contact Information

1 ESG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실적 관리

9 인권 존중 시스템 구축(공급망 인권교육 실시)

2 ESG Risk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10 인권영향평가 실시(평가결과 대외공개)

(연 2회 이상 경영층 보고)
3 이사회 ESG RISK 관리 체계 구축(연 1회 이상 보고)

READER’S
GUIDE

사회 공헌

'MOVE'는 자동차를 통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뜻하는 기아자동차 지속
가능보고서의 이름입니다. 기아자동차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주석에 표시
된 지면 및 웹사이트 연결이 지원됩니다.

12 소비자 불만처리 투명성 강화(온라인 공시 강화)

5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강화

13 경쟁사 대상 공정거래 원칙 정립		

6 KPI 활용 성과 관리 추진
7 중장기 환경성과 개선방안 수립			

(2025년까지 2015년 대비 온실가스 15% 절감)

웹사이트

(열람청구 프로세스 개선)

4 웹 기반 ESG 통합 공시 추진

8 생태환경 연계한 사업장 사회공헌 추진(연 1회 이상)
용어설명 또는 주석

11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14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전자투표제 도입)
15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체계 개선(글로벌 전문가 참여)
16 감사기구 역할 강화(교육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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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전략

2021~2025

2025,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

기아자동차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미
래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처하고 높아져 가는 지속가능성에

2015~2016

2017~2020

글로벌 사회공헌 체계 안정화

글로벌 CSR 체계 고도화

•국내외 사업장 사회공헌 진단과
체계 정립

•사회공헌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CSR

대한 관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는 2020년 ‘플랜S’를 선포하고 사회책임경영 추진 로드
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2014

글로벌 CSR 추진

2008

2009

2011

2012

•사회공헌 공유가치 글로벌 확산

미래 기반 마련

•글로벌 사회공헌 체계 통합과 사업
고도화

•글로벌 사회공헌 본격 전개		
(해외법인 참여)

•CSR 커뮤니케이션 강화

사회책임경영 추진 로드맵

기아자동차는 ‘2025,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라는 목표를
사회책임경영(CSR) 선포
•전사적인 담당조직		
(사회책임위원회) 구성

사회책임헌장 제정

CSR 추진체계 강화

•사회책임경영 실천과제 수립
(신뢰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사회책임 평가 시스템 구축
•글로벌 사회공헌 가치체계 수립

•글로벌 대표 사회공헌 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 Green Light Project)

기아자동차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사회책임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지속가능경영팀을 운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영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2008년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신뢰경

경영 통합관리 모델은 ‘이행계획 수립’, ’과제 실행’, ‘진단’, ‘개선과제 도출’ 4단계

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각 부문의 담당조직의 임원으로 구성된 사회책임위원회는 전담조직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지표는 국내외 ESG 평가 및 ISO 26000의 핵심주제를 기

인 지속가능경영팀이 간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는 사회책임위원회를

반으로 7개 분야, 1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해서 성과를 점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사회책임위원회에서 해외법인 사회책임경영 체계 정

기아자동차의 사회책임경영 전략

가능경영 현황 점검과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지속가능

2020년에는 기아자동차 ESG 16대 우선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내 대표 사회공헌 사업(초록여행)

기아자동차는 ‘KIA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속

KIA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3대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대표사업 론칭

지속가능경영 및 ESG 핵심이슈(Core Issu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가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신 경쟁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환경 경영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을
선도하겠습니다.

신뢰 경영
주주가치를 실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지배구조 투명성

사회 공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 발전에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립에 대한 논의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공헌 부문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실무협의회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글로벌 CSR 체계를 발전 시켜, ‘2025, Global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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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강화

13 경쟁사 대상 공정거래 원칙 정립		

8 생태환경 연계한 사업장 사회공헌 추진(연 1회 이상)

전략분과

(열람청구 프로세스 개선)
12 소비자 불만처리 투명성 강화(온라인 공시 강화)

(2025년까지 2015년 대비 온실가스 15% 절감)
과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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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14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전자투표제 도입)
15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체계 개선(글로벌 전문가 참여)
16 감사기구 역할 강화(교육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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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현황과 위상

이해관계자 인터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기아자동차가 있기까지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차급에 걸쳐 전기차 11종을 갖추고, 2026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50만 대, 친환경차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EV를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전개와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V 사업 진출을 통하여 고속 성장 중인 B2B

기아자동차는 2008년 사회책임경영(CSR) 선포와 UN 글로벌 콤팩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품 라인업 효율화, 선진/신흥 시장별

(UN Global Compact) 가입 이래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기준

최적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미래 지향 조직

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기아자동차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에
걸맞은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19 경영성과
지난 2019년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의 경제 침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저성장 환경의 고착과 그에 따른 소비

기아자동차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차를 성공적으로

심리의 하락으로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아

런칭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의 5만여 명 임직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제휴 등 오픈

삼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노베이션 기반의 협업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그 결과 기아자동차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신차 출시를
통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부터는 인도 공장 가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ESG 정보공개 확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그 밖에도 인터브랜드사의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64억 불을 기록하며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되었고, 미국 초기품질 조사(IQS) 일반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ESG경영체계를 수립하고 16대 우선 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지하고,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초록여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

또한,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주주 권리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등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ESG 전담조직을 강화
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모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뜻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2030 사회공헌 중장기 전략을
재정립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였습니다.

도약하는 2020년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기아자동차는 전 지구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속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과 소비 심리 둔화가 전 세계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

가능한 성장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Global Sustainability
Leading Company’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니다. 한편, 공유 경제를 접목한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등 IT 기술이
융합된 ICT 회사들의 도전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향후 10년은 지난 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아자동차의

세기 동안보다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도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모빌

감사합니다.

리티 서비스 회사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추진
기아자동차는 선제적 EV 전환과 선택과 집중 기반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

2020년 5월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송 호 성

제공을 2대 핵심 사업 전략으로 하는 ‘Plan S’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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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현황과 위상

기아자동차는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제품 및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인터브랜드의 ‘2019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 64억 달러로 78위를 기록하며 2012년 최초 100대 브랜드

KIA AROUND THE WORLD

진입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에 적극적으로 사회
책임경영을 적용해 더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 (CKD포함)

282.1

52,448

명
37
32
2
9 20

신차품질

1

8

31

7
36
1

만대

임직원 국내외 합계

위

21

J.D. 파워 ‘2019 미국 초기품질조사(IQS)
28

19

12

일반브랜드

4

10

16

22
27 3

18

13

11

17
15
14

29

25

34
26

33

5
35 30
6

브랜드 순위

78 64
위/

억 달러

23

매출액

24

58.1

조
친환경차 판매 대수

Business Domain
승용차	모닝(Picanto), 레이(Ray), 씨드(Ceed), 프라이드(Rio), 페가스(Pegas),K2,		
K3(Forte/Cerato), K4, K5(Optima), K7(Cadenza), K9(K900), 스팅어(Stinger)
RV

하이브리드

156,277

대

HEV

102,384 대

Global Network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생산대수 : 연산규모 기준

생산

권역본부
북미 권역본부(미국 어바인)

1

| 유럽 권역본부(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내 소하공장(32만 대), 화성공장(54만 대), 광주공장(48만 대), 위탁생산(25만 대)

2

벤가(Venga), 쏘울(Soul), KX1, KX3, 스토닉(Stonic), 셀토스(Seltos), 스포티지(Sportage),KX5,

러시아 권역본부(러시아 모스크바)

3

쏘렌토(Sorento), KX7, 모하비(Mohave),카니발(Carnival/Sedona), 텔루라이드(Telluride)

아·중동 권역본부(UAE 두바이)

| 아·태 권역본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K3 하이브리드, K5(Optima) 하이브리드, K7(Cadenza) 하이브리드, 니로(Niro)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5(Optim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니로(Niro)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씨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씨드 C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K3 EV, 쏘울(Soul) EV, 니로(Niro) EV, KX3 EV, 쎄라토 EV, 봉고III EV

상용차

봉고Ⅲ트럭, 뉴그랜버드

PHEV

27,225 대

EV

26,668 대
(2019년 12월 31일 기준)

		

4

본사·서울 소재(국내 3개 공장, 3개 연구소, 18개 직영정비, 338개 판매지점)
해외 중국공장(옌청 소재, 75만 대)

| 슬로바키아공장(질리나 소재, 33만 대)

국내	판매 부문 : 1
 9개 본부, 332개 직영판매지점(버스/택시 17개 포함), 		

인도공장(안드라프라데시 소재, 30만 대)

28

27

| 멕시코공장(뻬스께리아 소재, 40만 대)

29

30

381개 대리점, 9개 출하사무소
서비스 부문 : 18개 직영 서비스 센터, 240개 종합 서비스, 559개 전문서비스
해외 판매 부문 : 18개 판매법인, 135개 대리점, 4,739개 딜러
판매법인 : 미국
벨기에

13

19

7

| 캐나다

| 오스트리아

| 스웨덴

20

14

8

| 독일

| 헝가리

| 네덜란드

21

국내 현대자동차그룹 기술연구소(경기도 화성), 환경기술연구소(경기도 용인),		

9

| 영국

10

| 스페인

15

| 체코

16

| 슬로바키아

| 러시아

22

| 호주

23

11

연구개발

| 프랑스
17

12 		

| 폴란드 18 		

| 뉴질랜드

24

의왕기술연구소(경기도 의왕)
해외 기술연구소와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미국(디트로이트, 치노, 어바인, CPG)
일본(요코하마)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26

미국공장(조지아 소재, 34만 대)

디자인센터 미국(어바인)

06

25

6

판매·정비

이탈리아

CKD(Complete Knock Down) 자동차 부분품(엔진 등)

5

| 중남미 권역본부(미국 마이애미)

33

36

| 중국(옌타이)

34

31

| 유럽(뤼셀스하임, 뉘르부르크링)

| 인도(하이데라바드)

| 유럽(프랑크푸르트)

32

3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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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터뷰

기아자동차는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아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기아자동차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은?’이라는 질문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STAKEHOLDERS INTERVIEW

156,277 대
친환경차 판매 대수
판매대수 기준
(HEV, PHEV, EV 합계)

기아자동차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딩 모빌리티 기업시민으로서 기아자동차
최근 국민연금은 13년 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5대 원칙(수익성·안정성·
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에 ‘지속 가능성’원칙을 추가했습니다. 또 2019년 말부터 사회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6년 연속 1위

자동차 재자원화 센터 : 연간 4,000여 대 처리

기아차는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실가
스 및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생산공정을 구축했다는 점이 한국기업으로써

임투자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연간 4,000여 대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재자원화 센

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

터’를 설립하여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ESG 투자지침에 기아자동차의 투명한

등 환경 대응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월 완공된 최첨단

정보공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글로벌

VR 디자인 품평장을 통해 선행 디자인 모델을 일일이 실물로 제작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차량

모빌리티 리딩 기업으로써 돋보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특성을 활용한 ‘청춘, 내:일을 그리다’는

제작의 자원과 시간, 비용을 줄이는 친환경 제조시스템을 완성한 것과 최근 어라이벌사의 ‘스

사회적, 경제영역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공유가치 창출 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케이트보드 플랫폼’기술에 대한 투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이라 생

향후 변화된 인구구조에 발맞춰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가치창출 프로그램으로

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주도해 나가길

확대되길 바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아자동차를 응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선

No.1

4,000

환경에 대한 집념, 자동차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정현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기아자동차
첫 차부터 기아차를 13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준이 살아가면서 바뀌지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안정성과 편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차 구매를 알아보기 위해 기아
자동차를 방문했을 때 ‘드라이브 와이즈’기능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과 범위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
트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등 20여 가지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하루
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다면 다양한 유형의 사
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온라인/모바
일 투자를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기아자동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CSR평가 김 정 래

54,520

장애인 여행 플랫폼,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파트너십 효과

초록여행 누적 이용자 수(명)

일관된 정책과 약속 이행만큼 진정성을 판단하는 효과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2012년 서울에
서 다섯 대의 차량으로 시작했던 초록여행이 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연간 10,000여 장애인
가족, 누적 54,000명 이상, 355만km가 넘는 여행길에 함께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와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적 파트너십을 지속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관광과 여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초록여행은 장애인 여행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구축의 기여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동의 노력과 자산이 모인 플랫폼이 지역사회 인권증진
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본보기가 되어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아자동차 고객 김

세영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

용구

기아자동차는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작년 대비 변화된 점 중심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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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시장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다
기아자동차가 유럽에서 사상 첫 50만 대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유럽 진출을 위해 먼저, 유럽 내에서 경제성과 동유럽을 포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슬로바키아의 질리나에 신속한 생산 거점을 확
보하였습니다. 유럽의 전략 모델인 씨드(Ceed)는 현지 시장에서 대중적 인
기가 높은 해치백 모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안정적
인 생산역량 위에 유럽피안 스타일의 디자인을 갖춤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굳
건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성능 GT(Grand Touring)와 크로스오
버 SUV, 친환경차로의 브랜드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유럽에서 인기
몰이중인 스포티지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추가 함으로써 크로스오버
SUV의 라인업을 강화하였고, 씨드 GT와 보다 스포티한 디자인의 프로씨드
GT와 함께 GT라인의 플래그쉽 모델인 스팅어 GT를 론칭하여 고성능 자동
차로서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차 제품군을 강화하여 유럽의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
획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북미 시장을 사로잡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
는 '북미 올해의 차'에 기아자동차의 신차인 텔루라이드가 유틸리티 부문(이
하 SUV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0 북미 올해의 차’와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모터
트렌드의 ‘2020 올해의 SUV’,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의
‘2020 베스트 10’까지 북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동시 석권
하며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2월 출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6만 대 가까이 판
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 수요의 소폭 감소에
도 불구하고 2019년 총 61만여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3.9% 성장하였습니
다. 럭셔리 SUV 수준의 실내외 디자인, 안정적인 주행능력, 매력적이고 넓
은 공간, 차원이 다른 첨단 기술로 각종 전문 자동차 매체의 시상식과 평가
에서 최고의 SUV로 선정 받으며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는 '2020 월드 카 어워즈(World Car Awards, WCA)'에서 한국 자동차 브
랜드 최초로 올해의 자동차에 등극하며 그 위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쏘울 EV가 세계 도심형 자동차 분야를 수상하면서 총 5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석권하며 기아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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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NEXT LEVEL
혁신적 신차의 론칭,
기아자동차의 이미지를 제고하다
기아자동차에게 2019년은 많은 호평과 찬사를 받은 신차의 출시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새로운 브랜드의 방향을 제시하다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며 그동안 달성해 온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향
상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셀토스는 출시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
다. 기존의 소형 SUV가 가진 편견을 과감히 깨트리고, 디자인, 고급성, 첨

기아자동차는 2019년 차량 디자인 방향성, 브랜드 정체성은 물론 조직문

단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언론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습

화까지 모든 부문에 걸친 혁신의 목표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니다. 준중형급 SUV의 크기로 넉넉한 실내공간과 적재 공간을 제공하면서

기아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이를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과 편안한 주행을 담보할 수 있는 10여 가지의 안전

통해 현재의 기아자동차 내 외부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사에는 명확한 조직

신기술을 통해 운전자 및 탑승자의 주행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과 개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는 기아자동차의 향후

소비자들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과감한 디자인과 기아자동차의 파워트레인

목표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최고의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발표한 새 브랜드 지향점은 EV 시대를 선도하고 도전과 혁

기아자동차는 이러한 높은 상품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특히 성장 잠

신이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재력이 높은 인도시장에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9위에 등극하였고 2020년 2월까지 누적된 판매량

이에 맞추어 BI(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와 CI(기업 이미지:Corpo-

기준으로 3위로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rate Identity), 디자인 방향성,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고객경험 요소들이

2019년 12월에 출시된 3세대 K5는 기아자동차의 혁신에 방점을 찍었습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2019년 출시된 신차들에 대한 높은 평가로 고조

니다. 보는 즐거움, 경쾌한 달리기, 음성인식 기반 인터렉티브 기능을 강조

된 분위기를 이번 혁신의 원동력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기아자동차의 엠

하면서 디자인과 성능, AI 기반의 Connectivity까지 잘 조화된 자동차로

블럼은 최근 공개한 EV 콘셉트카의 엠블럼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평가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부분에서는 기아자동차 브랜

또한, 통근·통학·여가·물류·배송 등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는 모빌리티 서

드를 상징하던 ‘타이거 노즈’를 업그레이드 한 ‘타이거 페이스’를 기반으로

비스는 이동·운송의 효율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술 혁신을 통해 폭발적인

부드러운 촉감의 ‘샤크 스킨’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시각적 강렬함과 속도

다양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감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숙한 파워트레인

시발점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재정의하고 특수 목적형 차량 개발과 사업

기술이 적용된 1.6 가솔린 터보와 8단 자동변속기 등으로 기존보다 7.8%

지원 솔루션, 그리고 이동성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는 고객경험 플랫폼을

향상된 연비와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5는 이러한 혁신성을

지향하며 변화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아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들이 뽑은 ‘2020 올해의 차’와 ‘올해의

14

디자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차들의 잇따른 성공은 기아자동차의 기업이

앞으로 멀지 않은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준비된 리더로서 일보 일

미지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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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선제적 대응전략 ‘플랜S’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 자율주행기술의 발전

MaaS영역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 도시를 대상으로 EV 기반의 모빌리

현재 진행 중인 모빌리티의 중대한 변화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복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디지털

과 ICT 회사의 도전 등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

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

및 이동통신 시스템에 자동차를 통합하는 것은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로 여겨집니다. 기아자동차는 통합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응하기 위해 기아자동차는 혁신적인 기술과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로 도시 거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PBV 사업 영역에서는 단기적

플랜S를 제시하였습니다.

으로는 기존 차와 별도의 트림과 고객의 수요에 맞춘 전용차를 운용하

도입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나아갈 바를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환경 보호와 사용자의 편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기차 시대의 선도자이자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모두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와 디지털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리더로서 기업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랜S는 선제적 EV 전환, EV/AV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이라는 2
대 핵심 전략과 이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체계 구축, 수익성 개선이라
는 2대 전략 수행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환 속도는 환경규제, 구매력, 인프라, 보조금 등의 영
향으로 시장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별 EV 성
숙도에 기반하여 전기차 투입 속도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

PLAN S

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니즈에 부합되는 Flexible한 맞춤차로 다양한
B2B 니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확보 및 사업 다각
화 등에 총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재원 마련 및 주주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영업이익률 6%, 자기자본이익률 10.6% 달성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전기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026년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기아자동차의 플랜S는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2개의 축을

전기차 50만 대, 친환경차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미래사업 전환 계획이며 소비자 최우

이와 함께 신규 비즈니스로 환경오염 등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빌리티 솔

선 관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혁신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하는 기아자동차의 의지입니다.

루션 전략 추진 방향은 EV를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MaaS
(Mobility as a Service) 전개와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Purpose
Built Vehicle) 사업 진출을 통한 B2B 고객군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진행

2대 핵심
사업전략

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통합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모든 과정을 아우르

제공하기 위해, 그룹사 협력 기반 국내·외 모빌리티 사업 법인 설립과

는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

함께 주요 사업자와의 전략적 투자 및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차는 CODE42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MOBILITY SOLUTION

국내에서는 그룹사 모빌리티 신설 법인 ‘모션(Mocean)’을 설립하

선제적 EV 전환

EV/AV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Ocean)’의 합성어로 유연하면서도 경계를 규정하지 않는 모빌리티

또한, 국내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인 ‘KST모빌리티’ 투자를 통해, 택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션은 자체 개발한 통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합형 플릿 관리 시스템인 ‘모션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차량 위치, 운행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기아자동차가 택시업계와의 상생 구조

경로 등 기본적인 관제 외에도 차량 상태, 원격 도어 잠김/해제, 차량

아래 택시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전기택시 보급 정책에 대응하기 위

무선 업데이트, 연료(또는 배터리) 잔량, 타이어 공기압 상태 등 렌터카

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업체에 제공합니다. ‘모션 스마트

협력과,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택시 모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렌터카사들이 직접 시간 단위 차량 대

빌리티 서비스 영역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

였습니다. 사명 모션은 영어 단어인 '모빌리티(Mobility)’와 ‘오션

스 분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BRAND

PROFITABILITY

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지원, 새로운 사업기

New Brand 체계

기존 사업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미래 도심의 Mobility를 통합 할 수 있는

관리,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

플랫폼 개발을 위해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인 CODE42와 파트너십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BI, CI, DI 정립 예정

전동화 차량 수익성 확보

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CODE42가 주력으로 개발
하고 있는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UMOS(Urban Mobility Operating
System)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딜리버리 로봇 등 다

16

제공하는데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

ELECTRIFICATION
EV 풀라인업 구축

2대 전략
수행 기반

기아자동차는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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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도 모빌리티 시장 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인도
내 대규모 플릿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차량 개발·판매뿐만 아니라 플릿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솔
루션 제공 업체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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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DRIVING
현재의 자동차 시장은 다수의 모빌리티 이용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유는 확고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아자동차는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제공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편적 자율주행 기술 제공 확대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인공지능 기반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 최초 개발

예를 들어 저속으로 시내를 주행할 때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매

스마트키를 활용한 원격 전진/후진

우 가깝게 유지하지만, 고속 주행 시에는 차간 거리를 멀게 유지
기아자동차는 보다 많은 고객과 탑승자,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에게

기아자동차는 운전자의 주행성향에 맞는 부분 자율주행을 구현하

할 수도 있습니다. SCC-ML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총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주행과 주차 상황에서 안전성을 증대하는 보편

는 기술인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ML(Smart

10,000개 이상의 운전 패턴을 구분함으로써 어떤 운전자의 성향

적 안전을 전 차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시에는 전방 충돌방지

Cruise Control-Machine Learning)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

에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및 운전자 주의 경

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고 등이, 주차 시에는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및 주차 거리 경고 등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능으로, 첨단 운전자

이 충돌 위험 시 운전자를 도와주어 안전성을 높입니다.

보조 시스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여기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며 고객

간 정도이며. 이후에는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주행 정보를 지
합니다. 이전 데이터의 중요도는 점차 낮아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SCC-ML은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운전자의 주행성향을

것은 아니며, 머신러닝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주행 패턴 외에 새로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운전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

자동차가 스스로 학습해 SCC 작동 시 운전자와 거의 흡사한 패턴

주행 패턴을 만드는 것은 우선 배제됩니다. 이는 안정성이 입증된 것

트롤과 이에 더해 정밀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주행

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SCC-ML 기술은 운전자 주행

만을 적용하고 만에 하나 있을 변수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을 보조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행 편의 기능을 확대 제공하고

시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에서 앞차와의 거리, 가속성향, 반응

있습니다.

성향 등의 정보를 수집해 자율주행의 두뇌 격인 제어 컴퓨터로 보

를 가능하게 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한층 편리한 주차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냅니다. 이를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운전자의 성향을 습득하는 원리입니다. SCC 작동 중 평소 학습한
운전자의 주행 성향을 재현해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가속 등을 운전
자 직접 설정해야 했던 기존 SCC의 단점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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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19.12)에 최초 적용

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최근 성향까지 반영이 가능

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또한, 초음파 센서를 기반으로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

18

주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주행 패턴 학습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약 1시

SCC-ML은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고속도
로 주행 보조 2 (HDA 2: Highway Driving Assist 2)와 함께 적용
되어 자율주행 레벨 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기아자
동차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에 인공지능을 더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업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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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인터랙션 기술을 통한 지능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키 개발

기아자동차는 자동차와 탑승자 간의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새롭고 첨단

기아자동차는 2019년부터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키’를 개발하여 차

적인 인터랙션 기술을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하고

량에 적용하였습니다. 디지털 키는 자동차 공유가 보편화된 미래에 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행의 만족감과 이동의 편

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디지털 키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기존의 스마트

리함 뿐만아니라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는 운전자와 동승자들

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의 출입, 시동, 운행, 원격제어 등이 가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프리미엄 자동차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짧지만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계 최초

능해졌습니다. 디지털 키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Near Field Com-

있는 커넥티드 카 부문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커넥티드 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 적용된 테마형 클러스터는 실시간 날씨 정보와 시간 상황을 인지해

munication)및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

그래픽을 바꿔주고 자연스러운 대화 인식이 가능한 서버 기반 음성인

을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여 기존의 스마트키와 동일

식 기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인에게

현재의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 안팎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기아자동차는 커넥티비티가
미래의 자동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향후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새로운 소비자

기아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정보(Information)
와 즐거움(Entertainment)을 동시해 전달하며 보다 만족스러운 사용
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목적지 인근 주차 후 실
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스마트폰의 UVO 앱에서 증강현실 지도를 통
해 도보이동까지 안내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동차 키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4명이 키
를 공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키를 공유 받은 사람은 바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개인화 프로필 연동을 통해 시트와 스
티어링 휠 위치는 물론, 사이드미러와 HUD(Head Up Display)각도
까지 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자동차가 자동으로 변경하여 맞춰줍니다.
디지털 키는 BLE 통신을 통해 약 10m 내에서 차량의 시동, 도어와 트

지능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렁크를 원격 잠금·해제, 비상경보 작동 등 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어주는 자동차 속
심리스(Seamless) 기술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브랜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브랜
드들도 무선 업데이트(OTA, Over-the-air)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자동차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무선
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서버 기반
자연어 음성인식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키

기아자동차는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자연어 음성인식 시스템 ‘카카

어를 최신형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정비소를 방문하거나 데이터를 다
운받아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오i’를 적용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카카

또한, 기아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오i는 일일 정보는 물론, 실시간 뉴스나 증권 시세, 상식 정보까지 안내

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소리’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할 정도로 폭넓은 정보량을 기반으로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합

AVNT(Audio, Video, Navigation, Telematics) 모니터를 통해 작동

니다. 카카오i는 운전자의 대화체 음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

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은 생기 넘치는 숲,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

러운 답변도 가능하여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하게 명령

천 카페,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가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으

을 건네면 됩니다. 또한, 음성인식 제어 범위를 확대하여 내비게이션

며, 원하는 환경에 맞춘 테마를 선택해 감상 할 수 있습니다.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창문 여닫기나 공조장치, 스티어링 휠 열선 작
동 등 다양한 기능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성만으로 제어가 가능하
자연어
음성인식 시스템
'카카오i'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의 운전자는 각 기능의 소프트웨

게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카투홈(Car to Home)은 차량에서 집 안의 홈 IoT(Internet of Things)

자연의 소리는 음향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음
원을 바탕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소리의 자극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서브리미널(Subliminal)’ 효과와 함께 안정적 뇌파의 발
생을 유도해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운전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합니다.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차 안에서 집 안의
조명이나 온도, 가스 밸브, 도어 등을 조작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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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크로스오버 전기차,
'이매진 바이 기아(Imagine by KIA)'
기아자동차는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린 2019 제네바 국제 모
터쇼(이하 제네바 모터쇼)에서 차세대 크로스오버 EV 콘셉트카 '이매
진 바이 기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크로스오버 EV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는 기아자동차 미래 전기
차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량으로써, 단순히 첨단 기술들

ECO-ELECTRIC

을 대거 탑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크로스
오버 EV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외관과 인
간 중심적으로 설계된 실내공간이 특징이며 전면부는 전조등을 둘러싼
독특한 형태의 조명 라인을 통해 기아자동차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호랑이 코’ 그릴을 당당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재해석하였습니
다. 또한 전면 유리부터 지붕까지 모두 하나의 유리로 이어지는 독특한

전기 이동성은 도시 생활과 교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미래의 핵심

디자인을 통해 광활한 시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느낌

주제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

측면부는 A 필러에서 C 필러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 돋

기관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진입장벽은

보이며, 이는 높은 숄더 라인 및 부드럽게 좁아지는 사이드 윈도우 라

가격과 편의성입니다. 기아자동차는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은 물론,

인 등과 어우러져 볼륨감 있고 날렵한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유려한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편의성까지 겸비한 전기차를 선보이고

‘이매진 바이 기아’에는 22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었으며 각각의 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를 소개합니다.

은 아크릴 유리와 다이아몬드 형상이 가미된 스포크로 디자인되어 휠
이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고 굴절 시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극
대화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21장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중첩시켜 드라마틱한 대시보드를 연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동차는 오버레이어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 이를 구현하였으며,
탑승자는 21개의 분리된 화면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디스플레이의 대형화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겠다는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기차에 특화된 공력 후드, 공력 필러 등을 개발 및 적용해 최대 항속
거리 최적화에 집중했으며, 냉각 성능 향상 및 다운 포스 형태의 디자
인을 통해 주행성능 또한 극대화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을 진행하며 2019년 1
월에 기존 쏘울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진 배터리 용량(64kWh)을 가진
쏘울 부스터 EV를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매진 바이 기아’를 통해 제시한 전기차의 미래를 현실화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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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승용차 라인을 리딩하는 K7의 성능과 승차감을 강화하여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선보였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에는 2.4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개선하
여 브레이크 작동 시 하이브리드 특유의 회생제동의 이질감을 대폭 감소시키고 수시로 달라지는 페달의 반발력
을 낮춰 가솔린 모델과 거의 유사한 탑승감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인 홈투카기능에 더해 카

친환경 자동차의
상품성 개선

K7

투홈기능을 처음으로 K7 프리미어에 적용하여 두 기능 모두 동시 적용으로 차량과 집을 쌍방향으로 연결하였습

니로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차

2019년 기아자동차는 니로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선보

니다. 이로써 운전자는 차 안에서 집 안의 에어컨, 보일러 등 홈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38kW 출력의 전기모터와 최대출력 159ps, 최대 토크 21.0kgf·m (4,500rpm)의 힘을
내는 2.4리터 가솔린 엔진이 설치되어 복합연비는 16.2km/l입니다. 고속도로 연비 16.2km/l, 도심
연비 16.1km/l로 하이브리드 특유의 강점인 막히는 도심의 연비를 높였고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97g/km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은 소음감소, 에너지 절감 등 소비자와 정책
적인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발전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속적인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과 발전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적인 제약요건을 넘어서는 성능을 구현하고 소비자
에게 전기차의 편리함을 인식 시켜 전기차의 확산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니로는 지난 2016년 기아자동차가 출시한 친환경 전용 브랜드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부터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든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niro

이번에 출시한 더 뉴 니로에는 차로유지보조(LFA), 고속도로주행보조(HDA) 등 다양한 ADAS를 적용했습니다.
또 소비자 선호 사양인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차로이탈방지보조(LKA) 등의 기능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친
환경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니로에는 1.6GDI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엔진으로 최고출력 141ps, 최대토크 27.0kgf·m
를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하이브리드가 17.1~19.5km/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기준

K5 하이브리드

18.6km/l, 전기기준 5.1km/kWh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이브리드가 79g/km로
2016년 92g/km에서 크게 개선하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6g/km입니다.

기아자동차가 3세대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3세대 K5 하이브리드는 4년 만에 완
전히 변경된 모델로서 기아자동차의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K5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 패널로 만든 ‘솔라루프’를 탑재해, 차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제작, 태양광
패널을 내부 배터리와 직접 연결하고, 발전 효율을 증대시켜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방전을 막습니다. 하루 6
시간(국내 일평균 일조시간) 충전 시 1년 기준 1,300km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연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
다. 신형 K5에 최초 적용되는 음성인식 기능이 대표적인 기능으로써 공조기나 창문, 히팅 시트 등을 음성으로 제
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아자동차 본사로 안내해 줘", "실시간 이슈 알려줘" 등 복잡한 자연어를 이해하고 정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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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가 포함된 공기 청정 시스템이 기아자동차 최초로 장착되어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공조창에 표시하고 나쁨이나 매우 나
쁨일 경우 고성능 콤비 필터를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여기에 디지털 키, 주행영상기록장치(빌트인 캠), 개인화
프로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되었으며 스마트스트림 G2.0 HEV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출력 152ps, 최대토크 19.2kgf·m의 성능을 발휘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82g/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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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차 충전기업 투자… 전략적 협업 확대
현대·기아차가 유럽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업체 ‘아이오니티’에 전략 투
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티는 BMW그룹, 다임러AG, 폭스바
겐그룹, 포드자동차 등이 2017년 11월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유
럽 내 140여 개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회
사는 오는 2020년까지 유럽 24개국에 400개 고속충전소를 구축할 계

친환경차 관련
기술 개발과 계획

획입니다. 기아자동차는 2021년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전기차 전용
모델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800V급 충전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미국 전기차 전문 기업 ‘카누’의 스케이트보드 설계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카누는 현대·기아차에 최적화된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

세계적으로 친환경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의

카누는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

개발은 보다 많은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굳건한 디딤돌

부품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장착하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분야에 특

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아자동차는 자체적인 기술

화한 기술력을 보유하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전기차 핵심 부

개발에 힘쓰면서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 등을 표준화한 모듈 형태로 스케이트보드 모양
의 플랫폼에 탑재하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상부 차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카누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을 활용해 전기차 개발 공정을 단순화 및 표준화하여 전기차 가격을 낮

있습니다.

추고, 용도에 최적화된 차량 개발 역량을 마련해갈 것입니다.

1회 충전 시 500km 수준으로 주행하는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 계획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모델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

그리고 승용 전기차 분야에 이어서 어라이벌(Arrival)과 상용 전기차

되며 승용과 SUV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오버 디자인, 미래지향적 사

분야에 협업하는 전기차 개발 이원화 전략도 펼칩니다. 현대·기아차는

용자 경험, 500km 수준의 1회 충전 주행거리, 20분 이내 초고속 충

1월 영국의 상용 전기차 전문 개발 업체 어라이벌에 1,300억 원을 투

전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이 집약됩니다. 이를 위해 혁

자하고 도심형 밴, 소형 버스 등 상용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

신적인 ‘전기차 아키텍처(차량 기본 골격)’ 개발 체계를 도입해 시장의

니다. 향후 기아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개척자로 변모하기 위

요구 사항을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는 고객 가치 중심의

하여, 외부 협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과 다양한

기획-개발-생산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는 다양한 차종을 단기간에 적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면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은 비용으로 개발하는 장점이 있으며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부문의 경

전기차 플랫폼 콘셉트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쟁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기차 라인업은 충전시스템을 400V와
800V로 이원화하고 고성능의 ‘전용 전기차’와 보급형의 ‘파생 전기차’
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라이프 사이클의 통합 관리를 통해 고
객들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구독 모델,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
터리의 렌털·리스 프로그램, 중고 배터리 관련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
입니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500km 수준
충전시간 20분 이내

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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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파워트레인 개선
기아자동차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의 신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7 프

스마트스트림 D2.2 & 습식 8단 DCT

리미어에 탑재된 스마트스트림 G2.5 GDi 엔진은 기통당 2개의 인젝터를 사용한 GDi + MPi 듀얼 퓨얼

기아자동차는 포괄적인 자동차의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제품 표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적 설계와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확신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엔지니어들은 앞으로도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젝션 시스템을 적용하여 저속 구간에서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개선함과 동시에 고속 구간에
서는 고출력의 주행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조건에 따라 냉각수의 온도와 유량을 최적 제어
할 수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엔진의 냉각 손실을 최소화하여 연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흡기 밸브의 열림 기간을 자유로이 제어하고 흡기밸브의 여닫는 타이밍을 독립적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 CVVD(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가 적용된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을 3세대 K5에 적용하여 양산하였습니다. CVVD는 운전 조건에 최적화된 밸브 열
림 기간을 구현하여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이 워즈 오토가 선정하는 ‘2020 워즈오토 10대 엔진 & 동력 시스템(2020 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에 선정됨으로써 그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4세대 쏘렌토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45.0

2020년에는 4세대 신형 쏘렌토에 강화 배출규제를 만족한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kgf·m

습식 8DCT를 기아자동차 최초로 적용해 강력한 주행성능과 높은 연비를 구현하였습니다.
최고출력 202ps,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발휘하며, 연료소비효율(연비)은 14.3km/l를 달성하

강화된 배출규제를 만족한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였습니다. 특히 습식 8DCT는 기존 건식 7DCT의 한계인 허용 토크 제한으로 인해 높은 출력을 요구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 기아자동차 최초 적용

하는 차급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변속기입니다. 단판 클러치를 다
판 클러치로 변경하고, 오일을 이용하여 클러치를 냉각하여, 건식 7DCT 대비 허용 토크를 58% 높여
중대형 차급과 고성능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DCT 고유의 특성인 빠른 변속과
함께 동급의 8단 자동변속기 대비 연비를 3% 개선하는 등 운전의 즐거움과 연비 향상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습식 8DCT는 신규 가솔린 터보 모델인 스마트스트림 G2.5 터보 GDi 엔진
과 결합하여 2020년 하반기 중 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상황에 맞게 미리 변속하는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은 도로 교통 정보와 외부 상황을 차
량 스스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어 단수로 미리 변속해 주는 능동형 예측 변속 제어 기술
입니다. 최근 등장하는 자동차 기술들은 단순히 주행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K7 스마트스트림 G2.5 엔진

GDi + MPi

듀얼 퓨얼 인젝션 GDi+MPi

파악하고 이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함까지 겸비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최근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속 시스템이 바로 전방 도로의 형상과 교통 상황을 파악해 최적의 기어 단수
를 선택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속도와 운전자 페달 조작에 맞춰 기어 단수를 선택했던 기존 기술 대비, 이 능동형 변속 기
술의 개발로 브레이크 조작 빈도를 줄이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제어하는 등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
이고 동시의 차량의 연비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5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

CVVD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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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까지 여과하는 공기청정 시스템
기아자동차 최초로 3세대 K5부터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
다.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은 차내 공기질을 감지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측
정되면 공기청정 기능을 가동해 공기를 정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에 네 단

PEOPLE

계로 표시되어,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상태를 좋
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공조창에 표시하고 단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고성 능
16인치 에어로 휠

콤비 필터를 통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일률적인 생산성보다 성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기아자동차는 더 나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들과 함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역학적 개선을 통한 연비와 운동성 향상

제품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공급망 상에서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 발상을 접목해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차량의 고속 주행 안정성과 연비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
습니다. 2019년에 새로 출시된 K5 HEV는 기존 K5에 액티브 에어플랩(AAF)과 에어로 휠을 추가
하여 공기저항을 줄였습니다. 또한 HEV만의 차별화된 범퍼를 적용하여 공기역학적으로 더욱 우수
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형 K5 대비 4.7%의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는
우수한 연비 및 고속 주행 안정성 증대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객서비스•32p

일상에서 만나는 더 특별한 기아차의 고객서비스
-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품질

임직원•36p
기아자동차의 품질을 향한 노력은 거의 모든 차종에서, 그리고 세계 전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
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품질 기술과 정보 및 개선노하우를 개인별 직무분야/역량 수준에

열정과 도전에서 시작되는 기업문화 혁신

따른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보조를
텔루라이드
모터트랜드 2020 올해의 SUV
카앤드라이버 2020 베스트10
(2019년 11월 발표)

맞추어 미래 신기술 분야 등 전문적인 품질 검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구성과 소음 방지, 그리고 주행 시 느껴지는 만족감,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R&H(Ride
and Handling)까지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대내외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38p

기아자동차는 2019년 J.D. 파워가 실시한 미국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5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과 체계

년 연속 일반브랜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년 연속 소형(Small) 차급 1위를 차지한 리오를 비롯
하여, 포르테는 준중형(Compact) 차급, 스포티지는 소형(Small) SUV 차급, 세도나는 미니밴 차급
에서 각각 1위에 올라 총 4개 차종이 ‘최우수 품질상(Segment Winner)’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작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텔루라이드는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모터트랜드의 ‘2020 올
해의 SUV’와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의 ‘2020 베스트 10’에 오르며 최고 품질의 위

지역사회•40p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의 실천

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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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만나는
더 특별한
기아차의 고객 서비스
ORDINARY DAY - UNIQUE KIA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고객을 둘러싼 경제와 환경,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유

아울러 기아자동차 해외고객들을 위해 글로벌 5천 7백여 딜러 네트워

행을 연구하여 고객에게 보다 즐거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크를 구축하여 3만 명이 넘는 서비스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고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에게 무결점 차량 인도를 목표로 모바일 기반의 차량 검차 시스템인

자동차와 신기술이 만나면서 고객의 편리한 차량 운행을 위한 서비스 또
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디지털 키 서비스로 고
객은 스마트폰에 보안키를 발급 받아 근접/원격 제어를 통해 도어 잠금
및 해제, 시동, 비상경보, 트렁크 열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 시에
손쉽게 차량 키를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는 자동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만큼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높아집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의 경험은 고객들에게 기아차에 대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친절한 직원, 쾌적한 시설을 경험

GPMS(Global port/dealer PDI Management System)를 글로벌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 향
상을 위해 고객 입고 예약에서 차량점검, 견적, 출고 등 고객여정 전 과
정을 디지털화한 My Service를 글로벌 운영 중이고, AR 오너스 매
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고객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태블릿 기반 기술정보 디지털 설명 가이드

기아자동차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에도 집중하고 있

KCVG(Kia Customer Visual Guide)를 일선 서비스 워크샵에 보급

습니다. 통합 모바일앱 ‘KIA VIK’은 하나의 ID로 기아자동차가 제공하

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 있는 차량 수리내용을 시각자료와 함께 고

는 멤버십, 견적, 시승신청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객에게 제공합니다.

출시 1년여만에 100만 회원을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아자동차는 비대면 전용 APP으로 간편하고도 자유롭게 한
달 동안 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월 구독형 렌트 서비스 ‘기아 플

하고 남은 좋은 기억은 재구매나 추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우리에겐 호의

렉스’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적인 고객이 한 명 더 늘어나는 무형의 자산 축적이 됩니다.

신규 차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아레드멤버스’는

한발 더 나아가 플랜S에 발맞춘 EV 시대의 본격적 도래를 준비하며 친
환경차 전용 워크베이 구축 진행, 전기차 서비스 특성에 최적화된 스마
트 서비스 센터 컨셉 개발, 고전압 배터리의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ESS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약 600만 명이 가입하였으며 전국 800여 곳의 당사 정

앞으로도 기아자동차는 다양하고 참신한 서비스로 고객의 일상에 풍요

비 서비스 오토큐(AUTO Q) 및 다양한 Digital KIA 프로그램을 마련

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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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
소비의 가치와 형태가 변화하는 만큼 고객의 다양화와 개인화에 따라
기업이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
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판매와 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

차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는 필연적인 경험입니다.

개선하기 위해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고객만족도(CSI) 조사를 의뢰해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기
반으로 영업 현장의 고객 응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거점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응대(연 8회)와 전화응대(연 4회) 태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감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한 요소들은 빠르게 제거하고 고객의 긍정적인

기아자동차는 상품과 서비스의

으로 시행하는 CS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

감정 포인트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판매와 서비스의 고객 접점을 대상

기획부터 판매와 시행까지

다. 고객과 직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모토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심의 사례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직원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고객경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CS’는 판매, 서비스 거점별 현장 방문 교육으로 실질적인 고객중
교육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CS역량을 높이기 위해 CS관리자 향상 과정 및
각 부문의 육성 전략과 직무별 특성에 맞는 CS컨설팅, 1:1코칭 등을
진행하여 총 2,242회(25,135명)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고객접점에서 펼치는 특별한 감동
기아자동차라는 브랜드가 고객에게 다가가기까지는 디자인, 연구소,
공장, 본사 등 수많은 조직과 프로세스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기아자동

기아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인지부터 구매경험,
사용경험 등 고객이 브랜드를 통해 느끼는 경험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CX(Customer Experience) 향상 정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넓은 CS 교육을 진행하

차는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고객채널을 준비하여 고객

고 있습니다. 해외 딜러 판매/서비스 인원(판매 상담원/판매 매니저/

에게 온전한 브랜드 경험과 여정을 제공하고, 이러한 브랜드 경험이 고

2019년 당사 최초로 진출한 인도시장에서는 현지 고객의 VOC(Voice

정비사/서비스 상담원/서비스 매니저)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응대 스

객으로 하여금 기아 브랜드에 대한 호감, 열정,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을

of Customers) 사례를 접목하여 현지 고객 불만 해소 및 고객니즈에

킬 및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2개

목표로 합니다.

기반한 고객 최우선 관점의 고객가치 체계를 정립, 실행하였습니다.

국 84명이 참석한 전 세계 서비스 상담원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AR을 활용한 교육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모
바일 기반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최우선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CS 향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 Global Space Identity를 정립하고 딜러 시설에 기아 브랜드 철학
과 가치를 담기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d Cube’라는
붉은색 박스 모양을 모티브로 ‘Your Joyful Moments’라는 브랜드

아울러 기아자동차 고객센터는 모바일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이는

비전을 나타내고, 붉은색 브랜드 컬러를 통해 역동적인 브랜드 요소를

ARS 모바일 설문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고객경험 채널 확대

표현하고 있습니다.

를 통해 고객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회사 경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

‘Promise to Care’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투명, 존중, 헌신’의 고객
가치를 정립하여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실행하였
고, 당사 최초 End to End 온라인 판매를 비롯하여 쇼룸 디지털화, 투
명한 가격 정찰제,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 따른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고객의 니즈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서비스에 적용
하는 ‘CX(Customer Experience) 360°’체계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니다. 또한, 수렴된 고객의 목소리(VOC)를 품질, 판매, 서비스 등 사내

한편 스페인에서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사업의 일환으로

전 부문에 전파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블’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동화 대응 EV 고객
경험 향상, 인프라 구축, 서비스 모델 개발 등 플랜S와 연계하여 포괄
적 전동화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는 2019년 텔루라이드 성공을 계기로 보다 높아진 고객

CS역량 교육 실적

기대에 부합하고자 2020년 2월 전미 지역별 딜러대회 연계 전사 차원
고객 중심의 ‘Culture Change’ 정책 변화를 공표하고 고객 만족도 진

2,242

회 실시

25,135

단, 개선 체계를 수립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고객만족도 성과를 도
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 6월 런칭 예정

명 참여

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독일시장을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
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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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피스 구축 및 보고문화 혁신

열정과 도전에서 시작되는

기아자동차는 2012년부터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

기업문화 혁신

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업
무환경변화를 통한 조직 구성원의 자연스러운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창
의적인 발상을 이끌어 내며, 많은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
고자 양재사옥 전 사업부 대상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사무실 레이아웃을 탈피하고 각 사업부의 특성 및 조직 구성

기아자동차는 인재들이 모여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적용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원의 개성을 업무 환경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사업부별 조직 구성원의

우리의 임직원 관련 정책은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 환경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스마트오피스 레이아웃에 적극 반영하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등 자율과 책임 기반의 수평적 공간, 소통 활성화 및 협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 1년 간 스마트오피스 사용 경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실패를 기꺼이 감수하는 과감한 실험 정신

점을 도출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고의 본질에 집중하고 자율과 책임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 자체에 대한 리딩’과 ‘변화를

기아자동차는

입각한 자기 주도 업무환경을 구축하며,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이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응시키나’를 고민하며, “실패를 기꺼이

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해, 보고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감수하는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민첩하고 유기적으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대신 아이디어 창출에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로 대응한다.”는 슬로건 하에 비즈니스 변화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

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이라는 일의 핵심을 강조하여 전파하였습니

습니다. 변화에 재빨리 반응하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업이 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도전을,

다. 보고문화는 보고를 하는 사람보다도 보고를 받는 사람의 영향이 큰

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창의성을 이

부분이기에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문화 개선과 소통하

끌어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는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e-mail 보고를 활성

조성을 통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 제고를 위해 새롭고 다양한

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좋은 보고의 사례

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상보다 모험을,
익숙함보다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달라진 보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글쓰기 특강을
진행하고, 결재판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문서
작성이 줄어들었고, 의사결정은 더욱 신속해졌으며, 구성원 개개인에게

Kia Spirit : Be Young at Heart

적절한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문화진단 결과,
문서작성 효율화, 다양한 보고채널 활용, 이중 결재 등 보고문화 관련 지

기아자동차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도

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Cloud Intelligence : Anytime Anywhere Anydevice
현재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Autodocs(문서 자산화 시스템)는 지식
공유와 협업 강화를 위한 강력한 업무 수단입니다.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조직 구성원의 불

전을, 일상보다 모험을, 익숙함보다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일

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찍부터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안정적인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소통의 활성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금년 내 혁신적인 업무 도구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치로든 항상 연결되어 있는 통합 업무

2016년 수립된 Kia Spirit(기아 정신) “Be Young at Heart(젊은 마음으로)”

2019년 Culture Survey 결과

공유/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직 구성

는 기아 고유의 차별화된 가치 “A Different Beat(또 다른 박동)”를 만드는 기
아자동차 임직원들의 생각과 행동, 마음가짐입니다. 기아자동차는 Kia Spirit

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
항목

문항

만족도1)

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감 있고 도전을 즐기며, 일
과 삶에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2017년부
터 Kia Spirit 내재화를 통한 개인과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전사 차

한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변
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기대합니다.

문서작성

우리 조직은 불필요한 문서작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5.9%p

원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사제도와 교
육, 업무환경 등 경영 시스템에 Kia Spirit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아자동차의 구성원들은 근무 복장을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는 색다른

다양한
보고방식

우리 조직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고방식을 활용한다.

+4.8%p

(구두, 전자결재, 메일, 메신저 등)

경험을 통해 남들과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으며 양재 사
옥의 경우 일괄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고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심시간
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의 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이중결재

우리 조직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중결재를 하지 않는다.

+5.4%p

있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려 겪게 되었던 불편은 감소하
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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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과 체계
동반성장
3대 전략과
체계

전략 2. 지속성장 기반 강화

전략 3. 동반성장 문화 정착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동반성장 문화 정착의 최종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동

이를 위한 원활한 자금회전과 안정적인 경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

반성장 문화의 조성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아자동차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

준법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 시

며, 해외 공장을 가동 중인 지역의 국내 협력사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인 HMG파트너시스템을 통해 투명

현지 공장 건설은 물론, 수출 물류 공동화와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 구축

한 거래를 진행합니다. 2009년부터는 매년 2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

까지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

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의 윤리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지원하

며 2019년까지 동반진출한 협력사는 2차 협력사 포함 700여 사로서

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1차 협력사는 안전보건

국내에서의 동행을 해외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3

경영(OHSAS18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부터 ‘올해의 협력

지고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

차 중소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부품 산업전시

사’에 안전관리 부문을 신설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물론 정보 공유와 기술 교류의 기회 마련, 3개월에서 1년여에 이

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를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2차 협력사 간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하도급 4대 실천

르는 현장 상주 지도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

있으며 2021년까지 총 300여 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한

사항이 2·3차 협력사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차 협력사에 대

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과 기술 보호를 지원합니다. 특히 1차 협력사

국 자동차산업 전시회 부스 임차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와의 1대 1 매칭,

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개선 노력과 금융·인력 지원 정도를 평가해

대비 규모가 작고 기회도 적은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상담장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전시회는 참가비를 포함, 항공

매년 열리는 협력사 파트너십데이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실행하며 자체적인 제도에 더해 유관기관이나 1차 협력사와의 협업 프

및 숙박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6년 연속

로그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고 청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

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3차 협력사 포함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파급효과가 큰

264사가 참가하였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최우수 명예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에서의 인

전략 1. 글로벌 경쟁력 육성
글로벌 경쟁력 육성은 크게 품질과 기술, 생산성 향상의 3개 목표를 가

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기아자동차가 추구하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운영 전략은 크
게 3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고, 둘째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며, 셋째 동반성장 문
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
하여 품질 경쟁력 육성을 위한 활동, 기술 개발력 육성을 위한

평균 매출액

활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성

3.8 배

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협력사의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 성
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사와 기

(억 원)

자산

4.8 배

2,700+
700+

아자동차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1차 협력사를 넘어

(억 원)

2,400+

부채비율

-48 %p

(%)

152%
104%

500+

2·3차 협력사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3대 추진전략을 기초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
2001

진하고, 나아가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2019

2001

2019

2001

2019

나아갈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2002년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와 협력하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이후 매년 약 60억 원을
출자하여 협력사의 품질, 기술, 경영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사에 품질/기술 및

해외 동반진출

(개 기업)

23.3 배

700+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품질기술 봉사단 및 협력업체

+38 %

5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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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평균 거래기간

약

(연평균)

3배

33년

기아·현대자동차와
협력사 평균 거래기간은 33년으로
제조업 평균의 약 3배

30+
2001

38

(%)

21%

지원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부품 품질
개선, 기술 향상 및 관리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규모

2019

제조업

기아·현대자동차와 협력사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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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기아차가 가진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kia.csr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저개발국가 #교육지원 #보건지원 #자립지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의 실천

거점센터에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학교에는 스쿨버스를
도입하여 더 넓은 지역,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으며, 보건센터에서는 이동형 클리닉을 운영하여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방접종, 치료 서비스 등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 사업은 거점센터와 모빌리티 프로그램이 기아차의
후원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 그들의 삶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또 현지의 책임
있는 정부나 기관에 사업을 이양하여 스스로의 역량으로 자신들에
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첫 사업 국가였던 탄자니아 스쿨에
는 현재 약 600명의 학생 중 100여 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을 제작하는 자립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충족해

수익금은 학생들의 방과후 특별활동비나 학교의 운영 비용 충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자동차는 사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의 다른 학교

강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교복까지 연간 약 14,000여 벌의 교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팔로잉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Green Light Project, GLP) 저개발 국가

메시지

의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보편적인 보건의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
회의 자립을 도모하는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사회공헌 대표사업 입
니다. 2012년 첫 삽을 뜬 이래 매년 거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아
프리카 8개국, 아시아 1개국 12개 지역사회에 GLP 직업훈련센터
와 중등학교,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자동차 회사로서 자동차를 활용
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현지 이양되는 사업들이 생김과 동시에, 매
년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2019년에는 베트
남에 환경센터를 구축하여 아시아에 최초로 진출하였고, 에티오피
아 관가 지역에 설립한 학교를 현지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저개발국가에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면 어디든지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크게 거점 센터, 모빌리티 프로그램, 자립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점센터는 UN에서 인류 공통의 보편 목표이자 해결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초록여행

청춘,
내:일을 그리다

성장세대
사회공헌

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하여 현지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나
그들 스스로 쉽게 만들기 어려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
다. 대표적으로 중등학교, 직업훈련센터, 보건센터 그리고 환경센터
가 있습니다.

추진현황

교육시설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기반을 확충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 후
지역사회로 운영권을 이양해 자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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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시아

8개국

1개국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말라위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르완다

가나

베트남

41

PROFILE

MAGAZINE

SPECIAL FEATURES

FACT BOOK

FUTURE MOBILITY

AUTONOMOUS DRIVING

CONNECTIVITY

ECO-ELECTRIC

PRODUCT

PEOPLE

굿 모빌리티 캠페인, ‘청춘, 내:일을 그리다’
초록여행

#청춘 #창업지원 #모빌리티 #카셰어링

#초록여행 #장애인 #여행지원 #여행정보

성장세대 사회공헌
생태환경 활동

#성장세대 #사회공헌 #교통안전 #레드클로버

창립기념일을 기념하여 ‘KIA Green Light Volunteer Week’를 지
정하고 전국 사업장과 해외 법인들과 전사합동 봉사주간을 운영하였
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힐링 숲 조성’, ‘지역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였고 중점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각지에서도 함께 동참
하였습니다. 또한,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을 통해 중국 하이
난에서 해양생태 보전활동 및 환경교육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굿 모빌리티 캠페인은 고객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실적을 연계해 기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핵심이슈 해결을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며

지원하는 비정형화된 플랫폼 형태의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중

다양한 형태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자동차의 대표 사회공헌

인 ‘굿 모빌리티 캠페인 청춘 내:일을 그리다’ 는 카셰어링 서비스와

사업으로 2012년 6월 출범 후 54,520명의 장애인과 지구 84바퀴

연계한 청년소셜벤처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고객이 카셰어링 플랫폼

를 도는 거리와 같은 약 355만km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의 기아자동차 차량을 이용하면, 주행거리 당 일정 금액이 기아차로

2019년에는 강원도와 제주도까지 권역을 확대하여 전국에 7개의

적립되고, 적립된 금액은 소셜벤처 창업가들의 초기 사업화지원, 창

기아자동차는 어린이부터 청년까지의 성장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

거점을 마련하고 운영 차량을 4대 추가하여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

업 재도전 등의 지원사업에 쓰여집니다. 프로그램 우수 참여팀의 경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

대하였습니다. 초록여행 운영 차량은 전동·수동 휠체어 수납은 물론

우 창업지원금과 정부 사업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우선선발의 기

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 할 수 있는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16대와 레

회를 제공 받게 됩니다. 2019년에는 10억 7천만 원의 누적 적립금

고자 시작한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으로 총 5회에 걸쳐 47개 팀 120여 명의 청년소셜벤처 창업가를

동안 매년 20만 개씩 총 60만 개의 교통안전 반사카드 ‘그린라이트

지원하였습니다.

카드’를 전국 초등학생 1학년의 책가방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단순

이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관광지 편의시설 및 여행코스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2019년 기준 1,854개)를 제공 하였
습니다.

초록여행 누적 이용자 수 (2012~2019)

54,520

명

2020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접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코로나
19 등 지원사업의 해결범위를 넓히면서 전체 사업 커버리지를 확장
시킬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외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이
동수단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 할 수 있

히 교통안전 예방용품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녹색어머니회
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깃발 8천여 개를 배포
하였으며,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등하교 지도를 돕는 등
종합적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록 SNS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더욱 즐거운 여행의 기회를

레드클로버는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사업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연간 1.5만 명에게 여행을 지

입니다. 대학생이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을 해보는 프

원하고 3천 건의 여행정보를 축적해 누적 10만 명과 5천 건의 혜택

로그램으로 Mobility 라는 사회공헌 공유가치를 체험하고 실천하

제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교통약자 관련 활동에 임직원 봉
사단, 초록여행(장애인 여행지원) 등 당사 사업을 연계한 활동에 참
여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이동수단 관련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팀별로 기획하고 실행
하였으며, 활동 이후에는 교통약자 배려 인식문화 확산 캠페인 및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많은 이동권 인식 개선 확산에 힘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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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

46

경제성과

54

세계와 함께 고민하는 내일

47

환경성과

60

기업지배구조

48

사회성과

74

기아자동차 중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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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함께 고민하는 내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로서 기아자동차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속가능성이란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를 위해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아자동차는 경제,

영업실적

판매대수(천 대)
매출액(조 원)
영업이익(조 원)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2,746

2,812

2,821

0.3%

53.5

54.2

58.1

7.3%

0.7

1.2

2.0

73.6%

환경적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제정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년)의 활동 목표와 수행 과정을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주요한 협회와 기구에 가입하여 적극
적으로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판매 대수 : 현지 도매 판매
- 2019년부터는 CKD 판매대수를 포함(2019년 CKD 대수 49,099대)
SDGs

제품책임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평균 CO2 배출량(EU)(g/km)

120

121

123

1.6%

R&D와 설비 투자(조 원)

3.2

4.0

3.9

-3%

대표
사회공헌 사업

- 2019년 CO2배출량(EU) : 예측치

환경경영

사업명

사업 내용

1, 8, 11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에 교육, 보건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10,11,17

초록여행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성장세대 사회공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성장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활동

3,10
8

청춘, 내:일을 그리다

카셰어링 서비스와 연계한 청년소셜벤처 창업지원 사업

4

본사 ‘기아챌린지 청소년 멘토링’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링

10

판매 ‘해피 모빌리티 캠페인’

차량판매 연계 지역사회 지원사업

11

서비스 ‘K-Mobility Care’

지역사회 노후차량 정비 지원

4

소하공장 ‘기아챌린지 아카데미’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인성·진로 교육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원재료 사용량(kg/대)

196.6

194.5

184.3

-5.2%

사업장별

4

화성공장 ‘기아챌린지 에코프로젝트’

청소년 대상 환경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자원 사용량(m3/대)

5.4

5.9

5.8

-0.4%

사회공헌

4

광주공장 ‘기아챌린지 콘서트’

지역 소외계층 아동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폐기물 배출량(kg/대)

164.9

160.1

149.0

-7.0%

4

미국 조지아공장 ‘A.W.I.M’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573

585

585

0%

9

슬로바키아공장 ‘Bike KIA’

지역 내 문화유산 중심으로 테마 자전거길 조성

507.3

495.8

449.6

-9.3%

10

멕시코공장 ‘Mobile Library'

지역 도서관 개ㆍ보수, 이동도서관 운영

5.7

5.9

5.7

-3.4%

97.1

102.2

91.6

-10.4%

11

중국공장 ‘기아가원’

재해ㆍ빈곤 지역 주택재건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kgCO2-eq/대)
대기오염물질(g/대)
VOCs 배출량(kg/대)
수질오염물질(g/대)
- 범위 : 국내 3개 공장(소하, 화성, 광주)

SDGs

- 대당 사용(배출)량: 생산대수 기준, 자동차 1대 생산 시 사용 또는 배출된 양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 시행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

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

15 육상생태계를 보호,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 기회 증진

2017

임직원

국내외 직원(명)

2018

2019

51,789

52,578

52,448

-0.25%

1,014

1,264

1,330

5.2%

여성 관리자(명)

69

91

111

22.0%

남성 육아휴직(명)

18

41

68

65.8%

여성 직원(명)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전년 대비 증감률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사법접근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5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의 접근 보장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8 지속적·포괄적 경제성장 촉진,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 기준일 : 2019. 12. 31.
- 범위 : 국내 사업장(국내외 직원은 국내외 사업장)
- 대상 : 정규직(파견근로자, 산학인턴 제외)
- 재해 발생 : 2018. 1. 1.부 산재인정범위 확대(통상적 출퇴근 재해)

협회·기구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227

314

238

-24.2%

사회공헌
국내 기부금(억 원)
- 기부금(기준 변경으로 2017 데이터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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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현황

단체

가입목적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업계 간 공동업무 추진

상공회의소(서울, 광명, 화성, 광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의무가입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기업 간 협력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 관련 업무 진행 및 품질경영 촉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정부·기업과의 정보·의견 교류

한국AEO진흥협회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 강화

윤경SM포럼

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 관련업무 교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업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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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이사회
기아자동차는 내부적인 이사 후보자 선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다양한

기아자동차는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의 가치가 주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기본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금지하고, 특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

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결 시에는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

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배 구조는 주주, 이사회 및 경영진 간의 건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투명성, 신뢰성 및 윤리적 가치의

춘 이사들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

하며, 회사 상무에 종사하거나 최대 주주 또는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

준수는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의 근간이며 기아자동차가 경영에 항상 적용하였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모든 주주와 이해

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역

가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임직원은 사외이사 선정에서 제

관계자에게 더욱 명확하게 공표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2019년 7월 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량을 토대로 경영 비전, 리더십, 전문지식, 직무 경력은 물론이고 독립

외합니다.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 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과 자질에 대한 심층적
인 검토와 검증을 거쳐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관점의 당사 리스크 확인 및 추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했습니다. 정부, 국제기

진 과제 등 진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풍부
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이사들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에 크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아자동차는 경영진들이 항상 윤리적 행동과 직업적 청렴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책임을

게 기여할 것입니다.

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주주
총회와 IR 활동 등을 통해 제기된 주주 의견과 임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경영진은 이사회를 통해 전달된 주주와
임직원들의 의견을 경영방침 수립 시에 참고하고 있으며, IR 홈페이지
에 질의응답 기능을 마련해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 아자동차는 본 헌장에 따라 주주 및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모

이사회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빌리티 가치를 모든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한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통
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다.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은 존경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든 이
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
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
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사회 운영현황 | 2019년에는 총 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실태 등을 보고받고, 2019년
도 사업·투자 계획 승인과 제75기(2018년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부

이사회는 2019년 연말 기준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

기업지배구조헌장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

2019년 3월에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 회계, 노무, 법무 등 서로

기아자동차의 관점에서 건전한 지배구조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고객, 주주, 협력사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지는 기업으로서 기아자동차의 약속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투명경영

의안건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연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과 보고사항은 총 31건, 사외이사 참석률은
97.1%입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내이사 보
수체계에 근거 급여와 상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사내이사 급여는 주
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기아자동차 임원급여
Table 및 임원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을 기초로 하여, 직무·직급, 근

기아자동차의 이사들은 정기이사회 외에도 이사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

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인재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한 안건이 발생하면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

여 총 급여를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상여는 임원보수지급기

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준(성과 인센티브)을 기초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사업실적, 경영

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으로서의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이사회의 운영 | 기아자동차는 이사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영
환경의 변화, 사업의 전략, 리스크 요소 및 관리 방안 등 이사회의 의사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회사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전설명제도를 운영하

경제적 성장을 넘어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

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모든 중대

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사안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연간·중장기 경영계획, 예

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
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
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19년 이사보수한도는 80억 원이
었으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산, 노사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헌장
주요 내용

주주

•주주는 기아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익 배당 참여권, 주총 참석 및 의결권 등 권리 보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 불가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

성명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이사회

균형있게 대변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 주주소통 강화를 위

이해관계자
경영감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및 재무보고 정확성 검토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

주요 이력

정의선

이사회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박한우

이사회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이사회

기아자동차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

주우정

이사회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

남상구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이사회 내 역할

사내이사

해 주주추천 사외이사 1인을 주주권익 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
감사기구

(2019. 12. 31. 기준)

사외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주주권익보호담당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이귀남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LKN법학연구소 변호사, 전) 제61대 법무장관

한철수

이사회,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덕중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 전) 제20대 국세청 청장

김동원

이사회,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 박한우 대표이사 사임(2020년 3월 31일)

48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49

PROFILE

MAGAZINE

SUSTAINABILITY MANAGEMENT

FACT BOOK

ECONOMY

ENVIRONMENT

SOCIETY

APPENDIX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이사회
항목

내용

이사회 보상

이사회 연간 보수액

CEO 보수

CEO의 연평균 보상 / 임직원 연간 보수의 평균값

2017

2018

2019

2,768백만 원

7,615백만 원(퇴직금 포함)

2,969백만 원

1,381백만 원/90백만 원

1,027백만 원/93백만 원

1,182백만 원/86백만 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IR전용 상담실: https://pr.kia.com

* CEO 보수의 세부내역 : 사업보고서 참조

이사회와 투자정보 관련 추가정보: 사업보고서(기아자동차 PR 사이트 Company - IR) http://pr.kia.com/ko/company/ir/general-information/company-information.do

위원회

주주총회 및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 기아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어 있으며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주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을 의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 윤리경영과 사회공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최소 1인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당사와 거래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 기아자동차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면서 주주친화 경영을 통한 사
회적 책임 이행의 차원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헌 운영현황, 윤리실천강령 등의 윤리규범 제·개정과 이행실태 등을

전자투표제는 PC 및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을 통해 의결

심의하고 있습니다.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아자동차의 주주라면 언제, 어디서나 쉽
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역임하게 되어 있으

기아자동차 경영진은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사외이

며 주요 업무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 기아자동차는 미래

감시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영업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

는 총 6회 개최되어 내부거래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사회공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혁신을 위해 기아자동차의 정관에 전동화 차량 등

산상태를 조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헌 활동과 기부금 출연내역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에

각종 차량 충전사업및 기타 관련사업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

활동을 위해 소속위원들이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손쉽게 접근

상정된 안건과 보고사항은 총 23건, 투명경영위원 참석률은 96.7%였

할 수 있도록 내부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위

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활동 중에 하나로 기아자동차의 미래를

습니다, 2019년 11월 주주 권익보호 담당위원이 홍콩에서 열린 해외

원회는 총 6회 개최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개정, 내부회계관리제

구체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통지를 개선하여

투자자 대상 기업지배구조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국제 추세를 파악하고

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

투자기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사들이 사전에 이사회의 주요 안건 및 보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으며, 2018년도 결산현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보고 받
았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보고사항은 총 10건, 감사위원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5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는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가 위원

로 소통하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수위원회(신설) |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
며, 등기이사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 보수체계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객
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0월 설치되었습니다.

장을 맡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

상법상 의무설치 위원회는 아니지만, 거버넌스 개선 목적으로 보수위원

집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역량과 전
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제75기(2018년도) 주주총회에 추천

주주현황

(2019. 12. 31. 기준)

기타(금융기관)

주요 의결사항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9.04%

주주명

국민연금공단

현대자동차

7.48%

하였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

할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수준의 기업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주주와 적극적으

33.88%

|

기아자동차의 투명경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로만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추진, 주주

현대자동차

100%

외이사 5명으로 운영되며 결의를 통해 위원 중 1인을 주주 권익보호 담

외국인

당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은 해외 투자자 대

39.99%

33.88

7,416,805

1.83

31,541,963

7.78

162,107,051

39.99

국민연금공단

30,314,568

7.48

기타(금융기관 등)

36,664,709

9.04

405,363,347

100.00

우리사주

상 NDR(기업설명회, Non-Deal Roadshow)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

외국인

우리사주
1.83%

간 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분율(%)

137,318,251

개인(우리사주 제외)

권익보호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

주식수

합계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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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기아자동차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경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미래 트렌드를 조기에 선점

기아자동차는 매년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아자동차의 비즈니스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
경영 트렌드 및 임팩트 이슈 풀(Pool) 구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30개 주요 이슈를 도
출하였고, 이 중 10개를 핵심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며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용을 진행하며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4단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아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이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이슈 파악을 위해 GSMA(Global Standard

해관계자들의 삶과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Management Awards)의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성 이슈를 도출하였

따라서 기아자동차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가능한 미

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이슈들을 Fortune 선정 주요 자동차 기업 지속

래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가능보고서, 지속가능 트랜드 분석 및 미디어 분석, 이니셔티브 및 전문

와의 신뢰를 쌓고, 입장을 이해하고, 중요 이슈를 파악하고, 파트너쉽을

가의 인터뷰 등 외부 요인 분석과 내부 임직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중

구축하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

요 토픽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계자와의 소통방식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권유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나가면서 소중한 의견들이 최대한 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여기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이슈 풀 구성

2. 주요 이슈 선별

3. 핵심 이슈 도출

4. 검증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미디어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0개 이슈 중, 우선순위에 따른

평가 진행의 범위, 경계, 기간

임팩트 이슈 중,

벤치마킹 진행 후, 30개 주요 이슈

10개 핵심이슈 도출

적합성 확인

47개 이슈 풀 구성

선별

미디어 분석

2019년 한 해 동안 총 5,619 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 구성 및 주요
이슈 도출에 활용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2020년 2월 4일~12일 사내외 이해관계자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이슈 별 중요도 선정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5.0

보고 이슈

핵심 이슈

4.5

10

7

커뮤니케이션 채널

8
9

30개 주요 이슈에 대해 중대성 매트릭스를 도식

결과

화 하였고, 보고서 해당 파트에서 확인 가능하

모터쇼, 신차발표회, 시승회, 스포츠 후원과 스폰서십, 고객 서비스, 고객만족 설문조사, 동호회, 웹사이트, 블로그(PLAY KIA),

11
17

주주총회, 투자설명회, 웹사이트, SNS, 보고서

임직원

노사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 사내보, CSR뉴스레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트라넷·지식공동체·기아인, Tong), 고충처리상담실, 보고서

13

18

3.0

19
20

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자율주행 및 전기차 등 관련, '제품과 서

주주와 투자자

15

16

며, 10개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K-PLAZA, 보고서(재무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그룹 사회공헌활동 백서) 등

6

4.0

14

중대성 평가

1

4

5

12

3.5

이해관계자

3

2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고객

이해관계자 중요도
(Importance to stakeholders)

기아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대한 이슈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3.0

비스의 안전성', '친환경 기술개발' 이슈가 특히

3.5

4.0

4.5

5.0

비즈니스 중요도
(Importance for business performance)

부각되었습니다.

Impact issue

Trend issue

딜러 관련 프로그램(세미나·딜러대회·딜러 초청행사), 대리점 대회, 세미나·교육, 동반성장포털사이트, 구매시스템사이트(VAATZ),

협력사

구매본부 건의함, 보고서

중대성 평가결과 및 보고이슈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 웹사이트,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와의 교류(정기적인 미팅·공장 개방), 기업 정보채널(웹사이트·SNS·보고서)
순위

주요 채널별 내용

구분

내용

공식홈페이지

차량, 판촉, 거점, 기업문화, ESG 정보 등 (www.kia.com)

사회공헌 사이트

사회공헌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https://csr.kia.com)

블로그

브랜드 소식, 차량 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 등 (https://play.kia.com)

SNS

신차 정보, 고객 참여형 이벤트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K-나눔투게더

사내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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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순위

보고이슈

1

제품 및 서비스 대한 안전성

핵심이슈(Material Topic)

중요도 순위변동
4.91

▲

79, 18~21

11

취약계층(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차별금지

중요도 순위변동
4.21

NEW

74~77

페이지

2

친환경 기술개발

4.87

▲

22~30

12

기업역량 및 지역사회 특화 사회공헌활동

4.19

▲

40~43, 47, 81

3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4.83

NEW

36~37, 75~76

13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노력

4.14

▽

79

4

기후변화 대응 노력

4.57

▲

22~30, 60~73

14

이사회 독립성, 책임성 강화

4.00

▽

48~51

5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

4.48

NEW

8~9, 52~53

15

일과 삶의 균형

3.99

NEW

74~77

6

품질 확보 노력

4.46

NEW

14~21

16

부패방지, 공정경쟁

3.98

NEW

80~81

7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4.36

▲

55~58

17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3.98

▽

40~43, 81

8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4.33

NEW

8~9, 52~53

18

공정한 기회제공

3.77

▽

74~77

9

공급망 내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관리

4.31

NEW

61~64

19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3.74

NEW

78

10

협력사에 대한 CSR 문화 전파

4.21

▲

38-39

20

환경오염방지 및 관련 투자

3.65

▽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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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ECONOMY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기아자동차는 전년 대비 7.5% 성장한 56조 7,527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고 이 중에 협력사에

경제성과 : 경제적 가치창출과 국내외 경영성과

분배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가치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44.7% 증가한 9조 9,731억 원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배 비율은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투자에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EVG&D)

(%)

82.4%

a. 정부

협력사 (46조 7,796억 원)

a.

2019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의 지속과 주요 시장별

(5,074억 원)
c.

수요 둔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창출된 경제적 가치

기아자동차의 기술적, 디자인적으로 진보한 신차의 출시와 전통적인 SUV 부문의 우위를

56조 7,527억 원

바탕으로 판매는 2018년에 이어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b. 지역사회

창출된 부가가치

17.6%

0.3%

9조 9,731억 원

(261억 원)
d.
c. 주주와 채권자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이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Fact
Book

5.1%
b.

5.4%

많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495억 원)

e.

기아자동차는 전 세계적 트렌드인 전기차 중심으로의 선제적 전환과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준비하며 어려운 시장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12.1%

1.0%

지역사회

정부

기아자동차

0.1%

0.9%

3.5%

d. 기아자동차
20.3%
(2조 215억 원)
e. 임직원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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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K-IFRS 기준)

판매대수
(백만 원)

2019

58,145,959

(천 대, 도매기준)
2019

2,821

2019년 현황과 분석
기아자동차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282.1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5년 연속 50만 대 이상의 판매 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주요

2018

54,169,813

2018

2,812

모델들의 신차 효과가 연말에 집중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한 52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

53,535,680

2017

2,746
* 2019년부터는 CKD 판매대수를 포함(2019년 CKD 대수 49,099대)

그러나 글로벌에서는 2019년에 해외에서 출시된 신차들의 효과로 미
국 및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각각 3.9%, 2.4%의 판매 증가를 보이
며 기아자동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한 해였습니다.
제품 품질과 디자인, 주행 성능, 연비 등 종합적으로 상향된 기아자동차
의 기업 이미지 제고는 매출로도 이어져 전년 대비 7.3% 증가한 58조
1,460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73.6%가 증가한 2조 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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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의 ‘2019 세계 100대 브랜드’
발표 결과, 브랜드 가치 64억 달러로 78위를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지
속적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자동차 품질에 대한 평가도 미국 신차품질조사(IQS)에서 일반 브랜드
부문에서 최초로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는데 리오, 스포티지, 포르
테, 세도나 등 4개 차종이 최우수 품질 부문을, 쏘렌토, 옵티마, 스팅어
등 3개 차종이 우수 품질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씨드의 세 가지 타입 모델(5도어 해치백, 스포츠 왜건, 패스트백)
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iF 디자인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으며 하바니로, 텔루라이드, 쏘울은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 상인 굿 디자인상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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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내
지분투자

ECONOMY

■ 판매대수(천 대)
29.1

시장점유율(%)
29.3

2019년은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시장 수요의 역성장 영향 등으로 당사
의 판매도 영향을 끼쳐 전년 대비 판매량이 2.2% 감소하였습니다. 하

29.2

지만 상반기 주요 볼륨 모델 노후화에 따른 판매 감소를 하반기에 당사

아이오니티(유럽)

522

Arrival(영국)
P3(크로아티아)
리막(크로아티아)

532

520

520

상당히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아자동차는 기존 출시된 신차 및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상품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산계획을 차질

오로라, 앱티브(미국)

코드42, 모션, KST Mobility(한국)

의 주요 모델의 신차와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의 판매 호조로 감소폭을

없이 수행하여 질적 성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출시해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K7, 셀토스, 모하비, K5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올라, 올라EV, REVV(인도)

2017

2018

2019

2020(계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랩(싱가폴)

미국

미국
■ 판매대수(천 대)

제휴/협업
•브라운대 : 뇌공학 등

•MIT대 : 감정인식 등

3.4

•아우디 : 수소

시장점유율(%)

3.4

2019년은 승용차 부문의 지속적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신
규 중형급 SUV 텔루라이드 판매 호조와 스포티지 판매 확대, 쏘울의

3.6

신차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 판매가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
630

•OCI, 한국수력원자력 : UBESS(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601

591

613

대하였습니다. 특히, 안정화된 재고에 ('19년 초 3.9개월 → '19년 말
3.1개월) 신차효과 및 플릿 판매 비중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 감소 효과
가 더해지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목표와 계획

2017

2018

2019

2020(계획)

중국

2019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

기아자동차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의한 브랜드 전략을 통해 모든 접

러스 사태를 대비하여 세계 곳곳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현장을 철

점에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을 사로잡을 것

중국

저히 방역하고, 임직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니다.

■ 판매대수(천 대)

그리고 더 품질 좋고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용하기에 편리한 자동차의

이를 위해 전용 전기차와 연계한 단계적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 신규

제공과 자동차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위한

로고와 엠블럼 등 브랜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브랜드 경험 요소들을 바

플랜S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꿔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

또한 미래 리테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판매 프로

기 위해 브랜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스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예정

2019년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구매 수요
1.7

감소 및 업체간 경쟁 심화 영향으로 당사의 판매 역시 '18년에 이어 감

시장점유율(%)

소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근본적인 전략의 전환이 필요 하

1.6

다고 판단하여 '20년은 판매 악순환 고리를 끊고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1.4
360

기본 체질을 강화하는 원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물량을 Push 하

370

던 방식에서 벗어나, Pull 방식을 정착시켜 재고 안정화를 통해 딜러 건
310
259

계획입니다.

입니다.

2017

지역별 판매 비중

2018

2019

2020(계획)

유럽

(%)

유럽
기타

국내

31.2%

■ 판매대수(천 대)

2019년 유럽 시장은 첫 50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하며 어려운 경영환

시장점유율(%)

경 속에서도 시장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4%

3.2

3.2

492

504

이는 씨드 및 씨드 CUV 등 파생차 신차 효과에 니로, 스토닉 등의 SUV

3.0

판매비중
인도
1.6%
유럽
17.9%

100%

미국

478

판매 확대가 더해진 것으로 당사 상품 경쟁력이 인정을 받은 결과로 판
484

단됩니다.

21.7%
중국
9.2%
2017

56

전성을 확보하고 체질을 강화하여 영업 환경을 기초부터 개선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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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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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시장 성장률

-2.4%

+5.0%

-4.8%

+0.3%

+1.9%

판매 성장률

+1.8%

+4.2%

-4.6%

-5.8%

+4.2%

96

2018

97

2019

63

2018

63

66

2019

2018

61

51

2019

2018

48

42

2019

2018

연결현금흐름표

기초현금

인도

진출한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인도 시장의 경기 부

■ 판매대수(천 대)

당기순이익

+1,827

유무형자산 상각비

+2,129

단기금융상품 감소

+1,607

유뮤형자산 증가

-2,410

차입금 감소

-312

+5,563
(현금증가)

2019

124

재고자산 증가 외

2018

2019

Ⅰ. 유동자산

21,642,079

19,711,791

21,555,416

Ⅱ. 비유동자산

30,652,359

32,074,814

33,789,382

52,294,438

51,786,605

55,344,798

Ⅰ. 유동부채

15,323,019

14,834,739

17,276,646

Ⅱ. 비유동부채

10,110,242

9,708,402

9,090,014

25,433,261

24,543,141

26,366,660

Ⅰ. 보통주자본금

2,139,317

2,139,317

2,139,317

Ⅱ. 주식발행초과금

1,560,650

1,560,650

1,560,650

24,074,322

24,711,681

26,056,216

-852,038

-1,107,110

-716,971

-61,074

-61,074

-61,074

자본 총계

26,861,177

27,243,464

28,978,138

부채와 자본 총계

52,294,438

51,786,605

55,344,798

자산 총계

부채 총계

-3,587
(현금감소)

-865

4,269

기말현금

자본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기타자본항목

1.5

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인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셀토스는 사전 계약 시부터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폭
발적인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 당사는 계획 대비 양

(백만 원)

2017

Ⅲ. 이익잉여금

는 누계 기준으로는 3위 업체로 발돋움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

APPENDIX

부채

‘19년 7월부터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신규 출시한 셀토스 단일 모델만
으로 '19년 기준 인도 내 시장 점유율 9위에 등극하였고 '20년 2월에

SOCIETY

자산

시장점유율(%)

진과 금융 경색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ENVIRONMENT

요약연결재무상태표

과목

2,293

44

인도
2019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십억 원)

ECONOMY

• 상기 요약 재무상태표는 K-IFRS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45

산 일정을 1개월 단축하고 조기에 2교대 생산체제에 돌입하는 등의 노
력으로 출시 3개월 만에 차급 내 역대 월 판매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연
간 4만 5천 대 판매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년에

자기자본비율(자본/자산)

51.37%

52.61%

52.36%

부채비율(부채/자본)

94.68%

90.09%

90.99%

는 경기 부양책 효과와 대내외 경제 여건 호전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
복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셀토스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카니발(1분

2017

2018

2019

2020(계획)

친환경차 판매대수

기) 및 엔트리 SUV(하반기) 쏘넷 출시를 통한 RV 라인업 보강으로 시

■ HEV

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RV 특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 PHEV

요약연결손익계산서
■ EV
2017

2018

2019

합계

과목
매출액

53,535,680

54,169,813

58,145,959

26,668

EV

매출원가

44,618,696

46,177,283

48,766,570

27,225

PHEV

8,916,984

7,992,530

9,379,389

102,384

HEV

662,226

1,157,475

2,009,680

하고자 합니다.

일반

(백만 원)

129,355

147,524

156,277

10,861

15,912

7,862

20,701

110,632

110,911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중국 및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

일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40,053

1,468,644

2,531,104

아, 동구 지역 실적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아프리카, 중동지

■ 판매대수(천 대)

법인세비용

172,035

312,701

704,445

당기순이익

968,018

1,155,943

1,826,659

역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체
6.2%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786

828

880

892

• 상기 요약 손익계산서는 K-IFRS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R&D와 설비 투자

과목
2017

2018

2019

2020(계획)

20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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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억 원)

2017

2018

2019

시설·설비 투자

15,258

23,314

21,067

연구개발 비용

16,419

16,649

17,682

합계

31,677

39,963

38,74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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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산체제
기아자동차는 환경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설계
부터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자동차의 이용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환경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아자동차는 환경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현재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003년 글로벌 환경경영을 선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설계부터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Fact
Book

단계별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 성과 및 목표
기아자동차는 환경부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내외 환경이슈에 대해

수질분야에서 대당 용수 사용량은 목표 대비 89% 수준이었으나, COD

2020년부터는 국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로화 정책을 시행하며 지속해서 유해화학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부문별 성과관리 기

농도는 목표대비 18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은 목

물질 미사용 기업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반을 구축하고, 체계 내실화 등 선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

표대비 1,012%, 폐기물은 발생량 기준 106%, 재활용률 기준 110%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 대비 15%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환경개선 투자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수준 향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등 생산과정의 환경영향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부문에서
지속해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친환경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리 인프
라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등의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환경오염물질 모니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대당 에너지 사

터링 등 환경부문 성과관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용량은 목표 대비 95%를 나타냈습니다. 대기분야는 연간 질소산화물
총량 할당 목표 대비 116% 달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천 tCO2-eq)

2020
목표

716

2019

718

(t)

2020
목표
2019

유해화학물질 제로화

국내 사업장 부문별 목표와 실적
2019

0
세부항목

105

708

2018

444

2017

738

2017

1,188

실적

달성도

목표

717.0

718.0

100%

716.0

11.2

11.8

95%

11.6

107.9

93.1

116%

105.6

목표 설정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천tCO2eq)

에너지

사용량(kg/대)

대기

NOx(톤)

수질

용수(톤/대)

5.2

5.8

89%

5.5

COD(mg/l)

27.0

14.3

188%

27.0

최종 방류수 배출농도

사용량(kg/대)

0.9

0.1

1,012%

0

유해화학물질 제로화

발생량(kg/대)

157.5

149

106%

153.4

85.0

93.6

110%

85.0

녹색성장
2018

2020

목표

연간 배출권 할당량
최근 3년 평균대당 원단위
연간 총량 할당량
최근 3년 평균대당 원단위

친환경생산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최근 3년 평균대당 원단위

자원순환
재활용률(%)

발생량 대비 비율

* 환경부문 목표 재설정 (2019년~)
* 질소산화물(NOx)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할당 목표 적용 (소하,화성 적용/ 광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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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원재료 조달

환경을 고려한 설계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시작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유해한 물질을 배제하고 자원과 원자재의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적격한 부품 공급을 위한 체계

협력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노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인 동력원의 성능을 높이고, 공기저항과 무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재활용이 쉽도록

기아자동차는 2007년부터 1차 부품 협력사와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을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환경경영을 선포한 2003년부터 SCEM 사업을 통

설계합니다.

체결해 환경경영의 실천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해 1차 협력사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범위를 2·3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부품 제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

차 협력사로 확대해 1차 협력사와 함께 SCEP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

항을 수록한 환경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배포하고, IMDS

다. 동시에 2010년까지 1차 협력사의 통합 온실가스 관리체제 구축을

와 자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인 e-CMS를 통해 유해물질 관련정보를

지원했고, 국제표준인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 권고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협력사 대상의 환경교육을 실시

통해 2012년까지 모든 1차 협력사가 인증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설계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기아자동차는 환경친화적인 설계 정책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4대 중금속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친환경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과 오존층 파괴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

설계 가이드를 기반으로 자체 운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원재료

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입니다.

의 환경적인 영향을 파악한 후 소재를 선정합니다.

기아자동차는 모든 제품에 국내외 법규에서 규제하는 물질의 사용을 금

다음으로 부품 구조 단순화와 재질 개선을 통해 제조공정을 단축하고,

지하고 대체 재료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재질정보시스템

해체되기 쉽도록 체결방식을 고안합니다. 설계 완성 후, 가상 3D 모델

(IMDS)에서 수집한 부품의 재질과 중량 정보는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을 이용하여 차량 해체를 시연하면서 해체 용이성과 재활용성을 평가하

화학물질관리 시스템(e-CMS, e-Chemical Management System)

여 도면을 수정하거나 재활용성이 낮은 부품을 대체합니다.

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면이 확정되면 테스트 차량을 제작해 해체성 평가

기아자동차는 e-CMS를 기반으로 2005년 이후 생산되는 전 차종의

를 실시하여 실제로 분해에 걸리는 시간과 체결요소 수 등을 기존 차량

부품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를 넘어 규제 예정 화학물

과 비교합니다.

질을 파악하고 사전대체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 환경규제와 산업동향 관련정 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 내에 협력사에서 접근가 능한 정보 공유공간을 구축

유해물질 사용현황 관리를 위해 협력사 생산현장 불시점검 제도를 운영

해 기아자동차가 보유한 에너지 기술과 절감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제

하고 있으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물질에 따라 제재나 개선을 위한 조치

공하고, 매년 에너지 절감 기술교류회를 열어 적용사례와 에너지 저소

를 취합니다. 4대 중금속의 경우 품질5스타 제도의 품질경영 점수가 감

비형 공장 구현, 신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점되고, IMDS 내의 규제물질과 발암물질의 경우에는 개선지시와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일반부품에 해당하던 EU ELV(폐차처리지침) 인증 의무
를 전장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아·현대자동차 환경기준 :
협력사가 부품 제조 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관련 규제정보 수록. 환경기준 전문과 친환
경 부품공급 협정서는 VAATZ 사이트 게재

상생협력 체계

2016년 말 유해물질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사 유해물
질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2017년 규제정보 입수

Carbon Offsets

SCEM

탄소 상쇄

환경경영 체계 구축

부터 법규대응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HCMS(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System)를 독자적으
로 개발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재활용 가능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ProdTect)

상생협력

을 활용해 법규에 적절히 대응하며, 환경성 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하
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의 모든 차량은 유럽과 미국, 중국과 국내
의 재활용 가능률 인증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화학물질 도입 전 환경규제 적용여 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
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 기반의 부품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으로 원재료업
체-부품제조업체-자동차제조사가 부품의 중량과 재질 정보 공유

62

록 사전 검토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공정 별 사용되

SCEnMS

SCEP

에너지・온실가스
통합관리 체계 구축

환경경영 체계 강화

는 화학물질의 물질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
전보건환경통합시스템(i-SHE)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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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M : 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SCEP : Supply Chain Eco Partnership
•SCEnMS : Supply Chain Energy Management System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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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기아자동차는 자동차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많은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

원재료 중 철의 총 사용량(협력업체 도급량 제외)은 2018년과 비교하면

며, 그 중 주요 원재료는 강판(철), 페인트와 시너(Thinner), 플라스틱류

총 사용량과 대당 사용량을 모두 절감했습니다. 페인트와 시너 총 사용량

입니다. 사용량과 생산량은 비례하는 만큼, 사용된 원재료 대비 생산된

은 2018년 대비 7t 절감하였습니다. 사용 후 남은 아연코팅 처리된 철은

출량을 줄이고, 설비 등 시스템 교체와 재활용 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사

제품의 비율을 높이는 대당 사용량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

제철업체로 보내고 코팅되지 않은 철은 광주 주조공장에서 재활용하고

용량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기준으로 물질별 목

을 개선해 원재료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량을 줄이기 위

있습니다.

표를 세우고, 한 해 동안 투입된 자원(Input)과 배출된 물질(Output)

해 철과 페인트, 시너의 사용량을 집계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시스템

자동차 생산공정의 물질 균형(Material Balance)

기아자동차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환경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ISO

기아자동차는 효율적 공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시에 대당 사용량과 배

14001)을 획득하고, 매년 자체적인 내부심사와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
환경경영의 실행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3개 공장과 서비스사업부에 적용되는 환경경영 업
무표준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환경 관련 업무 담
당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및 사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그리고 창출한 가치(Outcome)를 집계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2019년 원재료 총 사용량은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고, 대당 사용량
은 5.2% 감소하였습니다.

매체별 환경 전문·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국내 사

2019년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1.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

업장별로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오던 것을, 2020년부터 국내 사업

재료(-4.0%)와 유해화학물질(-76.4%)의 사용 총량은 줄었고, 배출

장에 대한 환경경영 시스템 통합 인증을 추진하여 전사적으로 내실있고

총량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8.1%)과 폐기물(-5.8%), 수질오염물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9.2%), VOCs(-2.1%)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에너지(22.6%)와
TRI 대상물질의 경우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기물

원재료 사용량
철

페인트

■ 총 사용량(t)

의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집계대상 : 국내 3개 공장(소하, 화성, 광주)
•대당 사용(배출)량 : 생산대수 기준, 자동차 1대 생산 시 사용 또는 배출된 양
•각 수치는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179.4

230,955.0

■ 총 사용량(t)

대당 사용량(kg/대)
177.8

12.9

167.8

215,485.0

206,076.5

2018

2019

16,629.5

대당 사용량(kg/대)

12.6

12.7

15,283.4

15,594.7

2018

2019

Input-Outcome-Output Flow
2017

INPUT

OUTPUT

OUTCOME

시너
대당 사용량(kg/대)

4.3

토양

7,173,295 m3

합계

■ 총 사용량(t)

자동차 생산량 : 1,227,928대
수자원

5,491.0

원재료

■ 총 사용량(t)
4.1

•폐기물 총 배출량 : 182,914 t
•매립량 : 8,294 t

2017

196.6
3.8

194.5
184.3

253,075.5
4,999.1

대당 사용량(kg/대)

235,767.5

226,352.4

2018

2019

4,681.2

226,352 t

대기

유해화학물질

프레스

차체

105 t

•온실가스 배출량 : 718천 tCO2-eq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552 t
•VOSs : 6,939 t

2017

•TRI 대상물질 배출량 : 2,544 t

에너지

2019

2017

재생

14.5천 TJ

수역

3
•총 방류량 : 4,531,186 m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112 t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
53,368 t

2018

도장

철(철판)
■ 총 사용량(t)
7.1

조립

대당 사용량(kg/대)

5.6
3.6

9,098.8

Recycle

6,828.6

•원재료(철) 재활용 : 4,439 t •폐기물 재활용 : 171,220 t

4,439.3
•집계범위 : 영역 1(직접 배출)·2(에너지원으로 인한 간접 배출) 적용, 자동차 생산량은 위탁생산 물량 제외
•흐름도에 보고된 원재료 사용량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은 본문에 수록된 각 물질의 합산량
•TRI 대상물질 : 전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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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발생한 폐기물을 공장 내에서 재이용 또는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재활용으로 처리

65

PROFILE

MAGAZINE

SUSTAINABILITY MANAGEMENT

FACT BOOK

ECONOMY

ENVIRONMENT

SOCIETY

APPENDIX

수자원
기아자동차는 수자원의 중요성과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

수자원 사용량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임직원들의

■ 상수 사용량(m3)

■ 지하수 사용량(m3)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9

5.4

용수 사용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사용량 저감을 위해 공정 폐수

대당 사용량(m3/대)
5.8

재활용을 위한 시설투자와 부대설비 교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아자

6,989,293

7,106,554

7,173,295

합계

동차는 저수량이 2억 t 이상인 팔당댐(소하·•화성공장)과 주암댐(광주공

1,415,359

1,354,608

1,363,103

지하수

장)으로부터 수자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자원 총 사용량은

5,573,934

5,751,946

5,810,192

상수

2017

2018

2019

0.9% 증가하였으나, 대당 사용량은 0.4%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기아자동차는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CO2를 저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전사적인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전 사업장

폐기물

에 구축하였으며, 사업장 온실가스 협의체를 통해 목표 이행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이슈 사항(리스크)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기아자동차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대

폐기물 처리방법별 배출량

당 배출량을 저감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총 폐기물 배출량도 줄이기 위

■ 재활용

해 노력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재활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

전체

여 선제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국내 사업장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이행하여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최종 폐기물 중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매립 폐
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매립

중대 이슈 사항은 전사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소각
(t)

212,333

194,079

182,914

합계

11,975

14,860

10,865

소각

4,513

1,493

829

매립

195,844

177,725

171,220

재활용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 2019년 국내 전 공장과 서비스, 판매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 기아자동차는 국내외 전 사업장의 에

점, 출하사무소, 연수원 등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4만 t이고, 이중 연

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에너지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료 사용에 따른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은 26만 t, 전력 사용에

(GE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은 48만 t입니다. 국내 사업장 중 소
하·화성·광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만 t으로 전년 대비 1만 t 늘

소하공장의 경우 2008년부터 매립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3개

었습니다. 해외 사업장은 슬로바키아와 중국, 미국 조지아, 멕시코공장

공장의 총 폐기물 대비 매립 폐기물 비율은 2019년 0.45%입니다.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을 하고 있으며, 신설공장인 인도공장

기술적·경제적 제약요소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립·소각 폐기물

도 2020년부터 3자 검증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해외

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을 늘리고, 처리 방법 의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1만 t,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환을 위해 재활용업체를 개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

은 11만 t,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은 30만 t이었습니다.

니다.

되었습니다. 자동차 1대 생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전년 대비 7.0% 감소
했습니다.

서가 등록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한 관리 확대와
정확한 데이터 산출 및 목표 관리를 위해 체계화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간접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저감 노력 | 기아자동차는 온실가
스 직접/간접 배출원 외 직원 및 제품의 이동 등 유관 활동과 협력사 등

2017

2019년 국내 3개 공장에서 발생된 총 폐기물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83천 t 이고, 이 중 93.6%인 171천 t이 시멘트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2018년부터 K-CUBE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감 아이템을 전 부

2018

2019

대당

•산정근거: ISO 14064-1(2006), WRI/WBCSD GHGProtocol(2004)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3자 기관 검증 중으로 추후 소폭 변동가능

(kg/대)

에 의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Scope3 분야에 대한 3자 검증
을 진행하였으며, 기타 간접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

164.9

160.1

149.0

합계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목표 | 지구온난화에 대한 탄소규제 강화로

9.3

12.3

8.8

소각

전 세계에 신 기후 체제가 출범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정과제로 대

3.5

1.2

0.7

매립

두 되고 있는 만큼 기아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중장기

152.1

146.6

139.4

재활용

적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0 관점에서 국가 온

속적으로 측정/공개하고 저감 활동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
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 추정치

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및 외부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 평가기관인 ‘2019 CDP
Climate Change’ 평가 결과 Leadership A 등급을 받아, ‘탄소경영 아
너스 클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센터 주관 제9회 기후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발생한 폐기물을 공장 내에서 재이용 또는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재활용으로 처리

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면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2017

2018

2019

및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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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에너지와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기타

■ 공장
합계

(천 TJ)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천 tCO2-eq)

임직원의 이동 | 기아자동차는 임직원의 통근이나 출장 등의 이동과

■ scope2

15.3

14.6

14.9

760

731

742

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

0.4

0.4

0.4

275

265

258

니다. 출퇴근의 경우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증 발급 제한과 5부

14.9

14.2

14.5

485

466

484

제를 시행하고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며, 현재 국내 임직원(35,538명)의

합계

77.4%에 해당하는 27,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장방법별 추이

(건)

자가차량
카풀

업무상 출장으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대규
모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출장의 경우 대중교통과 카풀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카풀제도는 첫해 1,554

고속, 직행, 공항버스
고속철도

2018

2019

2017

2019

2018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15,691

13,825

14,509

+4.9%

5,093

4,944

4,925

-0.3%

15,793

9,842

9,907

+0.7%

9,834

10,544

10,648

+1.0%

871

1,226

1,170

-4.6%

철도
새마을·무궁화

건(전체 출장의 2.8%)에서 2019년 4,925건(전체 출장의 11.9%)으로
2017

2017

316.9% 증가하는 등 자가차량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환경

항공

부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

252

261

300

+1.5%

47,534

40,642

41,459

+2.0%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국내 전 사업장 기준 에너지 사용량(제3자 검증 중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음)
•공장 부문: 소하·화성·광주 공장 / 기타 부문: 본사, 서비스센터, 판매지점, 출하사무소, 오
산연수원, 평택항만, 비전스퀘어
•국내 전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제3자 검증 중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음)
•scope1 :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천 tCO2-eq)
765

748

736

708

718

585

585

환경오염물질

대당 배출량(kgCO2-eq/대)

•범위: 국내 사업장(소하, 화성, 광주 공장)
•기준: 저위발열량 기준 영역 1·2 산정(2000-2006년) / 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07년 이후)

564

530

2015

2016

573

2017

2019

2018

기아자동차는 배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와 수질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배출허용기준의

먼지

30%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설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해화학

■ 총 배출량(t)

물질의 경우 철저한 예방 설비를 갖춰 사업장 내외부의 환경에 대한 영향

슬로바키아공장

0.1

145.7

이 최소화되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 총 배출량(천 tCO2-eq)

164.9

대당 배출량(g/대)

중국 염성 1, 2, 3공장
■ 총 배출량(천 tCO2-eq)

대당 배출량 (t/대)
0.1

0.1

0.5

212.3
176.6

대당 배출량 (t/대)
0.6

대기오염물질
0.6

34

34

189

|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

135.0

질은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입니다. 특히 VOCs는 지구온난화와

203

37

110.0

185

성층권 오존 파괴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대
2017

기 중에 악취를 유발하고 부유하며 화학반응을 일으켜 대기환경에 큰

2018

2019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입니다.

2017

2018

2019

미국 조지아공장
■ 총 배출량(천 tCO2-eq)
0.4

2018

2019

대당 배출량 (t/대)

0.3

■ 총 배출량(천 tCO2-eq)
0.4

108

SOx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 청정연료인 LNG 보일러를 가동

■ 총 배출량(t)

0.3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VOCs 배출현황 또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당 배출량 (t/대)
0.3
76

73

0.3

2018

2.1

75

1.0
0.6

2.6

2019년 대기오염물질은 2018년보다 총량은 8.1%, 대당 배출량은
9.3% 저감되었고,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대당 배출량 저감률은
24.5%입니다.

1.2
0.7

별도로 집계하는 VOCs의 경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은
2.1% 감소하였고, 대당 배출량은 3.4% 감소하였습니다.

2017

대당 배출량(g/대)

하고, 소하와 화성 공장의 경우에는 보일러에 TMS(Tele-Monitoring
System,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멕시코공장

115
108

2017

기아자동차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제거하는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017~2018년 일부내용 정정(전년 보고서 대비)

•2019년 인도공장 미집계 (2020년 이후 보고 예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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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NOx
■ 총 배출량(t)

대당 배출량(g/대)

341.5

349.5

439.7

423.6

337.5

507.3

414.4

653.2

대당 배출량(g/대)

■ 총 배출량(t)

449.6

2017

2018

2019

2017

수질오염물질 |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게 한

VOCs

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다행히 물은 정화를 통해 재

■ 총 배출량(t)

이용할 수 있기에 기아자동차는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배출되는 방류수

5.7

600.9

2018

대당 배출량(g/대)

■ 총 배출량(t)

40.2

36.8

495.8

ENVIRONMENT

SOCIETY

APPENDIX

합계

기타

■ 총 배출량(t)

ECONOMY

대당 배출량(g/대)
102.2

97.1
35.8

47.3

48.7

2017

2018

44.0

125.0

123.8

2017

2018

91.6

112.4

552.1

2019

2019

2019

대당 배출량(kg/대)
5.9

5.7

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설비 개
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331.1

7,089.7

6,939.2

법에 따른 허용기준보다 엄격하게 수립한 사내 배출기준 준수와 수질
안정화를 위해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방류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유해화학물질

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방류수 배출농도를 정

을 통칭하며, 사용과 취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화학물질

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요 수질오염물질인

에 대한 규제는 2007년 EU를 중심으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배출은 전년 대비 총량이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가 발효

8.9% 감소하였고, 대당 배출량은 10.1% 감소했습니다. 기타 수질오

2017

2018

2019

|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된 이래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의 경우, 2015년

염물질은 전년 대비 총량이 9.7% 감소하였고, 대당 배출량은 10.9%

부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감소했습니다.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그룹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수역 방류량

(e-CMS)을 통해 2005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된 부품의 화

COD

■ 총 방류수량(m3)

학물질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있으며, 각 공장에도 유해물질

■ 총 배출량(t)

57.2

68.6

69.3

유해화학물질
■ 총 배출량(t)

대당 배출량(kg/대)

0.9
0.4
0.09
1,188.1

444.3
104.8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

대당 배출량(g/대)

53.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50.6

4,658,144.0

4,507,196.0

4,531,186.0

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과 시설 기준은 물론,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TRI, Toxic Release Inventory, 환경부 주관) 등 다양한 제
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하

62.1

2017

2018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

기 위해 취급시설을 개선하거나,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는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 결과 2019년에도 유해화학

■ 총 배출량(t)

대당 배출량(kg/대)
44.0

물질이 유출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35.9

38.7

2015년 화성공장 도장공정에서 이용하던 이온교환 방식 제조공법을 친
2017

2018

2019

2019

2017

2018

2019

SS

환경적인 역삼투압 방식으로 변경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소하와 광주

53,367.7
47,563.1

49,847.5

공장에 적용했고, 2019년까지 전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개

■ 총 배출량(t)

선하여 유독물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연간 사용된 유해화

대당 배출량(g/대)

학물질은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76.4%, 1대 생산 시 사용량은 76.7%
7.1
4.8

절감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국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로

5.2

화 정책을 시행하여, 지속해서 유해화학물질 미사용 기업 체계를 운영하

9.1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

70

2018

2018

2019

6.4
•COD(Chemical Oxygen Demand) : 미생물ㆍ산화제가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며 수치가 적을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을 의미
•SS(Suspended Solids) : 물속의 부유물질 농도
•기타 발생량 : n-H, T-P, T-N

2017

2017

•화학물질 배출량: 법적 보고기준일이 4월 말일(6월 말까지 정정기간)이므로 전년도 사용, 배출량
을 집계할 수 없어 전전년도 데이터 보고
•유해화학물질사용량 : 2018년 일부 Data 정정(전년대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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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매년 환경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

환경 투자 비용

기 계획보다 21억 원 추가하여 친환경설비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환
경 분야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

물류 단계

ENVIRONMENT

SOCIETY

APPENDIX

자동차의 물류 프로세스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공급되는 조달물류, 생산현장 내
에서 부품들이 대기하고 이동하는 생산물류, 완성된 차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판매물류입니다. 이중 조달물류는 규

계획

■ 실적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환경 투자 금액은 총 63억 원으로, 초

(천 원)

ECONOMY

모의 경제가 가장 잘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현대·기아차 합산 기준 800여 개의 부품 협력사가 납품한 자동차 한 대

6,257,187

6,245,000

6,176,000

당 3만 개의 부품으로 연간 8백만 대 가까운 차가 만들어집니다.

5,392,400

으며, 2004년부터 도입한 분류체계를 이용해 유형별로 지출을 파악하고

4,028,900

자동차는 생산 특성상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전체 라인이 정지되기 때문에 적기에 적격한 부품의 공급이 매우 중요

4,205,000

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상생협업 플랫폼을 통해 생산계획과 소요량, 납입지시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환경 개선 투

통해 부품의 납기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결품을 줄이고 재고를 최소화해 생산물류의 효율을 강화했고, 완성차 물류

자 및 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으며, 2019년까지 사용된 총

의 기간 여유를 확보해 판매물류 비용과 환경적인 영향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비용은 751억 원입니다.

기아자동차는 협력사와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수요와 계획의 변동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부품 정보 공유를 통한 품질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

2019

2018

환경 관리 비용

(천 원)

개요
환경부하 저감 직접비

작업환경개선 및 유지비

환경부하 저감 간접비

임직원 환경교육 및 환경심사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등

환경 리스크 관리비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관련비

합계

2017

2018

2019

10,716,747

12,279,150

14,916,020

850,597

1,017,243

1,070,925

4,682,605

5,581,355

5,327,644

180

-

7,280

16,250,128

18,877,748

21,321,869

폐기 단계

세계 각국은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폐차 중량의 95% 이상을 의무
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차의 85%는 해체와 분류를 통해 재자원화 되고, 10%는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 생
산에 쓰입니다. 기아자동차는 개발한 친환경 해체기술을 폐차업계와 공유하고 지속해서 자원순환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투자/관리 내용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18년 내용 일부 정정)

자동차 재자원화센터 |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자동차 재자원화센터는 이송식 7단계 해체 시스템을 갖추고 폐
차의 친환경적인 해체와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폐차해체는 폐차등록, 타이어·배터리 사전처리, 액상류
제거, 범퍼 등 외장류 제거, 시트 등 내장류 제거, 엔진·변속기 등 제거, 차체 압축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조성 | 기아자동차는 사업장의 건물면적 증가에 따라 녹지면적도 확장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산 현장을 조

해체효율성과 부품의 재자원화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한 기술은 양산부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토양 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단 한 건의 오염물질 누출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점검 수준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지 현황

폐차처리 시스템 순서도
부지면적(m2)

건물면적(m2)

녹지면적(m2)

녹지율(%)

01

02

03

04

05

06

07

소하

498,908

226,539

74,850

27.5

차종 및 제원

후드, 배터리,

액상류 동시

외장류

내장류

엔진과 변속기

압축

화성

3,199,636

1,162,072

663,848

32.6

확인

타이어 제거

회수

해체

해체

해체

광주

1,014,941

597,446

80,007

19.2

슬로바키아(KMS)

1,898,288

288,281

1,218,314

75.7

중국 1(DYK1)

405,258

90,415

36,752

11.7

중국 2(DYK2)

1,449,172

275,536

310,437

25.9

중국 3(DYK3)

1,470,000

223,602

337,581

27.1

조지아(KMMG)

2,611,380

225,048

785,487

32.9

멕시코(KMM)

3,338,843

203,583

1,219,021

38.9

90% 이상
재회수하여
환경오염 방지

액상류
회수 장치

해체된 부품은 소재에 따라 분류하여 85% 이상 재활용

차체회전장치

차체압축 프레스

•녹지율=녹지면적/(부지면적–건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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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ENVIRONMENT

APPENDIX

SOCIETY

임직원

SOCIETY

인재채용

국내외 직원

(명)

기아자동차는 '19년부터 정기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의 상시

사회성과 : 함께 성장하는 균형있는 사회

공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정기공채 방식은 향후 필요 인력 규모를 사전에 예측해 정해진 시

2017

2018

2019

비중(%)

국내

34,650

35,538

35,469

67.6%

미국

3,283

2,996

3,075

5.9%

점에 모든 부문의 신입사원을 일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입사원

멕시코

2,354

2,423

2,339

4.5%

이 배치될 시점에는 당시 상황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력

유럽

5,109

5,282

5,059

9.6%

부족 등의 문제가 불가피했습니다. 동시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채용이

중국

6,141

5,834

4,824

9.2%

연 2회만 열리게 되어서 한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6개월을 기다리

기타

252

505

1,682

3.2%

거나 졸업을 유예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시 공채

합계

51,789

52,578

52,448

100.0%

제도하에서는 각 부문별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연중 상시로 채용이 진

기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행되면서, 지원자로서도 관심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역량을 쌓으며

기아자동차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를 바탕으로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개선하여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연중 상시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아자동차는 회
사와 지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채용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
하여, 정기공채 제도에 기인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고 채용에 대한 새

Fact
Book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협력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동반성장을 위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
해외

■ 국내

51,789

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5,538
17,139

노사관계 개선

35,469
17,040

2017

29,626명입니다. 기아자동차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단체협약에 의
거해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단체협상과 정기 노사

채용 및 퇴직 현황(연령별/성별)

원칙으로 정기적으로 경영실적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과 개폐, 임직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이사회
연령별

의결사항 등 운영상의 변화를 문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 추이

기아자동차는 소통과 이해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전체 임직원 대비 여성 임직원 비중(%)

1,330

2019

3.75%

111

1,264

3.56%

91

채용

를 지향합니다. 노사는 지난 2017년 1월 3일부로 8+8 교대 근무제를 시

성별

행하여 심야 근무를 축소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주 52시

합계

(명)
2017

2018

2019

20~29세

390

353

237

30~39세

299

328

69

40~49세

303

402

36

50세 이상

99

298

53

1,050

1,104

307

남성
여성

41

277

88

1,091

1,381

395

간 근무제에 맞춰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의 워라

20~29세

40

43

49

밸 및 건강권을 증진하는 한편 생산량 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

30~39세

69

72

37

40~49세

54

51

53

50세 이상

279

413

505

남성

420

552

617

여성

22

27

27

442

579

644

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

2019

2018

다. 회사는 단체협약 제17조에 규정한 통지의무에 따라 투명 공개경영을

■ 관리직 수(명)

16,979

2019년 단체교섭이 적용되는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83.5%에 해당하는

협의회 등 회의체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습니

■ 여성 임직원 수(명)

52,448

52,578

34,650

있으며 성과 중심의 관리자 선발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는 고객만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직원

연령별
퇴직

또한 노사는 2019년 3월 18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

성별

련 특별합의를 도출하여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합계

를 통해 노사 간 자율적으로 법적 논란을 해결하고 경영상 불확실한 갈등
상황을 종식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14

2017

2.93%

69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검토와 합의를 통해

채용 현황(지역별)

사내 협력사 근무 인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총 5차에

(명)
2017

2018

2019

걸쳐 1,86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상을 통해 노사합동 사회

본사

87

115

94

공헌기금 2019년 총 20억 원, 2020년에는 총 30억 원을 출연하여 자동

소하

66

306

67

화성

504

613

89

광주

329

303

19

남양연구소

11

11

12

기타

94

33

114

합계

1,091

1,381

395

차 사고로 고통받는 가정의 자녀에게 기아드림 장학금을 후원하고 전국
복지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노사 모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용

R&D 부문은 현대자동차그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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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및 보수 체계

육아휴직

기아자동차는 정규직과 임시직(또는 시간제)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

■ 남성

(명)
여성

고 있으며, 법정 복리후생제도 항목 외에도 임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100

복귀율(%)
98.0%

95.1%

질 향상, 사기 진작을 통한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2019년 연간 123명이

68

이용했고, 산전후 휴가(유사산휴가 포함)는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임신기

또한, 기아자동차는 임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라는 큰 틀 안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상벌 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내규정(단협 제25조, 취업규칙 제4조)을 통해 국적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본급 역시 성별로 인한 차이를 두지 않고
근속기간별 호봉 등의 기준체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또한, 효율적인 준법 지원 활동을 위해 준법 지원 전산시스템을 마련하

과 행복한 미래를 지원합니다. 퇴직 5년 전부터 당해년도까지 미래설계를

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퇴직설계서를 지급하

쟁점을 담은 격월간 준법 뉴스레터와 최근 법규 동향을 수록한 월간 법

는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퇴직 준비를 지원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무 리포트를 발송하고, 해외 법인 대상으로도 매년 글로벌 리걸 뉴스레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반직 170명, 생산직 927명 등 총 1,277명의

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인재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Global HRD

18

2017

2018

2019

•육아휴직 : 2017~2018 일부내용 내용정정(전년보고서 대비)
•육아휴직자 집계기준: 해당연도에 육아휴직일수가 1일 이상인 인원
•복귀율 집계기준: 해당연도 육아휴직 복귀대상 인원
•다자녀 부모가 육아대상을 변경해 휴직연장 시 별도의 건으로 집계

근속연수는 2017년 20.5년에서 2019년 21.7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부패를 위한 프로그램

Fundamental을 제정하여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에 기아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

자동차의 리더십 모델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

는 내부 준법시스템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시장인 인도 국가의 판매·생산 체계 안정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체계를

하에 공정한 거래 문화의 정착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P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에 한층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업무표준으로 등록하고 내부감독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전사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윤리경영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은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
에 맞게 바로잡아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
력을 높이는 경영활동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윤리경영의 추진력을 확보하

인권경영 관련 체계

동향과 현황 파악을 위한 사내·외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임원과 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에서도 실시되고,
협의회에서 운영계획의 공유와 논의를 진행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고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두어 감독

CP 부서 팀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기아자동차는 임직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기관의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행동의 기

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소속 전체 부서를

니다. 임직원의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을 준수하고, 취업규칙에 채용

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과 세분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를

대상으로 CP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자율준수활동 우수부서 포상을

법정복리후생비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대상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협 제65조에 의거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올바른 실천과 감독을 위해 2002년부터

통해 내부 감독체계를 강화하면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도 독

차량/교통

하여 임직원에게 휴일·연장 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휴일 또는 연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 중이

려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2013년부터 모든 거래에 경쟁입찰

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며, 2012년 준법지원 제도를 도입해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도입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종류

차량 구입, 차량 수리, 통근버스, 유류비, 귀향 교통비 등

안전/보건/위생 병원비, 단체상해보험, 신체검사, 보건센터 운영 등
생활

급식/간식, 경조사, 근무복, 아파트/기숙사, 개인연금, 노사공동기금 등

교육

자녀 학자금, 유아교육비, 직장 어린이집 등

문화/자기계발

임직원들이 인트라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으며, 고충에 대한 진행경과와 처리결과 역시 시스템을 통해 간편

휴가비, 포인트, 장기근속/정년퇴직 여행, 체육대회, 하계휴양소 등

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성희롱 예방

•윤리경영과 CP에 대한 상세정보와 관련된 규정 전문은 기아자동차의 공식 PR 사이트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 총 비용(억 원)

인당 복리비(백만 원)
18

18

6,091

6,093

17
5,981

침, 조치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나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재열람할 수 있도록 지

기아자동차는 준법지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

원하고 있으며,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

고 있습니다. 2012년 도입과 함께 이사회 산하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라인으로 인사고충상담실 내에 성희롱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직장 내 성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준법지원 활동의 근간이 되는 준법 통제기준과

희롱 방지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별도로 여성 임직원을 위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별해 준법

여성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직원의 인권 보

지원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호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의무 이행을 포괄하는 인권헌장을 제정
2017

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인권경영 평

2019

2018

가를 통해 기업경영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점검/개선할 예정입니다.
평균 근속연수

(년)

2017

2019

퇴직연금운용금액(DB)

금액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법, 공정거래법, 형사법, 인사 노무, 저작권 등

(백만 원)
2017

2018

2019

2,213,350

2,520,772

2,703,591

임직원 교육

2017

2018

2019

10,830,000,000

10,227,794,438

10,794,597,103

319,000

292,498

304,364

49

33

33

2017

2018

2019

오프라인

18회, 520명

18회, 510명

26회, 744명

2회, 6,800명

2회, 7,000명

2회, 7,783명

20회, 7,320명

20회, 7,510명

28회, 8,527명

총 교육비(원)

인당 교육시간(시간)

•국내 임직원수 : 35,466(기준 : 2019.12.31)
•2019년 누적 교육이수자: 113,055명, HRD 부문 연간 실적 기준

라인이 발간되었으며 2019년에는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기아자동차는 임직원에게 성장과 커리어 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

2018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공

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담은 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1.7

20.8

대해 사건의 경중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인당 교육비(원)

우선, 법적 리스크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관

국내는 9개 영역에서 38개 준법 가이드라인, 국제는 6개 준법 가이드

성장과 커리어 전환
20.5

2018년 기아자동차는 사이버감사실을 비롯해 부패사건 관련 임직원에

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규와 회사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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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을 앞둔 임직원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커리어 전환

또한,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국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50

확정급여제도는 매년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기아자동차의 직원이

SOCIETY

임직원이 수강하여 퇴직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41

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56

51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4명이 인당 평균 20.8일을 사용하였습니다.

ECONOMY

윤리·준법 교육

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

또한, 임직원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리스크

해, 2020년 새로운 성장제도·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발적 상시학습의 생

영역별 준법 자가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이후에는 해

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스스로 성장목표와 계획을 수립

설지를 제공하여 임직원이 업무상 RISK를 확인하고 자체 개선 활동을

한 뒤 사내·외 학습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리더가 이를 상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에는 기존 점검영역(부패방지, 개인정보

통해 지원하며 성장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학습문화’를 조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 외에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온라인

성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전문성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함께

Regulation) 및 지적재산 영역에 대한 점검을 추가 시행하였습니다.

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식나눔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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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건강

생산공장은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기아자동차는 사업장 내에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산업보건센터를 운

도입하고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통합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영합니다. 산업보건센터는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갖추고 전문적

경영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경영시스템을 통해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내협력사 직원들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산업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고객경험(만족도) 향상, 자사 브랜드 충

안전에 대한 조직의 태도 및 가치가 기업경영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기

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일반·특수·수시·배치 전)과 자문의사

성고객 확보는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

아자동차만의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통한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시스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고객 만족도 조사/평가 연계, 통합 개선

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질환에 따른 치료를

활등 플랫폼 ‘IAM (Integrated Action Management)’ 전 세계 10

제공하고, 치료 완료 후 복귀하는 임직원에게는 재활교육이나 사후관리

개국에 글로벌 런칭하였으며, 2020년에는 13개국으로 확대 운영 중

를 지원합니다.

입니다. 기존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만족도 취약항목 개선활

과는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되고 개선하는 지속적인 개선 Cycle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제도를 통해서는 법정 정기검진항목 외에도 성인

동 시행에서 고객 니즈 기반 만족도 영향력이 높은 핵심과제를 도출,

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 검진을 추가로 제공하고, 근속 10년 이상 또는 40세 이상의 임직원

통합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 가족 중 한 명에게는 종합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형 검

실질적 개선 효과성을 검증하며 지속 보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진시스템을 통해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하였습니다.

며, 각 공장별로 생산현장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점검활동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행되는 안전환경에 관한 활동 및 결

또한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경영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전사 재난·
재해 매뉴얼을 구축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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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환경안전 보건 시스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모든 활동은 프로세스화 되어 있으

ECONOMY

의사 소견으로 정밀검사(MRI)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의 50%가 지원됩
니다.
심리상담 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노·사·학회의 협력으로 운
영되고 있는 ‘마음산책’을 통해 임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
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회사 생활의 만족도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보호

‘MySales’ 디지털/모바일 솔루션

기아자동차는 개인정보보호 경영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

고객의 신차 구매 경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MySales' 솔루션

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천적인 방

을 통해 구매 단계의 모든 판매 프로세스를 디지털/모바일화 하였습니

지를 목적으로 전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사고 시

다. 북미/유럽 등 총 24개국 딜러 매장에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태

대응계획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블릿 PC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투명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할 수 있는 구매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응
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 제79조에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근무환경의

산업재해 발생추이

기본조건으로 명시하여 임직원의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 재해건수(건)

재해율(%)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제조업 특성에

0.98

0.81

맞춘 “6대 핵심안전수칙”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이 실천하고 있으며, 외
0.59

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행동과 위험을 인지시키기 위한 안전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제품 라벨링

344

285

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

203

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

국가

선함에 있어 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련 담당자들의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럽 (EU)

법적 의무교육 이외에 안전환경 직무교육(입문 79명, 심화 42명, 역량
2017

향상 128명), 신임 그룹장/파트장 안전교육, 리더 안전교육(194명) 등
총 340명을 대상으로 안전 리더십을 확보하고 내재화하였습니다.

제품정보 : Monroney 라벨 (차량 가격표(MSRP) 라벨로서 연비(전비), NCAP 평가등급, 북미산 부품 비율 정보 등 표시)
•통상적 출퇴근 재해(’18. 1. 1.부 산재인정범위 확대 시행) 44건 포함

북미 (미국/캐나다)

에어백 경고 라벨 등
제품정보 : 유럽 사양 ID 라벨 + 러시아인증라벨(EAC) 제공

진할 것입니다.

내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344건으로 2018년(285건)
대비 20%(59건) 증가하였습니다. 과거보다 산업재해 승인율이 증가
등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지만, 기아자동차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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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현황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재해예방 활동을 추

2019년 본사와 3개 공장(소하, 화성, 광주). 판매와 정비를 포함한 국

연료, 전기 충전 정보 : 연료 타입 라벨, 전기 충전방식 라벨 (PHEV, 전기차만 해당), 수소연료전지차 수소 연료 라벨
제품 안전 관련 : 에어백 경고라벨, 스페어 타이어(제공시) 속도라벨, ISOFIX 앵커 라벨, 고전압 부품 라벨 등

2019

2018

2020년에는 더욱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지
게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의무제를 확대하고, 안전 시설물 등 인프라를

라벨링 의무사항
제품정보 : ID 라벨 (WVTA 인증번호, 중량 등 인증 정보 기재)

러시아연합 / 동유럽
발생재해(건)

재해율(%)

소하

71

1.17

화성

124

0.95

광주

124

1.63

제품 안전 관련 : CCC라벨, CRS 경고 에어백 라벨, 임시 스페어타이어 (제공 시) 속도 라벨

25

0.31

제품정보 : 자기인증라벨 (제작 연월, 차량 총 중량, 차대번호, 차종, 차명, 타이어 등), 권장공기압 라벨

344

0.98

공장 외(본사, 판매, 서비스)
합계

제품 안전 관련 : 소비자 안전 관련 경고성/정보성 문구 자국어 제공 (러시아어/터키어 등)
제품정보 : ID라벨, VIN (W/screen), 도난방지라벨
중국

한국

연비 (환경) 정보 : 연비라벨

연비 (환경) 정보 : 연비라벨,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제품 안전 관련 : 에어백 경고라벨, ISOFIX 앵커 라벨, 고전압 부품 라벨, 수소연료전지차 수소 연료 라벨

•산업재해율 산식: 전체 산재자 수/전체 임직원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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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기아자동차와 협력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명·윤리 실천 건의함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를 강화하고,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차 협력사 소리함도 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체결

영하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외조직인 자동차부

해 협력사의 공정데이터 전산화, 리드타임 감소, 불량률 감소, 폐각비용

등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산업진흥재단에서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훈련 프

저감, 납기준수율 제고, 매출액 향상 등 협력사 경영활동 전반의 효율화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를 제공합니다.

동반성장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금 지급조건 개선 등 동반성장 실적을 심사하고 포상하여 동반성장 문

기아자동차는 2·3차 중소 협력사의 수출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2008년 1기 협약체결 이래로 2019년에도 협력사와 11기 협

화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포상 시행부터 2019년까지 총 34

나서고 있습니다. 2·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

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가격인상 관련 조정, 자금지원 프로그램, 하도급

개사가 동반성장 우수회사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3차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

내·외 자동차부품 산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를 매칭시

4대 실천사항 운영, 2·3차 협력사 지원 강화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켜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협력사에 윤리적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와 협력

100여 사를 지원, 3년간 총 300여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성차를 생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실천

2019년에는 기술학교, 품질학교, 업종별 생산관리자 교육 등의 프로그
램을 총 9천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450여 사를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는 700개 사로 확대

협력사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1·2차 협력사간 대

하기 위하여 투명구매 실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 투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통

•
• 투명구매실천센터 사이트 : 협력사 윤리행동규범·하도급 4대 실천사항·보복금지지침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협력사 지원현황

구분

1차 협력사(개사)

2차 협력사(개사)

상주기술지도(품질기술봉사단)

12업종

11

95

경영자문지도(협력사 지원단)

7부문

21

31

지역사회
사회공헌 비용

재무적 성장을 위한 제도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하여 중소·중견협력사에 납품대금

납품대금 지급기준

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
년부터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지급 범위를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매출 3
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보다 넓은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수용 부품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한 협력사의 원자재가 인상 부담을 흡수하여 양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구체적으로 강판 사급지원과 더불어, 연동제, 시세변동폭 조정 등 각 기

(매출 5천억 원 이상)

준별 조정근거를 참조하여 철판, 귀금속,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납

대기업

지급조건

지급주기

현금

주 1회

현금

주 1회

어음(60일)

주 1회

어음(60일)

주 1회

지급조건

지급주기

현금

월 1회

등의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경영안정 기반 강화를 위하여, 미래성장상생펀드, 미래성장동
반펀드, 2·3차 협력사 전용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용
하고 있으며, 설, 추석 등 명절 기간 협력사의 자금 해소를 위해 납품 대

수출용 부품

2017

2018

2019

분야별 합계

사회복지

10,837,917,910

10,028,623,600

9,756,946,920

30,623,488,430

의료보건

16,600,000

0

0

16,600,000

교육, 학교 및 학술연구

6,679,914,000

5,726,521,589

9,424,282,425

21,830,718,014

문화예술 및 체육

1,822,242,500

1,327,685,000

1,412,397,100

4,562,324,600

71,364,898

64,628,747

222,844,321

358,837,966

649,053,000

111,990,000

489,350,000

1,250,393,000

2,574,812,000

2,491,844,000

2,467,848,635

7,534,504,635

기타

40,809,760

11,671,000,000

30,000,000

11,741,809,760

합계

22,692,714,068

31,422,292,936

23,803,669,401

77,918,676,405

환경
응급 및 재난구호
국제활동

•
• 범위 : 국내사업장
• 집계기준 : 기부금
•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내역

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차 협력사와 함께 2·3차
협력사에도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절 납
품대금이 2·3차 협력사까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 평가 항
목에 납품대금의 지원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

2017

2018

2019

연인원(명)

15,675

14,978

13,460

총 시간(시간)

58,070

40,485

41,589

1.68

1.14

1.17

1인당 시간

•
• 1
 인당 시간 : 사회공헌 총 시간을 해당연도의 국내 임직원 수로 나눈 값

80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81

PROFILE

MAGAZINE

SUSTAINABILITY MANAGEMENT

FACT BOOK

ECONOMY

ENVIRONMENT

SOCIETY

APPENDIX

KMR 검증의견서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
서의 작성 책임은 기아자동차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
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
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 폐수와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306-1, 306-2
- 공급망

환경평가(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308-1,
308-2
- 고용(Employment): 401-1, 401-2, 401-3
- 노동관리(Labor/Management Relations): 402-1
- 작업장

보건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8, 403-9, 403-10
- 훈련과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405-2

기아자동차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406-1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의 SRV1000 지속가

Bargaining): 407-1

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

- 아동노동(Child Labor): 408-1

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

-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

- 보안관행(Security Practices): 410-1

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1, 412-2, 412-3

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급망 사회적 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1, 414-2
- 고객 보건과 안전(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1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

- 마케팅과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1

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 고객 개인정보 보호(Customer Privacy): 418-1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보고 원칙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201-3
- 시장현황(Market Presence): 202-2
- 간접 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 구매절차(Procurement Practices): 204-1
- 반부패(Anti-Corruption): 205-1, 205-2
- 공정경쟁(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 원료(Materials): 301-1, 301-2, 301-3
- 에너지(Energy): 302-1, 302-2, 302-3, 302-4, 302-5
- 수자원(Water): 303-1, 303-2, 303-3, 303-4, 303-5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기아자동차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개선을 위한 제언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기아자동차와 보고

한국경영인증원은 기아자동차가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

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

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증팀은 기아자동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

•기아자동차는 지속가속성 맥락에서 제품의 상세정보, 이사회의 구

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

성 및 운영, 인권경영 등을 충실히 보고한 점과 전략적 사회공헌활

되지 않았습니다.

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기대와 관심사항
에 부응한 점이 돋보입니다. 향후, 보고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포괄성

쉽게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

표현과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의 균형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

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를 권고 드립니다.

- 기아자동차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기아자
동차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
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
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를 말합니다.

2020. 5. 18
대표이사 황 은 주

- 기아자동차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
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절차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

니다.

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
•
 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 지
•
 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한 검토
•이

• 보
•
 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
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기아자동차의 대응 활동
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
니다.

- 생물다양성(Biodiversity): 304-2, 304-3
- 배출(Emissions):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305-7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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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보고

지표번호

지표내용

보고여부

보고지면

일부보고

미보고

보고

미보고 사유

지표번호

GRI 100: 일반

지표내용

보고여부

보고지면

101-1

보고원칙

88

공개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2-53

원칙

101-2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GRI Standards 사용법

88

공개 102-41

단체교섭 계약

75

101-3

GRI Standards의 사용과 관련된 주장

88

공개 102-42

이해관계자의 식별 및 선정

52-53

101-4

생략의 설명

84~87

공개 102-43

이해관계자 관계의 접근

52-53

101-5

GRI 참조 클레임과 선택한 GRI Standards 사용

84~87

공개 102-44

발생된 핵심 토픽과 우려사항

52-53

101-6

GRI Standards를 사용한 것을 GRI에 공지

-

1. 조직 프로필

공개 102-45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88

일반 공개

공개 102-1

조직명

6, 7

공개 102-46

보고서 내용 및 토픽경계 정의

88

공개 102-2

활동,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6, 7

공개 102-47

중요 토픽 리스트

53

공개 102-3

본사의 위치

6, 7

공개 102-48

정보의 재입력

88, 각주

공개 102-4

사업장 위치

6, 7

공개 102-49

보고의 변경

88, 각주

공개 102-5

소유권 및 법적 형식

48~51

공개 102-50

보고기간

88

공개 102-6

시장 영역

6, 7

공개 102-51

가장 최근의 보고서 일자

88

공개 102-7

조직의 크기

6, 7

공개 102-8

종업원과 기타 근로자 정보

36~37, 46, 74~78

공개 102-52

보고주기

88

공개 102-9

공급사슬

38~39, 80~81

공개 102-53

보고서 문의 연락처

89, 뒷표지

공개 102-10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6, 7

공개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요청

84~87, 88

공개 102-11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 방법

55~58

공개 102-55

GRI Content Index

84~87

공개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40~43, 47

공개 102-56

외부 검증

82~83

47

2. 전략

GRI 103:

경영 접근방식 보고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경영 접근방식

공개 103-1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해당 페이지
해당 페이지

공개 102-14

CEO 메시지

4~5

공개 103-2

경영 접근방식과 그 요소

공개 102-15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

3, 52~54, 60, 74

공개 103-3

경영 접근방식의 평가

해당 페이지
GRI 200: 경제

3. 윤리 및 청렴성
공개 102-16

행동의 가치, 원칙, 표준 및 규범

48~51, 77

GRI 201: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공개 102-17

윤리 관련 매커니즘

48~51, 77

경제성과

201-1

직접적 경제가치의 창출과 분배

55, 59

201-2

기후변화가 조직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22~30, 60~73

공개 102-18

지배구조

48~51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76

공개 102-19

위임 권한

48~51

201-4

정부 재정지원

-

해당사항 없음

공개 102-20

실행수준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설명의무 수준

48~51

GRI 202: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공개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48~51

시장현황

202-1

주요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비율

-

사업보고서 기재(일부보고)

공개 102-22

최고 지배조직과 이사회의 구성

48~51

202-2

주요사업장의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74~75

공개 102-23

최고 지배기구 의장

48~51

공개 102-24

최고 이사회 지명 및 선정

48~51

공개 102-25

이해상충

48~51

공개 102-26

최고 집행기관의 역할, 가치, 전략

48~51

공개 102-27

최고 지배조직의 지식 수집

48~51

공개 102-28

최고 지배기구의 성과 평가

48~51

공개 102-2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운영하기

48~51

공개 102-30

리스크관리 프로세서의 효과

48~51

4. 거버넌스

공개 102-31
공개 102-32

84

미보고 사유

6. 작성 실행

영문본 발간 이후 GRI공지 예정

GRI 102:

협회 가입

미보고

5. 이해관계자 참여

GRI 101:

공개 102-13

일부보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검토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최고 지배조직의 역할

GRI 203:

경영 접근방식 공개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40~43, 47, 55~58

203-2

영향의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38~39, 40~43

GRI 204:

경영 접근방식 공개

구매절차

204-1

GRI 205:

경영 접근방식 공개

반부패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77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77

205-3

확인된 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48~51
48~51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경영 접근방식 공개

38~39

공개 102-33

중요한 관심사의 소통

48~51

GRI 206:

공개 102-34

중요한 관심사의 성격과 총 숫자

48~51

공정경쟁

206-1

공개 102-35

보수정책

48~51

공개 102-36

보상 결정 프로세스

48~51

GRI 301: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공개 102-37

이해관계자의 가치배분

55

원료

301-1

사용된 원료의 중량과 부피

60~73

공개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50

301-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60~73

공개 102-39

연간 총 보상 비율에서의 증가 비율

50

301-3

재생된 제품과 포장재

60~73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GRI 300: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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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보고

지표번호
GRI 302:
에너지

지표내용

보고여부

보고지면

일부보고

미보고

미보고 사유

경영 접근방식 공개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60~73

302-2

조직 외 에너지소비

60~73

302-3

에너지 집약도

60~73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60~73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22~30, 60~73

보고

지표번호

지표내용

GRI 404:

경영 접근방식 공개

훈련과 교육

404-1

근로자 1인당 한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404-2

고용과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성별, 근로자 범주별)

GRI 303:

경영 접근방식 공개

수자원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물 상호 작용

61, 66

GRI 405:

경영 접근방식 공개

303-2

배수 관련 영향 관리

61, 66

다양성과

405-1

303-3

용수 취수

66

기회 균등

303-4

용수 배출

64

303-5

용수 사용량

66

GRI 304:

경영 접근방식 공개

생물다양성

304-1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소유, 임대, 관리 또는
이웃한 운영구역

배출

경영 접근방식 공개

차별금지

406-1

GRI 407:

경영 접근방식 공개
407-1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동,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 영향

42, 72

결사의 자유와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72

단체교섭

IUCN Red List 작물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처가 있는 종 및
국가보호목록 종

GRI 305: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경영 접근방식 공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67~68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67~68

GRI 408:

차별사건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408-1

GRI 409:

경영 접근방식 공개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조치와 발생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강제노동

409-1

경영 접근방식 공개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조치와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67~68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67~68

보안관행

410-1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67~68

GRI 411:

경영 접근방식 공개

305-6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ODS)

62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69~70

경영 접근방식 공개

폐수와 폐기물

306-1

수질과 방류지별 폐수 배출

70~73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70~73

306-3

중대한 유출

-

해당사항 없음

306-4

유해폐기물의 수송

-

해당사항 없음

GRI 307:

경영 접근방식 공개

환경규제 준수

307-1

GRI 308: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공급망 환경평가 308-1
308-2

환경법 및 규제 위반과 비금전적 제재조치

-

환경 기준을 사용하여 선별된 신규 공급업체

해당사항 없음

63

공급사슬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과 취해진 조치

모든 공급업체에 환경기준 적용
부정적 영향 발생 시 거래중단 등 대응

63

조치 진행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고용

401-1
401-2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GRI 402:

경영 접근방식 공개

노동관리

402-1

GRI 403:

경영 접근방식 공개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여부 포함)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원주민 권리

411-1

GRI 412:

경영 접근방식 공개

인권 평가

412-1

인권 검토 또는 인권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과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시간 및 훈련을 받은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근로자의 비율
412-3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 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76~77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금지

76~77
76~77
76~77
76, 80

-

공급망 사회적 평가 414-1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해당사항 없음

38~39, 80~81 모든 공급업체에 노동관행 기준 적용
38~39, 80~81

부정적 영향 발생 시 거래중단 등 대
응조치 진행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공공정책

415-1

GRI 416:

경영 접근방식 공개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

416-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416-2

제품 생명주기 동안 제품·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78

GRI 417:

경영 접근방식 공개

업무관련 재해 파악, 위험 평가 및 산업재해 조사절차

78

마케팅과 라벨링

417-1

403-3

산업보건서비스

78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75, 78

403-5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78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78

403-7

비즈니스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 보건 및 안전 영향의 예방 및 완화

78

403-8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78

403-9

업무 관련 부상

78

GRI 419:

경영 접근방식 공개

403-10

업무 관련 건강

78

사회경제적 준수

419-1

조직의 제품·서비스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정보 유형, 해당요건을
갖춰야하는 주요 제품군 비율

GRI 418:

해당사항 없음

경영 접근방식 공개

사건의 수(처분결과별)

-

해당사항 없음

18~19
-

2020년 계획수립 예정

79

417-2

제품·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위반결과별)

-

해당사항 없음

417-3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

해당사항 없음

경영 접근방식 공개

고객 개인정보 보호 418-1

Kia Motors Sustainability Magazine 2020

-

40~43, 47, 81

75

(사업보고서 참조)

38~39, 80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고객 보건과 안전

검토 진행중

76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산업안전보건시스템 운영

작업장 보건안전 403-1
403-2

76

413-2

GRI 415: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전 임직원 대상

74~77

413-1

이에 대한 조치

74~78

-

지역사회

414-2
46, 74~75

77

경영 접근방식 공개

GRI 414:

미보고 사유

77

GRI 413 :

GRI 400: 사회
GRI 401:

보고지면

미보고

경영 접근방식 공개

아동노동

GRI 410:

GRI 306:

86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GRI 406:

304-2
304-4

다양성 지표별)
405-2

-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보고여부

일부보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79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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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지속가능보고서 MOVE는 매년 발간되며, 2020 MOVE는 통권 제18호입니다.
분과회 총괄

기아자동차는 ‘MOVE UP’이라는 목표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자 하는 기아자동차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경제

환경

기업전략실장

김상대 전무

IR팀

박영동 책임

환경소방지원팀

성영환 책임

경영전략실장

신동수 상무

IR팀

차인제 책임

환경소방지원팀

이소연 매니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앞으로도 ‘MOVE’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지속가능경영팀

노계환 팀장

경영전략팀

이상협 매니저

공력개발팀

박상현 파트장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팀

이민호 책임

글로벌사업기획팀

홍성용 책임

모빌리티사업1팀

한욱 매니저

지속가능경영팀

노현태 책임

글로벌사업전략팀

강흥구 책임

법규인증1팀

윤병래 책임

지속가능경영팀

이원찬 매니저

브랜드전략팀

이유진 책임

법규인증2팀

이효준 파트장

지속가능경영팀

이선경 매니저

투명경영지원팀

김성웅 책임

신사업개발팀

장준영 매니저

지속가능경영팀

이재강 매니저

투자전략팀

고성진 책임

신사업기획팀

강주엽 팀장

회계팀

이상균 매니저

2020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MAGAZINE’과 ‘FACT BOOK’으로 구성하여 주요 이슈별로

작성기준

회계기준

2020 MOVE는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환경적ㆍ사회적 투자비용의 산출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신사업기획팀

주영은 매니저

Reporting Guidelines)Standards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GRI

으로부터 검증된 재무회계 기준과 동일하며, 2004년에 도입한 투자평

안전환경기획팀

장영호 책임

가이드라인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보고 충족률, 해당 보고지면은 Fact

가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 지출과 사회공헌 활동비에

연구개발기술전략팀

이준동 연구원

Book의 GRI Inde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 상세내용은 Fact Book의 환경과 지역사회 보고지면에 수록되어

인포테인먼트기획팀

김유환 책임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있습니다.

자율주행기획팀

정의윤 책임

전동화기획팀

김혜원 연구원

전자기획팀

최동원 책임

차량분석팀

도병훈 책임

작성과 검증

보고경계

공개된 모든 정보는 유관부서에서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사

보고의 경계는 기아자동차, 보유지분율 50% 이상의 주식회사인 자회

파워트레인프로젝트팀

박건혁 책임

실확인을 거쳐 수록되었으며, 보고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검

사, 그리고 해외 자회사인 해외 합작법인이며, 본사, 소하공장, 화성공

품질기획팀

목지화 매니저

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내용에 대

장, 광주공장, 기술연구소, 서비스센터 등의 국내 사업장과 동풍열달기

한 보고서는 p.82~83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조지아공장, 슬로바키아공장, 멕시코공장, 인도공장, 해외 기술연
구소, 해외법인의 해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자료 집계를 위한 시스템

보고범위와 기간

이 국내 사업장부터 도입되어 해외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고

사회

내용 중 일부는 국내 사업장만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경계가 국

자료협조

디자인 감수

보고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정량적인 성과는 감소나

내 사업장에 국한되거나 해외 일부 사업장만을 포함할 경우, 본문이나

증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데이터를 수록했고, 도

HR운영팀

위세라 매니저

온라인커뮤니케이션팀

김재우 책임

기아미래상품디자인팀

정한 책임

주석에 표기했습니다.

HR지원팀

황두환 책임

국내마케팅팀

심성영 매니저

마케팅커뮤니테이션팀

김재숙 매니저

HRD전략팀

서문욱 매니저

고객가치지원팀

장세민 매니저

고객채널기획팀

한재호 책임

입연도가 명확한 시스템의 경우 집계를 시작한 기준연도를 함께 기재
했습니다. 다만 도입 또는 시행시기가 2018~2019년일 경우, 해당 연
도부터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중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

추가정보

분기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습니다. 정성적인 성과는 2019년 1년간

추가정보는 웹사이트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채널육성팀

김서현 책임

의 활동 위주로 보고하였으며, 도입 또는 시행 이후 별다른 변동 사항

경영·제품정보 : 기아자동차 공식 사이트, PR 사이트

국내신사업팀

채유라 매니저

사업보고서 : 기아자동차 PR 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글로벌HR전략팀

최석진 책임

글로벌서비스팀

이준렬 책임

노사협력1팀

이명환 책임

비즈니스지원팀

김영호 책임

비즈니스지원팀

김근수 책임

상생협력추진팀

박민옥 책임

준법지원팀

신동우 변호사

직원경험디자인팀

김현지 매니저

협력업체업무지원팀

정기영 책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활동의 경우 해당시기를 기재했습니다. 해당기간
은 회계연도와 일치하며, 기아자동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0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보

담당부서 : 기업전략실 지속가능경영팀(연락처 : 뒷표지 참조)

고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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