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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PH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PHA의	재무	및	비재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

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PHA의	비전인	‘스마트하

게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메카트로닉스	리더’로	나아가

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

습니다.	향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며,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원칙	 	본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Core	Option을	적용하

였고,	ISO	26000,	UN	SDGs,	UNGC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

습니다.

보고 범위	 	PHA	본사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

	 (해외	사업장	데이터	일부	포함)

 

보고 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2022년	상반기	성과	일부	포함)

 

보고 주기	 1년(첫	발간)

보고 검증	 	본	보고서는	보고	내용과	보고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	기준	및	

검증	의견서는	본	보고서	86~87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문의처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PHA	기획팀

	 Tel:	053-350-6269

	 E-mail:	kwlee@phakr.com

	 홈페이지:	www.ph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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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PHA는	1985년	평화정공으로	설립하여	자동차	개폐장치	부품	기업으로	37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숱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

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의	전례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국

제	정세와	더불어	친환경,	자율주행,	뉴모빌리티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가속화되어	더욱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피에이치에이

PHA는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지난	2021년에는	사명을	평화정공에서	‘피

에이치에이(PHA)’로	변경하고,	‘Global	Mechatronics	Leader’라는	회사	비전의	달성과	고객이	원하는	‘Closure	

System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울러,	PHA는	2022년	6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함으로써	인권,	노동,	환경,	반부

패	4개	분야	10대	원칙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SG	경영에	대한	PHA의	실천	의지를	굳게	다짐

하고,	ESG	경영이	기업	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PHA는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을	시작으로	PHA의	지속가능한	가치와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

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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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HA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	등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신사업,	신기술을	확보

하고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R&D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검증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

해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평가	시스템	내재화,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신기술,	신사업	대응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PHA는	과거	최초로	신칭	기능이	포함된	도어・트렁크	래

치를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E-Latch,	신개념	스윙・코치	도어	등	고객의	편

의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내재화하겠습니다.

PHA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재무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인권,	윤리	등	비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

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

량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

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더불어	안전경영을	강화하고자	기존	노무지원팀에서	담당

하던	안전보건	업무를	안전보건팀	전담	업무로	분리해	안전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PHA는	2006년	7월부터	현

재까지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장	수준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

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겠습니다.

PHA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임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	시간과	연차의	유연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메카트로닉스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해	상

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PHA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임직원은	물

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의	상생을	위해	가격	중심의	업

체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품질,	안전,	보건,	인권과	같은	비재무	평가항목이	포함된	종합평가	방식으로	소싱체

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미래는	PHA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땀과	수고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PHA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자원	등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수준	높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임직원과	협력사에

는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로

운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PHA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허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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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사업소개

회사 개요
 

PHA는	1985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자동차	도어	무빙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

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맞춰	조금	더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스마트하게	세상을	움직이

는	글로벌	메카트로닉스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2021년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PHA는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의	Closure	

System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과	제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과	첨단	생산시설,	경영	인프

라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혁

2004	____ ●		㈜에이에스티	설립(프레스	사업부	분사)

2005	____ ●		중국(북경)	법인	설립

 ●		슬로바키아(질리나)	법인	설립

2006 ____ ●		동북아시아	우수	협력사	선정(Daimler	Chrysler)

2007 ____ ●		체코(체스키	테신)	법인	설립

2009 ____ ●		품질	5스타	획득(현대・기아	자동차)

2010 ____ ●		미국(몽고메리)	법인	설립

2011 ____ ●		중국(염성)	법인	설립

 ●		인도	R&D	센터	설립

 ●		미국(디트로이트)	법인	설립	

1985~2003 설립과	기반	구축 2004~201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985	____ ●		평화정공㈜	설립

1997 ____ ●		인도(첸나이)	법인	설립

2001 ____ ●		코스닥	등록

2002____ ●		중국(태창)	법인	설립	

기업명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설립일	 1985년	4월	11일

대표이사	 허승현

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총 자산	 9,571.1억	원

자본금	 6,457.6억	원

매출액	 9,276.1억	원

신용등급	 A-	

임직원 수	 699명(2021년	말	기준)

9,276
(단위:	억	원)

LATCH

3,324

OTHER

2,331

D/MODULE

2,297

HINGE

1,324

2021 주요 품목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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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2 내실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발판	마련

2012	____ ●		GM	Supplier	of	the	year	6년	연속	수상(2007~2012)

2013 ____ ●		중국	R&D센터	설립

 ●		‘Chrysler	Innovation’	수상

 ●		PHA	Edscha	설립(Joint	Venture)

2015	____ ●		중국(중경)	법인	설립

 ●		영국	R&D센터	설립

2018 ____ ●		현대・기아	올해의	협력사(인도법인)

 ●	베트남(하이퐁)	법인	설립	

2019	____ ●		대구	R&D	센터	이전(본사→현풍)

2020	____ ●		현대모비스	A/S	우수협력사

2021	____ ●		사명변경(평화정공㈜→피에이치에이㈜)

2022	____ ●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8년	연속	수상(2014~2021)

 ●		UNGC	가입

글로벌 네트워크
 

PHA는	자동차	도어	무빙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전	세계	8개	국가에	걸쳐	생산공장	18개(국내	8개),	기술연구소	5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동향에	맞춰	독자적인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지	상황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 

PHA	Body	Systems

PHA	Slovakia

PHA	Czech

PHA	R&D	Center	Europe

PHA	USA

● 
● ● 

피에이치에이(주)	본사

수원기술연구소

대구기술연구소

PHA	성서1공장

PHA	성서2공장

PHA	현풍공장

PHA	아산1공장

PHA	아산2공장

PHA	외동1공장

PHA	외동2공장

● 
● 

● 

● ● ● 
PHA	India

PHA	China	R&D	Center

PHA	Chongqing

PHA	Taicang

PHA	Beijing

PHA	Yancheng

PHA	India	R&D	Center

PHA	Vietnam

● 
● 
● 
● 

● 

● Head	Quarter

● R&D	Center

● Manufactur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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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PHA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1985년에	설립되어	자동차용	Door	Moving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PHA는	설

계부터	양산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37년간	쌓아온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Closure	System	Total	Solution	Provider로	나아가	진

보된	기술과	혁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Latching	System,	Hinges,	Door	Module,	Power	Systems

가	있고,	PHA는	현대차,	기아,	GM,	Renault,	Stellantis,	Tesla,	Rivian	등	유수의	Global	완성차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혁

신을	바탕으로	고객	및	매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래칭	시스템은	차량	내	개폐가	가능한	사이드	도어,	트렁크,	테일게이트(SUV),	후드,	엔드게이트(픽업차량)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차

량의	내외부에서	임의로	개방할	수	없도록	잠금(Lock)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래칭	시스템은	차량	내부의	인명의	안전	및	물

품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래치(자물쇠)와	스트라이커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제품으로는	Side	door,	Hood,	Trunk-

lid,	Tailgate,	Frunk,	Endgate,	Seat	등이	있습니다.

Frunk Latch E-Latch Door Striker

Latching System

힌지	제품군은	차체와	도어에	장착되어	차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경첩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어	개폐	시에	회전축	역할과	내외부	충격

으로부터	도어가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련	제품으로는	Side	door,	Hood,	Trunk-lid,	Tailgate	등이	있습니다.

Door Hinge Hood Hinge Trunk Lid Hinge

Hi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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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시스템	제품은	고객의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하여	개발된	전동	시스템화된	부품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시	보행자의	충돌

을	감지한	후	후드를	상승시켜	보행자가	후드	내부	엔진	부품과	2차	충돌을	예방함으로써	상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트렁

크와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파워	트렁크/테일게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제품은	ECU,	Drive	Unit(구동부품),	Sensor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제품으로는	Cinching	Door	Latch,	Active	Hood	Lift	System,	Power	Tailgate	System,	Power	Trunk-lid	System	등

이	있습니다.

Power Systems

Drive Unit ECU AHLS Sensor

도어	모듈	또는	유리기어라고	불리며	자동차	자체의	사이드	도어	내부에	장착됩니다.	글라스의	승・하강	작동	기능의	Windows	

Regulator,	Latch,	스피커,	W/Harness	등	도어	내	각종	부품을	도어모듈	판넬에	장착하여	자동차	조립	시	사이드	도어의	조립	공정	및	시

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Door Module & Window Regulator

DM-Plastic Module W.Regulator

Other Products

Endgate Handle Fuel Filler Opener Door Check

PHA는	사출	및	스탬핑,	전기・전자	등	보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Door	Moving	System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을	설계,	

제조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으로는	Endgate	Handle,	Fuel	Filler	Opener,	Door	Check,	Actuator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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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념 및 Vision 체계
 

경영이념

PHA는	기업	혁신과	더불어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PHC	그룹의	경영이념을	내재화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그룹	경영이념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여	PHA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핵심가치

PHA는	임직원들에게	PHC	그룹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임직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임직원들은	핵심가치	행동규범

을	준수하며	그룹	핵심가치인	‘건전한	정신,	성취를	향한	열정,	소통과	협력,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으로 고객・구성원・사회의 행복을 추구한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함

인간존중의 경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이	회사	

경쟁력의	근간임을	인식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

고객・구성원・사회의 행복 추구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함을	제공함

건전한 정신

정직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겸손하게	행동함

소통과 협력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함

성취를 향한 열정

조직과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함

최고 수준의 전문성

분야	최고의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

윤리성

상호존중	

일의	즐거움	

분야최고	

공정성	

열린소통	

주인의식	

자기개발

겸손	

협력	

목표의식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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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House

PHA는	‘스마트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메카트로닉스	리더’라는	비전	아래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글로벌	수준의	기술로	독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완벽품질	보증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	PHA만의	원가	혁신	활동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PHA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사적	ESG	경영을	선포하고,	이를	경영에	내재화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5대	분야를	수립하였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에	따라	핵심성과지표(KPI)를	관리하고	부서

별	ESG	개선과제를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으로 고객・구성원・사회의 행복을 추구한다

「 스마트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메카트로닉스 리더 」

Global	Mechatronics	Leader:	We	build	a	moving	world

최상의	품질

연구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함께	가는	혁신

협력사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책임경영으로

건강한	사회	구축

궁극의	원가절감

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감축	등을	통한	

친환경	경영	추진

신사업	추진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임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

경영이념 

비전 

핵심표어 

지속가능경영

5대 분야

추진방향 

핵심가치 

건전한	정신 성취를	향한	열정	 소통과	협력 최고	수준의	전문성 

Innovation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

Community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추구하는	리더

Environment

환경	친화적인	

리더

Governance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

Employee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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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UN	SDG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UNGC 가입을 통한 ESG 경영 선포

PHA는	창립	37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하고,	이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UNGC1)(유엔글로

벌콤팩트)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PHA는	UNGC	증서	전달식을	포함한	공식	가입	행사를	통해	PHA

의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

졌습니다.	PHA는	UNGC의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

패	등	UNGC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이행하고,	UN	지속가능발

전목표(UN	SDGs)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

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PHA는	2022년	5월,	전사적인	ESG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과	지속가능경영	TFT를	대상으로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집합	교육을	진행하고,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ESG	경영의	트렌드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

었습니다.		

또한	PHA는	노동	및	인권,	환경,	윤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중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목표	

관리를	통해	앞으로	ESG	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고도화해	나가

고자	합니다.

1)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경영	등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족된	유엔	산하	기업시민	자율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정책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노동	및	인권 환경 윤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	UNGC	증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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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UN	SDGs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관리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 청취 프로그램

PH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안전보건	종사자	의

견	청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과	도급사,	납

품업체	등	PHA는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게시

된	홍보물	내	QR	코드로	접속하여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업장	위

험요인	또는	개선	권고사항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안전보건팀과	관련	팀의	협의를	거쳐	중요도

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의견

과	개선	결과는	안전보건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전사	공지하며,	

긴급	건으로	간주될	경우	주	1회	수시	접수하여	대응하고	있습

니다.

PHA는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	청취	프로그램	활성화와	전사적

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안전보건

팀으로	접수된	안건	중	실행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에	따라	채

택된	제안자에	대해	월	1회(매월	4일)	소정의	포상을	실시합

니다.	또한	연말	‘안전	제안상’을	마련하여	연말	종무식을	통해			

관리직	1명,	현장직	1명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명

의의	포상을	합니다.	안전	제안상은	연간	채택된	안건을	대상으

로	안전보건팀	검토와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PHA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	의견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	안전보건	의견	청취	프로그램	홍보물

의견청취

-	사내	홍보물	게시

(홍보물	QR코드	인식	후	플랫폼	

설명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견	제시)

01

안전보건팀 접수

-	정기:	월	1회

-	수시:	주	1회

(긴급	건으로	간주될	경우	수시	접수)

02

개선 계획 

-		안전보건팀과	관련	팀	협의	

후	개선계획	수립

03

의견청취

-	조치된	의견은	결과와	함께	

	전사	공지

04

안전	제안상	선정	프로세스

채택 안건 취합

안전보건팀

현장직/관리직	별도	취합

01

검토/평가

안전보건팀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한	

검토	진행

02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3배수)	최종	심의

03

시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연말	종무식	행사	시	포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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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UN	SDGs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장영실상 수상

▲	IR52	장영실상	30주년	기념식

2021년은	PHA가	보유한	기술을	주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

정받으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해였습니다.	PHA가	현

대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저소음	경량화	콤팩트	파워트렁크	리

드	시스템’	기술이	제95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트렁크를	자동으로	여닫는	파워트렁크(전동트렁

크)	시스템을	소형화,	경량화함으로써	기존	시스템	대비	적재	공

간을	13ℓ	더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PHA는	기존	파워트렁크의	높은	원가,	무거운	중량,	기계	소

음	등을	개선하고자	소음과	부품	크기를	줄인	파워트렁크	시스

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약	1년의	개발을	진행하여,	모터가	트렁

크를	여닫을	때	사용되는	경첩(힌지암)에	장착된	드라이브	유

닛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일반	파워트렁크	시스템은	브

래킷	등	고정	부품이	추가로	필요하고,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파워래치도	잠금・해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2개의	모터가	사

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시스템에서	드라이브	유닛	모

터를	경첩에	장착함으로써	구조를	단순화하고,	파워래치는	하나

의	모터로	회전	방향에	따라	잠금과	해제를	각각	구현할	수	있도

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신기술을	통해	2024년까지	현대차	세단	11개	차종과	스

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32개	차종에	적용하여	5년	누적	기

준	약	654억	원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한	개발한	기술을	자동으로	문을	여닫는	도어	시스템,	전기차	파

워	후드	시스템	등에	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드도	

적재	공간으로	활용되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후드

를	자동	개폐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	드라이브	유닛

▲	파워래치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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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소통

PHA는	2022년	4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환경,	사회,	경영/경제	주제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별	소통채널

임직원	 노사	간담회,	컴앤쿱,	사이버	신문고,	Employee	Opinion	Survey(EOS)

고객	 경영진	방문,	홈페이지,	고객	구매/생산/개발	대응

지역사회/NGO	 지역주민	간담회,	UNGC	회원사	활동,	임직원	봉사단

협력사	 사이버	신문고,	협력사	협력회,	협력사	교류회

투자자 및 주주	 주주총회,	이사회

학계	 산학협력

PHA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협력하는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경영	과정의	방향성	설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환경	 -	자원순환	및	폐기물	저감을	고려한	재활용	소재	개발	

	 -	현재	배출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법규	준수	업무의	체계화	

	 -	경영지원부문과	생산부문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회	 -	복리후생,	성차별	방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임직원	동기부여	

	 -	구매,	재경,	품질부문	중심	협력사	지원	확대(금융지원,	과도한	단가	절감	지양	등)

	 -	일반직무	인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교육	확대	

경영/경제	 -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전기차,	부품	전자화	등)에	맞춘	신성장	동력	구체화/내재화	

	 -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투자를	통한	고객	신뢰도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	

	 -	협력사	하도급	및	공정거래	관련	내부	인식	전환

주요	영역별	이해관계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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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중대성 평가 실시

02

구성된	이슈	풀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기사	분석,	동종업계	벤치

마킹,	ESG	평가	및	표준을	분석하여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리스크	발생	시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중대 이슈 대응

04

중대	이슈를	핵심	대응영역,	전략적	대응영역,	중장기	대응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PHA의	경영접근

방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중대	이슈별	리스크와	기회를	구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ESG	Risks	&	Opportunities’	

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중대 이슈 선정

03

ESG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8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ESG이슈 풀 구성

01

글로벌	표준	및	ESG	평가항목,	글로벌	선진사례	벤치마킹,	산업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20개의	ESG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ESG 이슈 풀

환경

-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

-	대기오염

-	수자원

-	폐기물	및	자원순환

-	유해물질

-	친환경	제품	및	기술

사회

-	인사	관리

-	안전보건

-	인권,	다양성	&	포용성

-	지역사회

-	협력사	관리

-	동반성장

경영/경제

-	윤리	및	반부패

-	컴플라이언스

-	연구개발

-	제품	품질

-	고객	만족도

-	정보보안

-	이사회

PHA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대	이슈를	파악하고자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

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언론	보도	분석,	국내외	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8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하

였으며,	리스크	관점에서	각	중대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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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	 구분	 중대	이슈	 보고	페이지

	 1	 ●	 인사	관리	 36~42p

	 2	 ●	 협력사	관리	 49~56p

	 3	 ●	 제품	품질		 25~27p

	 4	 ●	 안전보건	 45~47p

	 5	 ●	 윤리	및	반부패	 62~63p

	 6	 ●	 인권,	다양성	&	포용성	 43~44p

	 7	 ●	 폐기물	및	자원순환	 32~33p

	 8	 ●	 온실가스	 31p

중대	이슈

●친환경	제품	및	기술	

●            
●          
●

핵심	대응영역										

전략적	대응영역		

중장기	대응영역	

환경	

사회			

경영/경제

리
스

크
	발

생
	시

	손
실

	

리스크	발생	가능성	

0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

●

●
●

●인사관리	
●

협력사관리	

●제품	품질	

●
안전보건	

●윤리	및	반부패	

●
폐기물	및	자원순환	

●인권,	다양성&포용성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 컴플라이언스	● 정보보안	

유해물질	

대기오염	

이사회	
●동반성장	 연구개발	및	신사업	

●고객	만족도	

●
수자원	

●지역사회	

*본	중대성	평가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손실은	실제	회사의	관리	수준을	분석하여	판단한	사실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기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각	이슈에	대한	상대적인	발생	가능성	및	손실을	나타낸	결과임.



2022 PH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8   I

GLOBAL 
SUSTAINABILITY 
LEADER



|    INTRODUCTION    |    INNOVATION    |    ENVIRONMENT    |    EMPLOYEE    |    COMMUNITY    |    GOVERNANCE    |    APPENDIX    |

I   19

Innovation    20

Environment    28  

Employee    35 

Community    48

Governance    59 



20   I

INNOVATION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

BACKGROUND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자율주행·커넥티드카로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구동	계통뿐만	아니라	무빙	계통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우수한	R&D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품	자

체의	경쟁력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지속가능경영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	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

축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PHA’S APPROACH 
PHA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용	잠금	및	보안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9년	‘스마트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메카트로닉스	리더’라

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제품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PHA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	및	확대를	위해	전기차,	자율주행,	전

동화	등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	고도화를	위해	자체	정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	품질

개선을	지원하며	시장	내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S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8 %

협력사	품질	애로사항	개선

16 건

매출액

9,276 억	원

특허	등록

19 건

8.2.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

9.4.	높은	자원사용	효율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

9.5.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

Link to UN SDGs Material Topic   

#3	제품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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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연구개발 체계

PHA는	37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와	신시장	개

척을	리딩하는	연구소’라는	비전	아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HA는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	도입의	본격화로	인하

여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전기・전자	융합	기술	확보하고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전자	검증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평가	시스

템	내재화,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신기술,	신사업	대응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	체계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와 신시장 개척을 리딩하는 연구소비전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지속성장을	위한	

전지전자융합	

신제품	개발

신규매출	

창출을	위한	신사업	획득	

기반	구축

전기전자	검증	

역량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고도화

제품	수명	

예측을	통한	

사전	검증	역량	향상

주요역할 선형개발 CAE	해석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평가	

연구소	현황

[국내] 대구기술연구소

선행설계,	선행해석,	신차설계,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시험평가	등	수행

[국내] 수원기술연구소

선행설계,	신차설계,	H/W	&	S/W	전기전자	시스템	설계	등	수행

[해외] 인도기술연구소

설계,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시험평가,	제품개발	등	수행

[해외] 중국기술연구소

설계,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시험평가,	제품개발	등	수행

[해외] 영국기술연구소

선행개발	수행

2021년	주요	수상실적

수상내역 수상일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	 4월	1일

레이더센서	이용한	PSD	드라이브	모듈	개발

(총	8.4억	원	수주)

지역대표	중견기업	신규	선정		 4월	28일

(PHA	외	20개	사,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유공자	포상		 9월	28일

(기술확보부문	정부사업	월드클래스300	우수성과	창출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제95차	IR52	장영실상	수상	 12월	6일

(저소음	경량화	콤팩트	파워트렁크	

리드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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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300 유공자 포상

PHA는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유공자(기술	확보	부문)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세계적인	기업	300개

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역량,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와	잠

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젝트입

니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동력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해외	마케

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PHA는	2012년	월드클래

스	300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월드클래스	300	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PHA의	월드클래스	300	수상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유한	기술	역량을	인정받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의미	있는	상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

PHA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

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1

개월에	걸쳐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PSD1)	드라이브	모듈	개발’

을	진행합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산

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

으로	시작해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는	총	21개	사가	선정되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수출	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

략	컨설팅	등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습

니다.	PHA가	대구・경북권역의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는	물론	신기술	개발과	지식

재산권	선행	확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PHA는	지역의	산업

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예

정입니다.

1)	PSD(Power	Sliding	Door):	자동차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	

▲	2021	월드클래스	유공자	포상식 ▲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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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고도화

PHA는	2018년	성서공장의	범용	Motor	sub	조립	라인을	대상

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였고	매년	순차적으로	전사적	스마

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품	제조의	특성상	공

정	흐름이	정밀하고	밀집된	조립・검사	공정은	제조	현장과	공장	

운영	간	습득하는	정보의	간극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	자동차	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제

품에	대한	친환경성,	안전,	편의,	경량화	등이	요구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공장	라인	전경

특히	CPS(가상물리시스템)1)를	부품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공

정,	설비,	자재,	인력,	부대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동

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본사	1

층	공장동	전체를	대상으로	협업	로봇과	CPS,	ERP2),	MES3)를	연

계하여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으며	성서공장,	현풍공

장의	주요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CPS(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가상물리시스템,	정보	및	소프트웨어	기술

이	기계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데이터	전송	및	교환은	물론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2)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내	생산,	물류,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

를	통합	연계해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3)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물류	및	작

업내역	추적	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현장	시스템

스마트 공장이란	IoT,	CPS	기반으로	제조 全단계가	자동화·디지털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생산체계를	의미함.

스마트	공장	개요

기간	단축,	맞춤형	제품	개발

기획/설계

가상공간에서 제품 제작 전 시뮬레이션

다품종	대량	생산,	

에너지	설비	효율	제고

생산

설비/자재/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재고	비용	감소,	품질과	물류	등	

전	분야	협력

유통/판매

생산 현황에 맞춘 실시간 자동 수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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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발굴

신사업 추진 역량 강화

PHA는	제품군	확대	방향에	따라	필요한	신기술과	외부	환경	

및	내부	역량을	고려하여	신사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이를	추진할	신사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사업팀은	비즈니스	

확장성과	고객사	전략을	감안해	자동차	산업과	비자동차	산업으

로	신사업	투자	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7개	영역	20개	평가항목에	따

라	ESG	연관성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처를	결정합니다.	PHA는	자

동차	유관	신사업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되	사업	확장을	위해	이

종	산업군	사업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 스타트업 투자

PHA는	친환경	전기차	관련	제품을	다각화하고자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와이파워원)에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이파워원은	전기차가	정차	또

는	주행	중에도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EM들이	탄소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편의성과	안

전성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투

자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PHA는	와이파워원의	영업활동을	지

원하고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과	양산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

획입니다.

 

로봇 기술・기업 발굴

PHA는	보유한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제품뿐

만	아니라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로

봇	분야에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사

업장	안전관리	수준으로	해외	사업장과	협력사까지	잠재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데	로봇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사업	투자분야

자동차 산업  비자동차 산업

EV1)	 FCEV2)	 Energy	 Robot・Drone

Autonomous	 Material	 Health	Care
	 기타(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1)	EV(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2)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연료전지차,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

성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신사업	투자	프로세스

평가영역

투자전략	수립 투자기업	발굴 검토 투자집행 후속업무

1.	시장성 2.	경쟁력 3.	기술력 4.	경영진	특성 5.	수익성 6.	시너지 7.	기타



I   25

|    INTRODUCTION    |    INNOVATION    |    ENVIRONMENT    |    EMPLOYEE    |    COMMUNITY    |    GOVERNANCE    |    APPENDIX    |

품질경영 체계

PHA는	체계적인	품질경영을	위해	품질부문	5개	전담	팀을	운영

하고	있으며	‘극한의	품질	비용	저감으로	회사	수익성에	기여한

다’라는	품질부문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관점의	품

질보증	활동을	실행하고자	기존	품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

래	품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품

질인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품질	실패비용을	전

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부품	사양을	고도화하고	자

체	정비	지원	시스템	활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고도화

전사 제안제도 운영

PHA는	전	임직원이	조직의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개선안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비롯한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

화	등의	분야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으며	품질보증팀을	포함하

여	관련	팀의	팀장	및	담당자가	두	차례에	걸쳐	예비심사,	최종심

사를	실시합니다.	우수한	제안에	대해	등급별로	매월	포상을	진

행하고	매년	1회	제안왕을	선정하여	특별	포상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849건의	의

견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65%가	개선	채택되었습니다.	본	제도

는	PHA의	건설적인	기업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활동으

로,	임직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품질경영

품질부문	조직구성
신차품질팀

품질관리팀

품질보증1팀

품질보증2팀

전기・전자	품질팀

품질부문

품질경영	체계

극한의 품질 비용 저감으로 회사 수익성 기여Vision

1)	PPM(Parts	Per	Million):	품질	측정	단위로	전체	제품	중	불량품의	수량	비율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6시그마	또는	3.4PPM을	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백만	개의	제품	중	3.4개	불

량품이	발생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임.

0(Zero)	PPM1)	달성품질목표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글로벌	품질경영	효율	극대화 혁신적	품질보증체제	구축

기존 품질 경쟁력 제고

1.	초기품질	개선을	통한	예방	활동

2.	기본에	충실한	공정	불량	차단

3.	검출력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4.	품질	검증을	통한	비용	저감

미래 품질 동력 확보

1.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전장부품	표준	정립

2.	핵심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3.	협력사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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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실패비용 ZERO를 위한 반성회 운영

PHA는	품질	실패	사례를	성공의	기회로	인식하고자	품질	실패

비용	제로를	목표로	월	1회	반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부문장	주관으로	품질부문,	설계팀,	평가팀,	생산팀,	개발팀이	한	

자리에	모여	품질문제	현황과	고품(고질적인	품질문제)	분석결

과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며	품질	향상

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PHA는	클레임	비용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	불량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전사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공의 방 운영

PHA는	품질	실패를	교훈	삼아	품질	의식을	높이고	품질경영	결

의를	다짐하기	위해	품질	실패사례	전시장인	‘성공의	방’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고품	분석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량현

상과	내용,	실패비용	금액	등	대형	품질	실패사례	현황을	게시하

고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율적인	견학방식에서	나

아가	팀별	방문일정을	수립해	품질	교육	후	견학을	진행하고	방

명록을	작성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품질	의식을	전사적으로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 애로사항 접수

PHA는	분기별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함으로써	품질	안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평가	대상인	49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총	43건의	애

로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실무	검토를	거쳐	총	16건이	개선되었

습니다.	애로사항은	공차	완화,	품질	한도,	업무	효율화,	검사기준	

합리화	등	9개	유형으로	나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검토된	

결과는	협력사에	즉시	피드백하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PHA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협력사와의	시

너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실무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KANO 모델을 활용한 Q.F.D1) 분석

PHA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능을	만족하는	동시에	문제나	결

함이	없는	제품을	구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품질을	관리합니

다.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

고자	‘KANO	모델을	활용한	Q.F.D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사전	예

방	품질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ANO	모델은	고객	만족을	극

대화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품질요소	분석	기법입니다.	PHA는	

KANO	모델	분석	과정에	따라	품질요소를	매력적・필수적・일반

적	품질로	구분하여	고객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1)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까

지	모든	단계를	통해	고객의	요구가	최종제품에	반영되도록	하는	체계적	품질	개선	

과정

▲	성공의	방(품질	실패사례	전시장)

정보 수집

고객	요구사항,

시장	동향	등

배경적/

환경적	이해

품질요소 분석

매력적/

필수적/

일반적	품질

만족도 극대화

고객	요구사항과	

기능	구현,

문제/결함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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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차량 주행 모니터링 분석 고도화

PHA는	차량	판매의	초기	품질을	확보하고자	시스템	분석	장비

인	CAN통신1)	로그	기록	저장	장치를	도입하고	이를	차량	주행	

모니터링	분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차량에	분석	장비를	

설치해	주행	모니터링을	하고	NTF2)성	불량을	개선해	나가고	있

습니다.	이는	예약	정비	등	실차	점검	시	시간	절약에	효과적이라

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불량	원인	분석	전문	능력을	확보해	나가

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1)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연한	성능을	위

해	설계된	통신	방식으로	수많은	ECU(제어기)들이	두	가닥의	선으로	통신하는	방식

2)		NTF(No	Trouble	Found):	원인	불명	고장으로,	필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이	있

으나	재현이	어려워	원인	파악과	분석이	힘든	고장을	지칭

 

선제적 고장요인 분석 및 개선 

PHA는	제품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차종별,	품목

별,	현상별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

년에는	완성차	분석	전담	인원을	구성하여	PTG/PTL	시스템3)	불

량에	대한	예약	정비와	원인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개월	

간	협력사를	포함한	TFT	회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PHA는	품질	신뢰도를	높이

고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PTG(Power	Tail	Gate)/PTL(Power	Trunk	Lid)	시스템:	테일게이트/트렁크의	드라이

브	유닛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테일게이트/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을	구

현하는	시스템이며,	파워	래치,	드라이브	유닛,	ECU로	구성됨

자체 정비 지원 시스템 구축

PHA는	고객과	품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비	수

준을	높이고	클레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PHA	생산	부품

에	대한	자체	정비	지원	시스템	‘PSW(PHA	Service	Way)’	

System을	오픈하였습니다.	기존에	배포해오던	정비	지침

서는	사이트	이용의	어려움으로	정비	기사들의	접근성이	

낮고,	단발적인	클레임에	대한	정비	지침서	배포가	불가

하였습니다.	PSW	System은	기존의	한계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고	오정비,	과정비를	방지하고자	부

품	설명,	정비	지침서,	정비	사례,	고장	코드별	점검	방법	등

의	내용을	담아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여	기술적	문제

를	분석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HA는	전국	주요	서비스	센터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

스템	접속	QR코드가	적용된	홍보용	판촉물을	배포하고	활

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태블릿	또는	개인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

를	검색할	수	있어,	정비	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	확

인을	통해	정비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클레임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PSW	System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품질	개선	단계별	주요활동

개선목표 설정

-개선	안건	설정

-개선	목표	설정

-고장	발생현황	조사

-과거	발생,	개선이력	조사

01

고장분석 및 대책 수립

-고장요인	분석	

(기구/전기/환경/내구)

-관련	전문가	선정

-고장	메커니즘	규명

02

유효성 검증

-전기/전자	아이템	공정	

점검

-개선대책	유효성	검증

-최적	개선대책	선정

03

적용 및 개선완료 보고

-개선대책	고객	협의

-개선품	적용일자	수립

-개선품	필드	모니터링	및	개선효

과	결과	보고(연말)

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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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환경 친화적인 리더

BACKGROUND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

경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력사	대상으로도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HA’S APPROACH 
PHA는	제품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

후	대응해	나가야	할	완성차	업체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대비하여	제품	사용에	투입되는	에너지	및	원재료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실시하

고,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성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S 

온실가스	배출량

9,569.9 tCO2eq

에너지	사용량

22,457MWh

폐기물	재활용률

89.6 %

*글로벌	사업장	기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82.4 %

7.3.	에너지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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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Link to UN SDGs Material Topic   

#7	폐기물	및	자원순환	

#8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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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체계

PHA는	국내	전	사업장	및	해외	주요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

제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을	인증	및	유지하며	제조	활동에

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환경

경영에	대한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준수	의무사

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환경경영	조직	내	담

당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	이행을	통

한	친환경	경영	내재화’라는	비전	아래	핵심	전략	방향을	수립하

였으며,	폐기물	발생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포함한	핵심성과지표

(KPI)를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추진

환경경영	조직	체계

-	환경안전	이슈에	대한	조직의	상황	파악				

결과와	리스크	및	기회	결정사항	승인

-	조직의	상황	파악	결과와	리스크	및	기회			

결정사항	검토

-안전보건환경경영	시스템	유지/관리

-	조직의	상황	파악	결과와	리스크	및	기회			

결정사항	취합/보고

-환경경영	프로세스	수립/실행/유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리

-에너지/탄소배출	관리

대표이사

경영지원부문장

안전보건팀장

환경관리자

환경경영	비전

환경적 책임 이행을 통한 친환경 경영 내재화Vision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1.	환경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2.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	사용	

3.	국내외	환경	법규	준수	및	투명한	환경성과	공시

4.	임직원	환경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친환경	문화	내재화

5.	제품	환경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

KPI
구분 단위 2021년 2022년 목표 2025년 목표

에너지	사용량	 MWh	 22,547	 21,870	 19,960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9,569.9	 9,282.8	 8,472.2

용수	사용량	 ton	 37,571	 36,442	 33,260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일반폐기물	발생량	 ton	 251.9	 244.3	 223.0

지정폐기물	발생량	 ton	 29.0	 28.2	 25.8

폐기물	재활용률	 %	 89.6	 90.0	 90.0

환경	투자비	 백만	원	 24	 25	 25



2022 PH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0   I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PHA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2022년	4월	환경・안전보

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환경·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환경·안전보건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체제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해하고	

법규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경영 역량 강화
 

임직원 환경경영 교육

PHA는	환경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전,	보건,	환경	분야의	이슈를	선정하여	월	1회	뉴스레터를	제공

합니다.	2021년	7월에는	에너지	보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배경과	필요성,	추진전략

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공유하였습니

다.	PHA는	환경문화	내재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사태 예방 교육 및 훈련

PHA는	매년	1회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

과를	바탕으로	비상사태를	식별하고,	심각도와	형태에	따라	‘비

상조치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	계획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	최소	연	1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조치	조

직도와	계획을	전달하고,	비상사태조치	계획서에	명기된	개인별	

역할과	비상조치	요령,	장비사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산	공정	

또는	비상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병행

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문제점을	발견하면	재검토를	

거쳐	비상사태조치	계획서를	재작성,	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대응

PHA는	화재나	폭발처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사태	관리	규정을	마련하

여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과	훈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는	비상사태조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	총

괄	지휘의	책임을	가지며,	모든	임직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

나	징후를	발견할	시	비상사태	보고체계도에	따라	신속하게	보

고합니다.	또한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비상사태	조치계획서’에	

따라	사후	관리를	수행하며	사고가	발생한	조직의	책임자(팀장)

는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주관팀으로	통보합

니다.	인근지역	또는	회사	내의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으로	인

해	비상사태가	타회사	및	인근지역	환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	종합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

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Compliance with SHE for Human-life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용 DOOR MOVING SYSTEM 전문 제조 업체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에 공헌하고, 고객만족을 통한 최우수 선호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제조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안전보건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입니다. 

01. 환경·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모든 제조 활동에 있어 환경·안전

보건 시스템을 유지, 관리, 개선하여 산업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클린한 사업장

을 유지한다.

02. 회사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산업안전 법규 및 그 밖의 요건을 확인·준수

하고, 환경·안전보건 규정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대내외 이해관계

자에게 배포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03. 환경·안전보건매뉴얼을 포함한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만족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교육 및 훈련은 물론 전사 환경·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를 수립, 추진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04. 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실행에 선도적 추진 기업으로서 환경 보존 및 안전

보건 무재해 활동을 통해 인류공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피에이치에이㈜의 전 임직원은 상기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안전보건

체제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해하고, 산업안전 법규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환경·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다한다.

피에이치에이㈜ 대표이사 허승현

▲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비상사태	대응	절차

01

비상사태	

신고	

(비상연락)

02

비상사태	

발령

03

비상사태	

대처

04

비상사태	

종료

05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06

(회사	비상사태에	

해당될	경우)	

종합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후	대표이사	보고

07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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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활동

PHA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근무	시간	외	PC-

OFF	캠페인과	전력량	모니터링을	병행합니다.	또한	자원	절약

을	위해	화장실	수도를	개선하고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하였으

며,	일상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유하여	인식개선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	에너지	절약	문화를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2022년	환경목표인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전년

대비	3%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품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한 연구

PHA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

터	용량을	줄임으로써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선행	연

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

시키는	장치인	액츄에이터의	패키지를	분리형에서	일체형으

로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2개	모터를	1개로	축소	적용하였습니

다.	분리형의	경우	파워	오픈	기능을	위한	소형	모터와	신칭	기능

을	위한	신칭	모터가	각각	구동됨에	따라	부피가	크고	2개의	모

터에	전기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워	오픈과	신

칭	기능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신칭	모터	1개만	사용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에는	액츄에이터의	중량과	사이즈를	기존	대

비	30%	이상	줄이는	경량화	신칭	액츄에이터를	선행	연구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제품	소형화를	통해	확보된	공간으로	

설계의	자유도를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PHA는	에너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원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	대비	전기사용량을	관리하

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에

너지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영향 저감

에너지	사용량	

(단위:	MWh)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구분 2019 2020 2021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	 8,824.5	 9,475.2	 9,569.9

Scope	1(직접배출)	 705.2	 701.1	 712.6

Scope	2(간접배출)	 8,119.3	 8,774.1	 8,857.3

구분

부품 수

중량

88개

1,270g

63개(28%↓)

870g(32%↓)

패키지 

개선

액츄에이터 분리형

(모터	2개)

액츄에이터 일체형

(모터	1개)

2019

20,520

2020

22,051

2021

22,547

액츄에이터	분리형 액츄에이터	일체형	

소형	모터	 신칭	모터	

신칭	기능	파워	오픈	기능	 파워	오픈	및	신칭	기능	

신칭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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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PHA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

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	공정,	활동,	서비스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유

해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

기로	구분하며,	안전보건팀	환경관리자에게	폐기물의	중량,	종

류,	명칭	등을	보고하고	폐기물은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합니

다.	위탁	처리	후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실시간으로	폐기

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저감

PHA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팀별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리	수거함을	비치하여	일반	폐기물,	재활용	폐

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하고,	공정	과정이나	고객으로

부터	회수된	폐기불량품은	폐기물	보관장에	보관합니다.	분리

된	재활용	폐기물과	고철	등은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

으며	사무용품의	토너와	잉크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공급업체에

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줄이기를	개별	팀	목표로	관리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자원	절

약과	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절감 노력

PHA는	용수	사용량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용수	사용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사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

해	세면대에	97개의	절수기를	설치하였으며,	절수기당	하루	평

균	0.3톤의	물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절수기	미사용	대비	평

균	60~80%의	용수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이를	전	사

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폐기물의	종류,	명칭,	수량	등	각	정보를	

기입해	폐기	보고서를	작성한다.

폐기물	발생팀은	안전보건팀	환경관리자에게	

폐기	보고서를	통보한다.

폐기물	발생팀은	폐기물을	폐기물	

배출일자까지	적정보관	한다.

폐기물	발생팀은	승인된	폐기물을	지정된	

날짜에	폐기물	보관장으로	배출한다.

환경관리자는	배출량에	맞춰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의뢰한다.

안전보건팀	환경관리자는	폐기물	관리대장에	

배출항목,	배출량	등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바로	시스템	병행	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용수	사용	현황 (단위:	ML)

구분 2019 2020 2021

용수	취수량	 58,292	 43,183	 54,925

용수	사용량	 40,797	 28,106	 37,571

용수	방류량	 17,495	 15,077	 17,354

보고

통보 

보관 

배출 및 

처리 

86 %
2019

86 %
2020

89.6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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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포장재 활용

PHA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국내	고객사	납품	후	회

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단프라,	플라스틱,	철파렛트	등의	포장

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HA	공장간	제품을	이동할	때에도	재

사용	가능한	리턴파렛트	포장재를	사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

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유휴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폐기물	보관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료 투입 감소를 위한 연구

PHA는	제품의	경량화,	소형화를	통해	기능과	성능은	높이고	원

재료	투입은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1

년에는	경제형	레귤레이터를	개발하여	중량을	20%	줄이고	부

품의	일체화,	사양	최적화,	레이아웃	변경	등을	적용하였습니

다.	그	결과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수익률

을	4.9%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양산이	쉽고	범용성이	높은	힌지	직

결형	드라이브	유닛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알루미늄	하우

징을	용접하던	방식으로	무겁고	강성과	양산에	어려움이	많았습

니다.	그러나	신규	개발한	제품은	단조	타입의	힌지를	적용한	플

라스틱	하우징으로	성형이	용이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여	원가를	35%	절감하였습니다.	힌지	직결형	드라이브	

유닛은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여	타	시스템으로	수평	전개가	가

능해	다양한	차종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출품 재질명 타각을 통한 재활용률 개선 기여

PHA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래치류와	액츄에이터

류	사출	단품을	대상으로	재질명을	타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	재질	정보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제품	폐기	단계에

서	동일한	재질을	취합하고	재활용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사용	가능	포장재	

▲	단프라	

▲	철파렛트	

▲	플라스틱	

▲	리턴파렛트	

▲	사출품에	재질명을	타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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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오염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PHA는	수질오염	관리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오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팀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당사에	필요한	폐수	관련	시설을	확보하여	필요시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폐수는	위탁처리업체에	전

량	위탁하거나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합니다.	안전보건팀은	

폐수의	보관과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월별	폐수	발

생량을	집계하여	폐수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PHA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에	따라	입고,	취급,	사용,	보관하는	화

학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과	취급을	위해	해당	물질의	사용처에	MSDS1)를	비치하도록	하

고	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팀

은	화학물질	취급,	보관,	사용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지원부문장은	ISO	14001	내부심사를	통

해	최소	반기	1회	점검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물질의	명칭,	안전보건	상

의	취급	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

대기오염물질 관리

PHA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

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인・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	방지시설	성능을	점검하

고	사출	건조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집진기로	관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적	기준에	맞춰	주기적으

로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리

PHA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	1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생산공정	중	장비를	구입할	경우	소음발생원을	파

악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음이	기준치	이하라도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귀마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준	초과	시	안전관리	규정

에	따라	해당	팀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며,	소음진동	관리	

규정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먼지	배출량)	

(단위:	ton)

2020

0.65

202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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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

BACKGROUND
임직원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입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은	건전한	조직의	기반이	되며,	모

든	기업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	개개인을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

에	따라	보다	엄격한	안전보건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PHA’S APPROACH 
PHA는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	성과평가	및	보상	절차를	확립하

였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능력을	동시에	향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검토하여	국제	안전보

건	표준을	기반으로	안전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S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

40.4 시간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2,183 천	원

*글로벌	사업장	기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76.5 %

중대산업재해	건수

0 건		

4.3.	대학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	동등한	접근성	보장

5.5.	리더십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및	기회	보장

8.5.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

10.3.	적법한	법적/제도적	정책을	통해	동등한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	감소

Link to UN SDGs Material Topic   

#1	인사	관리	

#4	안전보건	

#6	인권,	다양성	&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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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체계

행복한 일터

핵심가치

인재상	

건전한 정신과 성취를 향한 열정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

노동	및	

인권경영	비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조성Vision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1.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근원적	재해	예방

2.	소통	및	신뢰	기반의	노사문화	지속화를	통한	성과창출	기여

3.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중・장기	인재	육성

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	

5.	공정한	성과	지향형	인사	관리체계	운영

6.	글로벌	건전한	조직문화	안정화

PHA는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

다.	소통과	신뢰	기반의	노사문화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건전한	조직문화

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를	목표로	‘일하기	좋은	기

업	문화(Great	Work	Place)’를	조성하기	위해	6가지	중장기	핵심	전략과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목표를	수

립하여	세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

정직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인재

성취를 향한 열정

조직과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인재

소통과 협력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인재

최고 수준의 전문성

분야	최고의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

KPI
구분 단위 2021년 2022년 목표 2025년 목표

중대산업재해	건수	 건	 0	 0	 0

연천인율	 ‰	 3.19	 2.50	 0

1인당	복리후생비	 천	원	 2,183	 2,292	 2,407

임직원	1인당	교육	비용	 천	원	 73	 173	 236

아동/강제노동	사고	수	 건	 0	 0	 0

인권교육	이수자	비율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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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이의신청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

PHA는	채용관리	지침과	채용	프로세스에	따라	채용	계획을	수

립하고	있으며,	역량	중심의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형식의	면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면

접전형	등의	과정을	거쳐	회사의	핵심가치와	인재상,	행동규범

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채용	시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며,	국가보훈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필요인원	충원요청에	따라	정기적	또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제도

PHA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임직원의	업무성과와	직무역량	등	

인사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피평가

자는	평가자와	면담을	통해	성과목표서와	역량목표서를	수립하

고	이후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시행합니다.	피평가자는	성과와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

평가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진행합니다.	조정단계에

서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자와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

으며,	대표이사는	승인단계에서	조정된	평가등급에	대해	심의하

여	최종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PHA는	연공이	아닌	역

할과	성과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연봉제를	운

영하며,	개인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과	조직(팀)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별화하여	보상합니다.

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신설

PHA는	인사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이의

신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매년	11월	중순	평가	실시	후	12

월	말에	전	직원	평가등급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며,	피평가자는	

다음해	1월	초	평가등급	결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문장,	팀장	면담과	이의신청	심의	위원

회를	실시하고,	심의	위원회에서는	미달성	KPI	실적,	KPI	외	업무

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평가면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평가등급을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다면평가 실시

PHA는	국내외	전체	임원과	팀장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조직관

리에	필요한	역량개발	지표를	제시하고자	매년	7월	리더십	다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대상자의	상사,	동료,	부하를	대

상으로	비전관리,	인재육성,	조직관리,	글로벌	역량에	대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개인별	리포트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

여	건강하고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이동 제도

PHA는	임직원들이	여러가지	직무	경험을	통해	넓은	안목을	가

지고	개인의	역량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이동(순

환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평가,	역량평가	중

간점검을	하는	5월,	9월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순환보직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평가자	면담과	인사팀	협의를	거쳐	희망	직무로	이

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월 중순

평가	실시

~11월 말

Calibration	실시

~12월 중순

HR	집계

~12월 말

평가결과	

피드백

~익년 1월 초

평가등급	결과	

이의신청

~익년 1월 말

이의신청

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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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역량개발
 

신입 입사자 입문 교육

PHA는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회사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

일	수	있도록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

육은	그룹을	포함한	회사	소개와	핵심가치	이해,	주요	인사제도

와	취업규칙,	IT,	안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경영지원부문장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HA 아카데미 운영

PHA는	G1(사원/매니저)을	대상으로	현장중심형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PHA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사내	전문가를	양성하

고자	분야별	사내강사를	선정하여	6개	과정을	운영하며	협력사	

임직원도	희망할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1년에는	협력사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96명이	참여하

였으며	향후에도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지속해	나가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러닝 확대

PHA는	COVID-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교육의	공백을	해소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스

마트러닝2)의	대상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팀장과	중간

관리자로	한정되었던	기존	교육	대상을	전	직원으로	변경하였

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내용

과	운영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리더십,	경영,	인문,	교양,	어

학,	직무,	특강	등	19개	분야	51,000여	개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

하고	있으며	다양한	강의에	대한	관심과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자	최다	수료자,	최다	학습팀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2)		스마트러닝: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온라

인	학습	플랫폼

스마트러닝	개선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교육대상	 팀장,	중간관리자	 전	직원

교육내용	 리더십	 리더십,	인문/교양,	어학	OA,	

	 	 테마	특강	등

운영방안	 -	매월	재생시간	관리		 -	테마별	필수과정,	

	 			(월	4시간	이상	필수)	 			필수대상	운영

	 -	미수료자	패널티	부여	 -	최다	수료자,	

	 	 			최다	학습팀	포상

PHA	아카데미	주요과정

구분 과정명 참석인원

R&D	 제품구조	및	작동기능의	이해(1)	 16명

	 제품구조	및	작동기능의	이해(2)	 10명

	 FMEA1)의	이해	 18명

	 전장품의	이해	 13명

물류	 공장	물류의	이해	 16명

재무	 제품원가	분석의	이해	 23명

	 																		총	참석인원	 96명

1)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고와	원인의	관계를	계열적으로	해석하는	신뢰성	해석수법의	한	가지

교육훈련	체계도 구분

G3

G2

G1

전체	

공통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글로벌역량	

경력	입문

신입	입문 

스마트러닝	온라인	·교육	

차세대리더십	
승진자	교육

PHA	아카데미

사내직무과정

전기・전자	

교육

해외	주재원

리더십	과정

해외	주재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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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교육 신설

PHA는	기존의	기구・기계	설계	중심에서	전기・전자	교육	중심으

로	설계	역량을	보강하고	메카트로닉스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기・전

자	교육’을	신설하여	R&D	직무뿐만	아니라	구매,	영업,	품질,	전

략기획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2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외

부	전자공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전기・전자	기술	전반에	대한	개

념과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병

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주재원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운영

PHA는	해외법인	주재원	전원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

고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진단을	통해	본인의	리더십	유

형과	필요한	역량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자

료를	제공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강

의,	토의,	사례	분석,	게임	등으로	구성된	본	과정을	비대면	온라

인	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권과	지역(시차)을	고려

하여	최대	20명	규모로	2개	그룹을	조성하여	실습을	병행합니

다.	PHA는	현지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성품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교육	참석현황 (단위:	명)

R&D 구매 영업 PM 개발 생기 품질 전략 기획

	 8	 3	 3	 2	 2	 2	 4	 2

전기・전자	교육	출석률	100%

모범 현장사원 해외법인 견학

PHA는	모범	현장사원을	대상으로	해외법인	견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본사	수출품	품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현지	분

위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COVID-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에는	해외법인	견학

을	중단하였으나	향후	현지	방역	정책에	따라	운영을	재개

할	예정입니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PHA는	퇴직(예정)	직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	등과	같

은	양질의	일자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개별	일정과	관

심	사항에	맞춰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

력	전환을	위해	재무설계	상담과	경력	대안	모색,	퇴직	이후	실업

급여	및	4대	보험	등의	행정	처리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범	현장사원	해외법인	견학(북경공장)

전직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생활 지원

-	퇴직	이후	준비사항	점검

-	실업급여,	4대보험	행정

-	개인	재무관련	컨설팅

재취업 지원

-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

-	개인별	채용정보	제공

-	면접	준비	등

교육/공간 지원

-	교육	운영

-	사무공간,	PC	활용

-	전직활동	근거지	확보

창업 지원

-	창업	아이템,	상권	분석

-	창업	세무,	홍보	방안

-	프랜차이즈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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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직급・호칭체계 간소화

PHA는	글로벌	기업문화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화

로	체질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과	같

은	5단계	직급체계를	G1(사원/매니저),	G2(대리/매니저),	G3(과

장・차장・부장/책임매니저)	3단계	직급체계로	간소화	하였습니

다.	직급을	단순화하고	수평적	호칭으로	전환한	것은	연공서열

보다	능력과	효율성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역할	중심의	승격,	성과형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

고	있습니다.

 

칭찬문화 활동

PHA는	COVID-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한	침체

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형성하고자	칭찬

쿠폰,	칭찬	릴레이	활동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칭찬쿠폰

은	부문장과	팀장이	PHA의	핵심가치를	잘	실천한	직원에게	쿠

폰을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된	쿠폰은	소정의	다과를	구입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칭찬	릴레이는	동료	간	칭찬을	나누는	활동으로	분기

별	칭찬	최다	득표자와	칭찬	내용	우수자	등의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칭찬쿠폰	지급

주요	소통/칭찬문화	활동

컴앤쿱

칭찬쿠폰

칭찬	릴레이

컴앤쿱(Comm&Coop) 운영

2017년부터	운영해온	주니어	보드	‘컴앤쿱’은	부서와	상

하	직급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촉진하고	전사적인	이슈

사항과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컴앤쿱은	PHA의	핵심가치인	소통(Comm.)과	협업

(Cooperation)을	줄인	말로,	매년	부문장	추천과	지원서	

접수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인사팀의	면담과	평판	조

사를	통해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합니다.	선발기준은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모범

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는	구성원이며,	선정된	인원은	1년

간	부문을	대표하여	업무	효율화,	복지증대,	사회공헌	등	

시니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합니다.

2021년에는	입사	3~10년	차인	MZ세대	직원	중	총	12

명이	컴앤쿱	4기로	선발되었으며	소통의	가교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니어	보드	역량	강화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문화	개

선사항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

여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HA는	보다	적극적인	

컴앤쿱	활동을	독려하고자	성과평가	가점과	승진심사	우

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PHA는	유

연하고	혁신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제4기	

컴앤쿱	발대식

◀	

컴앤쿱	

환경정화	

봉사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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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설문조사 EOS(Employee Opinion Survey) 실시

PHA는	조직문화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매년	

6월	그룹	차원의	EOS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영에	필요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항

목은	조직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에는	사무직	임직원	447명을	대상으로	7개	영역	87개	문항에	

대한	온라인	진단을	진행하였으며	총	414명(92.6%)이	참여하

였습니다.	PHA는	전년	대비	개선이	필요한	인사관리,	조직만족

지수	등에	대한	EOS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와	정책,	세부	프로

그램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PHA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보다	더	강화된	주	46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합니다.	근로시간을	팀	목표(KPI)로	수

립하여	매월	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선택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관리직을	대상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

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

PHA는	유연한	근로문화를	정착하고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시차출퇴근제를	시범	운영하였

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희망하

는	근무유형을	선택하여	주	3회	이상	활용하도록	권장하

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유연한	근로문화를	PHA만의	문화

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PC-OFF 제도 운영

PHA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관리직	전체를	대상으로	PC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PC-OFF	제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최소화하고	퇴

근	후	복귀하여	근로하는	등의	비정상	근로	형태를	원천	차단하

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지정시각	30분,	10분,	5분	전	종료	알림

을	제공하여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하

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EOS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비전/가치	 비전공감,	핵심가치	수용과	실천

조직운영	 조직구조,	업무	프로세스,	의사결정,	의사소통	등

인사관리	 채용,	승진,	평가,	보상,	교육	등

리더십	 성과관리,	조직관리,	자질,	역량,	비전	제시

구성원	감정	상태	 생존모드,	탈진모드,	성과모드,	휴식모드

조직문화	인식	 혁신지향,	관계지향,	과업지향,	관리지향

조직만족지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시차출퇴근제	운영지침

구분 내용

근무유형	 A형,	B형	중	선택(일	단위	가능)

	 -	A형:	7시	출근~16시	퇴근

	 -	B형:	9시	출근~18시	퇴근

신청방법	 전자결재	시차출퇴근신청서	개별	작성

	 -	사용일	1일	전까지	신규(또는	변경)	신청

	 -	팀장:	부문장	전결,	팀원:	팀장	전결

신청기간	 일/주/월	단위	가능

PC-OFF	기본	근로시간

구분 월~금 토/일

ON	시각	 06:00	
PC	사용불가

OFF	시각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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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Run Day 운영

PHA는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2주

차,	4주차	금요일을	가정의	날인	Home	Run	Day로	지정하여	5

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Home	Run	Day에는	회식,	체육대

회	등	팀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

해	인사팀	주관으로	Home	Run	Day에	사무실	순회	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 사용률 관리

PHA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

가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리

직	직원은	연월차	휴가를	개인별	월	1일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으며,	연월차	사용률을	팀	목표(KPI)로	수립하여	관리하

고	있습니다.	현장직	직원들	또한	자유로운	연월차	휴가	사용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산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

서	자유롭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

PHA는	임직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

금,	장기근속	포상,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고교생,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일

괄	지급하고,	장기근속	10년	차부터	5년	주기로	포상휴가와	포

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HA는	임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월차	휴가	사용률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휴가	사용률	 56	 30	 38

주요	복리후생	제도*	

구분 내용

사내복지	 -	자녀	학자금	지원

	 -	각종	경조금,	경조물품	지원

	 -	리조트	회원권	지원

	 -	명절/창립기념/노조총회기념	선물	지급

	 -	통근버스	운영

	 -	건강검진	지원,	사내	의무실	운영

	 -	구내	식당,	매점	운영

	 -	각종	복지시설	운영(헬스장,	샤워장,	휴게실,	옥상정원	등)

사내포상	 -	장기근속상

	 -	모범사원상

	 -	최우수/우수사원상

	 -	기타(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무재해	안전,	제안	등)

휴가	 -	연차,	월차	휴가

	 -	하기	휴가

	 -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주요	워라밸	제도

연차 100% 사용

눈치보지	않고

월	1회	사용	필수

리프레쉬 휴가 사용

연차휴가	3개	붙여서	사용

(반기당	1회	권장)

시차출퇴근제 도입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주	3회	이상	권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시간	자율	선택

(일	4시간	최소근무)

Home Run Day 운영

수/금요일	5시	정시	퇴근

(수요일	석식	미제공)

PC-OFF 시스템 운영

6시	이후

강제	PC	스크린	OFF

근로시간 모니터링

근로시간	실시간	조회

(주	46시간	기준)

*PHA는	고용	형태에	구분	없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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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권리 존중
 

인권교육 실시

PHA는	임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

여	총	69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인권

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권교

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PHA는	노사	간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전략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의	‘노

사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2022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사	공동의	목표를	수립

하고	노사	활동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건강한	노사문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권 실태조사 실시

PHA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현황을	파악하

고	인권침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임직원

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2022년에는	전체	임직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66명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강제/아동노동을	포함

한	불합리한	노동	등	주요	인권	이슈	10개에	대한	의

견을	접수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이슈별	인권	침해	사

례	발생	가능성이	5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보통이

다’	또는	‘없는	편이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인

권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대사항을	수렴

한	결과,	상호존중의	문화	확대,	지속적인	인권	교육	실

시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인권	리스크	평

가는	현재	인권	실태와	리스크를	파악하는	초석으로,	

향후	정기적인	인권	리스크	평가를	하여	보다	성숙한	

인권	의식과	근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	활동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권	실태조사	문항	구성

구분 내용

1	 갑질	행위

2	 협력사	내	인권	침해

3	 고용상	차별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제한

5	 산업안전관리	부실

6	 환경권	침해

7	 외국인,	현지인	근로자	인권	침해	및	관리	소홀

8	 불합리한	노동(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9	 지역주민	인권	침해

10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노사	파트너십	세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방식

1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활동	 봉사활동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외계층	봉사활동

	 -	노동조합	구성원	대상

2	 노사	신뢰	강화	및	노사관계	구축	워크샵	 워크샵

	 -	소통	강화를	통한	활동,	사례	특강	등

	 -	상집위원,	현장	관련팀	팀장	및	팀원	1명	대상	

3	 신(信)나는	우리,	신(新)나는	PHA	 교육

	 -	조합원	전체(현장사원)	대상

	 -	배려,	존중,	갈등관리	교육

4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교육,	간담회

	 -	노동법	교육(최근	노동법개정	사항 外)

	 -	사내도급사	대표,	생산부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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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PHA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한	협의기구인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근로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입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은	회사대표와	회사	경

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중에서	회사대표가	위촉한	자로	선출하고	있습니

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일방

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

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HA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상의	이

슈가	발생할	때마다	노사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

로	소통하고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원만하게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PHA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

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선임합니

다.	고충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고충처

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항을	누설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접수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

에게	통보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

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 기념

PHA는	여성	직원들이	우수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열린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재직	중인	전

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각	부문장을	통해	장미꽃과	소정의	선

물을	전달하였습니다.	PHA는	여성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임산부	사내주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급	생리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책정	시	군필,	미필자	차별을	폐지하였습니

다.	PHA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배려 문화 조성

PHA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등록	장애인	근로자

에	대한	격려와	포상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등록	장애인	근로자	10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근로의욕과	애

사심을	고취하였습니다.	PHA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신축	시	유니버

설	디자인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풍공장	신축	시	장애인	근로

자	또는	방문자가	시설물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장애인	경사

로를	설치하고,	문	손잡이를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등	장애인	배

려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PHA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

하게	역량을	발휘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가	협력할	수	있

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

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현풍공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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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직구성

PHA의	전	임직원은	모든	작업과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

칙으로	하며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

전보건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7

조,	18조에	따라	전사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전담인원과	안전

・보건・환경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회사의	모든	안전·보건관리

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안전보

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	수립,	전문인력	배치,	예산	편성	및	집

행관리	등	안전보건을	위한	총괄・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PHA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되

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분기	1

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

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종	안전보건	기준과	수칙	작성,	안전보

건	교육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

결합니다.	또한	회의	결과는	사내방송과	사내보	게시,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PHA는	안전보건	분야의	법규를	준수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무

재해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전	사업장	및	해외	주요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ISO	45001을	인

증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규	대

응과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화된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팀을	신설

하고,	기존에	노무지원팀에서	담당하던	안전보건	업무를	분리함

으로써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

년	연천인율,	중대산업재해	건수	등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

립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점검,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PHA는	2006년	7월부터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

으며	2020년부터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장	수준으

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

황에	맞춰	개정	또는	신설되는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안전보건팀)

전담인원(팀장)

전담인원(팀원)

안전관리자(본사)

보건관리자(본사)

환경관리자(본사)

전사	총괄(컨트롤타워)

본사	조직(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ISO	45001	인증서

안전보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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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PHA는	위험성	평가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평가하

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위험성	평가	조직

은	관리감독자	및	해당	팀/반의	안전담당자	등	최소	2인으로	구

성되며,	해당	업무,	공정	등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평가를	진

행합니다.	매년	사업장	모든	파트의	활동,	설비,	공정,	보건	및	위

생요소에	대하여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설

비나	공정의	도입,	건축물	신축	또는	변경,	원료나	부원료가	변경

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PHA는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안전보건	적

격	수급업체	선정	규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

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계약)하더라도	미

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수급업체가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점검

PHA는	잠재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속	

팀장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문제점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

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교육,	안전보건	교육을	병행하며	산

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특별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PHA는	2022년	3월,	왜관공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합동점검

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잠재재해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통

행금지	표지판	부착,	작업자	교육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	가능성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01

02

03

04

05

안전보건	점검	유형

*특별점검은	기계/기구의	신규	도입,	공정	레이아웃	변경,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실시함.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일상점검

(일	2회	이상)

법정 위험 기계/

기구 자체점검

(연간계획에	따라)

주간점검

(주	1회)

법정 정기점검

(관련	법규에	따라)

반기점검

(반기	1회)

특별점검*

(해당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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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문화 내재화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PHA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고	예방관리와	방어	능력

을	높이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내용	및	안전보건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참석자는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후	안전보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부문	담당임원에게	보

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	동향,	주요	질환	등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를	구성하여	월	1회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PHA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이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고	잠재사고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문별	현장	순회점검,	기초안전질서	노사	

합동점검,	무재해	결의대회,	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PHA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문

화가	PHA만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건강진단 지원

PHA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질환	또는	직업병,	직업성	건

강장해를	초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강진

단	관리	지침서를	수립하고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년	건강진단	계획에	따라	검진대상자와	검진항목을	파악하여	검

진	위탁기관을	통해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에	대해	전문

가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후관리	또는	사후관

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소방 관리 지원

PHA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협력사	안전・소방	관

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전반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주요	협력사	45개	사를	대

상으로	협력사가	자체	안전・소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가이

드를	제공하고,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소방	현황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소방	온라인	세

미나를	개최하여	협력사	점검결과와	산업안전	동향	등을	공유

하였습니다.	자체점검에	참여한	협력사	중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에	취약한	4개	사를	대상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사	

합동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구분 대상 교육시간

근로자	일반교육	 전	사원	 월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	 신입사원	 입사	시	8시간

관리감독자	 반장	및	생산관련	팀장	 연	16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관련	작업자	 16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작업자	 8시간

◀

기초안전질서	

노사	합동점검

건강진단	지원	유형

구분 내용

채용	건강진단	 신규채용	시	입사	전	실시

일반	건강진단	 국가(공단)검진(1회/년)

종합	건강진단	 만	35세	이상(1회/2년)

초음파	건강진단	 상복부	초음파	검사

배치	전·후	건강진단	 소음,	야간작업,	유해물질	취급	공정에	신규	배치	시

특수	건강진단	 특수검진	공정	종사자	대상(1회/년)

임시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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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추구하는 리더

BACKGROUND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력사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지되고	성장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력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개선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와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PHA’S APPROACH 
PHA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	대상	ESG	이슈	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협력사	기술,	자금,	품질인

증을	지원하는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PHA는	대구	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지주사

인	PHC	그룹의	‘PHC큰나무복지재단’을	후원하며,	지역	내	장학사업,	시설법인	지원	사업,	카쉐어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EY PERFORMANCES 

협력사	자금	지원

275.5 억	원	

사회공헌	비용

1.5 억	원	

협력사	품질인증제	사후평가	지원

43 개	사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수

123 명		

8.3.	생산활동,	일자리	창출,	창의성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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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o UN SDGs Material Topic   

#2	협력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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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리

협력사 동반성장

PHA는	‘품질은	회사의	생명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품질	목표	‘0(Zero)PPM1)’을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략적	구매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	아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PHA

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원	분야별	활동을	확대하고,	기술과	품질의	경쟁력을	확

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PPM(Parts	Per	Million):	품질	측정	단위로	전체	제품	중	불량품의	수량	비율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6시그마	또는	3.4PPM을	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

며	백만	개의	제품	중	3.4개	불량품이	발생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임.

동반성장	활동
네트워크	강화 모니터링

동반성장위원

회	운영

협력사	협력회	

운영

협력사	교류회	

운영

윤리경영	실태

조사	실시

유상/무상	

자금

신기술	

공동개발

역량개발	

교육

협력사	

정기평가

자금지원	 기술지원 경쟁력	강화	

Vision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전략적 구매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와	원가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	경쟁력	확보)

신기술

공급체계 정비

전략적

협력사 관리

(협력업체	환경/사회적	

리스크	평가	도입)

구매 조직과

프로세스 재정립

(협력업체	선정	시	환경/

사회적	이슈	평가	확대)

구매 시스템

고도화

KPI
구분 단위 2021년 2022년 목표 2025년 목표

ESG	평가를	시행한	협력사	비율	 %	 0	 2	 30

ESG	교육	등	협력사	대상	

ESG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비율	
%	 15	 30	 50

지속가능한	조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구매	실무자	비율	
%	 0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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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협력사 발굴 평가

PHA는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	품질,	개발,	협

조도,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규	협력사를	발굴합니다.	홈페이지	내	업체	자가	등록,	전

시회	및	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협력사를	발굴하며,	신규업

체	대상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후	부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SQ해당업종1)의	경우	품질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인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

다.	심화평가에에는	기존의	일반현황과	현장관리	위주의	평가항

목에	환경오염	최소화,	안전보건	경영	등	ESG	경영	차원의	항목

을	추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력사	평가	체계

를	개선하여	협력사	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	협력사	발굴

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신기술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업체들을	선별해	‘잠재	

협력사’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	SQ해당업종:	사출,	용접,	주/단조,	열처리,	가공,	프레스	등

HIGHLIGHT

부품 소싱 체계 개편

PHA는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품	소싱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부품	소싱	체계를	사출,	프레

스,	전기・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25개,	소분류	64개로	정의하고,	정의된	64개	소싱	그

룹에	대해	전략적	중요도와	공급시장	위험도를	평가하

였습니다.	각	그룹의	전략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	경

쟁,	관리,	일반	품목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

에	맞춰	공급시장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중점관리를	

진행합니다.	PHA는	향후	부품	소싱	체계를	고도화하

기	위해	소싱	그룹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며	수집된	정

보를	데이터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품	소싱체계	전략적	특성	분류

공급시장	위험도	

HIGH

HIGHLOW

전
략

적
	중

요
도

	

●	경쟁품목(24개)

					목표:	최적품질,	원가절감

●	일반품목(7개)

					목표:	원가절감

●	전략품목(22개)

				목표:	최적품질,	적시조달

●	관리품목(11개)

					목표:	공급안정성,	원가절감

신규업체	발굴	평가

협력사 기본평가  협력사 심화평가

재무상태,	업력,	품질인증	등	필수적인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현황,	현장관리	위주의	평가항목에서	리스크	예방을	위한

진입이	불가하도록	규정함.	 ESG	경영	차원의	항목을	추가함.

평가항목	 기준	 평가항목	 기준

재무상태	 -	신용등급	‘B’	이상	 경영환경	 경영자	평가,	원가관리,	노사관계

 -	신용등급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환경/안전/보건	 환경의식,	법규준수,	안전/보건	평가	

	 			유동비율	50%	이상,	부채비율	300%	이하

업력	 -	법인	설립	후	3년	이상	 개발능력	 기술능력,	도면관리,	외주업체	관리	

	 -	동종업체	거래	실적	보유

품질인증	 -	SQ해당업종,	ISO	9001,	IATF	16949	등의		 생산능력	 제품/설비/작업	관리,	완성품	관리	

	 			품질인증	보유	 품질능력	 품질관리,	납기,	검사설비,	납기	대응력	

	 	 일반현황	 신용등급,	윤리경영,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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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PHA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를	정착하여	대내

외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2년	2월	협력업체	거

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프로필	정보	입

력,	입찰	업무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절차와	품질,	납기,	

안전・보건・환경,	윤리경영	등에	있어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사

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적・사

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사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협력사

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평가 체계 강화

PHA는	거래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	정기평

가를	개선하였습니다.	수시평가는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여	경쟁

력	있는	양산업체를	선정하고자	적격	협력사,	거래	협력사를	대

상으로	진행합니다.	분기별	1회로	평가주기를	변경하고,	경영,	품

질,	납기,	기술능력,	입찰가격	등	최신의	데이터를	평가하여	점

수	변별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정기평가는	협력사	자체	개선활동

을	유도하고자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

회	경영,	품질,	납기,	기술,	협력도,	지속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현

장	중심의	평가항목을	반영하며,	등급에	따라	신규	개발	참여	등

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PHA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소방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여	협력

사의	안전보건과	폐기물,	대기	등	환경적	요소까지	함께	관리하

고	있습니다.

HIGHLIGHT

협력사 환경진단 실시

PHA는	환경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금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	1회	환경진단	후	개선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HA	안전관리자와	환경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해	자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도

금,	화학,	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

다.	2021년에는	도금공장을	보유한	1개	사를	대상으

로	23개	항목의	환경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환경진단	권고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법정의무사항	수행,	화학물질	보관시설	현황	등을	중점

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종합점수가	2020년	

91점에서	2021년	96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PHA는	

협력사가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진단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도금	 도금공정 시설의 적절성

	 건축자재,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비상시설,	

	 약품	보관시설,	배기시설	등

화학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적법성

	 화학물질	사용	허가	및	교육,	화학물질목록표,	

	 MSDS1),	옥내	보관시설,	저장시설,	취급관리	등

대기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성

	 인・허가,	대기방지시설	상태,	자가측정,	운영기록부,	

	 법정교육	등

수질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성

	 인・허가,	폐수배출시설	상태,	자가측정,	운영기록부,	

	 법정교육	등

폐기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법성

	 	폐기물	인・허가,	관리대장,	올바로	시스템	사용,	처리/

	 보관	시설	상태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등록평가(기본/심화)

거래 

협력사

적격 협력사

잠재 협력사 

수시	평가 정기	평가	

신규업체	평가	

협력사	

주요평가	체계

1)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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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공정거래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방지체계

PHA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

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사항을	협력사에	고지하고	있습

니다.	임직원이	윤리경영	방침,	윤리업무	실천	지침서	등	내규를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합니다.	협

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방법으

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협력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

우	사이버	신문고*	또는	PHA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이메일,	우편

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PHA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사이버	신문고

분쟁광물 관리

PHA는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거나	판매되는	분쟁

광물1)	사용을	금지하고	책임	있는	광물	사용을	위한	국제적	노

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협력사	대상	

CMRT/CRT2)	접수,	분쟁광물	보고서	발행	등을	포함한	분쟁광물	

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PHA는	업무	계획에	따라	체

계적으로	분쟁광물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분쟁지역	인류

의	미래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분쟁광물: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지역에

서	채굴되는	광물(3TG: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로,	최근에는	코발트를	포함한	책임

광물로	규정함.

2)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	CRT(Cobalt	Reporting.	Template):	

분쟁광물	및	코발트	사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보고양식

HIGHLIGHT

협력사 윤리경영 실태조사 실시

PHA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협력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고	익명으로	응답을	접수하였으

며,	2021년에는	65개	협력사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협력사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분

내용	

설문결과	

서면발급/경영간섭

(8문항)

교부	의무,	납품,	업체선정,	

경영/기술	자료	요구

긍정적	응답

78%

기한	준수,	지연	기간,	

지연	유형,	사유

긍정적	응답

85%

갑질/불공정	행위,	

금품	제공	요구

긍정적	응답

99%

개선/건의사항

정기	교류로	정보공유	강화,	

입고	프로세스	준수,	안정적인

물량확보	의견	등

대금 지급

(4문항)

불공정 행위

(6문항)

기타

(1문항)

분쟁광물	관리	추진	업무	계획

2022 

-	분쟁광물	정책수립	

-	협력사	책임	있는	광물	구매	준수	선언서	접수

-	분쟁광물	및	관리	지침	내용이	포함된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제작	및	공지	

2023 

-	협력사	인식제고	활동	추진

			(설명회	및	교육	실시)

-	협력사	자료(CMRT/CRT)	접수	및	리스크	확인

-	분쟁광물	보고서	발행	

2024~ 

-	협력사	교육	실시	및	현황조사	

			(CMRT/CRT)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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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체결

PHA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실천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제

고하고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

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협

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협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	만

료	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	2021년에는	58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여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PHA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를	예방하고자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구매부문장)과	심의위원(개발/생산/품질/재경/경영지

원부문장),	간사(구매기획팀장)로	구성하며	기술	등	전문적	사항

이	심의	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	부문장	또는	팀장을	심의위

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

와	진행은	간사가	주관합니다.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	여부를	심의하고	참석자	과

반	이상의	의견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합니다.	간사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	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PHA는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

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시스템인	

SRM의	‘윤리경영&동반성장’	메뉴를	통해	분쟁조정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후	협력사와	분쟁	관련	부서,	당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로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심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사실관계를	조

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	중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당

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원회	주관으로	하도

급	분쟁	조정	협의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절차

조정 신청

(협력사)

접수 및 통지

(윤리경영-제보)

사실관계 조사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내부	심의위원회)

조정안 조사

(내부	심의위원회)

조정안 미제시

(참석요구	등	거부)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분쟁조정 종료 

내부	심의위원회	조직도

심의위원

	 개발부문장	 생산부문장

	 품질부문장	 재경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

구매기획팀장

간사

위원장(구매부문장)



2022 PH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4   I

협력사 상생 지원

협력사 자금 지원

PHA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재무	건전화를	위한	금융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서	자금	지

원을	요청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대구은행으로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된	협력사에	대해	72억	원	한도	내

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당사에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

형,	설비	등	개발에	필요한	투자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

고	있습니다.	유상	지원의	경우	자재	구매	비용을	조기에	지급

해야	하거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3.7억	원의	유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2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47.1억	원의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력사 신용평가 및 재무 건전성 확보 지원

PHA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의	재무	건

전성	확보를	돕고자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분포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점

검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기업	경영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

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용

등급	및	구매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협력사가	동의할	경우	신

용평가	업체를	동반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무	악화	원인을	조사

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기술 지원

PHA는	기술	개발	및	인증	등에	대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협력사	대표이사	정기모임인	‘협력사	협력회’를	통해	기

술	세미나를	진행하여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의	경우	공동특허를	출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신규	차종에	대해	기술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

사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레

벨업,	SQ(Supplier	Quality)	인증	레벨업,	품질	인증심사	등을	지

원하고,	품질	취약업체는	별도의	점검	및	대책	수립을	통해	품

질	이슈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인증제 사후평가

PHA는	고객사의	구매/품질	정책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완성차	품질인증제	사후평가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제	사후평가는	고객사가	주최하

고	PHA가	주관하며,	고객사의	평가기준과	등급체계에	맞춰	협력

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

습니다.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미평가	기업은	수주	제

한,	거래불가가	등의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협력사	43개	사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전원	품질인증	평가에	합격하였습니다.	PHA는	앞으로도	협력

사의	품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	협력사	자금	지원현황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상생	자금지원	 21건(21개	사)	 47.1억	원

유상	투자지원	 9건(6개	사)	 13.7억	원

무상	투자지원	 12건	 214.7억	원

합계	 21건	 275.5억	원

협력사	기술	개발	지원	7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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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사회적 이슈 대응역량 강화 지원

PHA는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	시행에	

앞서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	초청	특강을	개회하

여	준비사항과	이슈	대응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해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

할	수	있는	진단시트와	매뉴얼을	배포하여	리스크	예방을	지원

했습니다.	협력사	17개	사를	대상으로는	전문사	합동점검을	실

시하여	노무,	안전,	소방	상태를	진단하고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 직무역량 교육(PHA 아카데미)

PHA는	협력사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

상으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PHA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PHA	사내강사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과	노하우

로	구성하여	현장	중심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회차

당	20명	규모로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는	R&D,	품질,	물류,	재무	분야에	대한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PHA	아카데미(오프라인	교육)

HIGHLIGHT

지역대학 연계 협력사 전문과정

PHA를	포함한	PHC	그룹은	그룹	임직원의	직무역량뿐

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의	기술	전문성과	사업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1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를	위한	전문과정

을	개발하였습니다.	협력사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

육을	제공하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에	따라	자동차	개요,	품질인증,	생산관리	등	8개	과정

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

이고자	영남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과정별로	20여	명

이	참여하여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

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직업능력	전문기관인	영남대

학교와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선도기업인	PHC	그룹

이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생발전

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

겠습니다.

▲	PHC와	영남대학교	산학	업무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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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협력회

PHA는	주요	거래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고자	연	2회	협력사	대표이사	정기모임인	협력사	협력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일반,	프레스,	표면처리	분과

를	구성하여	분과	교류회를	운영하며,	분과별	우수사례,	개선사

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투어를	진행합니다.	매회	분과위원회	발

전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구성하여	아이디어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실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회와	연계하

여	경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조직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교류회

PHA는	협력사	협력회	외	약	68개	사를	대상으로	연	1회	협력사	

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협력사를	시상하고	글

로벌	자동차	시장	및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

력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협력사	협력회	대상	분과	교류회

▲	협력사	협력회	대상	분과	교류회

▲	분과	교류회	현장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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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큰나무복지재단

PHC큰나무복지재단은	PHC	그룹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

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입니

다.	PHC	그룹의	PHA,	평화발레오,	카펙발레오	등의	사회공헌	활

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운영을	목표로	특히	미래인재	양성과	복

지시설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학생들

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시설	지원	사업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르신	등	다양한	복

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가치경영으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플러스

PHA는	2017년	9월부터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도입하여	희망플러스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칭	그랜트	

제도는	임직원의	월	급여액	중	일정액	또는	끝전	금액을	기부하

면	회사가	임직원	기부액에	비례하여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공

헌	기금을	조성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	임

직원의	15%가	희망플러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확보된	기

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체	봉사활동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금과	지출현황은	1년에	한	번	우편	또는	개인	문자를	통해	기

부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후원

PHA는	매년	사회공헌	지출	계획에	따라	매	분기	PHC큰나무복지

재단에	기부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통해	물품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먹거리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와	독서대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PHA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

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 

주요	사업분야

장학 사업

대구	시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성과	품행이	반

듯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사업

복지시설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법

인에	대한	지원	사업

무료급식 및 생활 지원 사업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및	생활

비	지원	사업

매칭	그랜트	구조

임직원	

1배 1배

PHA 기금	확보	

2021년	사회공헌	지출현황

구분 금액(천 원) 비율(%)

희망플러스(회사기부)	 15,440	 10

단순기부	 117,060	 78

봉사활동	 17,500	 12

합계	 150,000	 100



2022 PH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8   I

임원 봉사단 운영

PHA는	사회공헌	활동의	선도적	역할로	사회적	책임	실천문화

를	정착하고자	국내	전	임원	18명으로	구성된	임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명이	하나의	조가	되어	무료급식소	대

체급식	지원	활동을	실시합니다.	무료급식소	방문이	어려운	지

역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해	대체식품을	포장	및	배부하고	있습니

다.	PHA는	임원에서	전	임직원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

써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PHA는	지역사회	복지관과	함께	필요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면	활

동을	원칙으로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배식과	환경미화,	헌

혈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	확

산으로	비대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무드등,	팝업

북,	마스크	스트랩,	액자	등을	제작하여	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

층	아동들과	어르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

화에	따라	대면,	비대면	봉사활동을	병행할	예정으로,	가족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임원	봉사단

▲	어르신	무료급식	대면	봉사활동

▲	헌혈	캠페인

▲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	가족과	함께	하는	팝업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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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

BACKGROUND
기업의	지배구조를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최근	비재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트렌드의	변

화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업	사례를	통해	경영	실적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비윤리적인	경영

관행이나	불공정한	지배구조가	적발될	경우	사회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PHA’S APPROACH 
PHA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모

든	경영활동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를	바탕으로	투명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

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2022년	6월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KEY PERFORMANCES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50%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5 회	

정보보안	사고	발생	건수

0 건

윤리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비율

100%

16.3.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5.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패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Link to UN SDGs Material Topic   

#5	윤리	및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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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 구성

PHA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

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자동차	산업	경

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대

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사회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사내이사	3

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	또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독립성

PHA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

고	있습니다.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함을	정함으로써	이사	선정의	독립성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

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에	있어	관

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수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PHA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

록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며,	2021년	3월에는	사외이

사	3인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및	제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

였습니다.	사외이사는	기업회계	및	세무,	경제학,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단위:	회,	%)

2020

20

2021

15

2019

22

이사회	개최	횟수

2020

87

2021

89

2019

93

이사회	전체	참석률

2020

73

2021

78

2019

88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구성	현황 2022년	3월	말	기준

구분 성명 취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허승현	 2022.3.29	 2025.3.29	

사내이사	 김도연	 2022.3.29	 2025.3.29	 2022.03.29	정기주주총회	시	선임

	 강민봉	 2022.3.29	 2025.3.29

	 추교원	 2020.3.24	 2023.3.24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이규식	 2020.3.24	 2023.3.24	 감사위원

	 권원순	 2020.3.24	 2023.3.24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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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PHA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이	정한	바

에	따라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17

년	3월	28일부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

다.	PHA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	권한,	책

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회계	분야	투명성	강화를	위

해	2021년에는	5번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감사위원	3인을	대상으로	입문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

였고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팀에서	

감사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교육,	회사	주요	현안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

PHA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2021년	3월	이사회	결의

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

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전자적	방

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의결

권이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날까지	전

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

어	2022년	3월에는	제37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대리행사	권

유제도를	도입하며	공식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하고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였습니다.	

PHA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을	통

해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

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고려하

여	최대	가능	배당금을	책정하는	등	전반적인	배당	정책에	대해

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보고

서를	통해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2021년	말	기준

성명 관계 주식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피에이치씨	 최대주주	 보통주	 10,841,409주	 51.63%

김상태	 본인	 보통주	 630,000주	 3.00%

피에이치에이㈜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보통주	 463,438주	 2.20%	 자기주식

	 	 보통주	 11,934,847주	 56.83%

계	 	 우선주	 -	 -

	 	 기타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부서명	 내부회계관리팀(4명)

활동내역	 -	회의	준비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	감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세미나	지원

	 -	회사	주요	현안	관련	정보	제공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지원	등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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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PHA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PHA는	이를	공식	홈페이지*와	구매시스템인	SRM	시스템**을	통해	투명

경영,	상생협력,	정보보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지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HA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	실천’을	윤리	분야

의	비전으로	수립하였으며,	네	가지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선도적인	윤리경영을	이행해	나가고자	합

니다.

*	PHA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실천지침

**	PHA	SRM	시스템>윤리경영&동반성장

윤리경영

Vision

중장기	핵심	

전략방향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 실천

윤리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내재화

선제적인 부패 

예방활동 전개

임직원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산

대내외적 윤리경영 

소통 강화

윤리경영	실천지침
1	 PHA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고객을	정직하게	대합니다.

2	 PHA는	뇌물과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3	 PHA는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지	않으며	기록	및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4	 PHA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5	 PHA는	최고의	전문능력과	지식을	통해	품질을	유지합니다.

6	 PHA는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적	요인을	근거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7	 PHA는	모든	임직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PHA는	임직원,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력합니다.

KPI
구분 단위 2021년 2022년 목표 2025년 목표

부패	사례	발생	건수	 건	 0	 0	 0

사이버	신문고	내부고발	처리율	 %	 100	 100	 100

정보보안	사고	발생	건수	 건	 0	 0	 0

윤리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비율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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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인원			699명

제보접수 내용확인 조사개시 조사완료 종결 처리결과	확인

이수율			100%

윤리문화 정착

윤리경영 의지 전파

PHA는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

파하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윤리경영	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윤리경

영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PHA	전	임직

원들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고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PHA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윤리경영	CEO메세지

윤리교육 실시

PHA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등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윤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개인

의	윤리의식과	기업의	윤리경영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

로써	직장	내	윤리	딜레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

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스마트	러닝

과	단체	시청을	병행하였으며	총	69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운영

PHA는	윤리경영	위반사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아

동/강제노동,	갑질	행위,	차별	및	괴롭힘	등	불법	또는	비윤리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

은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징벌규정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사항에	대

한	심의를	통해	상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이사	결과보고,	징계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HA는	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구매시스템인	SRM	시스템**과	PHC	그룹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PHA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사이버	신문고

**	PHA	SRM	시스템>윤리경영&동반성장

***	PHC	그룹	홈페이지>제보접수	

윤리경영	서약	근로자	비율	100 %

2021년	사이버	신문고	운영	현황

구분 2021년

내부고발	의뢰	건수	 1건

내부고발	처리	건수	 1건

내부고발	처리율	 100%

2021년	윤리교육	현황

사이버	신문고	처리	프로세스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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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체계

PHA는	불법	침입에	의한	인적	피해,	재산적	피해,	기밀	유출	등

을	사전에	방지하여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자	보안	규정,	기록관

리규정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정책은	연	4회	검토	및	보완하고	있으

며,	정보보안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을	제공하고자	윤리규범	내	정보보안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HA는	정보보안	사고	발생	건수	0건

을	KPI	중장기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보안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보안에	따라	체계적으

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강화

정보보안 의식 제고

PHA는	보안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보안규정에	따라	신

규	입사자,	퇴직자,	외부	계약자,	아웃소싱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정

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규사원	채용,	퇴직

자	발생,	신규	사업장	또는	자회사	생성을	포함하여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

시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보안사고	대

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는	문서보안	및	물리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임직원	

472명이	온라인	보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된	인원에	한하여	데이터	센

터	출입을	허가하며	출입	시	출입	사유,	입문	시간,	출문	시간	등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무단	접근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방지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정보보안	실천지침

1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

해	이용하지	않는다.

2	 	회사,	고객	및	협력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누

설하지	않는다.

3	 	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의적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

포	및	데이터	무단	훼손을	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통제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다.

5	 	정보보안을	생활화한다.	(자리	이석시	주요자료	방치	금지	및	중요

문서	폐기	철저	등)
◀	정보보안	교육	영상

Vision

정보보안	분야

주요활동
-	보안정책	관리

-	정보보안	교육

-	보안협의체	운영

-	정보자산	반/출입	통제

-	전문경비요원	운영

-	출입카드	관리

-	침해사고	관리

-	시스템	활용도	평가

-	시스템	투자

책임 있는 보안 관리를 통한 안전한 보안문화 구축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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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진단 및 점검

PHA는	노무지원팀	주관으로	회사의	전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

상	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팀	보안	담당자는	분기별로	팀	

내	보안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보안평가는	보안문서	관

리,	PC	관리,	출입자	관리	등에	대한	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

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활동을	

실시합니다.	

PHA는	주기적인	보안점검과	평가,	3정5행1)	운동을	병행함으로

써	정보보안을	생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3정

5행을	포함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팀별	사무공간과	창고	

등	정리정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

히	책상	위	중요문서	적발	건수가	2018년	38건에서	2021년	0

건으로,	개인	서랍	시건	장치	미잠금	적발	건수가	2018년	113

건에서	2021년	4건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		3정5행:	작업환경과	사무환경의	낭비를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

선활동으로	3정(정품,	정위치,	정량),	5행(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을	지칭함.

보안이슈 신고

PHA는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다양한	

보안이슈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포함한	모

든	이해관계자는	정보보안	위반	사건,	보안	관련	우려사항에	대

해	메일,	팩스,	전화,	사이버	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익명	제보

도	가능하며,	제보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

호하고	있습니다.

*	PHA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사이버	신문고

 

보안 시스템 투자 확대

PHA는	보안	시스템	관리	지침서에	따라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와	전산장비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응하고

자	5.8억	원	투자를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노후화된	ERP시스

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고도화된	

인프라를	갖추고자	매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사고 대응절차

PHA는	보안	사고를	발견하는	즉시	보안관리자에게	유・무선으

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팀과	보안관리자는	재

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보안	절차서에	

의거하여	보안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실

시합니다.	보안	위반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

고	민・형사상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팀	보안진단	평가지	문항	구성

내용 (문항 수)

시건(4개)	 사원증	패용(2개)

사무실	정리(4개)	 출입자	관리(2개)

보안문서	관리(6개)	 보안점검(2개)

PC	관리(4개)	 기타_보안스티커	부착여부,	

	 보안지침	숙지여부	등(2개)

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및	투자	규모
(단위:	억	원)

2021

2021

2022	계획

2022	계획

2023	계획	

2023	계획

15

5.8

17

12.3

17

18.5

유지보수	비용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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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도입

PHA는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를	도입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법인과	지사의	시스템	접근

성,	속도,	보안체계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

기	위해	자료	유출	방지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비	계획을	수립하

고	점검결과를	분석하는	등	정기,	비정기적	예방정비를	병행하

고	있습니다.	또한	IT	인프라	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고자	자체	보안점검과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병행하는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정기/비정기적	예방정비

-	부문별	예방점검	일정	수립

-	각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예방점검계획서에	대한	시스템	운영자	승인

-	사전	공지하여	업무수행	차질	예방

-		예방점검	실시	전	계획서를	통해	시스템	

			운영자에게	보고,	지정된	시간	내	수행

-	장애복구	표준에	따른	조치	수행

-	결과	분석	후	시스템	운영자	보고

-	추가	조치사항과	대책	수립	후	추진

-	예방점검	결과	분석하여	추후	예방점검	

			계획	작성시	반영

-	예방점검	계획서	업데이트

-	예방점검	조치결과	이력관리

예방정비 계획수립

예방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보고

문서 이력관리

HIGHLIGHT

업무 시스템 활용도 평가

PHA는	기술적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편의성을	높이고자	연	1회	업무	시스템	활용

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특별평가를	통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을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주요	업무	시스템	16

종에	대한	활용도를	점검하고,	특별평가를	통해	시스템

별	미사용	메뉴,	협업관리	시스템	활용도	등을	점검하

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스템	활용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사	평균	98.3점으로	높게	나타

났습니다.	PHA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임직원이	업무	시스템	사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선,	이메일,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불

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활용도	평가결과

구분 2019 2020 2021

전사평점	 97.6점	 97.0점	 98.3점

2021년	업무	시스템	활용도	부문별	평가결과*

영업 

A
구매 

A

생산 

A
개발/ 생산기술 

A

연구지원 

A
시스템 설계 

A

전기/전자 설계 

A
품질 

A
*A:	95점	이상,	B:90~94점,	C:	80~89점,	D:	7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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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COVID-19 비상대책 운영

PHA는	COVID-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전염병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한	인력부족	상황에	대응하고자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비상사태	대응	지침에	따라	대체

인력과	비상연락망,	대체	생산	가능한	설비	등을	구축하

여	수동	조립	라인을	운영합니다.	또한	단위공장	및	계열

사와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기본	재고	2~5일	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

사태	발생	시	대체	협력사를	긴급	선정함으로써	생산이	중

단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PHA는	경영	활동과	단일	고장점에	집중되는	리스크를	식별하

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고

려하기	위해	141개	리스크	관리항목을	도출하여	리스크	평가

를	실시하였습니다.	직무별	리스크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

범위를	식별하고	사고	발생가능	빈도,	피해의	크기,	복구	소요시

간	등을	평가하여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였습니다.	리스크	경감을	

위해	각	리스크별로	예방대책,	처리계획,	관리책임자	등을	리스

크	평가	등록부에	기록하여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PHA는	매년	향후	5개년	매출,	손익	등을	추정하고,	발

생	가능한	리스크를	검토하여	전략과제를	도출합니다.	전략과

제	이행을	위해	수립한	이행계획은	KPI로	관리하여	리스크	발생

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관리

환율변동 리스크 

PHA는	영업거래상	외환	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통화선도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예상	거래	및	인식된	자산	부채가	기능

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제품	수출	또는	원재료	수입과	관련

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고자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변동에	대

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PHA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

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

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금

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

PHA는	세무신고	미흡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세법	위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4회	회계감

사	후	법인세	신고서에	대해	세무법인의	검토를	거치고,	적법한	

세무신고를	위해	증빙을	철저히	확인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비상사태	대응	프로세스

기간 프로세스 내용

D+1	 1단계	비상사태	발생	 비상사태로	인한	인력부재	발생

	 2단계	협의체	구성	 긴급	협의체	구성과	대응	단계	논의

	 3단계	결원현황	파악	 각	반별	결원현황	파악

	 4단계	대응단계	결정	 	발주현황,	라인부하	등을	고려한	

	 	 차출인원	선정과	대응단계	결정

	 5단계	의사결정	 1단계:	생산부문장

	 	 2~4단계:	대표이사

D+2		 6단계	인원차출	및		 우선	가동	필요라인	중심으로	라인	

	 라인편성	 재편성

	 7단계	작업	교육	 생산/안전교육,	주의사항	등	라인	

	 	 투입과	작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진행

D+3	 8단계	생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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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Risks & Opportunities

PHA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특화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설립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8개	중대	이슈에	대한	리스크	및	기

회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PHA는	도출된	중대	이슈를	바탕으로	대응	실적,	대응	전략	및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리스크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중대 이슈

-	불공정한	성과	배분에	따른	동기부여	저하

-	핵심인재	유출,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족

01

인사 관리

02

협력사 관리

03

제품 품질

04

안전보건

05

윤리 및 반부패

06

인권, 다양성 & 포용성

07

폐기물 및 자원순환

08

온실가스

-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통한	임직원	동기부여	강화

-	협력사	노동/환경/인권	관련	부정	이슈

-	분쟁광물	규제	위반

-	원자재	가격	폭등

-	협력사	상생경영을	통한	자사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부품의	원활한	수급

-	품질	신뢰도	하락

-	제품	경쟁력	저하

-	고객	안전사고	발생

-		초격차	품질	확보를	통해	신규	계약	수주	과정의		

제품	경쟁력	제고

-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처벌	강화에	따른	재무/

비재무	부담	확대

-	안전	인식	결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	지속적인	무재해	달성을	통한	안전보건	우수기업	이미지	제고

-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부패이슈	발생으로	인한	임직원	및	고객	신뢰도	하락

-	불투명한	경영	관행으로	인한	투자	유치의	어려움

-	부패행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부패	리스크	차단

-	윤리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	신용	제고

-	직장내	차별/괴롭힘

-	성희롱,	갑질,	성별	및	세대간	갈등

-	개인	능력	중심의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다양한	조직원	구성을	통한	업무	시너지	창출

-	폐기물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한	과징금	

-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요구	강화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경쟁력	선점

-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저감

-	탄소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요구	강화에	따른	

			재무적/비재무적	비용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증가

-	저탄소	제품	설계	및	생산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	선제적인	환경	대응을	통한	업계	선두지위	확보

ESG Risk ESG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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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esponse

임직원은	PHA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입니다.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PHA는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PHA	아카데미,	전기·전자	교육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

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유연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준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쇼크	이후	공급망	유연성이	강조되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의	부품	경

쟁력이	완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PHA의	경쟁력	제고에도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PHA는	협력사	평가를	고도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모니터링을	다각화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수주에	기반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특성상	신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최근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모빌리티	흐름의	변화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선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PHA는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품질	실패비용	ZERO를	목표로	선진적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임직원들을	위

한	필수요소이자	PHA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PHA는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인증받는	등	전

문화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과정을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경영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비윤리적인	경영관행이	적발될	경

우	사회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국내외	기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HA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를	구축하기	위해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은	건전한	조직의	기반이	되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PHA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엄격히	

존중하며,	다양한	교육과	인권실태	평가,	고충처리	제도	등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해야	하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PHA는	폐

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	공정,	활동,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고	있으며,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	감소,	제품	

재활용률	개선을	위해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에도	친환경/저탄소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PHA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감축방안을	모색하며	적

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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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재무 성과*

연결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자산총계	 억	원	 9,206.0	 9,337.0	 9,571.1

유동자산	 억	원	 4,779.6	 5,277.7	 5,627.7

비유동자산	 억	원	 4,426.4	 4,059.3	 3,943.5

부채총계	 억	원	 3,441.0	 3,478.9	 3,113.5

유동부채	 억	원	 3,179.7	 3,301.3	 2,921.8

비유동부채	 억	원	 261.3	 177.6	 191.7

자본총계	 억	원	 5,764.9	 5,858.1	 6,457.6

부채	및	자본총계	 억	원	 9,206.0	 9,337.0	 9,571.1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수익(매출액)	 억	원	 10,884.3	 9,490.6	 9,276.1

매출총이익	 억	원	 1,167.5	 979.0	 1,006.8

판매비와관리비	 억	원	 1,011.7	 836.0	 940.9

영업이익(손실)	 억	원	 155.8	 143.1	 65.8

금융수익	 억	원	 125.1	 101.3	 206.8

기타이익	 억	원	 158.2	 96.8	 254.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억	원	 312.0	 139.0	 488.9

법인세비용	 억	원	 4.3	 59.7	 113.1

당기순이익(손실)	 억	원	 316.2	 79.3	 375.8

경제가치 분배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배당금	 	 백만	원	 3,359.8	 3,696.6	 3,696.6

국세	 	 백만	원	 26,669.3	 6,383.9	 3,870.8

	 급여	 백만	원	 32,205.3	 30,190.5	 34,920.7

총	인건비	 상여	 백만	원	 13,380.3	 11,557.0	 11,890.8

	 합계	 백만	원	 45,585.6	 41,747.5	 46,811.5

기본급	및	정기상여	 백만	원	 33,692.1	 33,587.6	 36,968.7

사회공헌	 	 백만	원	 114.7	 110.1	 150.0

*연결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주체:	PHA	India	Pvt,	Ltd.	/	피에이치에이기차배건	(태창)유한공사	/	피에이치에이기차기술	(태창)유한공사	/	(주)에이에스티	/	피에이치에이기차배건	(북

경)유한공사	/	피에이치에이기차배건	(중경)유한공사	/	PHA	Slovakia	s.r.o	/	PHA	Czech	s.r.o	/	PHA	America,	Inc.	/	PHA	Body	Systems,	LLC	/	PHA	USA,	LLC	/	피에이치에이기차배건	(염성)

유한공사	/	PHA	VIETNA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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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총	에너지	사용량	 MWh	 20,520	 22,051	 22,547	

					전기	 MWh	 17,623	 19,099	 19,394	
A~H

					연료(LNG)	 MWh	 	2,826	 	2,806	 	3,026	

					연료(LPG)	 MWh	 	72	 	145	 	127	

온실가스 배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2-eq	 8,824.5	 9,475.2	 9,569.9	

					Scope	1	 tCO2-eq	 705.2	 701.1	 712.6	 A~H

					Scope	2	 tCO2-eq	 8,119.3	 8,774.1	 8,857.3

데이터 범위:	A:본사		B:현풍		C:성서1		D:성서2		E:외동1		F:외동2		G:아산1		H:아산2		I:해외		

폐기물 발생*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폐기물	총	발생량	(배출량)	 ton	 	263.8	 	250.7	 	280.9	

					일반폐기물	 ton	 	226.7	 	214.8	 	251.9		 A~H

					지정폐기물	 ton	 	37.1	 	35.9	 	29.0	

*일반폐기물은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전량	처리하며,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소각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

원자재 사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원자재	총	사용량	 ton	 85,500	 67,700	 69,700	

재생가능	원자재	사용량	 ton	 85,500	 67,700	 69,700	
A~H

재생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원자재	사용	비율	
%	 100%	 100%	 100%

*원자재	총	사용량은	철판,	사출	원소재	합계이며,	철판	및	사출품	모두	재생	가능함.	단	자사	제품에는	재생되지	않음.

폐기물 처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폐기물	총	처리량	 ton	 	264	 	251	 	281	

재활용*	 ton	 	226.7	 	214.8	 	251.9		
A~H

소각	 ton	 	37.1	 	35.9	 	29.0	

폐기물	재활용률	 %	 	86	 	86	 	89.6

*철판	스크랩,	플라스틱	사출품	등을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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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용수	취수량	 ML	 58,292	 43,183	 54,925	

용수	사용량	 ML	 40,797	 28,106	 37,571	 A~H

용수	방류량	 ML	 17,495	 15,077	 17,354

대기오염물질

구분 단위 2020 2021 데이터 범위

먼지	배출량*	 ton	 0.65	 0.16	 A,	B,	E**

*환경	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정화하여	먼지를	배출하고	있음.

**집진장치는	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장치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되었음.

환경교육 및 투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환경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690	 686	 699	
A~H

환경투자비*	 백만	원	 333	 14	 24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포함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제조	사업장	수	 개	 17	 17	 17	

ISO	14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	수	 개	 12	 12	 14	 A~E,	G,	I*

ISO	14001	도입률	 %	 70.6	 70.6	 82.4

*외동2공장은	창고,	아산2공장은	빈공장으로	해당	없음.

환경 민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환경	민원	접수	건수	 건	 0	 0	 0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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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과

신규 채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신규	채용	근로자	수	 명	 45	 32	 33	

				남성	 명	 39	 32	 32	

				여성	 명	 6	 0	 1		 A~H

남성	신규	채용	근로자	비율	 %	 86.7	 100	 97.0	

여성	신규	채용	근로자	비율	 %	 13.3		 0	 3.0	

임직원 정보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전체	근로자	수(국내+해외)	 명	 2,742	 3,023	 2,705	

	 전체	근로자	수*	 명	 690	 686	 699

	 				남성	 명	 	637	 	639	 	651	

	 				여성	 명	 	53	 	47	 	48	

	 여성	근로자	비율	 %	 7.7	 6.9	 6.9

	 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명	 	689	 	685	 	699	

	 				남성	 명	 	636	 	638	 	651	

	 				여성	 명	 	53	 	47	 	48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명	 1	 1	 0

	 				남성	 명	 1	 1	 0

국내
	 				여성	 명	 0	 0	 0

	 임원직	근로자	수	 명	 18	 20	 19

	 				남성	 명	 18	 20	 19

	 				여성	 명	 0	 0	 0	 A~I

 임원직	중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근로자	수 
명	 0	 0	 0

	 관리직	근로자	수	 명	 	398	 	398	 	419	

	 				남성	 명	 	363	 	366	 	385	

	 				여성	 명	 	35	 	32	 	34	

	 비관리직	근로자	수	 명	 273	 267	 261

	 				남성	 명	 255	 252	 247

	 				여성	 명	 18	 15	 14

	 전체	근로자	수	 명	 2,052	 2,337	 2,006

	 관리직	근로자	수	 명	 507	 496	 456

해외	 비관리직	근로자	수	 명	 1,505	 1,804	 1,517

	 임원직	근로자	수	 명	 11	 9	 7

	 주재원	수	 명	 29	 28	 26

*파견직,	주재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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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유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총	이직자	 명	 62	 38	 23	

총	임직원	이직률	 %	 11.7	 6.1	 3.6	

				자발적	이직률	 %	 9.0	 5.5	 3.3	

				비자발적	이직률	 %	 2.8	 0.6	 0.3	 A~H

평균	근속	연수	 년	 10.6	 11.3	 11.9	

				남성	 년	 10.6	 11.2	 11.9	

				여성	 년	 11.2	 11.6	 11.8

육아 휴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육아휴직권을	가진	임직원	수*	 명	 293	 306	 288	

				남성	 명	 275	 290	 274

				여성	 명	 18	 16	 14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12	 16	 18

				남성	 명	 3	 6	 8

				여성	 명	 9	 10	 10

육아휴직을	마친	후	업무에	복귀한	임직원	수	 명	 3	 6	 7

				남성	 명	 0	 3	 0

				여성	 명	 3	 3	 7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	간	근속한	임직원	수	
명	 1	 2	 6	 A~H

				남성	 명	 0	 0	 3

				여성	 명	 1	 2	 3

육아휴직	복귀율(남성)	 %	 0	 100	 0

육아휴직	복귀율(여성)	 %	 37.5	 33.3	 70.0

육아휴직	복귀	후	유지율(남성)	 %	 0	 0	 100

육아휴직	복귀	후	유지율(여성)	 %	 100	 66.7	 100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30	 29	 32

				남성	 명	 27	 24	 30

				여성	 명	 3	 5	 2

*당해	연도에	자녀나이가	만	8세	이하인	임직원	수

임직원 복리후생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유연근무제	사용자	수*	 명	 243	 94	 111	

총	복리후생비**	 천	원	 	1,177,850		 	1,333,022	 	1,580,405		 A~H

1인당	복리후생비	 천	원	 1,694	 1,943	 2,183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유연근무제	사용자	수가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당해	연도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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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장애인	고용	인원	 명	 9	 9	 10	

장애인	고용	비율	 %	 1.3	 1.3	 1.4	
A~H

국가	보훈대상자	인원	 명	 1	 1	 1

국가	보훈대상자	비율	 %	 0.1	 0.1	 0.1

임직원 보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임원직	기본급(남성)	 원	 13,301,784	 12,312,964	 14,529,382	

임원직	기본급(여성)	 원	 0	 0	 0	

관리직	기본급(남성)*	 원	 4,159,934	 4,203,490	 4,525,367

관리직	기본급(여성)*	 원	 3,478,575	 3,524,643	 4,009,682	 A~H

비관리직	기본급(남성)	 원	 3,354,352	 3,425,194	 3,599,127

비관리직	기본급(여성)	 원	 3,432,231	 3,484,074	 3,632,586

법정최저임금	대비	제일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임직원의	시간당	급여	비율	
%	 148	 147	 153

*관리직	성별	급여	차이는	직급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실제	남녀	동등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임직원 안전보건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1인당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시간	 41.4	 39.9	 41.3	

1인당	1주일	초과근무	시간*	 시간	 5.1	 4.3	 4.8

연간	총	근로시간	 시간	 1,280,373	 1,260,383	 1,281,055	

근로손실일	수	 일	 	2	 	2	 	1	

근로손실재해	건수	 건	 2	 2	 1

부상자	수	 명	 5	 5	 4

업무상	질병	발생자	수	 명	 0	 0	 0

사망자	수	 명	 0	 0	 0

하청	및	도급	근로자	사망자	수	 명	 0	 0	 0	 A~H

산업재해율	 %	 0.4	 0.4	 0.3

연천인율	 ‰	 4.14	 4.14	 3.19

강도율(Lost	Time	Injury	Severity	Rate)	 -	 0.02	 0.02	 0.01

근로손실재해율(LTIFR)	 건/백만	시간	 0.25	 0.25	 0.22

하청	및	도급	근로자	근로손실재해율(LTIFR)	 건/백만	시간	 0.25	 0.25	 0.22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수	 명	 690	 686	 699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비율	 %	 100	 100	 100

건강검진을	받은	임직원	수	 명	 228	 394	 244

건강검진을	받은	임직원	비율	 %	 100	 100	 100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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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강제 노동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아동/강제	노동	사고	수	 건	 0	 0	 0	
A~H

아동/강제	노동에	대한	점검	횟수	 회	 0	 0	 0

인재육성 및 역량개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임직원	총	교육	시간	 시간	 25,751	 28,352	 28,231	

임직원	1인당	교육	시간	 시간	 37.3	 41.3	 40.4	

				남성	 시간	 37	 42	 41

				여성	 시간	 38	 28	 34

임직원	총	교육	비용	 천	원	 154,620	 102,421	 50,957

임직원	1인당	교육	비용	 천	원	 224	 149	 73

임직원	만족도(EOS	만족도	점수)	 점	 62.4	 68.6	 60.9	 A~H

정기적	성과평가를	받은	임직원	수*	 명	 391	 411	 420

				남성	 명	 362	 382	 390

				여성	 명	 29	 29	 30

정기적	성과평가를	받은	임직원	비율*	 %	 56.7	 59.9	 60.1

				남성	 %	 56.8	 59.8	 59.9

				여성	 %	 54.7	 61.7	 62.5

*성과평가	대상:	관리직	중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현장직	제외,	관리직	중	하반기	입사자	및	6개월	이상	휴직자	등은	제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제조	사업장	수	 개	 17	 17	 17	

ISO	45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	수	 개	 11	 11	 13	 A~E,	G,	I*

ISO	45001	도입률	 %	 64.7	 64.7	 76.5	

*외동2공장은	창고,	아산2공장은	빈공장으로	해당	없음.

인권교육

구분 단위 2021 데이터 범위

총	인권교육	시간	 시간	 	727	 	

1	인당	인권교육	시간	 시간	 	1.04		
A~H

인권교육	이수자	수	 명	 	699	

인권교육	이수자	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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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수*	 명	 690	 686	 699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비율**	 %	 100	 100	 100	
A~H

노동조합	가입인원***	 명	 272	 264	 261

노동조합	가입률	 %	 39.4		 38.5		 37.3		

*노동조합	가입인원	전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수	/	당해	연도	전체	임직원	수)*100

***현장사원	및	기사직급	인원

사회공헌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사회공헌	비용	 천	원	 114,650	 110,100	 150,000	

단순	기부	 천	원	 80,000	 88,580	 117,060

희망	플러스(회사	기부)	 천	원	 20,650	 20,520	 15,440

봉사활동	 천	원	 14,000	 1,000	 17,500	
A~H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수	 명	 261	 15	 123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비율	 %	 37.8	 2.2	 17.6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총	참여	시간	 시간	 699	 45	 354

1인당	사회공헌	활동	참여	시간	 시간	 1.0	 0.1	 0.5	

공급망 정보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협력사	수*	 개	사	 80	 81	 84	

주요	협력사	수**	 개	사	 35	 32	 27

협력사	대상	총	구매비용	 백만	원	 347,576	 320,628	 326,748	 A~H

주요	협력사	대상	구매비용	 백만	원	 335,762	 307,469	 301,622

총	구매비용	중	주요	협력사에	지불하는	비용	비중	 %	 97	 96	 92

*부품사	기준(원소재,	MRO,	설비,	금형업체,	1차사,	수입,	사급	제외)

**거래금액	10억/년	이상인	부품	공급사	기준

협력사 지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협력사	금융지원	금액(상생협력자금	승인	금액)	 백만	원	 -	 -	 4,708	

교육을	이수한	협력사	수*	 개	사	 57	 0	 28	
A~H

전체	협력사	대비	교육을	이수한	협력사	비율	 %	 71	 0	 33

교육을	이수한	협력사	임직원	수	 명	 75	 0	 28

*’19년	중금속	규제	및	품질	교육,	’20년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21년	주	52시간	준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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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성과

이사회 구성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사내이사	수	 명	 3	 3	 3	

사외이사	수	 명	 4	 3	 3

여성	이사	수	 명	 0	 0	 0	
A*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수	 명	 1	 1	 1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	 57	 50	 50

이사회	내	여성이사	비율	 %	 0	 0	 0

*해외지사의	의사결정까지	국내	이사회가	진행하고	있음.

이사회 운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이사회	개최	횟수	 회	 22	 20	 15	

이사회	전체	참석률	 %	 93	 87	 89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	 88	 73	 78

출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	수(75%	미만)	 명	 1	 2	 1	 A*

논의	안건	수	 건	 30	 25	 23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안건	수	
건	 0	 0	 0

*해외지사의	의사결정까지	국내	이사회가	진행하고	있음.

감사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회	 0	 4	 5	

외부감사인에	지급한	감사용역보수	 천	원	 190,000	 530,000	 550,000	 A

외부감사인에	지급한	비감사용역보수	 천	원	 90,000	 0	 0

컴플라이언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환경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환경법규	위반	벌금액	 원	 0	 0	 0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	 건	 0	 0	 0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액	 원	 0	 0	 0

안전	규제	위반	건수	 건	 0	 0	 0	 A~H

안전	규제	위반	벌금액	 원	 0	 0	 0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건	 0	 0	 0

개인정보보호	위반	벌금액	 원	 0	 0	 0

고객(완성차)	정보와	관련된	정보보안	위반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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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윤리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수*	 명	 26	 686	 699	

윤리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비율	 %	 3.8	 100	 100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서약	근로자	수	 명	 690	 680	 699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서약	근로자	비율	 %	 100	 100	 100

반부패	정책이	공유된	협력사	수	 개	사	 -	 1,100	 1,100	 A~H

반부패	정책이	공유된	협력사	비율	 %	 -	 100	 100

부패	사례	발생	건수	 건	 0	 0	 0

부패	사례	처리	건수	 건	 0	 0	 0

부패	사례	처리	비율	 %	 100	 100	 100

*2019년은	입사자	대상	핵심가치	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별도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사이버 신문고 운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사이버	신문고	내부고발	의뢰	건수	 건	 0	 0	 1	

사이버	신문고	내부고발	처리	건수	 건	 0	 0	 1	 A~H

사이버	신문고	내부고발	처리율	 %	 100	 100	 100	

*’19년	해외법인	포함	보안교육	실시,	’21년	국내법인	온라인	보안교육	실시

정보보안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정보보안	사고	발생	건수	 건	 0	 0	 0	
A~H

정보보안	교육	이수자	 명	 742	 0	 472

지적재산권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특허	등록	 건	 16	 17	 19	
A~H

특허	출원	 건	 30	 4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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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연구개발	인력	 명	 143	 144	 169	

연구개발	투자비	 억	원	 154.6	 130.2	 155.3	 A~H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	 2.47	 2.32	 2.80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ATF 16949)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데이터 범위

제조	사업장	수	 개	 17	 17	 17	

IATF	16949	인증을	받은	사업장	수	 개	 15	 16	 17	 A~E,	G,	I*

IATF	16949	도입률	 %	 88.2	 94.1	 100	

*외동	2공장은	창고,	아산	2공장은	빈공장으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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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일반표준 공개(GRI	102:	Universal	Disclosures	2016)

주제 Disclosures  보고 페이지 및 내용 검증 ISO 26000

	 102-1	 조직	명칭	 6p	 ●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9p	 ●	

	 102-3	 본사	위치	 6p	 ●	

	 102-4	 사업	지역	 6~7p	 ●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p	 ●	 6.3.10/

		 102-6	 시장	영역	 6~7p	 ●	 6.4.1-6.4.2/

조직	프로필	 102-7	 조직의	규모	 6~7p,	71p	 ●	 6.4.3/6.4.4/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74p	 ●	 6.4.5/

	 102-9	 공급망	 78p	 ●	 6.8.5/7.8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사명	변경(평화정공㈜		
●

 

	 	 	 →	피에이치에이㈜)

	 102-11	 예방	원칙	또는	예방	접근법	 67p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2p	 ●

	 102-13	 가입	협회	 8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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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62p	 ●	

4.4/6.6.3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	제도	 63p	 ●

지배구조	 102-18	 거버넌스	구조	 60p	 ●	 6.2/7.4.3/7.7.5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5p	 ●	

	 102-41	 단체협약	 78p	 ●

이해관계자	참여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5p	 ●	 5.3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5p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15p	 ●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71p	 ●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2p,	17p	 ●	
5.2/7.3.2/

	 102-47	 중대	주제	목록	 17p	 ●	
7.3.3/7.3.4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N/A	 ●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N/A	 ●

보고관행	 102-50	 보고	기간	 2p	 ●	

	 102-51	 최근	보고	일자	 N/A	 ●

	 102-52	 보고	주기	 2p	 ●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처	 2p	 ●	 7.5.3/7.6.2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p	 ●

	 102-55	 GRI	인덱스	 82~85p	 ●

	 102-56	 외부	검증	 86~8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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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표준 공개(Topic-specific	Disclosures)

주제 Disclosures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Topic	#1:	인사	관리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35p,	68~69p	 ●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75p	 ●

고용
 

401-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를		

42p
	 	 위한	복리후생	 	

●

	 401-3	 육아휴직	 75p	 ●

	 404-1	 근로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77p	 ●

훈련	및	교육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38~39p	 ●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받는		
77p

	 	 근로자	비율	 	
●

Topic	#2:	협력사	관리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48p,	68~69p	 ●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간접	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49~56p,	78p	 ●

	Topic	#3:	제품	품질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6.3.9/6.6.6/6.6.7/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0p,	68~69p	 ●	
6.7.8/6.8.1-6.8.2/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6.8.5/6.8.7/6.8.9

간접	경제효과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25~27p	 ●

Topic	#4:	안전보건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35p,	68~69p	 ●

Approach	2018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403-1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45p	 ●

	 403-2	 유해요인	식별,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조사	 46p	 ●

	 403-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46p	 ●	 6.4.6/6.8.8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자문	및	소통	 45p	 ●

산업안전보건	 403-5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47p	 ●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47p	 ●

	 403-7	 비즈니스	관계로	직접	연계된	직장	건강	및	안전	영향의		
47p

	 	 예방과	완화	 	
●

	 403-9	 업무	관련	부상	 76p	 ●

 

6.4.3/6.4.4/

6.4.7/6.8.5/

6.8.7

6.3.9/6.6.6/	6.6.7/

6.7.8/6.8.1-6.8.2/

6.8.5/6.8.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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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Disclosures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Topic	#5:	윤리	및	반부패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59p,	68~69p	 ●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2~63p	 ●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80p	 ●

Topic	#6:	인권,	다양성	&	포용성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35p,	68~69p	 ●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다양성	및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74~75p	 ●

기회균등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76p	 ●

인권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43p	 ●

Topic	#7:	폐기물	및	자원순환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8p,	68~69p	 ●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원재료

	 301-1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72p	 ●

	 301-2	 재활용된	원재료	사용	 72p	 ●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8p,	68~69p	 ●

Approach	2020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32~33p	 ●

폐기물
	 306-3	 폐기물	발생	 72p	 ●

	 306-4	 폐기물	전환(재사용,	재활용	등)	 72p	 ●

	 306-5	 폐기물	처리(소각,	매립	등)	 72p	 ●

Topic	#8:	온실가스

GRI	103:		 103-1	 중대토픽	및	경계에	대한	설명	 	 ●	 	

Management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8p,	68~69p	 ●

Approach	2016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72p	 ●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72p	 ●

배출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72p	 ●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73p	 ●

 

6.6.1-6.6.2/

6.6.3

6.2.3/6.3.3/

6.3.5/6.3.7/

6.3.10/

6.4.3-6.4.4/

6.6.6

6.5.4-6.5.5

6.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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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Disclosures  보고 페이지 검증 ISO 26000

기타	일반	보고	이슈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71p

	 	 6.8.1-6.8.2/

(GRI	2016)	 	 	 	
●

	 6.8.3/6.8.7/6.8.9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79p

	 	 6.6.1-6.6.2/

(GRI	2016)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

	 6.6.5/6.6.7

용수
	 303-3	 취수	 73p	 ●	

(GRI	2018)
	 303-4	 방류	 73p	 ●	 6.5.4

	 303-5	 물	소비	 73p	 ●

환경법규	준수	
307-1	 환경	법규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79p

  
4.6

(GRI	2016)	 	 	 	
●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57~58p

	 	 6.3.9/

(GRI	2016)	 	 수행하는	사업장	 	
●

	 6.5.1-6.5.3/6.8

고객	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해		
79p

	 	 6.7.1-6.7.2/

(GRI	2016)	 	 입증된	민원	 	
●

	 6.7.7

사회경제적		 	 	 	 	 4.6/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및	경제적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79p	 ●	 6.7.1-6.7.2/

(GRI	2016)	 	 	 	 	 6.7.6



2022 PH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6   I

제3자 검증의견서

컨트롤유니온써티피케이션	B.V.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B.V.	이하	“컨트롤유니온”)은	PHA	(주)	(이하	“PHA”)로부터	2022	PH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검증사인	컨트롤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검증	범위	및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검증의견서를	

발급하고,	독립적인	검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PHA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컨트롤유니온은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PHA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컨트롤유니온의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에	따라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이	때,	검증의	종류는	Type	2,	수준은	Moderate	

Level로	수행되었습니다.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검증	과정은	보고	내용이	GRI	Standards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AA1000AS	AccountAbility의	4대	원칙인포괄성,	중요성,	대응

성	및	영향의	준수	평가를	따랐습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GRI	102:	일반	사항	보고

-	중대	이슈	1,	인사	관리:	GRI	103-1~3,	GRI	401-1~3,	GRI	404-1~3

-	중대	이슈	2,	협력사	관리:	GRI	103-1~3,	GRI	203-2

-	중대이슈	3,	제품	품질:	GRI	103-1~3,	GRI	203-2

-	중대	이슈	4,	안전	및	보건:	GRI	103-1~3,	403-1~7,	403-9

-	중대	이슈	5,	윤리와	반부패:	GRI	103-1~3,	GRI	205-2~3

-	중대	이슈	6,	인권,	다양성과	포용성:	GRI	103-1~3,	GRI	405-1~2,	412-2

-	중대	이슈	7,	폐기물	및	자원순환:	GRI	103-1~3,	GRI	301-1~2,	103-1~3,	306-2~5

-	중대	이슈	8,	온실가스:	GRI	103-1~3,	GRI	302-1,	305-1~2,	305-7

-			기타	이슈,	경제적	성과	GRI	201-1,	경쟁	저해행위	GRI	206-1,	용수	GRI	303-3~5,	환경사회법규준수	GRI	307-1,	지역사회	GRI	413-1,	고객	개인정보	

보호	GRI	418-1,	사회경제적법규	준수	GRI	419-1

포괄성

포괄성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HA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고객,	협력사,	주주	및	투자자,	학계,	지역사회/NGO	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

습니다.	검증팀은	노사협의회,	Comm&Coop,	사이버신문,	임직원	설문조사(EOS),	협력사	협동조합,	협력사	교류회,	임원방문,	홈페이지,	고객구매/생산/

개발	대응,	주주총회,	이사회,	산학협력,	지역주민	간담회,	UNGC	회원사	활동,	임직원	봉사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중요한	이슈	식별	및	존재	여부	파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

사결정과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PHA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자체적인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이슈들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핵심	이슈들은	보고서에	구분되어	기술되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와	핵심	이슈풀에서	제외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성

대응성은	조직의	의사결정,	행동,	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HA는	ESG	친화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ESG	분야별	활동가치를	ESG	경영	플랫폼에	연결하고	확장하여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한	기업가치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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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성

영향성이란	조직의	활동이	경제,	환경,	사회,	이해관계자,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책임	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HA는	연구개발	확대,	산학협력	강화,	환경영향	저감,	임직원과의	동반성장,	협력사와의	상생,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	ESG	친화적	프로젝트

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PHA는	지속적인	R&D	투자,	특허등록,	품질개선	시스템,	온실가스배출저감,	에너지	절감,	폐기물	재활

용,	임직원	교육	및	복지,	안전경영	시스템,	ISO14001(환경)/ISO45001(안전)	인증,	사회	기부,	협력사	지원,	감사위원회	운영,	윤리경영시스템,	사이버	

신문고(옴부즈맨)	운영,	보안사고	대응시스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PHA는	큰나무	복지재단,	

희망플러스(매칭펀드),	지역사회	지원,	헌혈캠페인,	임원봉사단	운영,	직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PHA는	

중대	이슈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PHA는	환경,	에너지	소비,	법규	준수(노동,	안전),	

공급망	및	윤리경영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PHA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컨트롤유니온의 검증 수준

검증	수준은	검증	제공자가	중요한	오류,	누락	또는	왜곡	표시가	있는지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세부	정보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보고서에	대한	

검증	수준은	Moderate입니다.

컨트롤유니온의 검증 방법

-	PHA의	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수치에	대한	내외부적	문서	및	관련	기록	검토

-	회사	차원에서의	데이터	수집	접근	방식	검토

-	데이터	샘플에	대한	검토를	및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에	대한	검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PHA	본사를	방문하여	ESG	관련	핵심	인원들과	면담

컨트롤유니온의 자격 및 독립성

컨트롤유니온은	당사의	글로벌	범위	및	운영을	다루는	ISO	17021-1:2015/ISO17065:2012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위	인증에는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

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요건에	대한	준수,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컨

트롤유니온은	내부적인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한	자격을	부여받은	검증	심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된	접근	방법과	검증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개선권고사항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적용된	기준에	기반했을	때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들과	수치가	불공정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

였습니다.	또한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에	대한	적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의견을	제시합니다.

-		PHA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도어	무빙	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물류/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과정에서	인사	

관리,	협력사	관리,	제품	품질,	안전	및	보건,	윤리	및	반부패,	인권	다양성	및	포용성,	폐기물	및	자원	순환,	온실	가스	등의	이슈가	충분히	중요하게	다뤄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하지만	'2022	PHA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PHA의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향후	더욱	강조될	임팩트	측정,	ESG	관리	내재화,	ESG	관련	성과	보고	이슈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축적,	관리,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PHA의	ESG	성과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Ji	Hyoung	(Fred)	Kim

Program	Manager	of	Control	Union	Korea	Co.,	Ltd

On	behalf	of	Program	Manager

Jon	Heinrichs

28	Augus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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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PHA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시

할	수	있도록	제정한	산업별	표준인	SASB	프레임워크에	따라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

하고자	합니다.	이에	Auto	Parts	산업의	표준에	따라	아래	정보를	보고하였습니다.	

Topic CODE Accounting Metric 단위 보고 위치

	 	 (1)	전체	에너지	사용량	 GJ	 72p

에너지	관리	 TR-AP-130a.1	 (2)	그리드	전력	비율	 GJ	 72p

	 	 (3)	재생가능한	에너지	소비	비율	 %	 72p

	 	 (1)	전체	폐기물	총량	 ton	 72p

폐기물	관리	 TR-AP-150a.1	 (2)	유해폐기물	비율	 %	 72p

	 	 (3)	재활용된	폐기물	비율	 %	 72p

원재료	소싱	 TR-AP-440a.1	 핵심	원재료에	대한	리스크	관리	 -	 52p

원재료	효율성	 TR-AP-440b.2	 원자재	투입량	중	재활용	또는	재조립된	원자재	사용	비율	 %	 72p

반부패	관행	 TR-AP-520a.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전체	금전적	손실	 원		 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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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PHA는	2022년	6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PHA는	UNGC의	모든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43p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43p

노동: Labor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4p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36p,	43p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36p,	43p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44p

환경: Environment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29p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30~34p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24p,	33p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62~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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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협회

대구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KEF대구경영자총협의회

문산일반산업단지협회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한기계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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